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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힌두여성과 사띠(Sati) 담론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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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띠(Sati, 영어명 Suttee)를 둘러싼 담론(discourse)을 통해

외부의 영국 통치자와 내부의 힌두 바라문엘리트라는 남성의 타자(他

者)로 배치되는 근대 힌두여성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987년 루쁘 깐와르의 사띠는 인도여성이 무고한 희생자라는 측면과 위

대한 힌두의 승리자라는 양분된 논쟁을 촉발했고, 남성과 여성, 제국과

식민, 서양과 동양이 대립되는 역사 속의 인도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알

려주었다. 영국지배시에 사띠는 서구식민정책과 지배담론으로 제작되어

인도의 야만적 문화로 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도여성은 희생자, 인

도남성은 범죄자, 힌두교는 미개한 우상으로 고착되었다. 반면 힌두 근

본주의자들은 사띠를 힌두교의 순수한 전통으로 조직하고 신격화시켰

다. 사띠담론을 제작한 서구식민지배자들과 힌두근본주의자들 모두 산

스끄리뜨 텍스트를 사상적 근거로 활용하였고, 그 전통의 헤게모니를

통해 식민담론과 힌두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다. 근대의 사띠담론은 서

구와 힌두의 남성적 시각에서 논의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주체인 힌두

여성의 고통은 배제되었다.

Ⅰ. 서론

인도에서 사띠는 남편이 죽은 후에 배우자인 여성이 자신의 산

목숨을 불에 바치는 행위를 말한다. 남편을 ‘따라 죽는다’는 의미

의 순장(殉葬)으로 한역되는 이 행위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purohita@naver.com



174 ∙ 印度哲學 제29집

타내고, 반드시 타파해야 할 인도의 미개성과 후진성을 상징하는

악습으로 비추어졌다. 1829년에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를 표방하는 식민지 총독 벤팅크(William C. Bentick)가 일명 ‘벵

갈협약 17조(Regulation XVII of the Bengal Code)’라고 불리는

‘사띠금지법’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띠는 발생했으며 198

7년 인도가 자체적으로 사띠금지법(Sati Prevention Act)1)을 시행

하기에 이른다. 근대 시기에 영국에 의해 금지된 이 관습은 근절

되지 않고 있다가 현대에 인도 스스로 법적으로 형량을 높이고

철저히 금지한 것이다. 식민지 영국이라는 타자에 의해 강제적으

로 금지된 것과는 달리 인도인들의 자각에 의해 금지조치되었지

만 역시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이처럼 다수의 인도인들, 특히 힌

두인들에게 사띠는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관습으로서, 보

호하고 유지해야 하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1987년 인도가 사띠금지법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루쁘 깐와르(Roop Kanwar, 1969～1987)의 사띠이다. 결혼

한지 8개월 된 18세의 소녀가 남편을 따라 사띠를 행하였고 이 사

건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은 지대했다. 전 세계는 이 사건을 토픽

으로 보도하면서 야만적인 악습이라고 규탄했고, 반대로 수많은

힌두지지자들은 그녀의 행위를 존중하며 존경을 표했다. 루쁘 깐

와르의 사건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악명 높게 변질된 이유는 사

띠를 지지하는 힌두근본주의자들(Hindu Fundamentalists)이 힌두

교의 전통으로 이 사건을 논쟁화했기 때문이다.2) 그녀의 죽음은

사띠지지캠페인(pro-sati campaign)으로 이어지고, 지지자들은 그

녀의 행위를 기념하는 백 개 이상의 사띠사원을 만들어 숭배하거

나, 문학 소재로 이용하면서 그녀의 사띠를 이상적인 행위로 우상

1) Narasimhan(1990) p. 53.

2) 힌두근본주의와 여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세권 외(2003) 힌두 근본주의

운동의 정체성 정책과 여성 , 인도연구 8권 1호, 한국인도학회 ; 김주희
외(2004) 힌두 근본주의와 인도의 여성: 힌두 근본주의의 부상이 진보와

우익 여성계에 미친 영향 , 인도연구 9권 1호, 한국인도학회 등이 있으며,

단행본으로는 김주희 외(2005) 인도여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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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사회적 이념으로 정착시키려고 악용하였다.3) 그 과정 속

에서 루쁘 깐와르의 사띠는 영국이 이 관습을 왜 악습으로 규정

했는지와 힌두사회가 이 제도를 왜 전통으로 옹호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근대와 전통의 가치 속에서 하위로 배치되

는 인도 여성의 독특한 지위를 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사띠가 무엇인지 그 기원과 유래를 알아보고,

지극히 한정된 상층여성에 의해 특수한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 관

습이 어떻게 인도를 대표하는 보편적인 악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지를 조명해 볼 것이다. 이어서 사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평가된 것은 인도인이나 인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영제국의 식민통치라는 외

부의 정책적인 면이 담론형성에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그 안에 내재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과 서구 지배자

의 담론으로서의 사띠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두교

가 말하는 아내의 순종적인 다르마(strī-dharma)인 빠디브라따(pa

tivratā)의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하위 종속화시키는 종교적 해석

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힌두 종교경전을 통해 여성

의 종속적 위상을 고착화시키는 바라문 엘리트주의의 산물인 산

스끄리뜨 전통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띠라는 특

수한 관습이 인도의 대표적 악습으로 보편화되고 고정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사띠를 둘러싼 담론(談論, discourse)들이 외부의 영국 통치

자와 내부의 힌두 바라문엘리트라는 두 남성에 의해 형성되고, 그

속에서 힌두여성이 담론의 타자(他者)로 배치되는 과정을 검토해

볼 것이다.

3) Smith(2003)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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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띠의 유래와 보편성

1. 사띠의 기원

사띠는 진실, 덕, 선 등을 의미하는 산스끄리뜨어 삿(sat)의 여

성형 명사이다. 진실을 실행하는 여성이나 그 여성의 행위 자체를

뜻하므로 단어 자체가 젠더(gender)적 성격을 띤다. 이 말은 우리

가 사띠를 통해 인도사회에서의 여성의 독특한 성적(性的) 위계와

위상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도에서 이 단어로 표현되는 여

성은 가장 진실한 행위를 하고, 지고의 덕이 있으며, 최고의 숙녀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띠는 죽은 남편의 뒤를 잇는 자살 관

습을 가장 많이 지칭하고 있어, 힌두 가치체계에서 가장 진실하고

덕 있는 여성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목숨을 바쳐 정절과 의리를

증명하는 아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띠를 힌두교의 전통으로 인정하는 이들은 사띠를 신화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상의 기원이 되는 것은 사띠가 힌두교에서

가장 대중적인 신 쉬바(Śiva)의 첫 번째 부인 이름과 같기 때문이

다. 그들은 쉬바와 사띠의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이 사띠의 근원이

라는 신화적 설명을 한다.4) 하지만 인도신화에서 여신이 남신에

종속되는 경향은 있을지 몰라도 남신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경우

는 드물다. 신화 속에서 마하사띠(mahāsatī)5)들은 사띠가 아닌 불

의 심판(Agni-parīkṣā)을 통해 자신들의 여신적인 능력을 시험하

고 수행의 궁극적인 열인 떼자스(tejas)로서 육신을 태우는 초능

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여신의 힘인 샥띠(śakti)로 발

4) Walker(1995) p. 357. ; Hawley(1994) pp. 11-15.

5) 사띠(Satī), 드라우빠디(Draupadī), 만도다리(Mandodarī), 딸라(Tarā),

아할랴(Āhalā), 시따(Sīt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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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다. 여신 사띠는 아버지의 권위와 강압에 도전하는 주체성 강

한 죽음을 택했다. 그녀는 남편에 순종하거나 종속된 채 죽지 않

았고, 남편인 쉬바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사띠관습과 명확한 차이

가 있다.6) 따라서 사띠를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

며 영국인들이 19세기에 사회개혁의 의지로 명명한 관습으로 보

는 것이 통상적이다.7)

관습으로서의 사띠는 리그베다(RV.10.14～18)의 장례식(antyeṣṭi

-kriyā) 장면에서 유래한다.8) 결혼한 남자의 장례식에서 장작에

불이 붙기 전 아내가 죽은 남편 옆에 잠시 눕는 의례가 있다. 그

녀는 죽은 남편의 활을 손에 잠시 쥐어 준 후 치우고서,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RV.10.14.9)’는 찬가를 불러준다. 이 장면에

서 그 원형적 형태가 유추되지만 베다의 원전적 근거로 상세한

장면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산스끄리뜨 문헌 중 사띠가 처음으

로 등장하는 문헌은 마하바라따(Mbh 95.65; 125.29)이다. 하지
만 빤두(Pāṇḍu)가 죽자 부인 마드리(Mādrī)가 남편의 시신을 잡

고 불에 몸을 던지는 장면만이 등장할 뿐이다. 사띠의례의 내용은

후대 뿌라나(Pūraṇa) 같은 문헌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를 간략

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라문들과 남성 친척들은 장작을 준비하고, 사제는 죽은 이의 아

내의 발을 씻기는 제식적인 목욕을 행한 후 제례에 관한 설명을 한다.

그 후에 미망인에게 가장 좋은 옷과 장신구를 착용하게 한 후 시신을

따라 화장터로 모두 입장한다. 입장한 여성은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를 구경꾼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장작 위로 오른 후 시신 옆에

앉아 남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게 된다. 그리고 남편의 옆으

로 누워서 오른 손을 시신의 목 아래로 넣고, 오른 팔과 다리로 몸 전

체를 감싼다. 친척 중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장작에 불을 붙이게 되고

화장터의 불이 타오르면서 사띠가 행해진다.9)

6) Dehejia(1994) p. 50.

7) Kiashwar(1999) p. 24.

8) 이부분의 힌두종교적 분석은 Ⅳ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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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남편의 화장터에서 그의 죽음에 동반하며 충절을 다짐

하는 제식적이고 이념적 명칭이 사띠이다. 위에서처럼 사띠는 화

장터에서 남편과 함께 죽는 사하마라나(sahamaraṇa)가 일반적이

다.10) 장례 후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는 아누마라나(anumaraṇa)

의 사띠도 있다. 이는 남편의 화장시에 아내가 부정(不淨)한 경우

인데, 여기에서 부정한 상태라는 것은 월경이나 임신을 뜻한다.

월경의 경우는 끝나고 한 주 후에, 임신의 경우는 출산 두 달 후

에 사띠를 행할 수 있다. 장례식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장신구를 구경꾼에게 건네는 부분이다. 여기서 여성의 장신구는

주로 결혼식에서 받은 소중한 물건으로 여성이 결혼한 존재이며,

결혼의 지속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11) 장신구의 제거는 결혼으

로 인해 용인된 상서로운 존재라는 인증을 없애는 행위이다.12) 이

런 식의 논리로 미망인은 불길한 존재가 되어 타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다. 즉 인도사회에서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남성과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전통적 이데올로

9) Hawley(1994) p. 35.

10) 사띠가 성행한 벵갈지방은 사띠의 신조어가 많이 발달해 있다. ‘함께

간다와 죽는다’는 의미의 사하가마나(sahagamana)나

사하마라나(sahamaraṇa), ‘따라간다와 따라죽는다’는 의미의

아누가마나(anugamana), 아누마라나(anumaraṇa)가 대표적인 말이다.

혹은 인도의 고유한 장례문화인 화장의 의미를 살린 ‘장작불로

올라간다’는 의미의 안와로하나(anvārohaṇa)나 ‘사띠로 태우다’라는

의미의 사띠다하(satīdāha)도 있다. Weinberger(1999) p. 21.

11) 따밀 나두에서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만 결혼식에서 받은 딸리(thāli)를

할 수가 있다. 남편이 먼저 죽는 것은 부인의 전생에 죄가 많거나 현생의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한 탓이므로 딸리를 제거해야 한다. Hawley(1994)

p. 35. 남편이 죽은 아내들은 팔찌 같은 장신구를 빼고, 흰색 사리를

입는다. 이마와 머리의 붉은 점을 제거하고, 이마는 백단유반죽의 황색

빛으로 칠한 후 머리는 짧게 혹은 거의 전부를 깎게 된다. Ganeri(1998)

p. 7.

12) 종교상징주의와 문화상징주의에서 결혼은 흔히 여성의 위험한 힘을

제압시켜 번성함의 근원으로 전환시키는 도구이다. 김주희 외(1995)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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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확정짓게 된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남편 없이 여성이 존

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띠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띠는 인도 전역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 관습은 주로 벵갈(Bengal)과 라자스딴(Rajasthan)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계급 여성의 의무는 더욱 아

니었다. 벵갈과 라자스딴 지역의 특수한 관습으로서의 사띠도 상

세히 보면 전혀 다른 형태를 띤다. 라자스딴의 자우하르(Jauhar)

는 일반적으로 사띠와 동일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라자스딴의 라지뿌뜨(Rājput)족에 속하는 끄샤뜨리아(Kṣatriya)

여성이 전쟁 때 집단적으로 행하는 사띠를 자우하르라고 하는데,

이는 이슬람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다. 스피박 같은 학자는 자우하

르는 사띠가 아니며, 상대 정복군의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라지뿌

뜨 여성들의 집단적 거부의사로 파악했다.13) 자우하르가 전시(戰

時)에 행해진 이슬람여성의 애국적이고 집단적 자기희생의 행동

양식이라면, 사띠는 벵갈지방의 바라문(Brāhmaṇa)계급 여성이 힌

두교 전통에 따라 홀로 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두 제도 모두

벵갈과 라자스딴 최고 상층 카스트 여성에 의해 한정적으로 실시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띠가 18～19세기에 벵갈지역에서 성행했던 원인으로는 지역

의 인구조절, 공동체 여성혐오의식, 영국의 집중통치지역, 상속법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이 중에서도 과부상속권을 인정하는 독특한

디야바가제도(Dāyabhāga制度)14)가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분

13) 가야트리 스피박(2005)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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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가장 유력하다.15)

벵갈에서는 아들이 없는 집안의 홀어미에게 남편의 재산이 돌아가

는 일을 미연에 방지했다. 고인이 된 남편이 누렸을 권리와 거의 똑같

은 권리가 홀어미에게 주어지게 하지 않았다. … 홀어미가 되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호소하여 살아

있는 가족에게서 홀어미가 없어지도록 수차례 부추겼을 것이 분명하

다.16)

디야바가제는 1956년 힌두상속법(Hindu Succession Act)이 개

정되기 전까지 벵갈지역 최고의 가족법이었다. 이 제도 하에 죽은

가부장의 재산을 상속하는 홀어미 중 특히 아들이 없는 경우에,

친척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홀어미에게 사띠를 권고했을 것이

다.17) 이처럼 벵갈의 최상층 지배계급인 바라문여성은 가족과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남편이 죽은 후 사띠라는 가장 헌신적이고 우

아한 죽음을 통해 남편의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구성원에게 넘겨

주었다. 사띠는 현실적 상속법과 가족의 의무가 기반이 되는 철저

한 가부장제의 원리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14) 11세기 말 벵갈의 지무따와하나(Jīmūtavāhana)가 저술한 가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서로서 영국식민지배시 벵갈 힌두가족법의 법원(法源)이

되었다. 같은 지역 미따끄샤라(Mitākṣarā)학파와 비교해 보면 가부장의

권한이 강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남편이 죽은 후 아내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고 다음 상속인은 혈연관계가 아닌 종교적 제사

관계에 의해서 정해진다.

15) Nandy(1980) pp. 1-31, 김주희 외(2005) p. 106.

16) Kane(1977) p. 635.

17) 루쁘 깐와르의 경우는 신부지참금인 다우리(dowry)의 양이 많다는 점도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참금은 결혼이 끝나는 시점, 즉 이혼이나

사별일 경우 그 액수 그대로 친정으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시댁에서는

이를 반대한다. 또한 벵갈지역에서는 홀어미가 사띠를 행하지 않을 경우

형제연혼 같은 니요가(Niyoga)제로서 고인의 재산을 홀어미가 차지하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니요가는 단어자체가 지정된 임무나 직무를

뜻하는데, 죽은 남편을 대신할 니요긴(niyogin)으로 불리는 가족의

대리인, 대리행위자를 갖는 것이다. Doniger(1995)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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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인 법원(法源)의 요소가 강한 법률학파의 독특한 상속원

리를 채택하여 여성이 바라문 가문의 재산권과 관련된 어떠한 힘

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극단적 방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

은, 사띠는 최상층 바라문여성이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는 독자적

인 특별한 관습이라는 점이다.

Ⅲ. 서구 식민정책과 지배담론의 제작

살아있는 여성의 생생한 화형식인 사띠에 대한 서구인들의 태

도는 ‘경이와 공포’ 그 자체였다.18) 인도를 지배한 포르투갈은 사

띠를 처음부터 살해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지했지만 영국은 양면

적인 태도를 보였다.19) 처음에는 이 관습을 문화적 상대주의로 존

중하고 너그럽게 수용했다. 동인도회사는 사띠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띠를 인도여성의 자발적 의지로 취급했다.20) 하지만 영

국의 식민통치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제도에 대한 영국의

부정적 평가와 심각성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즉, 영국 식민지배의

책략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사띠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띠금지법이 완성되었을 때 식민지배자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인도학자 콜브룩(H.T. Colebrooke)은 사

띠에 대하여 처음에는 ‘경이와 공포’의 태도21)를 유지하다가 1785

년에 이를 힌두교의 ‘미신’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사띠를 식민지

인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극히 해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18) Chakravarti(1993) pp. 30-31.

19) 포르투갈은 1515년 고아지역의 사띠를 금지시켰고, 네델란드와 프랑스도

통치지역에서 사띠금지령을 내렸다.

20) Kumar(1993) p. 9.

21) Colebrooke(1801) pp. 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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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제 이 미신으로 인한 죽음은 거의 없다. 홀어미의 희생이

거의 드문 일이라고 나는 확신한다.22)

이는 사띠에 관한 최초의 서구 입문서를 작성한 톰슨(Thompson)

의 발언과 묘사에서 정점을 이루게 된다. 그는 사띠가 반드시 ‘처

벌’받아야 하는 타락과 야만의 산물이라고 이해했다.

수띠(Suttee: 사띠의 영국식 발음)의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남

자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 속에서 처형되었다. 순장

제는 다른 어떤 인간적 악도 드러내지 못할 타락성과 오만함을 입증

하는 것 같았다.23)

서구인들이 느끼는 사띠에 대한 혐오는 살아있는 여성을 강제

로 불에 태우는 힌두남성의 폭력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었다. 벤

팅크 총독이 보편적 도덕을 언급하면서 서구적 시각에서 금지시

킨 가장 대표적인 관습이 사띠와 떠기(thuggee)였다.24) 1829년 벵

갈에 사띠금지령이 내려지기 전 15년 동안 그 지역에서만 연간 5

00건에서 850건의 사띠가 기록되었다. 금지령 이후 람 모한 로이

(Ram Mohan Roy)가 주도하는 벵갈인 단체가 벤팅크를 지지하였

고, 총독이 다른 관습에는 관대했으므로 서구친화적인 힌두지식인

들은 그의 정책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25) 하지만 동시에 사

띠는 문명과 개혁의 필수적인 식민사안으로 등장했고 공개적으로

저술되기 시작했다.

선교사 제임스 퍼기스(James Peggs)는 India's Cries to British
Humanity(1832)에서 사띠라는 ‘호러’를 바라보는 문명인들의 고
통을 토로했다. 그는 식민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동인도회사가 비참

22) Colebrooke(1837) p. 122.

23) Thompson(1928) p. 132.

24) 떠기는 깔리(Kalī)여신의 이름으로 강도질과 의식적인 살인을 하는

관행이다.

25) 퍼시벌 스피어(1993)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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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활을 하고 있는 희생자를 구원해야 하며, 식민지인들을 문명

화시켜주고 그들에게 이성을 돌려주어 참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

어야 한다는 계몽적인 사상을 펼쳤다.26) 퍼기스는 힌두교는 종교

가 아닌 우상이며,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토착민을 괴롭힌다고 폄

하했다. 그리고 사띠라는 야만적 관습은 혐오스럽고 비인간적인

성격의 힌두남성의 관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도를 방문한 미국 저널리스트인 케서린 마요(Katherine

Mayo)가 저술한 Mother India(1927)는 서구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인도여성의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사띠의 야

만성을 폭로했다.27) 그녀는 인도의 대표적인 여성억압관습인 유

아혼, 사띠, 과부재혼금지, 신부지참금제도 등을 열거하면서 인도

가 얼마나 열등한 문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평

화로운 식민지 시대에 퇴폐적인 힌두교에 희생당하는 인도여성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이슈화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마요가 사띠에

관한 내용을 묘사하면서 빠드마 뿌라나(Padma-purāṇa)를 인용
한 점이다. 그녀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반드시 살아서 같은 화

장터의 불에 태워져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가 그녀의 덕을 칭송

하게 된다”28)는 뿌라나의 문구를 설명하면서 힌두종교문헌에서

사띠를 강요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해 내었다. 동시에 마요는

억압받고 희생당하는 힌두여성을 통해 서구여성들은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주면서 영국 남성들의 문화적 사명감과 영웅심을 자극

했다. 이는 문명화되지 못한 인도와 힌두남성의 오만과 타락에서

힌두여성을 구해 줄 영국 남성, 즉 지배자들의 의무감을 고취시키

는 제국주의적 행동이었다. 가야뜨리 스피박은 그러한 맥락에서

‘사띠를 황인남자로부터 황인여자를 구하는 백인 남성의 이데올로

기’라고 평가한다.29) 이 같은 방식으로 사띠는 인도의 문화적 후

26) Hawley(1994) p. 42.

27) Mayo(1927) pp. 83-84. ; p. 408. ; Wilson(1997) pp. 139-151.

28) Mayo(1927) p. 73.

29) Spivak(1993)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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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미신, 몽매주의, 개화반대주의 등을 포괄하는 인도 미개성의

상징으로 체계적으로 고착화되었다. 야만과 문명의 이분법 속에서

사띠는 식민지 인도의 하급한 문명으로 구조화되어 토착민의 전

통을 파괴하고자 하는 지배담론의 주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이로

써 19세기의 영국은 인도여성과 사띠라는 장치로 인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식민담론을 갖게 되었다.

급진적 현대여성학자인 메리 달리(Mary Daly)는 힌두여성에

관한 퍼기스와 마요의 해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띠는 악습이고,

인도여성은 절대적 희생자라고 평가했다.30) 이를 기반으로 힌두

남성은 자국 여성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인도여성은 일

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이미지로 고정시켰다. 또한 사띠가 모든 인

도여성이 실행하는 일반적인 악습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페미니스

트들의 포화 같은 공격을 받게 했다.31) 그녀의 오인 속에는 모든

인도여성이 힌두여성이라는 서구인들의 공인된 착각도 포함되어

있다. 즉, 달리 같이 제국주의적 담론을 펼치는 이들은 힌두 모든

커뮤니티가 사띠관습을 시행한다는 오류에 빠져 있다. 하나의 관

습을 그 여성이 속한 계급․카스트․종교․지형적 위치 등의 다

양성 안에서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2) 그들은 인도를 야만적

관습의 땅으로 오인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 접근법을

통해서 여성이 속한 사회․경제․역사․정치라는 시대적 맥락이

완전히 소거된 동양은 열등하다는 제국주의적 지배담론을 답습하

고 있다.33) 타국의 관습을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 문명과 야만으로

이분화시켜 동양문화를 하위배치하는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Edw

ard Said)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적 분류이다.

30) Daly(1984) pp. 113-133. ; p. 114n

31) 사띠제도는 보편적인 고대문명의 관습으로 인도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인도 외에도 고대 그리스, 스키타이, 독일 등에서도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Thapar(1988) p. 15.

32) Narayanan(1997) p. 49.

33) Sugirtharajah(2003)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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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힌두해석과 산스끄리뜨전통의 헤게모니

1. 사띠의 종교적 해석

힌두교는 자살을 타락(pātaka)한 죽음으로 여겨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힌두에서 자살은 바른 다르마가 아니지만 ‘진리를 관하는

(tattva-jñāna)’ 철저한 충절, 자아보시(ātmadāna)의 개념이 함축

된 의지의 죽음(icchamṛtyu)일 경우는 예외가 된다. 로밀 타파는

사띠를 ‘자기제사(ātmayajña)’적 행위로서, 여성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희생제(犧牲祭)라고 지적한다.34) 상식적으로 남편

을 잃은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장제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급작스러운

신분하락을 예감하고 인내하는 것 또한 상당한 힘든 일이었을 것

이다.

어떤 홀어미들은 장작더미 위의 고행을 감내할 용기를 갖지 못했

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명령된 고결한 금욕적 이상을 살아낼 정

신의 힘이나 굳건한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첩이나 유폐된 아

내(avaruddha-strī)의 삶을 살아야 했다.35)

남편에 수반되는 여성이라는 의미의 빠띠브라따를 이상적인 아

내로 보는 힌두사회에서 사띠는 빠띠브라따다르마(Pativratādharma)

의 본질(nicoṛ)로 규정되면서, 남편에 대한 종속과 복종, 정절을

강조하는 남편숭배의 힌두이데올로기로 체계화되었다.36) 실제로

34) Thapar(1988) p. 18.

35) Altekar(1938) p. 156.

36) Courtight(1995) p. 186. ; 김주희 외(2005) p. 33. ; Narasimhan(199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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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쁘 깐와르가 사띠를 행했을 때 사띠를 전통으로 제작하는 이들

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을 서구학자, 식민주의자, 문화

적 제국주의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지지자로 매도했다. 그리

고 루쁘 깐와르의 사띠를 성스럽고 영적인 문제로 이슈화했다.37)

사띠의 종교윤리적 이념을 수호하는 기관인 사띠종교보호위원회

(Sati Dharma Raksha Samiti Sati)의 회원들은 이를 위해 조직적

으로 움직였다.38) 라지뿌뜨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힌두근본주의자

들은 사띠지지캠페인을 벌이고, 라지뿌뜨의 논쟁을 힌두 정체성으

로 확장시켰다. 일부지역의 힌두사원장들은 사띠를 라지뿌뜨의 전

통문화일 뿐 아니라 힌두교의 전통이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

서 사띠를 반대하는 것은 힌두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선

언했다. 최우익세력인 쉬바세나(Shiva Sena)는 사띠지지세력을

만들고 힌두교를 위험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9) 하지만 이

러한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만으로 힌두인들이 사띠를 인정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힌두인들은 사띠가 명예나 보상을 준다는 산

스끄리뜨 경전문구에 설득되고 경전의 전통적인 힘을 믿었다.40)

사띠가 힌두교의 정통원리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힌두근본

주의자들은 주로 고전 힌두법전에서 용례를 찾았다. 이 원리는 벵

갈지역에서 일부다처제를 없애고자 한 식민지배자들을 돕기 위해

힌두법학자들이 산스끄리뜨문헌이 갖는 전통적 헤게모니를 사용

한 방법과 동일하다.41) 힌두법학자들은 마누법전과 같은 다양

한 법전텍스트를 활용해서 식민지배자들이 악습으로 정한 제도를

37) Menon(2001) p. 365.n20. Banwar, Jan Satta(1987.9.29) Ashis Nandy,

Indian Express(1987.5.10) Patrick D.Harrigan, Statesman(1987.5.22) 등

세 글이 대표적인 논쟁이다. 이 부분은 Kumar(1993) pp. 173-174.

38) 이 협회가 힌두우익당인 RSS, BJP, VHP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녀를 정숙하고 헌신적으로 묘사한 언론은

힌두정권이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김주희 외(2005) p. 223.

39) Menon(2001) p. 366.

40) Mani(1993) p. 278.

41) 이광수(2006)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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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법률로 지정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사띠의 경

우는 좀 더 복잡했다. 고대 인도가치의 표본으로 평가되는 마누
법전이 사띠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법전에서 그 용례를 찾는 것에 매우 필사적이었는데, 사띠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일례는 찾을 수 없었지만 동의어인 아로하나

(ārohaṇa)가 비슈누 법전 Viṣṇu-dharma-śāstra(6.25.14)에서 사
용된 것을 찾아내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 홀어미는 범행(梵行)을 지키는 생활을 하거나 그

를 따라 화장터의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야 한다.42)

법전을 집대성하거나 사상을 보급하는 보수적인 뻔딧(Pandit)들

은 인도사회에서 남편이 죽은 후에 여성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위와 같이 두 가지로 제안한다. 만약 사띠와 홀어미의 절제된 생

활이 동등한 가치가 있다면 일반인들은 홀어미의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마누법전(5.156～160)에는 홀어미의 다르마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었지만, 뻔딧들은 보편적인 마누법전이 아닌 비슈
누법전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사띠를 이상적인 덕목으로 만들었

다. 그들은 사띠가 불변의 진리이고 현실과 내세에 긍정적인 무엇

인가를 준다고 설득해야 했으며, 그들이 내세운 사띠의 원리를 두

개의 뿌라나문헌(BrP, GarP)의 내용을 인용해 강조하였다. 첫째,

사띠 행위는 여성과 관련된 이들에게 영원한 지복(至福)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 자신 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 가족에

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사띠를 행한 여성은 인간의 머

리카락 수에 해당되는 시간동안 천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BrP의 문장을 인용한다.

남편과 함께 산 부인이 사띠로 천계에 오르면 그 햇수만큼 그녀는

예를 들어 3천 500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을 받는다.43)

42) mṛte bhartari brahmacaryaṃ tadanv ārohaṇaṃ 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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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띠는 타인의 죄를 정화해 주고 지옥에 내려가 있는 조

상과 가족, 친구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심지어 “바라문

을 죽인 남편, 보은의 끈을 끊은 자, 친구를 죽인 자라도 사띠는

이 죄들을 소멸시켜 천계로 이끌 수 있다”44)고 강조하였다. 이러

한 사띠를 행한 여인의 덕은 와시슛따(Vasiṣṭha)선인의 부인인 아

룬다띠(Arundhatī)의 공덕과 동격이라고 까지 칭송된다.45)

둘째, 사띠는 모든 여성의 의무이며, 사띠를 행하면 다음 생에

는 여성의 몸을 받지 않게 된다는 믿음을 GarP를 통해 제시한다.

이 문헌에서는 각종 카스트의 여성이 모두 사띠를 행하며, 심지어

가장 천한 계급인 짠달라(cāṇḍālā)여성도 사띠를 해야 한다고 규

정한다.46) 이 규정은 벵갈지역의 바라문과 라지뿌뜨의 끄샤뜨리

아 여성으로 한정된 상층관습을 보편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

다. 또한 사띠를 행하지 않는 여성은 사띠를 행할 때까지 계속 여

성이라는 낮은 몸으로 태어난다는 문구도 보인다.

아내가 죽은 남편을 따라 몸을 불태우지 않는 한 ‘여성이라는 육신

(strī-śarīrā)’으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다.47)

여성의 신체로 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해탈의 한계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열등성이 지속된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그 한계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해 준다는 점에서 사띠는 큰 희망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종교경

43) tisraḥ koṭyo 'rdhakoṭī ca yāni romāṇi mānuṣe tāvatkālaṃ vaset

svarge bhartāraṃ yānugacchati. Brp. 80.77.

44) Kane(1997) p. 631.

45) Walker(1995) p. 465. ; Kane(1997) p. 631.

46) pṛthak citāṃ samāruhya na priyā gantumarhati kṣattriyādyāḥ

savarṇāśca āroheyurapīha tāḥ cāṇḍālīmavadhiṃ kṛtvā brāhmaṇītaḥ

samo vidhiḥ agarbhiṇīnāṃ sarvāsāmabālatākme(kā)nāmapi. GarP.

2.4.99-100.

47) yāvaccāgnau mṛte patyau strī nātmānaṃ pradāhayet tāvanna mucyate

sā hi strīśarīrātkathañcana. GarP.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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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종교근본주의자들의 몫

일뿐이다. 경전에서 제시하는 종교적 행위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

이 아니라 덕 있는 행위를 과장되게 칭송하는 문학적 수사(修辭)

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48) 이같은 방법으로 사띠를 지지하는 힌

두근본주의자와 엘리트바라문들은 산스끄리뜨경전의 절대적 권위

와 자의적 해석을 통해 벵갈 바라문여성의 특수한 관습을 모든

힌두여성이 갈망하는 관습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는 영

국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모든 인도여성의 관습으로 변질되는 과

정을 겪게 되었다.

2. 산스끄리뜨전통의 헤게모니

근대 인도에게 힌두라는 공통성은 민족을 융합해 주는 종교이

상의 정치, 사회적 테마였다. 제국적인 신념과 맞닥뜨린 인도의

열등감을 역사에 투영시켜서 근대 서구에 대적할 수 있는 힌두교

의 황금시대를 ‘고대’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49) 하지만 그들이 말

하는 힌두의 고대는 바라문교(婆羅門敎)의 시대이며, 순수한 아리

안과 바라문 남성중심의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힌두 바라문들과 전통주의자들은 사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수

한 산스끄리뜨 문헌인 베다(Veda)를 인용하여 이 제도가 전통이

라는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사띠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관습의 기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

는 리그베다의 일명 사띠찬가(RV 10.18.7)를 내세웠다.

가치 있고 살아있는 남편을 가진 여성은 기(ghee)(를 바르고)와 (눈

에) 연고를 바르고 집에 들게 하라. 그 부인들을 우선 장작불로 가게

48) Kane(1997) p. 632.

49) 아쉬스 난디(1993)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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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눈물 없고 고통 없게 잘 치장해 주어라(imā nārīravidhavāḥ supa

tnīrāñjanena sarpiṣā saṃviśantu anaśravo anamīvāḥ suratnā ārohant

u janayoyonim-agne).

이 찬가를 사띠의 기원으로 주장하는 대부분의 힌두학자들은

산스끄리뜨어 원문에서 마지막 단어를 ‘불’의 의미인 ‘아그네(agne)’

로 읽고 해석했다. 하지만 필사본의 원본을 다시 읽어본 현대학자

들은 이 글자가 아그네가 아니라 ‘먼저’를 뜻하는 ‘아그레(agre)’라

는 것을 밝혀냈다. 베다 필사본의 단순한 오염인지 의도된 오독인

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르마 사스뜨라의 전문학자인 끼네는 단어

를 수정하고 재해석하면서 전통적인 해석의 오류를 지적했다. 끼

네가 수정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치 있는 남편들이 아직 살아있는 아내들로 하여금 눈물을 보이지

말고, 건강하게 잘 차린 상태로 이 아내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 들어가

게 하라(imā nārīravidhavāḥ supatnīrāñjanena sarpiṣā saṃviśantu an

aśravo anamīvāḥ suratnā ārohantu janayoyonim-agre).50)

위 해석은 현대학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번역이다. 현

재 리그베다의 필사본 로마나이즈 작업에서 아그네로 해독하는

경우는 없다. 끼네는 일반적인 힌두인과 학자들이 11～12세기에

활동한 아빠랄까(Aparārka)의 고전적 해석을 따르고 있으며, 사띠

수행의 근거를 이 구절에 의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오독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51). 그리고 필사본(筆寫本, manuscrip

ts)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어서 라구난다나(Raghu

nandana Bhaṭṭācārya, 1510～1580)52)가 일부러 오독한 것이든 순

진하게 실수한 것이든 어느 한편이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53) 이는 아빠랄까나 라구난다나 같은 권위 있는 법학자들에 대

50) Kane(1977) p. 634.

51) Kane(1977) p. 199.

52) Jīmūtavāhana(2002)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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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적 반론이자, 오독의 책임이 단순한 것이든 이념적인 것이

든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임을 제시한 것이다.

근대 힌두가 고대문화를 지향하면서 베다의 논쟁적 구절과 대

안적 독서법으로 사띠 문제를 규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대

경전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가부장적 가치체제를 이념화한다는 측

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의 여성관을 포함하는 텍스트도 반대

로 제시할 수 있다. 16세기 박띠(bhakti)시인인 미라바이(Mīrābaī,

1498～1547)의 박띠텍스트와 18세기 중엽의 시인인 무둣빨라니(M

uddupalani, 1730～1790)54)의 뗄루구(Telugu) 텍스트55)들이 그것

이다. 이 문헌들에서 묘사하는 여성은 고전 산스끄리뜨 경전의 내

용과는 전혀 다른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 박띠시인 미라바이는

사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개진했다. 남편을 통해 사회

에 기여하는 의미에서의 사띠를 부정하고 신과의 직접적인 통로

를 개척하고 열망하는 여성이 사띠를 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은 여성을 지배하던 전통적인 바라문사상에 도전하는 박띠 이데

올로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빠띠브라따라는 보수적인 이념에

도전하여 신과 직접 교섭하는 주체적인 사띠를 논한다. 이는 보수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남성과 동일하게 신과

박띠를 교류할 수 있는 강한 여성의 선택과 갈망을 표현하는 것

이다.56) 또한 미학전통의 라사(rasa) 개념이 발달한 감정적이고

예술적인 뗄루구 황금기에 속하는 문헌, 특히 시에 등장하는 여성

은 에로틱하면서도 논쟁을 즐기는 다면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러

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문헌들은 20세기 초 영국에 의해 금서(禁

書)로 지정57)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도인의 도덕적 건강을 해친다

는 계몽적인 것이었다.58) 하지만 영국의 금서정책은 인도인들의

53) Kane(1977) p. 634.

54) Sunder Rajan(1993) p. 3.

55) Tharu & Lalita(1993) p. 116. ; Panikkar(1995) pp. 34-36.

56) Martin(1996) pp. 39-40.

57) Meenakshi(1995) pp.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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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사상을 경계하는 영국정부와 보수적인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엘리트 힌두인들이 느끼는 강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남

성과 동등하거나 여성의 자유로움이 부각되는 문헌은 인도역사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의 텍스트들은 근대 힌두를 이

끌던 사회 이데올로기와 배치되면서 억압받고 소외되었다. 영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거나 힌두의 가부장제를 포함한 문학보다 하

위로 배치된 것이다. 박띠와 뗄루구문헌은 종교성향이 강한 문학

으로, 산스끄리뜨문헌은 절대적인 종교경전으로 이분화되면서 후

자에게 권위가 더 부여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권위를 부여

해 준 사람들은 식민지배자인 오리엔탈리스트들과 힌두경전을 최

고 가치로 삼는 힌두 바라문 엘리트 계층과 민족주의자들이었다.

Ⅴ. 결론

1987년 루쁘 깐와르의 사띠는 인도 여성의 불행한 사건이었다.

영국이 금지한 악습이 재현되었다며 세계언론은 경악했지만 힌두

내부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운 순교라며 숭배했다. 사띠가 영국의

식민지배시 강제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인도여성은 자발적으로 이

문화를 전통과 유산으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루쁘 깐와르가 자

발적으로 사띠를 행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희생당한 것인

지에 관한 강렬한 논쟁은 사띠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 보게 만

들었고, 이 종교적인 테마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이 아닐까 의구

58) Tharu and Lalita(1993) p. 4. 무둣빨라니의 에로틱한 서사시 ‘Radhika

Santwanam’은 1911년 금서로 지정되었다.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무용금지운동(Anti-Nautch campaigner)의 영향 아래 금서정책이

펼쳐졌다. 또한 시에서 흡연, 음주, 사냥, 스포츠 등을 향유하는 자유롭고

쾌락적인 장면이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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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들게 만들었다. 루쁘 깐와르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사띠라는 관습

의 미명하에 계획적으로 살해되었는지 그 진위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띠 관습의 기원과 그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희생자인가 혹은 승리자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

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제국과 식민, 서양과 동양의 대립되는 역

사 속에 위치하고 있는 힌두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문하게 하였

다.

사띠가 담론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고전 산스끄리뜨문헌이

갖고 있는 문헌학적 위력은 종교원리 이상의 것이었다. 식민지배

자들과 힌두근본주의자들은 베다를 위시한 다양한 산스끄리뜨 텍

스트를 사띠를 금지하는 사상적 근거로 활용했다. 이들은 산스끄

리뜨 전통이 갖는 헤게모니를 통해 식민담론과 힌두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확

장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띠를 연구하는 서구학자인

레슬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사띠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경우에 범인이 있다고 치부할 수 있는가? 사띠의 수행자들

은 문화적 희생자가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주체”라는

주장을 편다.59) 그녀는 서구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여성을 희생자

로만 보는 고전적인 시각과는 달리 덕 있는 힌두여성이 강한 종

교적 심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택하는 죽음으로서의 사띠를 분

석하였다. 표면상으로는 매우 진보한 이론처럼 보이는 레슬리의

주장은 사띠의 여성은 희생자가 아니라 여신(devī)이라고 말하고

있다. 힌두여성이 자신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위엄화하는

고도의 전략이 사띠라고 평가했다.60) 또한 레슬리는 사띠를 행하

는 여성은 선택과 축복을 동시에 받은 여성으로서 그 명예로움이

목격되었고, 그녀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

격자의 증언을 기술하였다.61)

59) Lesile(1992b) p. 180. ; Leslie(1992a) p. 3.

60) Leslie(1992b) p. 117. ;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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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띠를 여성의 긍정적 자기 구축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종교적 행위로 분석하는 레슬리의 연구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

다. 사띠는 힌두교체제 하에서 여성의 종교적 이상을 신념화할 수

있는 단순한 주체적 행위가 아니다. 이 행위 안에는 근대 사회와

역사, 그리고 식민지배국과 힌두보수 엘리트들의 정치적 관점 같

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종

교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레슬리의 사띠연

구야말로 산스끄리뜨전통의 헤게모니의 잘못된 실례가 된다. 그녀

는 사띠를 18세기의 뜨리얌바까 야지완(Tryambaka-yajvan, 166

5～1750)의 산스끄리뜨문헌인 Strīdharmapaddhati, 번역서 The

Perfect Wife: The Orthodox Hindu Women According to Strīdh

armapaddhati of Tryambakayajvan(Penguin, 1995)를 이용해 분
석하고 있다. 이 역서는 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서구학자가 산스끄리뜨 원전을 사용하여 힌두여성의 사회적 지위

를 체계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이 산스끄

리뜨 텍스트는 여성은 근본적으로 악(惡)한 존재이며 이는 반드시

남성이 통제해야 한다는 철저한 가부장제 문헌이다.62) 레슬리의

연구는 18세기의 산스끄리뜨 원전을 인용하면서 서구라는 외부의

시선을 벗어나 힌두 내부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오히려 과거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연구방법과 태도를 답습하고 있

으며, 엄격한 가부장적 가치로 가득한 산스끄리뜨 문헌을 이용해

인도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도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칭송하면서 수용하고 있다. 힌두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포장을 통

해 뜨리얌바까라는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고리타분한 정통학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현대 인도여성을 그 이념 속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레슬리의 선행연구로 인해 루쁘 깐와르의 여성주체문제는 세계

적으로 논쟁화되었고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

61) Leslie(1992b) pp. 182-183. ; Leslie(1992b) p. 190.

62) Leslie(1996) p. 88. ; pp. 24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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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피박과 라따마니 같은 학자들은 사띠를 통해 인도의 여성이

주체, 대상, 식민지 여성의 목소리로서 재발견되기 어려운 점을

토로하면서, 내부의 힌두민족주의자와 외부의 식민지배자라는 두

남성주체에 의해 타자가 되는 여성의 어려움을 말하였다.63) 이제

사띠가 순수하고 종교적인 문제이며, 여성이 주체가 되어 사회․

역사적으로 성스럽게 구축한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순진한 이론

이 되었다. 사띠가 단순한 악습이 아니라 전통의 문화라고 주장하

는 이들은 사띠를 힌두이데올로기로 이념화하고 포장하여 정치적

인 이슈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까

닭이다.64)

사띠라는 동양의 특수한 관습은 타자인 영국에 의해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당하고 열등한 동양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고착화되었

고, 또한 근대 힌두통합과정 속에서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인도 일부지방에서 특수한 계층의 여성이 행

한 관습은 근대에 영국과 힌두민족주의자라는 두 계층의 남성들

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65) 루쁘 깐와르의 사띠도 사건

의 당사자인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그

행위가 자발적인가를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이미 이

사띠가 종교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남성들이었다. 올덴버

그는 루쁘 깐와르의 사띠는 여성이 고통을 견디며 행하는 제식을

남성의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성립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66) 사

띠현장에서 사띠는 남성구경꾼들의 확신과 감정몰입에 의해 설명

되고 주체인 여성은 그 설명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사띠담론은

강요와 자발성의 문제로 양분화되어 서구와 힌두의 시각에서 논

의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담론

속에 힌두여성이라는 주체의 고통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63) Loomba(1993) p. 316.

64) Veena Oldenburg(1994) p. 101.

65) Sugirtharajah(2003) p. 130.

66) Veena Oldenburg(1994)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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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스 난디는 사띠담론의 상이함을 논하는 것을 “사띠의 신화

학”이라고 하였다.67) 이는 역사적 시기의 범죄로서의 서구담론과

신화적 자기희생이라는 힌두담론의 차이를 논하는 것을 말한다.

난디는 역사적 범죄와 신화적 이데올로기로 분석하는 사띠담론은

철저한 남성신화라고 고발하고 힌두여성의 소외를 강조하였다. 인

도 역사의 주체인 남성은 벵갈과 라자스딴의 사띠전통을 완벽함

과 헌신을 상징하는 좋은 어머니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

에게 이익이 되는 여성상에 대해 토론하거나 구경꾼이 되어 축복

이나 저주를 내리면서 신화화하였다. 하지만 신화 속의 주인공인

여성은 그들에게 진정한 여신이 아니었다. 서구식민지배자와 힌두

엘리트남성들의 사띠담론의 형성은 철저히 남성들을 위한 것이었

고 그들만을 위한 신화였기 때문이다.

67) Nandy(1988) p.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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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Hindu Women's

Discourse on ‘Sati(burning widow)’ in Modern India

Kim, Chin-Young

Research Professor

Korean Buddhist Research Institute at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have focused on

Sati("suttee" in English) and the debates from colonial to

postcolonial interpretations. Sati, the immolation of a Hindu

widow on her husband’s funeral pyre, is highly controversial

practice, which has inspired a scholarly studies in the last

twenty years. A ramification of what Foucault calls the

collaboration of power and knowledge in the production of

discourse is present in the history of Sati in India. As I

shows in regard to the religion, hindu law scholars,

intellectuals(Brahmin pundits) and Orientalists appropriate

the hegemonic ideologies and produce, to the advantage of

the dominant class, a certain deformation of the reading of

hindu scriptures.

In this paper, I have three objectives : (1) The origin of

suttee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nd the term "Sati" is

associated with the Hindu goddess Sati. This custom was

more dominant among the warrior communities in Rajasthan

and also among the higher castes in Bengal in east India. I

should clarify that Sati in Rajasthan is located in a rather

different history than Sati in Bengal which is what I have

been discussing here. (2) I analysis focused on Sati in

colonial india. Sati was prohibited by the British

Government in 1829. Regulation XVII of 1829 declared 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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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al as homicide amounting to manslaughter. I argues that

the women was over the civilizing missions of colonialism

and evangelism, and the proper role of the colonial state. (3)

I discuss how discourse was controlled by the patriarchal

structure which inflicted injustice on women. In my view

Brahmanical scripture only became a privileged source of

tradition because the colonial authorities established it as

such in their need for an indigenous legal basis for their

rule over Indian society. A genuine Sati could be made by

asking Brahman scriptural authorities(pandits) to give a

legel opinion on the basis of sanskrit tradition. In this

contexts, I also supplement most significant organised

female voice against sati during this debate, which

presented Sati as a women’s rights to be understood for its

ideological as subjects, rather than as victims or

goddess(devī). In India, women, due to their position in

society have rarely been in the forefront of ideological

production, to the effect that the experience and the

measures of women were not reflected in the discourse.

Key Words: Sati, Suttee, widow, hindu women, Indian

Woman, Roop Kan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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