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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인도 신화에 나타난 상징에 대한 요가생리학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인도
신화 중 우유바다의 신화로 알려진 위쉬누 뿌라나(Viṣṇu Purāṇa)의 <우유바다 휘젓기
(Kṣīrodamathana)신화>에 반영된 하타요가의 수행생리학을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하타
(Haṭha)’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쉬와 뿌라나(Śiva Purāṇa)의 <쉬와
와 빠르와띠(Pārvatī)의 합일 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요가수행과정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이
두 편의 신화는 인도 신화 중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것으로서 요가수행의 원리를 담
고 있다.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는 위쉬누(Viṣṇu)가 이야기의 능동적인 주체로 등장한다. 이 신화에
서 위쉬누는 현상계를 유지하는 중심으로서 생명에너지의 조화와 균형을 주관하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위쉬누는 좌우 음양의 상호 역동적인 조화의 중심으로서 3구나(guṇa)의 사뜨
와(sattva)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자스(rajas)와 타마스(tamas), 즉 역동적 에너지(陽)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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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적인 에너지(陰)의 상대적 속성이 조화되면서 드러나는 사뜨와적인 조화와 균형이 위쉬누
의 요가 수행적 속성이다. 위쉬누의 도움으로 영원한 불사의 영약(靈藥)인 아므리따(amṛta)를
얻기 위한 데와와 아수라 사이의 긴장은 좌우 생명에너지의 길항작용을 상징하며, 그 힘에 의
해서 중심축인 만다라산을 회전시킴으로써 아므리따를 얻게 된다. 이는 요가수행의 생리학적
원리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척추를 관통하여 흐르는 수슘나 나디 상의 7짜끄라(cakra)들
이 회전함으로써 불사의 요가적 성취(siddhi)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동일하다.
<쉬와와 빠르와띠의 합일 신화>에서는 창조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금욕의 대상인 성에너지
에 대한 완벽한 초월이 주제다. 그래서 브라흐만의 현상계 전개와 쉬와의 금욕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는 이 신화는 요가수행의 중심 주제로서 성력(샥띠Śakti)을 제어하는 따빠스 수
행으로부터 궁극적인 요가의 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적 욕망에 대한 완벽한 요가적
제어를 통해 생명력의 제어로부터 합일의식으로 진전되는 요가의 길을 보여준다. 쉬와와 빠르
바띠의 합일은 性的 합일이 아니라 聖的 합일이다.
따라서 인도 신화는 요가의 가장 근본적인 생리학적 원리를 상징적으로 전승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고대 인도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재적인 요가수행의 원리를 전승
하였던 가장 효율적인 전승방법이다.
주제어: 인도 신화, 우유바다의 신화, 하타요가, 요가생리학, 위쉬누 뿌라나, 음양, 쉬와 뿌라나,
금욕

Ⅰ. 들어가는 말
고대 인도신화는 口傳으로 전승되었던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신화 속
에 담겨있는 상징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것은 과학과 철학이 되고, 신화에 대
한 믿음은 신앙이 되며, 그것을 실천하면 요가수행이 된다. 인도 신화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궁극적인 해탈을 획득할 수 있는 요가수행의 원리를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여 왔다.
신화는 우주와 인간을 진동하는 쁘라나(氣)로 이루어진 대우주와 소우주의
상동관계(homology)로 보고, 그 동질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딴뜨리즘에서처럼 고대 베다의 종교의식은 우빠니샤드를 거치면서 내면화되고
요가적 체험은 Purāṇa1)에 전승되었다.
1) 뿌라나(Purāṇa)는 ‘오래된’, ‘옛 것의’라는 뜻으로 인도 문학의 고전의 한 장르로서 ‘고대 종교,
철학, 역사, 사회, 정치 등 고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백과사전’이다. 베다를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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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상에서 표현된 ‘위쉬와루빠
(Viśvarūpa)로서 위쉬누’는 소우주(인
간)의 형상으로 표현된 대우주의 모습이
다. 다리의 7단계 지하계(7patala), 회음
부에서 정수리까지 7단계(Saptabhūmi)
를

거쳐서

정수리의

사뜨야로까

(Satyaloka; 진실계; sahasrāra cakra)
에 이르는 과정은 요가수행에서 하위
cakra들로부터 sahasrāra cakra에 이르
는 상승과정과 다르지 않다.2) 이는 생명
현상의 체내 신격화(神格化)의 인도적
표현이자, 인간의 내적구조에 대한 요가
적 설명이다. 특히 왼쪽 눈은 달, 오른쪽
눈은 태양으로 표현하여 좌우 눈을 음양
으로 대별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Ⅱ
장의 참고도인 ‘<그림 2> 짜끄라, 좌우

<그림 1> Viśvarūpa로서 Viṣṇu, AD
1800~1850, Jaipur, Victoria and Albert
Museum(London) 소장.

나디와 수슘나’에 표현된 좌우 눈의 음양 표현과 동일하다.
이러한 인간의 우주적 합일 또는 소우주와 대우주의 구조적 동일성은 브하
가와따 뿌라나(Bhāgavata Purāṇa)와 위쉬누 뿌라나(Viṣṇu Purāṇa)에 나타
난다. 이노우에 노부오(井上信生)는 이들 뿌라나 문헌의 우주론이 브하가와드
기따(Bhagavadgītā, BC 4세기경)3)의 신학이 진전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는데
(井上信生, 1993), 이들 뿌라나에 나타난 우주아(宇宙我)는 ‘Viśvarūpa로서
Viṣṇu’와 다르지 않다. 그가 인용한 브하가와따 뿌라나Ⅱ.2.24~31에 요가수
행자가 자신의 몸을 포기하는 상승과정이 요약되어 있다.4) 이 뿌라나의 우주론
브야사(Vyāsa)가 뿌라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상으로는 BC 8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와 기원전 500년경에 저술된 찬
도갸 우파니샤드(Chāndogya Up., 7.1.2)에서는 뿌라나를 다섯 번째 베다로 언급하고 있다. 그
러나 문자화된 뿌라나 저술은 굽따왕조(AD 3~5세기)로 알려져 있다.
2) Arthur Avalon, (1950), p.43, 163
3) 브하가와드 기따는 기원전 5∼2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Kashi Nath Upadhyaya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Jeaneane Fowler는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한다.
4) At the time of the final devastation of the complete universe [the end of the du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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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아가 생명의 열과 함께 소멸하여 Satyaloka에 이른 후 죽음과 고통이 없
는 궁극적 정신(puruṣa)에 도달한다는 요가수행차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자는 요가수행의 신화적인 해설서로서 뿌라나가 요가전
통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논고에서는 Deva(천신天神)와 Asura의 전쟁을 소재로 하여 불사(不死)에
이르는 요가수행론을 설하고 있는 위쉬누 뿌라나의 <우유바다 휘젓기
(Kṣīroda mathana) 신화>와 ‘고행과 해탈’, ‘분리와 합일’의 요가수행론을 보여
주는 쉬와 뿌라나의 <Śiva와 Pārvatī5)의 합일 신화>를 다룰 것이다.
우빠니샤드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문자화되어 기록된 이들 뿌라나 문헌들
중 위쉬누 뿌라나와 쉬와 뿌라나에 담겨 있는 신화를 통해서 ‘Haṭhayog
a’6)의 생리학인 음양(陰陽)합일의 원리와 요가수행 차제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요가의 수행생리학이 Haṭhayoga 이전에 이미 뿌라나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2종의 신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Brahma's life], a flame of fire emanates from the mouth of Ananta [from the bottom of
the universe]. The yogi sees all the planets of the universe burning to ashes, and thus
he leaves for Satyaloka by airplanes used by the great purified souls. The duration of
life in Satyaloka is calculated to be 15,480,000,000,000 years.
In that planet of Satyaloka, there is neither bereavement, nor old age nor death. There
is no pain of any kind, and therefore there are no anxieties, save that sometimes, due
to consciousness, there is a feeling of compassion for those unaware of the process of
devotional service, who are subjected to unsurpassable miseries in the material world.(
Bhāgavata Purāṇa Ⅱ.2.26~27)
5) 빠르와띠는 깐야꾸마리(Kanyakumārī, 아름다운 처녀), 쉬딸라(Śītalā, 전염병을 옮기는 여신),
우마(Umā, 우아한 여신), 바이라비(Bhairavī, 공포의 여신), 안비까(Anbika, 생식의 여신), 가우
리(Gaurī, 하얀 광채의 여신), 깔리(Kali, 검은 파괴의 여신), 두르가(Durgā, 접근하기 어려운 존
재) 등 수천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빠르와띠의 화신은 곧 배우자 쉬와
(Śiva)의 능력이 배우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샥띠와 쉬와는 근원적으로는 하나이다.
쉬와는 śaktimān，즉 '힘의 소유자’라고 불린다.
6) 하타요가는 벵갈 출신의 Matsyendranātha(10세기 이전)와 Gorakṣanātha(10세기 후반~11세
기 초) 두 요가수행자의 수행 전통을 계승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 요가종파를 나타파(nātha
sect)라고 부른다는 견해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고락샤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문헌인 
Haṭhayoga가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이후의 하타요가 문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
로 인정된다. Haṭha(yoga)Pradīpikā가 이 문헌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 본다. Haṭha
(yoga)Pradīpikā의 주석서 jyotsna에서 브라흐마난다는 ha는 태양, tha는 달을 의미하고
haṭhayoga는 태양과 달의 합일이라고 하타요가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가장 정통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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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화와 하타요가의 생리학
1. 하타, 태양과 달, 좌우, 음양

7)

<그림 2>짜끄라, 좌우 나디와 수슘나
*색은 논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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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타요가는 달(candra)과 태양(sūrya), 좌우에서 이다(iḍā)와 삥갈라
(piṅgalā) 나디8), 상하에서 쁘라나(prāṇa)와 아빠나(apāṇa)9)로 대별되는 좌우
상하 에너지를 제어하는 생리학적 요가다.10)
하타요가 또는 꾼달리니(kuṇḍalinī) 요가의 가장 권위있는 하타(요가)쁘라
디삐까(Haṭha(yoga)pradīpikā)11)에서, 좌우 나디인 이다와 삥갈라로부터 일
체의 생명현상이 일어나며, 시간에 대한 자각도 그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태양과 달이 대우주의 시간을 만든다면, 소우주인 인간 내면의 시간은 이다와
삥갈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2) 이 두 나디의 융합에 의해 발생하는
7) David V. Tansley의 The Subtle Body에서 최초로 알려진 이 도상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David V. Tansley는 이 도상을 티벳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나, 우측 상단의 문자가 티벳어
가 아니라 산스끄리뜨(범어)인 점으로 봐서 인도에서 그려진 그림이다.
8) 나디는 右氣脈인 piṅgalā, 左氣脈인 iḍā로 대별된다.
9) 상승하려는 성향의 쁘라나는 심장에 머무는 상기(上氣), 하향하려는 아빠나는 항문에 머무는 하
기(下氣)다.
10) “하타요가(haṭhayoga)는 하타(haṭha), 즉 하(ha)와 타(ṭha) 다시 말해서 ‘태양 과 달’ 양자의
결합(yoga)이다. 이것으로써 ‘하타’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두 가지, 즉 ‘태양과 달로 불리는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쁘라나(prāṇa)와 아빠나(apāna)’의 결합을 본성으로 하는 쁘라나야마(호흡
의 멈춤)가 하타요가라는 하타요가의 정의가 성립된다. 그와 같이 고락샤나타는 싯드하싯드
한따 쁘라드하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ha)라는 말은 태양을 지칭하고 타(ṭha)는 달로
말해졌다. 태양과 달이 결합하기 때문에 하타요가로 말해졌다”라고“ (haṭhayogavidyā haś ca
ṭhaś cahaṭhau sūryacandrau tayor yogo haṭhayogaḥ, etena haṭhaśabdavācyayoḥ
sūryacandrākhyayoḥ prāṇapanayor aikyalakṣaṇaḥ prāṇayāmo haṭhayoga iti haṭhayogasya lakṣaṇaṃ
siddham / tathā coktaṃ gorakṣanāthena siddhisiddhāntapraddhatau "hakāraḥ kīrtitaḥ sūryaṣ
ṭhakāraś candra ucyate / sūryācandramasor yogādd haṭhayogo nigadyate // '' iti //) HP-Jt.I.1. (p. 2,
ll. 11~16)

11) 그 저작 년대를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추정하고 있는데. Saletore는 1350년에서 1650년 사이
로, Feuerstein은 14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하타쁘라디삐까는 17세기부터 하타요
가 수행법과 ‘하타요가’라는 용어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문헌은 ‘Haṭha(yoga)pradīpikā’라는
명칭으로 필사되었다. 이 문헌이 하타요가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데와나가리 외에 벵갈리, 그란타, 샤라다, 난디나가리, 네와리, 뗄루구, 말라얄
람 등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자로 필사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헌이 누렸던 지지도와 인기를 짐
작할 수 있다.〈《하타(요가)쁘라디삐까》 필사본의 명칭〉(박영길, 2010), 불교문화연구소,
《불교학 리뷰》 vol.6호.
12) “태양과 달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시간을 만든다. 수슘나는 이 시간을 삼켜버린다. 이것을
위대한 비의(秘義)라고 한다.” sūrya﹘candramasau dhattaḥ kālaṃ rātriṃ﹘divātmakam |
bhoktrī suṣumnā kālasya guhyam﹘etad﹘udāhṛtam || HP 4.17 ||
*고대 인도의 도량형 시간단위에서 6이나 12의 배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단위는 호흡의 규
칙성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prāṇa = 4초(1호흡)
• 6prāṇa = 24초 = 1vināḍī(the 60th part of a nāḍī or Indian hour)
• 60prāṇa = 10vināḍī = 240초(4분) = 지구가 자전축의 1도를 회전
• 60vināḍī = 1nāḍī(경맥) = 360prāṇa = ½muhūrta = 1440초(24분) = 지구 1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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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인 꾼달리니샥띠(Śakti)13)가 중심 나디(Suṣumṇā)로 상승하여 쉬와
(Śiva)와 합일하면, 요가수행자는 내면에서 시간이 사라지고, 마음작용이 소멸
하는 삼매상태에 이르고, 비로소 라자요가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다.14) 이러
한 삼매의 생리학이 하타요가다.

2. 신화에 나타난 하타
1) Viṣṇu Purāṇa의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15)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Kṣīrodamathana)는 이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위쉬누신의 이야기이다. 또한 아므리따(amṛta; 不死의 감로)를 얻어 불사가 된
신들의 이야기이며, 데와(Deva; 천신天神; sura)와 아수라(Asura)의 전쟁 이야
기16)이기도 하다. H. H. Wilson의 The Vishńu Puráńa를 참고하여 이 신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17)
성자 두르와사(Durvāsa)18)는 황홀경의 상태로 지상를 유행하였는데, 비드야
• 60nāḍī = 1항성일 = 24시간 = 21600prāṇa = 86400초(1440분) = 지구 360도 회전
13) 샥띠는 쉬와의 배우자로서 창조원리이며, 체내에서는 근원적인 힘이 결합된 ‘원초적 가능력(可
能力)’, 원기(原氣)다. 쉬와 뿌라나(7.2.4.10)에서는 “달빛 없이 달이 빛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와 또한 샥티 없이는 빛나지 못한다.”고 하여, 샥띠가 촛대의 초라면 쉬와는 촛불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쉬와는 정신적 기능이며 샥띠는 물질적 기능에 해당한다.
14) “쁘라나(氣)가 수슘나로 흐를 때, 마음 작용(mānasa)은 空(śūnya)의 상태로 된다. 그때 요가에
정통한 수행자는 모든 행위(karma, 業)들을 근절시킨다.” suṣumnā﹘vāhini prāṇe śūnye viśati
mānase | tadā sarvāṇi karmāṇi nirmūlayati yogavit || HP 4.12 ||
“성스러운 수호조존(守護祖尊, Śiva神)께 경배합니다. 그에 의해 창시된 하타요가의 도법(道
法)은 고원한 라자요가에 도달하기를 염원하는 者를 위한 사다리와 같이 밝게 빛난다.”śrī﹘ādi﹘
nāthāya namo’stu tasmai yenopadiṣṭā haṭha﹘yoga﹘vidyā | vibhrājate pronnata﹘rāja﹘yogam﹘
āroḍhum﹘icchor﹘adhirohiṇīva || HP 1.1 ||
15) Viṣṇu Purāṇa는 대략 3,4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우유바다 휘젓기’는 ‘불사의 휘젓
기’(amṛtamanthana)라고도 한다. 본 내용은 Viṣṇu Purāṇa Book I 의 Chapter IX, [Legend
of Lakshmi]에 해당한다.
16) 데와와 아수라의 전쟁신화는 베다시대부터 고대 힌두신화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신화적 모티
브로서 서사시 마하바라따와 라마야나 그리고 뿌라나 문헌들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17) Book I. Chap. IX. ‘Legend of Lakshmí’편이 우유바다의 신화에 해당된다.
18) 두르와사는 Śiva Mahā Purāṇa(5.3.18)에서 쉬와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H. H. Willson의 해
설에 따르면, 그는 Vrata(종교적 서약)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서약의 의미가 어떤
종교적인 광적인 황홀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The Viṣṇu Purāṇa: A System of
Hindu Mythology and Tradition,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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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Vidyādhara)19)(공기의 요정)로부터 염주20)를 받고 그것을 이마에 두르고
다녔다. 우연히 인드라(Indra)21) 신을 만나서 염주를 바치지만, 천신(deva)들
의 시중을 받는 교만한 인드라 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코끼리 아이라
와따(Airāvata)22)의 머리에 둔다. 결국 코끼리는 그 향기에 들떠서 화환을 떨
어뜨려서 발로 으깨고 만다. 두르와사는 인드라가 자신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
각하고 화가 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려서 모든 천신들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다.
인드라 신과 천신들은 자신의 능력을 되찾고자 브라흐마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한다. 브라흐마는 위쉬누에게 가면 해결책을 얻게 된다
고 알려준다. 이에 신들은 불사의 영액(靈液)인 아므리따라는 신성한 즙을 얻으
면 힘을 되찾을 수 있다고 위쉬누 신으로부터 알게 된다. 위쉬누는 해법을 일러
주고 데와들이 본래 능력을 되찾을 때까지 돕는다. 그는 우유바다에 모든 약초
를 넣고 그 바다를 휘저으면 여러 보물과 아므리따가 나온다고 알려준다. 그리
나 데와들만으로는 그것을 얻어낼 힘이 부족하기에 일단은 아수라(Asura)들23)
과 협력을 요청하여 함께 난국을 해쳐나가게 된다. 그리고 메루산의 한 지맥인
만다라산(Mandarachal, Mandar Giri)24)을 뽑아서, 전설의 새 가루다(Garuḍa)
의 도움으로 바다로 옮긴다. 위쉬누는 만다라산을 우유바다를 휘저을 기둥으로
하고, 큰 뱀 와수끼(Vāsuki)를 그 산기둥을 감아서 돌리는 밧줄로 삼아서, 그
밧줄을 양쪽에서 교대로 당기면서 만다라산를 감싼 바다를 휘저으라고 신들에
게 가르친다.
Dur(어려운)+vāsa(머무는)으로 ‘머무는 것이 어려운’이라는 뜻이다. 무례한 자들에게 매우 잔
혹한 성자로서 쉬와신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19) ‘진리를 갖춘’(眞理把持; 持明)으로 번역할 수 있다. 마술적인 힘을 지닌 날개 달린 공기의 정령
들로 묘사된다.
20) akṣamālā는 힌두교에서 다양한 신들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화환(염주목걸이)이다. 그것은 진
주, 뼈, shalagram shila, 말린 씨앗, berry 등, 때로는 해골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Eleocarpus
의 씨앗이 주요한 재료다. Eleocarpus의 씨앗은 힌두교도들의 염주인 rudrākṣa(루드라의 눈)
를 만드는 재료이다. akṣamālā는 주로 산스끄리뜨 문자 50개를 담아서 50개의 비즈로 이루어
진다. 또는 81개나 108개로 이루진다.
21) 베다에서 Śakra, Vāsava로 알려진 신들(devata와 asura)의 지도자이다. 인드라는 vajra(번개,
金剛杵)로 악신들을 물리치는 전쟁의 신이며 휘하에 태풍의 신들인 Marut신을 거느리고 있다.
22) abhramātaṅga(elephant of the clouds)라고도 하며, 인드라 신이 타고 다니는 코끼리이다.
23) Daitya와 Dānava
24) 만다라산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카일라사처럼 존경받는 산으로 두르가神의 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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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쉬누가 만다라산 정상에서 좌우를 조절하고 데와들은 뱀의 꼬리를 잡고
아수라들(Daitya와 Dānava)은 뱀의 머리를 잡고서 바수끼를 양쪽에서 밀고 당
기기를 반복하여 회전시켰다. 데와와 아수라들보다 힘이 약하여 아수라쪽으로
치우치자, 풍신(風神) 와유(Vāyu)의 아들 하누만(Hanumān)25)이 바수끼의 꼬
리를 잡고 데와를 도왔다. 아수라들은 바쉬끼의 부푼 목(두건)으로부터 발산되
는 뜨거운 화염(火焰)에 고통스러웠다. 데와들은 바쉬끼의 호흡으로 그의 꼬리
에서는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로 생기(生氣)를 얻는다.
그런데 산 밑에 받침이 없어서 산이 가라앉으려고 하자 위쉬누는 자신의 두
번째 화신인 거북이(kūrma)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만다라산을 밑에서 떠 받쳤
다.
이렇게 우유바다를 휘저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위쉬누가 나서서 돕기
시작하자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불순물이 응결된 죽음의 독약 깔라꾸
따(kālakūṭa;시간의 환영, 또는 halāhala)가 먼저 나왔다. 이 독약은 파괴의 신
쉬와가 삼켜 목에 저장해 놓았다(Viṣakaṇṭha; 독을 저장한 목). 이 때문에 쉬와
의 목 부분이 파랗게 물들게 된다.26)
데와와 아수라들은 열의를 가지고 계속 좌우로 저어서 14가지의 보물(Ratn
a)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amṛta(불사의 감로)가 나타났다. 데와와 아수라들
은 서로 다투어 아므리따를 차지하려고 싸웠다. 아수라가 먼저 아므리따가 담
긴 항아리를 차지했으나, 위쉬누는 모히니(Mohini)27)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
습으로 변신해서 아수라들을 유혹하여 속여서 항아리를 되찾는다. 모히니는 아
수라들을 미모로 현혹하고 데와들에게만 아므리따를 마시게 한다.
악마인 라후(Rāhu)28)가 데와들 사이에 끼어 감로수를 한 방울 삼키려 할 때,
25) 위쉬누의 화신 라마가 아내 시타를 되찾는 이야기, Rāmāyaṇa에서 라마에게 헌신하는 원숭
이 영웅으로 나온다. 풍신(風神) Vāyu의 아들이며, 초자연력을 지녀, 자유자재로 변신하여 하
늘을 날 수가 있다. 특히 긴 꼬리는 위력을 발휘한다.
26) nīlakaṇṭha(파란 목) : 쉬와는 시간을 파괴하는 자다. 상대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몰입시켜서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신이다. 시간의 독이 최초로 나온 여러 보물들은 수슘나 수련을 통
해서 발생한 신통력을 비유한 것이다.
27) mohinī는 moha의 여성형이다. ‘moha’는 새끼줄과 뱀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사물의 분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혼을 빼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모히니는 그럴 정도의 미모를 갖춘 요정을
말한다.
28) 모든 해악의 상징이다. 뱀의 형상을 하였으며, 라후가 해와 달을 삼키는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
난다고 한다. ‘라후’는 인체의 좌우 기맥의 균형을 깨뜨리는 악마적 요인으로 생명활동과 함께
언제나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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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신 수르야(Sūrya)와 달의 신 소마(Soma)가 재빨리 위쉬누(Mohini)신에
게 알려, 위쉬누는 자신의 무기인 원반(cakra)으로 라후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
러나 라후는 감로수를 삼키지는 않았으나 머금고 있었기에 머리 부분은 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고자질한 해와 달을 삼켰는데, 해는 너무 뜨겁고 달은 너
무 차가워서 뱉어버렸다.
데와들은 위쉬누의 도움으로 아므리따를 나누어 마시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

2) 생명현상의 체내 신격화(神格化)로서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

<그림 3> 위쉬누의 화신 Kurma(거북), 작자 미상, 1860~1870, Tehri Garhwal지역,
South & South East Asia Collection 소장.

사람의 몸을 자연 만물이 들어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세계로 묘사하는 것은
대우주와 소우주가 동일하다는 통찰에 기인한다. 고대에는 우주에 선신(善神)
과 악신(惡神)이 있듯이 인간의 내부에도 선신과 악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그들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체내의 생명현상을 표현했다.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는 외적인 대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
나는 생명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 신화의 주재자인 위쉬누는 좌우 음양의 상
호역동적인 조화의 중심으로서 3구나(guṇa)의 사뜨와(sattva)적인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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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Jan Gonda, 1968: 215~219) 라자스(rajas)와 타마스(tamas), 즉
역동적 에너지(陽)와 정적인 에너지(陰)의 상대적 속성이 조화되면서 드러나는
사뜨와적인 균형과 조화가 신화 상에서 나타나는 위쉬누의 요가 수행적 속성이
다.
데와와 아수라는 차가운 생기의 흐름(이다 나디)과 뜨거운 생기의흐름(삥갈
라 나디)으로서 몸의 좌우를 의미하며, 이 둘 사이의 알력관계를 통해서 체내의
생명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아수라는 오른쪽 몸, 데와는 왼쪽 몸을 의미한다.29)
만다라산은 척추를 의미하며, 그것은 우주의 중심축인 수미산(須彌山)이 되
고, 아그니신은 배꼽의 불로 섬기며 두 눈은 해와 달이 된다.30) 척추를 중심으
로 좌우에너지가 회전하는데, 그 회전하는 중심이 cakra다.
바수끼의 머리와 꼬리는 인체 좌우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뱀은 나디
를 의미하며, 꾼달리니(kuṇḍalinī)는 뱀으로 상징되는 생명에너지의 근원이다.
바수끼 머리에서 내뿜는 화염은 삥갈라(태양)의 상승력이며, 바수끼의 호흡으
로 발생하는 꼬리의 비는 체내의 진액(津液)으로서 이다(달)의 발현이다. 바수
끼는 신들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하는 꾼달리니(kuṇḍalinī)를 상징하고 있다. 꾼
달리니는 응집된 열기에 의해서 깨어나는 불뱀이다. 아수라들이 불을 뿜는 뱀
의 머리를 잡아 당겨서 삥갈라의 열기를 치솟게 하면 좌우의 균형은 깨지고 인
간은 부정적인 심신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상대적인 수(水)의 에너지로서 꼬리
를 잡아당기는 데와와 조력자인 바람의 아들 하누만의 힘으로 그 화(火)는 제어
되어야 한다. 몸의 좌우 균형은 호흡에너지, 즉 바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는 호흡수련을 통해서 삥갈라를 제어할 수 있고 좌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다라산을 떠받치는 거북이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생명력을 회음부에서 조
정하는 여러 가지 딴뜨라 수행법을 상징한다. 회음부를 조이거나 발뒤꿈치로
자극하는 아사나(āsana; 좌법)과 무드라(mudrā; 印) 수행이 여기에 해당된
다.31) 특히 거북이의 목은 몸통 안으로 숨었다가 밖으로 늘어나는 독특한 특징
29) 짜끄라나 기맥을 표현한 인체 도상(圖像)에 배꼽 아래 있는 꾼달리니의 꼬리는 왼쪽에 놓여 있
다.
30) 요가, 엘리아데, p.227
31) “이제 마하무드라가 [설명된다.] 왼 발뒤꿈치로 회음을 압박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펴고서, 양
손으로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pādamūlena vāmena yoniṃ saṃpīḍya dakṣiṇ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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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외부로 발산되려는 생명력의 분출구인 성기의 늘어남
과 줄어듦을 의미한다. 장수(長壽)의 상징이기도 한 거북이는 마음장상(馬陰藏
相)과 같이 금욕행의 성취를 나타내며, 그 목이 안으로 숨겨지는 것처럼 성에너
지가 안으로 보존되어 정기(精氣)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생명과 정신을
증장시키는 길이다. 회음은 생명력을 떠받치는 근본토대, 즉 물라다라 짜끄라
(mūlādhāra cakra)다.
만다라산은 척추를 의미하며, 그것은 우주의 중심축인 수미산(須彌山)이 되
고, 아그니신은 배꼽의 불로 섬기며, 두 눈은 해와 달이 된다.32) 척추를 중심으
로 좌우에너지가 회전하는데, 그 회전하는 중심이 cakra다.
우유는 정액(精液)을 상징한다. 정액은 생명의 정수(精髓)이기에, “요가에 정
통한 수련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정액을 보존하여 죽음을 극복한다. 정액의 누
설에 죽음이 있고, 정액의 보존에 ‘삶(생기를 주는 것)’이 있다.”33)고 하였다.
우유바다를 휘젓는 것은 삥갈라의 지나친 상승력으로 일어나는 열기(火)로 인
해서 정기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요가의 무드라 수행에 해당된다. 욕정을 참
아야 하는 것이 브라흐마짜르야(Brahmacarya; 不邪婬)가 아니라 꾼달리니 샥
띠(śakti)의 힘으로 정액을 척추를 따라 끌어 올려서 뇌에 보존하는 것이 진정
한 브라흐마짜르야다. 끌어올려진 꾼달리니 샥띠는 그 자체로 상승하는 정기
(精氣)로서 정신 기능의 원천이 된다. 브라흐마의 창조는 욕망과 결합된 정액의
누설로부터 일어나지만, 쉬와는 금욕적 수행을 통해서 정액이 보존되어 욕망
자체가 끊어지는 요가적 성취에 도달한다.
이 우유바다의 신화는 精(우유)을 단련하여 발생한 진기(眞氣, 샥띠)가 올라
가서 쉬와와 합일하여 감로를 흘러나오게 하는 하타요가의 생리학적 수행과정
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깐다(kanda)34) 위에서 잠들어 있는
꾼달리니를 회전하여 추동시키는 샥띠짤라나(Śakticālana) 수련을 떠올리게 한
다.

prasāritaṃ padaṃ kṛtvā karābhyāṃ dhārayed dṛḍham || HP 3.10)
32) 요가, 엘리아데, p.227
33) HP 3.88
34) kanda는 구근(球根)이라는 뜻으로, 회음 위에 위치한 구근과 같은 에너지 덩어리를 의미한
다.(HP 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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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머리(코브라의 목)를 펼친 [수호자로서] 뱀’은 아
침·저녁으로 1시간 30분씩, 숨을 최대한 가득 채운 다음 둥글게 마는 방법
으로 태양(오른쪽)으로부터 끌어 잡아서 항상 둥글게 회전되어야 한
다.”(HP 3.104)35)

좌우의 조화에 이어서 회음부를 제어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타요가의 수행차
제와 동일하다. 하타요가는 아사나와 쁘라나야마(호흡수련; 調息)를 통해 좌우
를 제어하고 이어서 무드라 수행으로 쁘라뜨야하라-다라나-디야나-삼매에 이
르는 몰입수행으로 진전된다.
이처럼 요가수행은 육체적 수행을 통해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진전되는 수행
차제를 정립하고 있다. 신화에서도 능력을 상실한 신들이 해결책을 브라흐마에
게 먼저 구하지만 브라흐마는 위쉬누에게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존재(브라흐마)와의 합일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현상계에 대한 지배력(위쉬누), 즉 체내의 생명력(샥띠)이
증장된 다음 가능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소우주를 대우주와 대응시켜서 종교적 수행의 원리를 신화적인 이야
기로 전수하는 체내 신격화(神格化)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이다. 동양의
학에서는 오장에 각각의 신이 있다(五臟有神)고 하여 심에는 신(心藏神), 폐에
는 백(肺藏魄), 간에는 혼(肝藏魂), 비장에는 의(脾藏意), 신장에는 지(腎藏志)가
있다고 하였다.36)

35) avasthitā caiva phaṇāvatī sā prātaś﹘ca sāyaṃ praharārdha﹘mātram | prapūrya sūryāt
paridhāna﹘yuktyā pragṛhya nityaṃ paricālanīyā || 112 || HP 3.104
36) 황제내경 소문 <선명오기편 宣明五氣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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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체를 표현한 내경도, 청나라, 백운관白雲觀(출처: Xmanu.com) *사각형 확대는 저자

동양의학의 뿌리인 도교 전통의 ‛내경도(內經道)’라는 도상도 이러한 맥락을
따라서 체내를 우주적 풍경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經’은 또한 수로(水D)와
같은 ‛생명의 길’로서 경맥을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되었다. 이 그림에
경맥은 보이지 않으나 등골 속으로 상승하여 흐르는 강을 발견할 수 있다. 인체
내부의 각 부분들은 척추 속으로 흐르는 이 강줄기에 연결되어 있다. 수차(水
車)를 돌려서 머리까지 그 물길을 올리는 환정보뇌의 원리를 체내 신격화로 표
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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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경도에서 수차를 돌리는 여자와 남자 아이는 음양에너지를 상징한다.
이는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에서 ‘불을 뿜는 바수끼의 머리를 잡은 아수라’와
‘시원한 물이 뿜어 나오는 바수끼의 꼬리를 잡은 데와’를 통해서 상징했던 음양
의 생명원리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심장 부위에서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물레 바퀴을 돌리는 여인, 논을 가는 모습 뒤에 그려진 태극의 회전 문양과 수
차 등 모두 짜끄라의 회전력과 상응한다.
수차를 돌리는 두 아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인데, 우유바다를 회전시켜서
불사의 감로를 만들어 내는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를 상기시킨다. 이는 요가 수
련 중 꾼달리니 에너지의 상승으로 일어나는 환정보뇌와 관련된다. 이 두 아이
는 음양이며 좌우 신장(腎臟), 즉 좌신수(左腎水)와 우명문상화(右命門相火)이
기도 하다. 왼쪽 신장은 달의 水기운, 오른쪽 신장은 태양의 火기운에 대응된
다. 우측에서 명문상화는 하강해야 하며 좌측에서 신장의 수기(水氣)는 상승해
야 한다. 이것은 좌승우강(左昇右降)의 원리에 포섭된다. 음양의 승강은 이다와
삥갈라의 승강이며, 대우주에서는 태양과 달의 순환으로 나타난다.

Ⅲ. 요가수행 차제의 생리학
1. Śiva Purāṇa의 쉬와와 빠르와띠의 합일(결혼) 신화
좌우의 조화와 제어를 통한 중심에의 몰입은 전형적인 하타요가 의 수행생
리학이다. 쉬와와 빠르와띠의 합일 신화는 이러한 수행차제를 성에너지의 제어
측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준다.
쉬와신은 히말라야의 까일라사(Kailāsa)산 깊은 동굴 안에서 명상하는 모습
으로 묘사된다. 온 몸에 재37)를 바르고, 덥수룩하니 둥글게 감긴 금빛 머리 위
에는 초승달 관(Candraśekhara)을 얹고 있으며, 그 머리 타래로부터 강가江이
시작된다. 그리고 푸르스름한 목(Nīlakaṇtha, 청경靑頸)에 뱀(꾼달리니)과 해골
염주(시간, 不死)를 두르며, 삼지창(Triśula)38)과 북(Ḍamaru)39)를 들고 있다.
37) 인도의 화장(火葬)문화와 관계있으며, 육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38) 3Guṇa, 즉 Sattva, Rajas, Tamas의 정복 또는 세 기맥氣脈 이다iḍā(좌맥左脈), 삥갈라piṅgal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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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중간 부위에 있는 제3의 영적인 눈40)까지 눈이 세 개(tryambaka)로 표현
된다. 그는 세상의 독을 다 마셔 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기도 한
다. 또 나따라자(Naṭarāja)로서 끊임없이 춤을 추며 세상을 창조한다. 또한 그
는 가축의 왕(Paśupati)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가 죽음을 지배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모든 화장터에서는 그를 예배하기도 한다. 쉬와의 외모는 모두 요가
수행의 상징이기도 하다.
쉬와신의 배우자는 샥띠의 화신들이다. 첫 배우자는 샥띠의 첫 번째 화신인
Satī(suttee)이다. 두 번째 배우자는 샥띠의 두 번째 화신으로 빠르와띠
(Pārvatī; 히말라야의 딸)다. 빠르와띠는 쉬와신의 절대적인 헌신자로서 인도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중 가장 완벽한 여성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쉬와와
빠르와띠의 합일 신화는 대자연의 상대적 에너지로서 음양(陰陽)의 결합을 상
징한다. 쉬와 뿌라나에 전해지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41)
브라흐마(Brahmā)42)가 따빠스(tapas, 고행; 열역熱力) 수행으로는 더 이상
창조를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마음에 까마(kāma, 욕망) 만들어 세상을 번성케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까마는 오히려 브라흐마의 브라흐마짜르야(Brahmacāry
a, 不邪婬)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브라흐마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 그
의 딸 Śatarūpā43)를 범하게 되었고44), 그의 딸은 놀라서 사슴의 모습을 하고

39)

40)
41)
42)

43)
44)

(우맥右脈), 중심의 수슘나Suṣumṇā의 통합을 상징한다. 위쉬누Viṣṇu파에서는 이마에 3개의 세
로줄로 표현되고 있다. 서양에서 삼위일체의 상징으로서 Fleur de lis(붓꽃)와 유사하다.
비음(秘音)의 상징. 모래시계 모양의 이 작은 드럼은 ḍamaru라고 한다. 이것은 쉬와신의 부속
물들 중의 하나로 독특한 손동작(mudra)은 ḍamaruhasta(ḍamaru hand)라고 하여 드럼을 잡
는 손 모양을 이른다. 이 드럼은 특히 Kāpālika派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3.96에서 Amarolī
(불멸의 감로 무드라)가 Kāpālika派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눈은 욕망Kāma을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버린다. 도교에서는 天目이라 한다.
Śiva Purāṇa의 <Rudra saṁhitā> 제2부 Satīkhaṇḍa와 제3부 Pārvatīkhaṇḍa에 해당한다. 이
해를 위해 Wendy Doniger O'Flaherty교수의 Śiva: The Erotic Ascetic을 참조하였다.
인도의 3대 신격의 하나인 브라흐마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시 수 차례에 걸쳐 재창조하였다. 나
머지 두 신은 유지의 위쉬누신과 파괴의 쉬와신이다. 그 어근은 "to swell, expand, grow,
enlarge"의 의미인 √bṛh이다. 브라흐마의 창조는 마치 고요한 수면에 떨어진 물방울의 파동에
비유된다. 브라흐마와 아뜨만의 동일성에 따라서 아뜨만 또한 그것에 비유된다.
Devībhāgavata Purāṇa에 따르면 브라흐마의 왼쪽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Śatarūpā는 ‘백 가지 모습’이라는 의미다. 브라흐마가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 Manu이다. 근친간(近親姦)과 고행주의에 의한 창조 신화에 대해서는 <인도 신화의 고
행주의적 전개>(정승석, 199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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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다. 브라흐마는 숫사슴의 모습을 하고 그녀를 쫓아갔고
그의 정자가 땅에 떨어져서 불 속에 봉헌물로 바쳐졌다. 그 속에서 여러 성자와
동물들이 생겨났다. 루드라(Rudra; 쉬와의 화신)45)는 브라흐마에게 근친상간
에 대한 죄를 물어 그의 5개 머리 중 하나를 베어버렸다. 화가 난 브라흐마는
자신을 우롱한 쉬와신이 까마로 자극되도록 저주를 하고, 그에게 근친상간의
열정을 일으킨 까마는 쉬와신에 의해 파괴되도록 저주하였다.
브라흐마는 아들 닥샤(Dakṣa)로 하여금 지상의 다양한 생명체를 낳도록 하
여 많은 자손을 낳았다. 현실적인 성향의 닥샤는 현상계를 유지하는 위쉬누를
믿었으며, 비세속적인 쉬와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닥샤의 딸 Satī는 쉬와신에
대한 애절한 사랑 고백으로 그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 닥샤가 쉬와를 경멸하고 희생제에도 초대하지
않자 아버지에게 항의했지만, 닥샤는 계속 쉬와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았다. 이
에 절망한 사띠는 스스로 산 제물이 되기로 하고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몸을 던지게 된다.46)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쉬와신은 격노하여 희생제를 파괴하고 자신의 입에
서 분노의 화신인 위라브하드라(Vīrabhadra)를 내보내 희생제를 파괴한다. 위
라브하드라는 사슴으로 변신해서 도망치는 닥샤의 목을 베었으나, 닥샤는 구사
일생으로 염소의 머리를 대신 얻게 된다.
쉬와신은 그녀의 시체를 들고 슬퍼하며 춤을 추자 세상은 그의 광폭한 춤과
눈물로 땅이 흔들리고 혼돈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들은 사띠
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세상에 뿌렸다. 그 중 사띠의 요니(생식기)는 As
45) 쉬와의 옛 이름이다. √rud(울부짖다, 울다, 통곡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베다 시대
(B.C.1500~B.C.300), 리그베다(Ṛg Veda: B.C.1500~B.C.1000 사이에 편집)에서 쉬와신은
루드라로 불려진다. 루드라는 검은 배, 붉은 색의 등을 가진 갈색 피부의 신, 폭풍우의 신으로
무섭고 파괴적인 신이면서 동시에 생명력을 가진 치료의 신, 약초의 신, 가축의 신으로서 공동
체를 보호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말과 가축을 지켜준다고 묘사되었다. 야주르베다(Yajur
Veda)에서도 파괴적이면서도 자비로운 양면의 성격을 지닌 루드라에게 올리는 찬가가 나타난
다. 그는 공동체와 떨어져 사는 황야의 신으로도 언급된다. 이는 베다시대에 루드라신이 중심
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는 주변의 신임을 나타낸다.
46) 한 남자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 사띠는 힌두교 신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내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이 신화를 통해서 그녀의 희생 정신은 많은 여성의 귀감이 되었지만, 그녀의 이
름을 따서 ‘사띠라는 잘못된 관습을 낳기도 했다. ’사띠‘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
는 관습인데, 현재 인도에서는 이 관습을 금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보수적인 힌두교도들은 미
망인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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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의 까마캬(Kāmākhyā)47) 지역에 떨어졌으며, 떨어진 곳(pīṭha)에서 쉬와신
은 링가(liṅga)의 형태를 취하였고48) 우주에 평화가 다시 생겨났다.
사띠는 히말라야산의 히마와뜨(Himavat)와 그의 부인 메나(Mena)의 딸, 빠
르와띠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쉬와신을 남편으로 섬기기 위해 따빠스를 수행한
다.
인드라는 살랑거리는 바람의 모습으로 까마를 보내서 쉬와신이 빠르와띠를
갈망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금욕행을 하는 쉬와신은 미간의 눈(아갸짜끄라)
에서 나온 불로 까마를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린다.
쉬와신은 금욕수행자의 외모로 볼품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든 속성들, 즉 재,
세 개의 눈, 나체, 성에 무관심, 뱀 그리고 해골 목걸이, 화장터에 있는 집 등으
로 그녀를 시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와띠는 쉬와신에게 헌신하는 마
음이 확고하였다. 이에 쉬와신은 일곱 성자를 히말라야의 그녀의 집으로 보내
서 그를 대신해 빠르와띠에게 청혼의 예를 갖추게 하였다.

2. 수행차제: 외적 지분(bahiraṅga)과 내적 지분(antaraṅga)
Yogasūtra의 8지요가, 즉 Yama(금계), Niyama(권계), Āsana(좌법),
Prāṇāyāma(조식), Pratyāhāra(제감), Dhāraṇā(총지), Dhyāna(정려), Samādhi
(삼매) 중 앞의 5단계가 bahiraṅga(외적 지분)이고, 이후 3가지를 antaraṅga
(내적 지분)이라고 한다.49) 전체 수행과정은 육체적인 수련에서 정신적인 몰입
수행으로 진전되어 간다. 쉬와와 빠르와띠의 합일 신화도 육욕(肉慾)의 세계로
부터 그것을 초탈한 정신적인 승화로 진전됨을 확인 할 수 있다. Viṣṇu
Purāṇa에서도 yama, niyama, āsana, prāṇāyāma, pratyāhāra까지 순차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50) 동일시기에 편찬된 Yogasūtra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47) 이곳에 딴뜨리즘의 가장 중요한 사원이 세워져 있다. 아쌈 지역 구와하띠Guwahati에 깜루쁘
깜키야Kamrup Kamkhya(Kamārup Kāmākhyā)라는 사원이 있는데, 이곳은 딴뜨리즘 수행자
들이 딴뜨리즘을 배우고 능력을 전수받는 딴드라의 승가대학 같은 곳이다. 또한 까마키야는
깔리Kālī와 동일시되는 딴뜨리즘 최고의 여신이다. 깔리라는 이름은 남편 쉬와의 다른 이름
Kāla에서 유래하였다. 깔라는 검정색, 죽음, 시간을 의미한다.
48) 무한한 존재인 쉬와는 yoni(샥띠의 상징) 위에 놓인 알 모양의 liṅga로 숭배되어 왔다.
49) Sarvadarśanasaṃgrah 참조.
50) Viṣṇu Purāṇa Book VI., Chap.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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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진 요가수행 차제의 전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
된다.
Brahmā(梵天)의 세계창조는 인간의 윤리관에서 근친간(近親姦)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범천의 세계에서 창조 과정은 그 자신이 자신의 창조물(딸)과 화합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무한한 생성과정은 물질 원리에만 의존하여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정신원리로서 kāma(욕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신화는
현상 세계의 창조와 지속은 kāma(욕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까마는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양성(兩性)에 의지해야하는 보편적인
정신생물적 특성이다. 무한한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 욕망은 음양, 즉 남녀
의 상대적 속성에 의지하고 있다. 쉬와와 사띠의 첫 번째 결합은 아직 육체와
정신이 이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육체적 결합인 반면, 쉬와와 빠르
와띠의 결합은 금욕(禁慾)을 통한 물질적 조건의 초월이자 해탈이다. 신화에서
쉬와신이 미간의 눈(아갸짜끄라)에서 나온 불로 까마를 태워 재로 만들었듯이,
욕망의 완벽한 제어는 미간의 아갸짜끄라의 계발에 의해서 가능하다.
닥샤는 형식적인 제사행위에 몰두해 있는, 세속적인 내면을 상징한다. 삥갈
라(piṅgalā)는 오른쪽(닥샤)을 의미한다. 닥샤가 망동함으로 인해 샥띠, 즉 근원
적 생명력(ojas; 精氣, 元氣)은 쉬와와 합일하지 못하고 소실되어버린다. 쉬와
신은 형식적인 희생제를 파괴하고 닥샤(삥갈라)를 제압한다. 닥샤는 어디로 날
뛸지를 모르는 충동적인 사슴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쉬와에 의해 염소51)로 변
하고 제압된다. 제어되어야 하는 닥샤는 오른쪽(dakṣiṇa) 삥갈라 나디를 의미
한다. 닥샤는 삥갈라의 특성과 관련된 체내의 불(火)은 우명문상화(右命門相火)
를 상징하며, 이것이 바로 통제되어야 할 ‘火’이다.52)
신화에서 사띠는 닥샤로 인해 성스러운 불에 몸을 던짐으로써 불과 하나가
되고,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해체 과정을 겪는다. 요가수행자는 육체적
51) 염소는 서양이나 인도신화에서 모두 통제되어야 될 힘(생명력)을 지닌 존재로서 악마적 성향을
상징할 때 주로 나타난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염소 형상의 신 사티로스(Satyr, Saturos)는 다
혈질의 거친 성격으로 묘사되며 번식력(다산성多産性)과 성적인 힘의 상징으로서 끊임없이 제
어되어야 한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머리에 작은 뿔이 있으며,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이
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시종으로서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짓궂은 장난을 하는 무리들이다.
영어에서 ‘호색한好色漢’을 뜻하는 ‘Satyric’은 사티로스에서 파생된 낱말이다.
52) dakṣiṇa(남방의 불)는 Gārhapatya, Āhavanīya와 함께 불의 의식에서 3agni를 이룬다. ‘바람
불어서 불을 끄다’, 또는 ‘바람을 멈추다’로 해석될 수 있는 nirvāṇa(nis+√vā)에 대한 맥락과도
상통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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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안나마야꼬샤53)를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에너지로서 쁘
라나마야꼬샤의 수행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배꼽불로 알려져 있는 ‘소
화의 불’(jaṭharāgni)과 ‘체내의 불’(dehānala)을 수련하게 된다. 육체적 열기가
응집되어 중심으로 몰입되면 꾼달리니 샥띠는 깨어난다.

<그림 5> 오장설(五藏說, pañcakośa)의 심신상관(心身相關)
* 따잇띠리야 우빠니샤드 Taittirīya Up.참고.

쉬와와의 합일을 염원하는 사띠는 육체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외적 지분
의 수행단계다. 사띠와 쉬와의 첫 번째 결합은 육체에 대한 집착의 소멸을 의미

53) 오장설(五藏說, pañcakośa): 음식(anna)으로 이루어진 안나마야 꼬샤, 쁘라나(prāṇa, 氣)로
이루어진 쁘라나마야꼬샤, 마음(manas)으로 이루어진 마노마야꼬샤, 지성으로 이루어진 비갸
나마야꼬샤, 환희(ānand)로 이루어진 아난다마야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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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띠가 희생제의 성스러운 불과 하나가 됨으로써 육체에 대한 욕망을 완
전히 버리게 된다. 형상을 지닌 육체는 조각조각 흩어지고 완벽한 금욕의 실천
으로 수행이 진전된다.
사띠는 육체적 소멸을 통해 빠르와띠로 환생하여 물질적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따빠스를 수행함으로써 쉬와와 합일할 수 있다. 사띠의 죽음과 부활이라
는 전형적인 신화적 재생은 통과의례를 거친 수행자의 재생을 그리고 있다. 빠
르와띠가 다시 태어난 히말라야는 메루(meru)라고 하고, 메루단다(merudaṇḍa)
는 수슘나 나디가 흐르는 척추를 의미한다. 따라서 빠르와띠는 제감(制感,
pratyāhāra)을 통해서 진정한 명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요가수행자의 경
지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체내의 모든 쁘라나는 수슘나 나디로 모여서 정신
의 근원인 두개골 중심으로 몰입된다.
쉬와와 빠르와띠의 재결합은 육체적 결합을 초월하게 하는 tapas수행에 의
해서 정신적인 결합으로 이어진다. 빠르와띠는 물질적인 육욕의 세계를 떠나
부활하여 성스러운 곳에서 금욕의 고행을 통해서 쉬와와 합일한다. 이는 꾼달
리니 샥띠가 수슘나를 따라 쉬와와 합일하여 정수리의 brahmarandhra에 이르
는 요가수행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쉬와신은 7차크라에 상응하는 일곱 성자(聖者)를 히말라야의 그녀의 집으로
보내서 그를 대신해 빠르와띠에게 청혼의 예를 갖추게 하였다. 꾼달리니는 중
심기맥을 따라 몸의 중심에 위치한 7짜끄라를 따라 척추 하부에서 머리 중심으
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수슘나 나디를 통한 일련의 상승과정은, Viṣṇu
Purāṇa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욕(brahmacarya)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 성취
할 수 없다.
쉬와와 빠르와띠의 결합은 내적 지분으로 진전되어 몰입의 삼매로 나아간다.
순수한

정신적

수행의

단계로서

8지요가

중

saṃyama

(dhāraṇā-dhyāna-samādhi)를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단계다. 쉬와와 빠르와띠
의 결합은 궁극적인 요가의 목적으로서 삼매를 의미한다.

3. 자웅동체적 소우주로서 인간
생명현상의 근본인 호흡을 통해서 좌우 코와 연결된 좌우 나디를 제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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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하타요가의 생리학은 적어도 古우빠니샤드 시기까
지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음양에너지에 대한 자각은 브
리하다란야까 우빠니샤드(BC 8세기경)에서도 언급된다.
그(puruṣa: 사람)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가 된 사람은 즐거워하
지 않는다. 그는 두 번째 존재를 원했다. 그는 바로 생각한 그 만큼의 부피가 되
었는데, 그것은 마치 남녀 둘이 함께 부둥켜안은 것과 같았다. 그는 그 자신을
둘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그것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두 쪽으
로 가른 콩의 절반이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몸이 그렇다고 야즈냐왈꺄는 이야기
했다. 그리하여 대공(大空)은 오직 여인으로 채워지고 그는 그녀와 결합하였으
며, 그로부터 사람들이 태어났다.54)

<그림 6>
왼쪽) Ardhanārīśvara, 꾸샨 왕조, 1세기경, Rajghat 출토, India, Mathura Museum소장
가운데) Ardhanārīśvara, 꾸샨 왕조, 150~200년경, 북인도,
오른쪽) 쉬와의 삼지창과 Ardhanārīśvara, Chola 왕조, 1050년, 남인도,
The Cleveland Museum of Art 소장ㅤ(via SikhMuseum.com)
54) sa vai naiva reme tasmādekākī na ramate sa dvitīyamaicchat | sa haitāvānāsa yathā
strīpumāṁsau saṁpariṣvaktau sa imamevātmānaṁ dvedhāpātayattataḥ patiśca patnī
cābhavatāṁ
tasmādidamardhabṛgalamiva
sva
iti
ha
smāha
yājñavalkyastasmādayamākāśaḥ striyā pūryata eva tāṁ samabhavattato manuṣyā
ajāyanta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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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합일의 인도적 원형은 Mohenjodaro에서 발굴된 링가(liṅga)
와 요니(yoni)상이다.55) 고대 인도에서 우주의 기원을 형상화한 링가와 요니는
상대적인 두 에너지의 합일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러한 음양합일상은 쉬와
(Śiva)와 빠르와띠(Pārvatī)의 합일로서 아르다나리슈와라(Ardhanārīśvara)라
고 하는 우주적 자웅동체(雌雄同體)로 표현된다. 아르다나리슈와라의 도상(圖
像)은 꾸샨왕조 시대인 기원후 1세기 중엽 이래로 인도에서 가장 널리 성행한
종교적 모티브 중의 하나다.(이거룡, 2013) 이 둘은 음양처럼 하나이면서 둘이
고 둘이면서 하나로서 ‘우주의 분리되지 않는 상대성’을 표현한 것이다.
음양론에 근거한 의학이 고대부터 발달하여 온 인도와 동양에서 자웅동체로
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당연시 되었다. 서양에서도 동일하게 좌우 양성적 존재
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낯선 것이 아니다.
플라톤(Platon, BC 429~347 추정)의 향연(Symposium)에서 아리스토파
네스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네 팔, 네 다리, 두 얼굴을 가진 하
나의 머리였는데, 제우스가 인간을 약화시키려고 분리하였으며, 평생 서로가
남은 반쪽을 찾아서 완성해야할 운명에 처하도록 하였다”56)고 기록하고 있다.
남녀양성(男女兩性)이 하나로 융합된 존재는 신적인 능력을 지닌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는 형이상학에서 실증과학
적 태도로 음양과 같은 대립된 원리를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했다. 그는 피
타고라스의 철학에서 유래한 서로 대립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면서, 몸의 오
른쪽이 왼쪽보다 더 따뜻하다는 보편적인 체험으로부터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
는 왼쪽에 대응시켜서 이해하였으며, 오른쪽 심장의 피가 더 순수하며 영혼은
더 많으며 수분은 덜 갖는다고 믿었다.
이처럼 몸이 좌측보다 우측이 더 열기가 우세하다는 일상적인 체험을 우주
적인 영역으로 확장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동서양이 공히 동일하다. 오른쪽과
왼쪽을 음양과 같은 에너지 현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55) 알 모양의 링가를 쉬와링가라고 하며,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요니 위에 올려져 있다. 가끔
‘남근’으로 번역되지만, 어원적으로 표시(sign)를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창조성의 원리를 나타
낸다.(G. Feuerstein, 2001: 98)
56) 이 대목은 아리스토파네스가 인간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 제우스와
자웅동체로서 인간에 대한 신화를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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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요가의 수행생리학으로서 인도 신화
인도 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들은 요가의 수행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신화 속 신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단지 문화적 가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현상이 상징적으로 전승된 수행생리학
이다.
본론에서 Viṣṇu Purāṇa와 Śiva Purāṇa를 통해서 드러난 요가수행의 가
장 근본적인 생리학적 원리와 수행 차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Viṣṇu Purāṇa의 <우유바다 휘젓기(Kṣīrodamathana)신화>에서는 인간 존
재가 좌우로 분열되어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요가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바수끼는 단순히 거대한 뱀이 아니라, 일체의 생명에너지가 두 가지 상대적이
양상으로 드러남을 상징한다. 달과 태양으로 상징되며, 인체에서 이다와 삥갈
라 나디로 체험되는 음양의 에너지는 이원적 생명에너지의 相이다. 데와와 아
수라는 우리 내면의 상대적인 에너지이면서 마음작용의 기반을 상징한다. 이
둘의 완전한 결합은 좌우가 없는, 시간이 사라진 삼매 상태와 다르지 않다. 음
(陰)적인 원리와 양(陽)적인 원리의 완전한 결합은 인도 신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왔으며, 요가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신화에서 자웅동체로 상징되
는 생명현상의 내적 구조는 요가수행을 통해서 합일로 승화된다. 요가는 이 둘
의 균형과 끊임없는 결합에 의해서 완성된다. 삶의 고통은 이 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해탈은 이 둘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하다.
Śiva Purāṇa의 <쉬와와 빠르와띠의 합일 신화>에서는 두 단계로 이루어
진 쉬와와 사띠, 그리고 사띠의 환생인 빠르와띠와의 결합을 보여준다. 육체적
존재로서 사띠의 완전한 제화(祭火, 아그니)를 통해서 환생한 빠르와띠는 性적
욕망을 넘어선 聖적인 합일을 드러낸다. 이러한 존재의 초월은 하타요가에서
불에 의해서 깨어나는 꾼달리니의 각성과 같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bahiraṅga(외적 지분)에서 antaraṅga(내적 지분)으로의 도약이다. 그리고 또한
근원적 생명원리로서 샥띠는 정신적 원리인 쉬와와 합일됨으로써 자신을 초극
한다. 양성의 상대적 신격인 쉬와와 빠르와띠의 합일은 요가의 궁극적인 목적
으로서 삼매를 의미한다.
우주와 인간을 동일한 내적구조로 이루어진 대우주와 소우주의 상동관계(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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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ogy)로 인식한 결과, 고대 베다의 외적인 종교의식은 요가전통을 통해서 내
면화되어 인체는 우주와 동일시된다. 척주는 우주의 중심축이 되고 아그니신은
배꼽의 불로 섬기며 두 눈은 해와 달이 된다.(김병욱, 2015: 315)
결론적으로, 인도신화는 우주적 신들의 신화를 통해서 ‘생명현상의 체내 신
격화’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대우주와 소우주의 동일성을 획득하도록 수행자
를 독려한다. 이러한 내면화는 대상 세계와 분리된 개아(個我)로서 아상(我相)
을 극복하도록 하며, 인체를 독립된 개체로 대상화하지 않고 우주적인 흐름과
동일시함으로써, 요가수행자는 개아를 초월한 존재계 전체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도 신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요가수행의 생리학적 원리들이
담긴 인도 신화가 후대의 요가 전통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또한 하
타요가가 보여주는 생리학적 수행원리의 근원이 ‘하타요가’라는 말이 성행하기
이전에 이미 고대 요가수행 전통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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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ogic physiology of Haṭhayoga in Indian mythology
*

Lee, Youngil 57)

In this paper, the present writer will attempt a physiological analysis of
symbols shown in Indian mythology. The yogic physiology of haṭhayoga
reflected in Indian mythology,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Kṣīrodamathana)> myth of Viṣṇu Purāṇa, is a review of the concept of
haṭha, which means the sun energy(陽) and the moonenergy(陰), the cosmic dual
forces. In this mythology, Viṣṇu has a dynamic sovereignty and a special
character as a master of life-energy(prāṇa, Qi, 氣).
As the sattvic functions of three guṇas(sattva, rajas, tamas), Viṣṇu is the
centerpiece of the interdynamic harmony of the left and right energies. In human
body, when rajas(the dynamic energy of right side; 陽) and tamas(the static
energy of left side; 陰) are balanced with, the sattvic energy appear to yogi.
This is what Vishnu's properties have been revealed as a principle of yogic
physiology through mythology.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myth which based on Viṣṇu, is carrying
out the course of yoga implementation. With the help of Viṣṇu, Devas gets the
amṛta which is the elixir of life, the eternal immortality. The getting of miraculous
medicine is the important course of yogic practice. We're going to be able to
use the rivalry function of right and left energy by yoga. Devas and Asuras are
left and right energies in our inside.
The harmonization of Devas and Asuras is achieved through Viṣṇu and the
amṛta are raised by rotating of Mandara mountain. The center of Mandara
mountain is the center of the body, which is connected to the rotating cakras.
By the rotation of cakra and the penetration of Suṣumnā nāḍī, The yogi achieves
the yogic achievement of immortality.
In <The unity(marriage) of Śiva and Pārvatī> myth, sexual energy(Śakti) is the
root of the Creation. At the same time, it is the subject of tapas(asceticism). This
myth in which Brahman's expansion of cosmos confronts with Śiva’s sexual
* Ph.D. course completion, Indian Philosophy, Dong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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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ticism shows the stage of yoga achieved by the perfect control over sexual
desire. Śiva has been symbolized as the success to the ultimate achievement
which Yogi should reach through the restraint of sexual energy(Śakti), namely,
Brahmacarya(chastity). Yogi’s sexual desire must be fully controlled over.
Thus, These myths symbolize the most basic physiology of yoga. Indian myths
are not a product of simple literary imagination but the most efficient way to
accomplish the principle of practical yoga.
Key Words: Indian Mythology,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Haṭha Yoga, Yogic
Physiology, Viṣṇu Purāṇa, Yin and Yang(陰陽), Śiva Purāṇa, Asce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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