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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옴말 

1 . 머리말 

고전문명의 중심지들은 신화와 의례 둥율 통해 聖化되어 온 성지이면서 동시에 

성스러운 지식올 보존하고 전숭시키는 문화 중심지의 역활용 담당해 왔다. 예루살 

렘파 메카， 아테네와 로마 그리고 바라나시(베나레스)와 같은 도시들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현재 이들 도시가 정치나 경제변에서 중심적인 역할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그들이 속한 문명의 가치률 

칭L출하고 유지시켜 왔올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런 이유에서 다이아나 엑크는 밀턴 싱어와 로버트 레드필드의 세계도시 분류에 따 

라 이들 도시롤 전체문화의 에토스와 질서롤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계통발생 

적’(orthogenetic)도시로 분류하고 었다1) 따라서 이러한 문화 중심지의 종교문화 

*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1) Diana L. Eck, ‘The City as a Sacred Center’, in The City as a Sacred 

Center, ed., B. Smith & H. Baker Reynolds, Leiden : E. ]. Bri11, 198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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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올 통해 그 도시가 대변하고 있는 종교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힌두교의 대표적인 성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훈데 

하나인 바라나시는 인도 종교문화 이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종교문화적 관 

점에서 이 도시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인도문명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힌두문화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가장 잘 대변해 온 도시란 점 이 

외에도 고전 힌두문회를 놀라울만큼 지속적으로 보존 유지시켜 왔고 무엇보다도 

전통 종교문화가 살아 있는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힌두성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라나시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올 통하여 힌두교와 힌두문화의 특성올 밝혀내는 것이다. 따라서 힌두 성 

지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올 먼저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가장 신성시되는 성지 

로서의 바라나시가 지니는 신성성의 내용과 그것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기능 그리 

고 바라나시가 신성한 전통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한 검 

토를 통히여 힌두문화의 특성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1. 힌두교의 신성한 지리 

1. 순례장소， 띠르타 

종교문웰R서， 특정 장소를 보다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하고 그곳올 성지로 규정 

히여 순례지로 삼는 개념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이슬랍 전통에서 메키는 이슐랍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이고 메카의 하햄 모스크 중앙에 있는 차바는 알라의 거처로 

가장 신성시된다. 매년 하지 순례기간이면 전세계의 무슬림들이 야 메카로 성지순 

례를 한다.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에게도 예루살햄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특정종교의 신자들이 이러한 신성한 장소률 순례함으로써 물려적， 사회적 세 

계를 초월하려는 열망을 나타내는 것도 보편적인 현상이다.2) 그러아 각 종교전통이 

특정 공간을 성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종교문빡R서 일반적으로 성지로 규정되는 장소는 하이에로파니 즉 ‘성스라운 

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낸 聖顆의 장소이다. 이러한 성지는， 聖과 보 

2) T. N. Madan, 어， Religion in India. Delhi : Oxford Univ. Press, 1992,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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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적으로 소흉율 할 수 있는 곳이자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롤 달성할 수 었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해된다. 힌두문화에서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 개념에 해딩하는 

용어가 ‘순례장소’를 의미하는 띠르타< Tirtha)이다. 셈족종교의 예루살햄이나 메차 

가 중심상정의 성격이 강한 것과는 달리 힌두교의 신성한 진라는 분산적이어서 수 

없이 많은 성지들이 인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성과 속에 대한 힌 

두교도들의 관념 차이와도 관련된다 

힌두교는 현상적으로는 다신신앙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형이상학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본질올 구성하는 하나의 근원적 실재를 상정한디는 점에서 일원 

론적 다신교라고 할 수 었다. 이러한 독특한 형이상화 체계로 해서 洛과 전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聖의 개념을 힌두문화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힌 

두문화에서 성은 하나의 근원적 실재와 그것의 다양한 현현인 수많은 신들， 또 그 

신들의 다양한 0빠따래化身)와 수많은 성자와 해탈자들 이들파 관련되는 신성한 

시간과 공죠F들， 그리고 정결함이나 해탈과 관련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 

이다. 

힌두사상에서 %은 聖이 자신올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힌두교도들윤 자연올 신 

이 스스로를 드러낸 곳이자 신들의 거처로 인식하여 자연에 신성한 공간의 지위를 

부여해 왔다. 크게는 인도의 땅 자체가 바라뜨마때어머니 인도)， 곧 모신으로 상정 

화되어 신성시되고 또 인도 내의 여러 지리적 자연물들 즉 산， 강， 도시 그리고 기 

타 숲， 바다와 호수， 동굴 둥이 신성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이 신앙의 

주요 대상이 되는 신앙행태는 힌두 신앙의 오랜 흐륨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어 와 

서 띠르타를 순례하는 것이 힌두교도들의 종교 삶에서 중요한 륙정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지리적 자연풀들 가운데 보다 신성시되는 특정 장소들이 인도 

전역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띠르티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 띠르타의 경우는 고대로부터 히말라。R‘눈의 거처’)가 신성시되어 왔다. 히말 

라야가 성스러운 공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힌두 신들의 거처이 

자 신성한 천상의 강인 강가{캔지스)가 지상으로 떨어진 곳이라는 믿옴과 고대로부 

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수행해온 수많은 성자들의 전통 때문이다. 힌두신화에 따르 

면 히말라야는 힌두교의 2대 신인 비슈누(바드리나트)와 쉬배차일라샤 케다르나 

트)의 거처이고 쉬바의 아내인 빠르와띠는 히말라。뼈 딸로 묘사된다. 또한 『라마 

야나』， 『마하바라타』， 『뿌라나』 동의 문헌에서 히말라야에서 타파스(고행적 수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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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많은 성자들올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히말라0빼는 수행지들이 수행올 하 

고 있는 주요 성지들이 있다. 이뜰 지역에는 접근이 가능한 여름 71간 동안 고행과 

도 같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윤 순례객들이 모여든다. 

강은 인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롤 지닌다. 강이 생명력과 정화력올 지니고 었다 

고 믿기 때문이다. 인도 아대륙에 있는 강들 가운데 강71<캔지스)와 야무나 둥 일 

곱 강3)이 신성시되는데 특히 강가가 신성시된다. 힌두교도들은 강가 물에 폼옳 담 

그면 쌓은 최롤 씻올 수 있고 강가에서 죽옴올 맞이하면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는 천상이나 해탈에 이롤 수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강기는 번영과 구원율 

부여히는 여신 마더 강71<M야her Ganga)로 불리며 신파 동얼시되고 왔고 이 강 

이 흐르는 주요 지접에 신성시되는 도시가 형성되었다. 바라나시 역시 이 강가의 

강둑에 형성된 도시이다. 

강가는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하르드와르(또눈 하리드와르)에서 평야지역으로 

접어들고 지금의 알라하바드 근처의 쁘라야그(Prayag)에서 야무나 강과 만난다. 

인도에서는 두 강의 합류점(sangarna)이 신성시되는데 특히 강가와 야무나 강의 

합류점이 보다 신생시된다. 길일이면 수많은 힌두교도들이 이 합류점에서 목혹의례 

률 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다. 

또 인도의 네 방위에 주요 힌두 신들의 거처로 주장되는 네 도시가 있다. 북쪽의 

바드리나트(비슈누)， 남쪽의 라메스와램라매， 동쪽에 자가나트뿌리(크리슈나) 그 

리고 서쪽의 드와라깨크리슈나)이다. 이들올 네 담u1<이larna， 거처)로 지칭한다. 

이들 외에도 해탈올 부여하는 도시로 믿어 특별히 신성시하는 일곱 도시가 있다. 

아요대고대 라마 왕국의 수도)， 미투라{불교와 자이나교의 성지이자 크리슈나의 

출생지)， 하르드와르(강가가 산악지대에서 명야지대로 훌러 률어가는 곳)， 바라나시 

(이전의 명칭윤 카시， 쉬바의 영원한 도시)， 깐치(타멀나두의 비슈누파， 쉬바파 도 

시)， 우자인(중부 인도의 마하깔라 링7까 있는 장소) 그리고 드와라깨서부 인도의 

크리슈나의 수도)인데 이들 도시롤 ‘일곱 해탈의 도시’(Sapta moksapuri)로 부른 

다. 이 이외에도 호수와 바다， 동굴 둥 인도에서 신성시되는 장소는 그 규모룰 떠 

나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성지가 힌두문화에서 갖는 의미와 가능은 

무엇일까? 

3) 신성시되는 일곱 강은 Ganga, Yamuna외에 Saraswati, Narmada, lndus, 
Cauvery, Godavari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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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띠르타의 상징적 의미와 순혜의 기능 

Cris C. Park는 모든 문화개 세계롤 알려진 영역과 미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왔 

고 이 두 영역올 분리하고 있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 문인데 이 두 영역 사이를 연 

결시키는 다리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통과의례가 

시간적 문이라면 성지는 공간적 문이다. 따라서 성지는 미지세계로의 관문올 상징 

화하고 신성한 산올 오르거나 신성한 강올 건너거나 히는 성지순례는 이 판문의 

통과를 가능하게 해주는 의례로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 그의 판정올 따른다 

변 성지는 두 영역 사이의 공간적 관문을 통과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신성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순례는 일종의 공간적인 

통과의례이다. 

힌두문화에서， 경험세계에서 초월의 세계로 념어가는 이 공간적 판문으로서의 순 

례장죠:Yt 바로 띠르타이다. 그리고 띠르타롤 여행하는 순례여행올 띠르타 야뜨라로 

부른다. 따라서 띠르티는 힌두문화에서 성지와 순례의 의미훌 파악활 수 있는 중요 

한개념이다. 

‘건너다’를 의미하는 범어 ‘tri’에서 유래한 ‘tiπha’는 몇 가지 의미롤 힘축하고 

있다. 여울， 통로(행)， 강으로 내려가는 계단， 목욕장소 둥이다，.5) 이들 모두가 물과 

관련되는 용어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띠르타들이 물과 밀접히 관련된다. 인 

도에서 강은 복합적인 의미률 지니는 문화상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명과 풍요 

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천상과 지상올 연결해 주는 곳이고 인도종교의 핵심개념인 

끊임없는 생과 사의 흐름인 윤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힌두교도들은 강가가 천상에서 발원한 강어라고 믿는다. 힌두신화에 의하면 지상 

의 바기라트 왕이 비슈누 신에게 고행올 통해 천상의 물올 지상으로 내려줄 것올 

기원한 결과， 비슈누의 발꿈치에서 천상의 물이 훌러내려 쉬바의 머리타래률 타고 

지상의 히말라야로 내려온 것이 강가이다. 따라서 강가는 때로 ‘천상에 이르는 계 

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힌두문화에서 계단(sopana)이나 다리(setu)는 초월올 상징 

하는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띠르타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강올 건너 강 저편의 

피안， 즉 신들의 거처인 천상계나 윤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로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장소’를 의미한다，.6) 

4) Cris C. Park, saσed Worlds , New York : Routledge, 1994, p.246. 
5) Jean Holm with John Bowl‘er, ed., Sacred Place, Londen : Pinter Publishers, 

1994, p.68. 



114 종교와 문화 

산 띠르타 역시 두 영역을 연결시키는 것울 상정한다. 산의 솟아오르는 특징은 

힌두 사원건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북인도의 사원건축 양태를 보면 산의 

점차적인 상숭양태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솟구쳐 오른 산의 높이는 힌두 

교도들이 얻기를 갈망히는 영적인 높이를 상징화하고 있다.，1) 이러한 의미에서 띠르 

타는 경험적(속) 영역과 초월적(성) 영역 사이의 교차점율 상징화하고 있고 힌두문 

화에서 성지는 성현장소이기 때문에 곧바로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기보다는 힌두교 

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달성동}는 것과 관련된 장소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힌두교도들에게 띠르타를 순례하는 것은 중요한 종교적 

열망가운데 하나이다. 

에크는 힌두문화에서 띠르타가 교차점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디-음 몇 가지로 분 

석하고 있다8) 띠르타가 이 세상과 저 세상올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강한 변형력울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 뼈l론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는 것이고 또 띠르타 야뜨라가 복잡한 종교의 

례(희생제의)의 대체물로 제시됨으로써9)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고 카스트나 

성별 동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덜 제약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띠르타야 

뜨라는 죄률 정화시키는 힘을 지니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힌두교도들이 성지순례률 행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성지를 방문하거나 그 

곳에서 머무는 행위를 통해 갈망하는 바를 보다 쉽게 달성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힌두교도들은 성지순례가 무슬립들의 메카 순례와는 달리 의무규정이 

아님에도 고행과 같은 길고도 힘겨운 순례여행올 행해왔다. 힌두성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라나시는 일곱 도시 띠르타 기운데 해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도 

시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곱한 모든 띠르타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믿어져서 가장 

신성한 성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에서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신성한 지리에서 특 

별한의미를지난다. 

6) Diana L. Eck, “In버a ’ s Tirtha : “Crossings" in Sacred Geography" in HistOTγ 
of Religions, v.20, no.40981. 5), pp.323-24. 

7) Holm, 앞의 책， p.63 
8) Eck, 앞의 글， pp.337-41 참조 
9) 예컨대 바라나시의 다샤슈와메드 가트에서 한 번의 목욕의례는 그곳에서 하는 열번의 
아슈와메디{고대 말 회생제의)와 동일한 결실을 낳는다고 주장된다. 



바라나시(베나레스) : 힌두 성지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가능 115 

m. 힌두 성지의 전형， 바라나시 

1. 살아있는 힌두문화의 중심지 

바라나시가 가장 신성한 띠르타라는 믿음은 바라나시를 특별한 성지로 만들었다. 

힌두교도들은 생애 최소한 한번은 이 도시를 순례하기를 갈망하고 일반 인도인들 

도 바라나시를 특별하게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종교와 전통사상 그리고 문화 

에 관심을 지난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이 도시는 방문해야 할 핵심 도시로 꼽히고 

있다. 

바라나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화된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힌두교의 

대표적인 성지라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주의 중심이자 소우주이고 힌두교 

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즉 지상적 복이나 사후 천상의 삶 또는 해탈을 얻 

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 도시를 따라 흐르고 있는 강가의 물에서 목욕의례를 

하면 죄를 포함한 모든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이 도시에서 죽음을 맞 

이하면 그들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사후 천상이나 또는 해탈올 얻올 수 있 

다는 믿음온 바라나시를 죽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장소로 만들어 왔다. 그 결 

과 바라나시는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이자 관련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천했 

고 정통 힌두문화를 꽃피우고 발전시키는 문회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었다. 

바라나시는 지리적으로는 강가 강이 히밀라야에서 흩러내려 인도 북부의 하리드 

와르에서 평야지역으로 접어들고 알라하바드(쁘라야그)에서 야무나 강과 합쳐진 후 

힌두스탄 평야지역인 인도 동북부에서 방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톨어 호르는 지 

점에 위치해 있다. 도시가 강둑인 서안쪽으로만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바라나시의 

특정은 강 서안을 따라 줄지어 있는 수많은 사원들과 그 사원과 강물을 연결해 주 

는 계단이자 힌두교도들의 목욕의례 장소인 84개의 가트들이다. 강가변올 따라 형 

성된 이들 사원군과 그 주변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중심부는 매우 복-{}하고 수없이 

많은 미로들로 강가와 연결되어 있다. 

바라나시는 신성한 판점에서 보면 우주가 창생된 지점으로 그 역사가 우주의 역 

사와 같다. 따라서 신앙심이 깊은 힌두교도들에게 바라나시는 우주창생의 시점부터 

존재해온 성스러운 도시이다. 그러나 역사적 판점에서 보면 고고학적 중거는 기원 

전 1α)()년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역사자료에 근거하면 바라나시의 역사는 대 

략 3000여 년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원전 천년 초기 세기들 동안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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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코살라 풍 여러 왕국틀이 용성하는 둥， 기원 전 6세기， 봇다가 둥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도시는 상당히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이 그리고 마우리아와 굽타 제국 

시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11세기 말과 12세기 초에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른 

것 같다)1) 이후 시기에도 인도의 모든 중요한 지도자들이 바라나시와 직， 간접적 

으로관련율맺어 왔다. 

하지만 바라나시가 인도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윤 긴 역사를 통해 종교와 철 

학， 전통 학문(범어학문)과 교육 그리고 예술올 꽃피어오므로써 역사의 어떤 시점 

에서도 늘 정통 힌두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능은 지금까 

지도 지속되어서 여타의 고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문화적 지속성을 가장 오랜 동 

안 유지시키고 있는 도시로 평가된다.12) 

바라나시의 본래 명칭은 ‘빛난다’는 의미의 '7'}-시’였다. 이 지역을 지배했던 최초 

왕조의 7대 왕이 。l륨올 불였다고 전해지고 『자따깨본생담)dJ에는 카시가 이 왕국 

의 이름이었고 바라나시가 수도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뿌라나』는 이 도시가 

Varuna와 Assi 강 사이에 위치해 있어 Varanasi로 불렸다는 것올 보여준다. 이 

슬람 통치기간인 무굴시대에는 대체로 Benares(또는 Banaras)로 불렸고 이어 인 

도를 지배한 영국 식민정부도 이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다 1947년 독립 이후 약 10 

여 년이 지난 1956년부터 바라나시가 공식명칭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명칭의 변 

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세의 지배도 종교와 학문 그리고 문화 중심지로서의 바 

라나시의 성격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학자는 바라나시의 문화적 지속성율 다른 고대 문명의 도시들 

과 비교하며 다옴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아테네의 조용한 아크로폴리 

스가 고전 그리스의 그 지적 문화적 그리고 의례적 전통올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면 카시(바라나시의 고대 명칭)가 지닌 놀랄만한 강인한 지속성올 

조금 엿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북경과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고대에 그 

들 도시를 움직였던 에토스와는 아주 다른 에토스에 의해 옵직여지고 있으나 카시 

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13) 이러한 언급은 카시 곧 바라나시14)가 그 문화전통올 

10) Baidyanath Saraswati, Kashí: Myth and R없liη of a Classical Cultural 
Tradition , Simla : lndian lnstitude of Advanced Study, 1975, pp.5-6. 

11) D. L. Eck, “Banaras", in Encyclopeadia of Religion, Mircea Eliade, ed., New 
York : Macmillan, 1987, vol.2, p.58. 

12) Saraswati, 앞의 책， p.5. 
13) Eck, Bα1Qras : The City of Light,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83, 

p.5. ]. Parry, Death in Banaras, p.ll에서 재인용. 사라스와띠 역시 고전문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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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만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왔고 고대의 전룡이 지금도 살아었다는 것옳 강조 

하는 것이다. 실제로 바라나시 이곳저곳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모습들올 

대변하다 보면 일종의 경이로움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처럽 바라나시는 인도문화 

의 중추인 힌두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또 고전 힌두전통과 문화가 아주 오 

랜동안 유지 보존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훌 지닌다. 바 

라나시가 그 문화적 지속성과 권위률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이 장 

소에 부여된 신성성에서 찾율 수 있다. 

2, 우주의 충심이자 소우주 

신화적 설명에 의하면 바라나시는 인도의 신성한 지리률 상징적으로 구체화시키 

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우주의 중심이자 소우주로 인도 천역에 훌어져 있는 띠르 

타들이 상징적으로 집결되어 있고 힌두교에서 신봉되고 있는 모든 신들의 거처이 

자 힌두교도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배5)를 달성할 수 있는 곳이다. 바라나시 

의 이러한 신성성은 신화를 통해 뒷받침되고 의례률 통해 유지， 전숭되어 왔다. 

세계 종교에서 메차나 예루살햄 같은 신성한 도시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되 

고 있듯이 힌두전통에서는 바라나시가 우주의 중심으로 이해된다. 여러 힌두 신화 

에서 카시는 우주창조가 이루어진 지점으로 우주의 중심이자 모든 방향이 비롯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힌두신화에 의하면 카시는 쉬바가 창조률 위한 장소로 만든 

도시이다. 카시롤 찬양하는 문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인 『스칸다 뿌라나』 중 

r카시칸다」의 우주발생론 설명에 따르면 우주 해체(mahapralay)의 시기16) 동안 

모든 창조물은 해체되고 모두가 어둠이었다. 태양， 달， 별， 형태， 감각， 인지， 기본 

방위도 없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인지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 

떤 형태， 이름， 특성도 지니지 않는 브라흐만(우주의 근원적 실재)뿔이었다. 이 분 

화되지 않은 하나가 둘이 되고자 갈망하여 그 자신의 신성한 놀이(릴라)로 그것올 

속성에 관한한 카시는 세계의 모든 문명 중심지롤 놓가한다고 지적한다" Saraswati, 
앞의 책， 서문. 

14) 현재 일반적으로는 바라나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 도시롤 좀더 신성한 의미률 부여 
해 지칭할 경우에는 가시가 사용되기도 해l 때문에 이 글에서도 바라나시와 카시률 
함께사용하려고한다. 

15) 힌두교는 여러 종교적 경향들이 종합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속적인 복이거나 
사후 천상에 이르는 것일 수도 있고 용회에서 해방되는 것일 수도 었다. 

16) 인도사상은 순환적 우주판올 지닌다. 따라서 우주가 생성， 유지， 해체의 과정을 끊임 
없이 되풀이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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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였다. “나는{쉬바) 비물질적인 브라호만의 물질적인 형태이다. 오 빠르와띠 

(쉬바의 배우자) 우리 함께 신성한 땅인 카시를 만듭시다" 

카시를 만들고 나서 쉬바와 빠르와띠는 차시에서 죽은 모든 이들에게 해탈융 부 

여하는 일올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머지 창조작업올 맡길 존째훌 낳고자 원했다. 

그 존재가 바로 비슈누이다. 비슈누는 그의 원반으로 불탱크를 파서 (우주률 세우 

기 위해) 5만년 동안 행한 타파스(고행)의 땀으로 그것을 채웠다. 이 시기의 끝에 

쉬바와 뼈르와띠가 그곳에 와서 타파스의 불로 타고 있는 비슈누률 보았다. 쉬바가 

크게 기뻐하다 그의 귀고리를 그 탱크에 떨어뜨렸다. 그 때부터 그곳은 마니까르니 

깨귀의 보석)로 알려지게 되었다. 쉬비는 비슈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신성한 장 

소가 해탈을 주도록 했고 덧붙여 카시에 사는 이들올 위해 카시가 늘 진리의 황금 

시대인 사뜨야 유가일 것올 선언했다. 

같은 r차시칸다」의 또 다른 신화에 의하면 브라호마와 비슈누가 논쟁올 벌이고 

있는데 쉬바의 빛나는 표정인 맹렬한 빛의 기둥(jy야irlinga)이 땅 밑에서 땅올 가 

르며 솟아 융라서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 갔다. 브라호마와 비슈누가 10만년 동안 

각각 그 끝올 찾으려 위와 아래로 내려 갔으나 찾올 수가 없었다. 이 빛 기둥이 바 

로 링가이다. 따라서 차시는 쉬바의 링가가 땅을 쪼캔 곳이자 그 자체가 뺀차 크로 

시(pancha kroshi, 약 50마일， 16킬로미터)의 반경율 지닌 거대한 빛의 링가이기 

도 하다. 이것이 바라나시가 빛난다는 의미의 ‘카시’로 불리는 까닭이다. 우주와 바 

라나시의 기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올 『쉬바 뿜라나'JJ(Kotirudrasamhita， 22 

장" 2-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식이자 지극한 기뽑이며 실체인 그것(브라흐만) 

이 두 번째 존재를 갈망하여 두 번째 것인 쉬바가 생겨났다. 그것은 다시 남녀인 

쉬바와 삭띠로 쪼개졌다. 보이지 않는 치트와 아난다인 그것아 뿌루책} 쁘라끄리 

띠률 창조했다. 둘은 부모를 보자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속성없는 아뜨만에서 한 

소리가 나왔다. ‘뛰어난 창조률 위해 너희들이 타파스(고행)를 행할 것이다.’ 이에 

둘이 말하길， ‘어디에 앉아 타파스를 행합니까? 타파스롤 행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자 찬란한 빛이 다섯 크로샤로 퍼져나가며 아륨다운 도시가 창조되었다'. (이곳 

이 바로 차시 즉 바라나시이다J 창조롤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던 

바슈누(뿌루샤)가 그곳에서 오랜 동안 타파스률 행했다. 그의 고행으로 여러 물줄 

기가 빈 공간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을 보며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인7}'라고 생각하 

며 머리를 혼들었다. 그러자 그의 귀에서 보석이 떨어져 그곳이 마니까르니까 라는 

위대한 성지가 되었다. 다섯 크로샤로 확대된 그 신성한 중심지가 물 위에서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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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할 때 쉬바가 그의 삼지창{뜨리슐라) 위에 그것융 떠받쳤다. 비슈누는 자 

신의 배우자 쁘라끄리띠와 함께 그곳에서 잠자고 있었다. 쉬바의 명령으로 브라호 

마가 비슈누의 배꼽에서 나온 연꽃에서 태어났고 쉬바의 명령으로 그는 놀라운 창 

조롤 전개시켰다" 

각 신화의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활 보이지만 핵심 주제와 내용은 일 

치한다. 신화가 묘사하는 카시는 쉬바 신이 우주창조률 위한 장소로 만든 도시로 

그 중심 장소는 창조의 직접적인 임무률 담당한 비슈누가 창조를 위해 고행올 행 

했던 마니까르니까이다. 도시의 크기는 최초의 빛이 펴져나간 반경 뺀차 크로샤(약 

50마일 정도)의 영역으로 이 영역은 진리와 황금의 시대인 샤트야 유가를 항상 유 

지하고 있고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바라나시는 도시의 북쪽과 남쪽을 흐 

르고 있는 바루나 강과 아씨 강 사이에 놓여 있어 불여진 이륨인데 바로 이 지역 

이 신화가 태초에 찬란한 빛이 반경 50마일로 퍼져나가 만들어진， 우주창조가 이 

루어진 성스러운 공간으로 묘사하는 지역이다. 

특히 뻔차-크로시 땅~pancha-kroshi kshetra}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죽읍을 

맞이하면 이 도시의 主神인 쉬바에 의해 해탈올 얻용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중요한 순례장소가 되어왔다. 뺀차크로시 순회의례는 이 성스러운 지역올 

오른 쪽에 두고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인데 거의 50마일에 이르는 이 순례 루트를 

도는 데는 대개 5일 가량이 걸린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뺀차크로시 순례률 행하거 

나 죽음올 맞이하기 위해 바라나시롤 찾는데 절정기에는 수만명의 순례객들이 모 

여든다. 바라나시의 지리적 신성성은 지금도 이 뺀차크로시 순례 관행에 의해 휴지 

되고있다. 

또한 바라나시는 대우주와 소우주를 연관지어 지상적으로 표상한 가장 잘 알려진 

예 가운데 하나이다)7) 측 만달라로서의 도시이다. 문자적으로는 ‘원’올 의미하는 만 

달라는 우주의 신성한 설계훌 그런 것으로 신성한 도시의 설계로 사용되었다. 따라 

서 『뿌라나』 문헌에서 대우주해체 이후 새로이 재생되는 우주에서 최초의 도시로 묘 

사되는 차시는 일련의 동심원들로 이루어진 만달라로 전우주가 이 안에 존재한다. 

이 만달라의 중앙에는 세계의 主인 비슈와나트 형태률 한 쉬바의 사원이 있고 이 주 

위를 일곱 층의 대기충융 상징하는 일곱 개의 동심원이 감싸고 있다. 그리고 각 원에 

17) Rana P. B. Singh, “Sacred Space and Pilgrimage in Hindu Society: The 
Case of Varanasi", in Sacred Places, Sacred Spaces, ed., R. H. Stoddard 
and Alan Moris, Baton Rouge : Geoscience Publications, 1997, p.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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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주의 여닮 방향올 상징하는 여넓 방향의 교차점이 있어 총 56교차점이 비나야 

깨Vinayaka)형태롤 한 가네샤 신에게 받쳐지는 56개 사당으로 나타난다. 축 소우 

주로서의 바라나시가 수호신 가네샤 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형상이다. 

이처럼 도시의 전 지역이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댄 순례자활올 위한 여러 

순회코스가 규정되어 있다~56비나。þJl를 방문하는 순례자의 경우는 가장 신성한 

비슈와나트 사원에 이르기 위해 일곱 개의 보호 원올 도는 규정된 루트훌 따륨으 

로써 공간의 여러 다룬 신성함올 경험하게 된다 18) 그러나 바라나시의 실제 지리가 

이 만달라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액크는 바라나시는 우주의 질서 

를 복제한다기보다는 생성해 내는 도시이고 도시로서의 바라나시의 질서는 지리적 

이기보다는 개념적이고 상징적이라고 분석한다， 19) 

또한 힌두전통은 인도의 중요한 띠르타들올 바라나시로 轉位시킴으로써 이 도시 

를 인도의 신성한 우주의 소우주로 만들었다. 특히 인도전역에 있는 12개의 신성한 

죠띠르 링가， 해탈올 부여하는 신성한 여섯 도시， 인도 아대륙의 사뺑l 위치한 신 

들의 네 거처 그리고 신성한 강과 호수들이 모두 바라나시에 상징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소전위의 몇 예훌 들어 보면 여섯 도시에 속하는 하르 

드와르와 깐치가 각각 바라나시의 아써 가트와 뺀차강가 가트에 있고 히말라。벼l 

있는 신들의 거처인 바드리나트는 바라나시의 나라나라야나 띠르타에 었다.때) ‘카 

시에는 지구상의 모든 띠르타(순례장소)가 있으므로 카시에 머문다면 다른 곳으로 

순례룰 갈 필요가 없다’는 잔시 출신의 한 나이든 과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실 

제로 힌두교도들은 모든 신들이 카시에 존재하듯이 모든 신성한 장소가 카시에 현 

존한다고 믿는다. 이 말은 카시의 순례가 인도 내의 모든 신성한 장소를 순례하는 

것을의미한다. 

이 도시의 중심 신은 쉬바이다Ii'쉬바 뿌라나'.11 (Kotirudrasamhita, 2장，1)는 

“강가 강의 강둑에 있는 카시는 해탈을 얼올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곳은 (쉬 

바의 상징물인) 링가로 가득 차 있고 그곳의 쉬바의 거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힌두신앙에서 쉬바는 세속적인 욕망과 해탈의 욕망이 모두롤 실현시켜주는 존재로 

신봉된다. 바라나시가 쉬바의 도시이므로 쉬바의 사원이 가장 많고 쉬바는 주로 링 

가리는 돌기둥 상정으로 숭배되기 때문에 사원의 중심에는 링가가 놓여 었다. 심지 

18) Rana P. B. Singh, 같은 글， p.196. 
19) Diana L. Eck, “ The City as a Sacred Center", in B. Smith & H. Baker 

Reynolds, 앞의 책， p.5. 
20) Eck, “Kashi : City of All India", T. N. Madan, 앞의 책， p.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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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카시에 있는 모든 돌이 링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링가 

가 북쪽 지역에 있는 용까레스와라와 중뺑l 있는 비슈베슈와라 그리고 남쭉의 께 

다레스와라이다. 이중 비슈베슈와라가 현재 이 도시에서 가장 중시되는 비슈와나트 

사원(일명 황금사원)에 놓여 있다. 이 사원은 12세기 무렵에 유명해져서 현재까지 

그 지위와 명성올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 도시롤 순례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가 장에서 모든 죄와 오염올 씻기 위해 목욕의례롤 하고 쉬바률 만나기 위 

해 이 사원올 방문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나시가 쉬바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힌두전통은 힌두 만신전의 모든 

신들이 바라나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힌두교도들은 힌두교의 모든 남， 

여신들이 뻔차 크로시 영역 안에 그 거처률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이 

이 도시의 주신이 쉬바임에도 종파롤 불문하고 이 도시가 모든 힌두교도들에게 존 

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신들의 거처이자 띠르타둘의 집결 

지인 바라나시는 가장 신성시되는 ‘건너는 장소’로 힌두성지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 

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 도시를 인도에서 가장 널리 중시되는 순례지로 만들어 왔 

고 지상에 존채하면서도 세상을 초월하는 도시로 인식시켜 왔다. 

3. 삶과 죽음 그리고 해활의 도시 

힌두교도들은 현생에서의 복울 기원하기 위해 바라나시률 방푼하기도 하지만 상 

당수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이곳에서 죽음올 맞이하고 사후 화장되기 위 

해 바라나시를 찾는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죽옴올 맞이하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 

들을 만나는 일이 낯설지 않다. 바라나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트 가운데 하나인 다샤 

슈와메드 가트에 가면 나머지 생의 유지률 위해 거리에 앉아 보시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죽음올 기다리는 집에서는 죽옴이 임박한 이들을 만 

날 수 있다. 수명이 며철밖에 남지 않은 한 노파가 고통스러운 폼으로 누워었으면서 

도 죽음을 바라나시에서 맞올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바라나시와 죽음과 

의 중요한 판련성을 읽올 수 있다. 과거에는 이들이 가트주변， 친지나 기족들의 집， 

종교시설(Dhramshalar ) 사원 둥에 머물렀는데 현재는 이 목적으로 바라나시로 오 

는 이들의 반수 이상이 죽어가는 이들올 위해 마련된 수용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이 

들은 죽은 후에 주로 회장되는데21) 중요한 화장터가 바로 다샤슈와메드 가트에서 북 

21) 특별한 경우에 화장을 하지 않고 수장올 한다. 나이어린 아이들， 수행자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나쁜 죽음의 시신， 화장할 돈이 없는 이들의 시신 둥이다.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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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조금 떨어진 마니까르니까 가트에 있다. 강가의 강변 바로 옆에셔 장작올 쌓 

아 놓은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간단한 의식올 거친 후， 화장올 하고 남은 재롤 강가 

강물에 뿌린다. 일년에 수천명이 이렇게 화장되고 또다른 화장 가트인 하려쉬찬드라 

가트에서는 장작회장보다， 비용이 싼 전기회장울 하는데 1992년의 경우'， 4천여명이 

회장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껑) 

힌두교도들이 바라나시에서 죽음올 맞이하고 화장되길 갈망하는 까닭은 바라나 

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최소한 좀더 나은 내생이나 천상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과 사의 끊임없는 흐름인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신마저도 여기서 죽 

기를 희망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도시로 

언급되는 일곱 도시들 가운데서도 바라나시가 가장 우위룰 차지한다. 그 까닭은 카 

시가 직접적으로 해탈올 부여한다면 나머지 여섯 도시는 바라나시에서 재생되도록 

하는 축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탈을 부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r카시칸다」에서 이와 관련된 홍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마투라 출신의 

한 브라민이 나이가 들어 수행자의 삶에 들어간 후 여섯 도시률 순례하고 마지막으 

로 카시에서 삶올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순례를 시작했다. 그런데 카시에 가 

기 전， 하르드와르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자 천상의 마차가 그롤 태우고 천상의 여러 

영역을 거쳐 가장 높은 하늘인 바이꾼때Vaikunta)로 데려갔다. 그는 천상의 삶올 

즐긴 뒤 카시에서 재생된 후 그 생애의 끝에 해탈을 얻었다.껑) 11쉬바 뿌라나』 

(Kotirudrasamhita, 22장)도 “다른 형태의 구원은 다른 곳에서 달성되나 뛰어난 유 

형의 구원은 바라나시에서만 달성할 수 있다"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올 얻지 못한 

이들에게 바라나시는 의지처이다.”， “신돌마저도 여기서 죽기률 갈망한다. 허물며 다 

른 존재들이랴. 성스러운 중심지는 세속적 즐거옴파 해탈올 부여한다. 그러므로 신 

들， 성자들 요기를-- 모두 이 도시를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해탈에 대 

한 신화가 이 도시를 가장 중요한 성지로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믿음은 도시의 형성에도 영향을 준 듯하다. 인도인룹이 신성시하는 강가 

강이 이 도시의 남쪽(죽음의 방향 또는 야마왕국의 방향)에서 북쭉{재생의 방향)으 

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에는 1982년 상카트모찬 사원 주사제가 주도한 강가의 
물올 정화시키려는 ‘정결한 강가 운동’이 일조률 했다. 이 영향으로 진정한 수행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수장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도 강가에샤 수장된 시신 
올 발견할 수 있다. Saraswati, 앞의 책， pp.68-69참조 

22) Saraswati, 같은 책 pp.68-69. 
23) Diana L. Eck, “Kashi : City of All lndia", in 1'. N. Madan, 앞외 책， p.1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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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흐르고 있는데 도시가 전적으로 강 서안에만 형성되어 있고 동쪽 강변지역은 

남쪽 끝에 남나가르에 형성된 소규모의 주거지 외에는 주거지가 전혀 형성되어 있 

지 않는 특이한 현상올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강 서쪽은 우주가 창생된 지점으로 해 

탈을 이룰 수 있는 신성하고 길한 지역인 반면에 마가르로 알려진 동쪽은 길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믿음과 관련된다.갱) 따라서 뺀차크로시 순례 루트로 둘러싸인 지 

역과 강가의 가트 주변이 죽어서 해탈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지역으로 믿 

어져 수많은 순례객들 모여든다. 물론 천상계인 스와르개Swarga)에 7r.기 위해 

이곳을 찾아 목욕의례와 예배 그리고 순례률 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해탈에 비하 

면 이차적인 목표가 된다. 

메차나 예루살렘 같은 순례중심지인 성지에서 죽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다른 세계종교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바라나시가 신성한 도시로서 중심적인 위치 

를 차지히는 까닭은 죽읍과 죽음의 초월에 대한 인도인들의 판념 때문이다. 

인도인들은 윤회를 믿는 그들의 종교적 관념에 따라 주로 회장을 한다. 강가 강 

변을 따라서 많은 가트(강변과 사원을 연결시켜주는 충계) 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 

장 중요한 가트 가운데 하나인 마니까르니까 가트에 화장터가 었다. 다른 지역의 

화장터가 거주지 외각에 있는데 반해 바라나시의 경우는 도시의 핵심에 있다는 점 

이 주목을 끈다. 한두사상의 순환적 우주관에 의하면 우주는 생성과 해체를 되풀이 

하는데， 앞서 다룬 우주창조신화에서 다루었듯이 이 가트가 각 우주순환의 시초에 

우주창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각 우주 순환의 끝에 세계가 해체되는 장소이기 

도 하다. 즉 인도가 세계의 배꼽올 상정한다면 마니까르니까는 바라냐시의 배꼽으 

로 우주의 생성과 해체 그리고 재생성이 지속적으로 재연되는 장소를 상정한다. 

죽음과 바라나시와의 밀접한 관계를 연구한 페리는 마니까르니까에서의 화장의 

례를 일종의 우주재생의례인 희생제의로 해석한다. 마니까르니까 가트에서 화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 창조는 지속적으로 재연되는 것이며 그래서 차시에 

서는 늘 세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기인 사뜨야 유가라는 것이다 25) 

24) 신화적 설명에 따르면 성자 비야즈:가 쉬바의 도시인 바라나시에 대척하기 위한 중심 
지로 강 동안 먼 곳에 도시(랑나가르)률 세우려고 하자 쉬바는 그 시도롤 물리치기 
위해 이들 가네쉬률 보냈고 그는 비야스를 현혹되게 만든 후 경전에 마가르에서 죽으 
면 당나귀로 재생될 것이라 쓰게 했디는 것이다. 바라나시가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도시인만큼 이러한 믿음이 도시 형성에 미친 영향이 크겠으나 이러한 륙이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교 외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Parπ， Death in Bα1llra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4, p.22참조 

25) Parry, 같은 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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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죽음파 재생에 대한 관념도 이 우주의 해체와 재창조와 판련하여 이해된 

다. 힌두사상에서 몸과 우주와의 상동관계는 되풀이되는 주제이다. 힌두시장은 몸 

을 소우주로 인식하기 때문에 톰과 우주가 동일한 다섯 요소(흙， 불， 물， 공기， 에테 

르)로 구성되어 었고 같은 법칙의 지배률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몸과 우주 

가 동일시되고 그래서 소우주인 신체률 해체하는 화장이 시간의 끝에 이루어지는 

대우주의 해체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우주의 해체가 우주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우주의 시작올 의미하는 것처럼 화장이 단순한 시신의 파괴가 아니라 재생 행위이 

고 그것을 통해 다시 태어니는 것올 의미한다. 붐이 우주이므로 화장 의례는 우주 

의 해체와 재생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윤회를 통한 내생의 존재롤 믿는 힌두 

교도들에게 있어 바라나시에서 죽어 화장되는 것은 적어도 다시 새로워지는 재생， 

좀더 구체적으로는 좀더 나은 내생율 보장해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료는 그들이 추 

구하는 최고의 이상인 생과 사의 끊임없는 물결인 윤회의 강을 건너 해활에 이르 

는 것올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바라나사는 가장 대표적인 따르타라고 

할수있다. 

또한 차시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는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은 께달음올 상정한 

다. 빛이 우주의 중심에서 뻔차크로시로 퍼져 나갔다는 신화적 표현은 사랍율 구성 

하는 다섯 구성요소(5 kosha)와도 연관성율 갖는다. 그리고 비슈와나트 사원의 쉬 

바 링가는 각 존재의 진정한 자아인 아뜨만융 상정한다. 따라서 빛의 도시를 뜻하 

는 차시는 자아롤 실현하는 해탈의 도시인 것이다.26) 그래서 사람들은 ‘카시에서 

우리는 시물의 진정한 본질올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영혼을 본다，’라고 말울 한다. 

결국 바라나시가 지니는 신성성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띠르타 측 ‘건너는 장소’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4. 신성한 전통의 유지 

지금까지 바라나시가 힌두교의 신성한 지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그 

신성성의 토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풀어 바라나시의 독특성은 신성한 전통올 보 

존하고 유지시켜온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힌두전통 특히 바라니시의 문화전 

통은 한 전통의 지속이 외적 구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그 전통의 내적 자질에 의 

존한다는 사실올 잘 보여준다. 바라나시 힌두전통의 지속올 가능케한 요인들로는 

26) Eck, “Kashi : City of All lndia" , in T. N. Madan, 앞의 책， p.l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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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의 광범위한 적용， 살아있는 신화와 의례(聖과 삶의 밀학성)， 비제도화된 전통유 

지 체계， 보수척이면서도 유연한 현대적 적용 둥올 지적활 수 있다. 

먼저 힌두문화가 외부의 여러 도전세력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신생한 전통율 보존 

해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성의 광범위한 적용이다. 힌두푼화에서 聖이 자신울 

드러내는 방식과 양태에는 제약이 없다. 성은 자연물， 인간， 동식물 어떠한 형태로도 

또 어떠한 시점에서도 자신올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성스 

러운 공간과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가장 광범위하게는 자연 그 자체가 성현이다. 그 

라고 성과 관련되는 좀더 특별한 수많은 장소들이 인도 전역얘 흩어져 있다. 이러한 

성의 광범위한 적용은 힌두문화의 다OJ=한 요소들율 통합시키고 유지시키는 원동력으 

로 작용해 왔다. 우리는 바라나시의 경우에서 그 모텔을 발견하게 된다.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우주 창조지점이자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힌두 띠 

르타가 존재하고 힌두교의 모든 남여 신들이 거처하는 바라나시의 땅 자체가 인간 

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힘올 지난 신성한 공간이다. 바라나시률 인류 

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사라스와띠는 이러한 성 영역의 광범위함이 역사의 과정 

에서 바라나시가 외부의 힘에 의한 파괴로부터 자신의 신성성올 유지할 수 있었던 

동인으로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단일구조는 그 규모가 크다하더라도 물리적 쇠퇴 

와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넓은 자연 지역은 그 존재상실 가눔성이 훨씬 적 

다는 것이다. 바라나시의 역사에서 사원이나 신상 또는 기타 외적인 종교 상징물들 

에 대한 파괴가 내적인 신성성에 영향올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킨) 실례로 바라나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이자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비슈와나트(쉬바) 사원과 그 

중앙에 안치된 쉬바의 상징인 링가가 무슬림의 파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바라나 

시가 수십년 동안율 외적인 종교상정 없이도 신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온 힌 

두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카시의 모든 돌에 쉬바가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지속성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요소는 살아 있는 목샤의 신화와 순례의례이다. 신 

화가 성스런 공간의 신성성을 뒤바침한다면 의례는 그 신성성올 보존， 유지시키는 

기능을 행한다. 바라나시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마니까르니가 가트에서 화장되면 목 

샤에 이를 수 었다는 신화는 카시의 신성성올 강화， 유지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신화가 전인도의 힌두교도들올 이 도시로 불러들였고 그 결과 코스모폴 

리탄 도시와 복합문회롤 발전시켰다. 특히 수행정도와 학식이 높은 뻔디뜨(전통학 

자)들이 노후롤 보내기 위해 왔는데 그들을 따라 능력있는 제자들이 옴으로써 이곳 

'2:7) Saraswati, 앞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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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통 힌두 화문의 고향으로 만들었다. 

또한 우주의 중심이자 소우주로서의 카시의 신성한 지리는 의례훌 통해 보존 유 

지되어 왔다Ii'뿌라나』 문헌에는 바라나시의 신성한 영역을 기술하고 그 영역올 주 

기적으로 순회하는 의례들올 규정하고 었다. 바라나사 힌두문화는 바라나시 순례인 

띠르타 야뜨라{성지순례)나 바라나시의 뺀차크로시 영역을 도는 뺀차크로시 빠리끄 

라마 바라나시의 가장 신성한 지역을 도는 안따그리히 빠리끄라마{Antargrihi 

P따ikrama) , 또는 하나의 사원만 방문하는 동의 보다 간단한 순례의례 둥 다양한 

성지순회 의례 코스를 규정함므로써 다양한 성향의 힌두교도들이 聖과 만날 수 있 

게 하는 자기규정체계률 지니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제도화되지 않은 전풍유지체계이다. 힌두교는 다른 세계중교에 

견주어볼 때 제도화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힌두교 자체가 단일 교리체계롤 지년 

조직화된 종교가 아니고 긴 역사를 통해 여러 종교적 흐름풀이 결합된 종교이다. 

또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중앙집권적인 종교가 아니라 가정이 종교생활의 중심지이 

다. 따라서 바라나시의 문화적 전통 역시 중앙화된 권위나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가 아니라 전통적 삶을 고수해온 다양한 개별 수호지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예의 첫 번째는 전통화자인 뺀띠뜨이다. 이들은 문헌 문화전통의 수호자 

로 절대적인 신임올 받는다. 바라나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인도의 여러 곳에서 학 

자와 성자들이 모여툴었다. 이를 통해 카시는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바라나시 

는 현재도 전통학문인 범어학문의 중심지이고 범어전통유지에 기여하는 뻔디뜨들이 

풍부하다. 범어대학이나 범어교육기관인 빠타잘라 둥 공식적인 기판이 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에서 학생들올 가르치 

는 뻔디뜨들이다. 이틀이 전통을 보존해온 또 다른 방법은 일반인들에게 이상적인 

브라만상을 투사하는 것이다. 바라나시의 일부 뺀디뜨들은 자발적으로 힘겹고 빈곤 

한 삶을 택한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현대 지성인들이 거의 지니지 못한 높은 

자질로 인식되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이를 통해 얼반인들에게 전통가치를 지속 

적으로주입시킨다. 

수행자 단체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과 세속에 초연한 유랑하는 수행자들 역시 

문화전통의 수호지들이다. 종교기판에 거주하는 수행자들은 판련 직업올 통해 적극 

적으로 문화전통올 지키려는 이들이라면 세속에 초연한 유랑하는 수행자들은 세속 

에서 완전히 초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속전통 유지에 직접적인 역할올 하는 것 

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닌 신비한 초월적 지식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으므로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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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을 확고히하는 역활올 담당한다. 일례로 뷔히마 바바는 최고 단계의 수행생활을 

했던 수행자이다. 그는 자신의 몸올 마치 시체처럼 생각했다. 그는 완전한 자기실 

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카스트나 성별 종따 둥 어떤 구분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시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머물렀고 말을 하지 없t는데도 수많은 추종지들이 그 

의 주변에 몰리곤 했다. 그들은 그를 쉬바의 아바따라로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 바 

라는 것을 기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신은 무엇으로도 또 언제이든 필요하다 

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지상 사랍들에게 나타난다는 이 。빠따라 사상은 오직 

종말시에 예수가 재렴한다는 기독교의 사상과는 다르며 힌두신들이 얼마나 친숙하 

게 힌두인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앞서 다룬 수행자와 뺀디뜨들이 문헌전통의 전문가이자 최고 권위자들로서 전통 

적 규범과 가치를 키우고 유지시키는 이들이라면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이 의례전 

문가이다. 여러종류의 의례 전문가가 있는데 때표적인 예는 사원사제와 순례사제 

등이다. 

이처렴 카시는 전통을 보존하고 방어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신성성을 유지시 

켜 왔다. 이러한 차시문화가 현대화에 대웅하는 반웅옳 바라나시에 3개의 비슈와나 

트 사원이 세워지게 된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현 

재 바라나시에서 가장 중시되고 신성시되는 사원이자 전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쉬 

바 사원은 1777년에 세워진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 얼명 황금사원으로 불리가 

도 하는 비슈와나트 사원이다. 이 사원은 정결함과 오염의 의례적 구분관념에 토대 

를 두는 정통 브라흐만 전통을 대표하는 사원이었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들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이후 저항운동이 전개되면서 1956년 하리잔 

의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브라흐만 전통의 순수성올 유지하려는 일부 정통 브라 

만들이 사제 외에는 사원의 가장 신성한 성소인 쉬바의 링가를 안치한 장소에 들 

어갈 수 없게 규정한 새로운 비슈와나트 사원올 세웠다. 

또 다른 비슈와나트 사원은 베나레스 힌두대학 안에 있는 사원이다. 이 대학은 

간디와 더불어 존경받고 있는 민족주의자인 말라비야가 현대적 관점을 전통에 결 

합시키려는 의도에서 설립한 것으로 이 사원의 건축도 같은 관점에서 세워지게 되 

었다. 즉 종교 차스트1 국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시되고 있고 많은 사랍들이 찾는 사원은 이 가운데 황금사원이다. 그 

리고 베나레스 힌두대학의 비슈와나트 사원은 그 개혁성과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시J+하는 H까 크다. 이는 바라나시에 



128 종교와 문화 

서의 개혁과 변화의 어려옵올 보여준다. 결국 바라나시가 현대화의 흐혐l 직면하 

여 나타낸 주된 반웅은 현대적 요소들율 수용하되 그것이 바라나시의 핵심적 문화 

가치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똥제하는 방식으로 전통의 툴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었다 

5. 聖과 倚의 공존 

지금까지 다푼 바라나시의 신성한 이미지는 자칫 바라나시가 성의 영역만이 존 

재하고 속의 영역이 부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었다. 그러나 바라나시 

는 성과 속이 공존하고 있고 종교적 삶과 일상의 삶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적인 도시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실제로 힌두 문화에서 짧과 不뺑의 구분 

은 강하지만 聖과 洛의 구분은 그리 엄격하지 않다. 사라스와띠는 ‘고전문화전통의 

신화와 실제’란 부제가 붙은 ‘카시’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 속의 구분이 힌두 문화전 

통에서는 생족 문화와 달리 그리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의 연속체 

임올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셈족 종교에서 속이 성의 엔티테제인 것과는 

달리 힌두교에서 인간은 죄인도， 신에 종속적인 폰재도 아니다. 베다의 리시(성자) 

는 타파스를 통해 성을 창조해 왔고 브라흐마나 종교는 의례를 통해 성올 통제하 

기도 했다. 즉 인간은 신의 의지를 지배하려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고대 힌두교의 

이 측면이 여타 세계종교와 독특하게 차이나는 점이며 힌두교의 후가 발전 단계(박 

띠신앙)에 이르러서야 인간올 신의 종으혹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28) 

자연이나 인도의 땅 그리고 우주의 축도인 카시 전체가 신성한 영역으로 이해되 

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힌두문화에서 聖은 인깐의 일상 삶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과 속의 본질적인 고유한 관계가 다음과 같은 카시의 

문화 복합에 잘 반영되어 있다. 

바라나시에서는 성과 속이 혼재해 있는 현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주거양태의 

경우， 이 도시의 거의 양쪽 끝에 위치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대학인 베나레스 힌 

두대학과 라즈가트 다리 사이를 잇는 도로가 이 도시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도로와 강가 강 사이에 놓인 지역이 복합적인 바라나시 문화를 드러내 

는 핵심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종교나 전통학문과 관련된 성스러운 삶 뿐만이 아 

니라 세속적 삶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8) Saraswati. 같은 책， p.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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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모든 중요한 사원들， 범어 교육기관， 전통학자인 뺨디또의 집， 의례전문가 

의 집， 다양한 종교 기관들이 집결되어 있고 또 일용폼 가께들 다양한 종류의 상품 

올 파는 상가들， 곡물도매상가 야채와 과일시장， 실크와 사리도매상가 둥의 주요상 

가들이 모여 있다. 뿐만 아니라 옴악， 미술， 조각과 공얘， 무용， 문학 둥 예술의 중 

심지이기도 하다.쟁) 따라서 바라나시의 지리에서 생파 속의 경계률 엄격히 구분하 

기란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그률의 신성한 산업에서도 나타난다. 인도에서 종교관련 사업은 

거대한 산업이다. 바라나시의 경우 죽음이나 순례관련 산업이 매우 큰 비즈니스이 

다. 주민 상당수의 일자리가 직， 간접적으로 이 비즈니스에서 니온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신성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r71 일을 생계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사원은 개인재산으로 부동산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이나 집단이 사원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데 세입 

올 순번제로 차지하는 빠리 제도가 있다. 이 빠리를 사고 팔 수 있고 저당잡힐 수 

도 있다. 이렇게 보면 소득양태나 직업윤리에 관한 한 성과 속의 구분이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사라스와띠는 인도문화 전통에서 성과 속은 동전의 양면이고 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일 뿐이므로 성과 속올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주장한다.30) 

이렇듯 성스러운 삶과 세속의 삶이 뒤섞여서 바라나시 사람물의 일상 삶이 영위 

되고 있는 것은 인도인들이 성과 속올 엄격히 구분하는 셈족의 종교문화외는 달리 

성과 속올 연계성올 갖는 연속체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인도인들에 

게 신성함이란 멸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친숙하게 가까이 존재한다. 

N. 맺음말 

지금까지 대표적인 힌두성지인 바라나시롤 중심으로 힌두성지의 종교문화적 의 

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먼저 파악활 수 있었던 것은 

29) 또한 바라나시가 힌두도시이기는 해도 다양한 종교집단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 
지역에 힌두교도와 무슬렴 등 바라나시 인구의 다수가 거주하고 었고 인도 여러 지역 
출신의 다양한 언어집단들이 모여 있다. 

30) Saraswati, 앞의 책，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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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문화에서 성지률 익미하는 띠르타는 다른 종교문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힌두 

교도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률 달성할 수 있는 장소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종교문화적 차이를 드러낸다. 종합 

적인 종교문화로서의 힌두문화가 세속적인 가치나 복의 추구률 배제해온 것은 아 

니지만 궁극적인 목표로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가치는 역시 해탈이었다. 따라서 

띠르타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고통스러운 경험세계인 윤회의 강올 건너 강 저펀 

의 피안 즉 신들의 거처인 스와르개천상계)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경지로 안전하게 ‘건너가는 장소’로 나타난다. 

또한 성지순례는 힌두교도들이 갈망하는 목표를 보다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대 

중적인 수단으로 기놓하고 있음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지순례가 종교 

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오랜 동안 힌두관행의 주요 요소로 지속될 수 있 

었던 까닭올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띠르타의 의미와 기능올 힌두성지의 패러다임이자 가장 신성한 띠르타로 

주장되는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바라나시에 부여된 이러한 신성성의 

토대롤 이 성스런 도시가 가장 손쉽고도 안전하게 윤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장소 

라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바라나시가 우주 

의 중심이자 축도이며 모든 힌두 신들과 성지가 존재하는 곳이고 무엇보다포 이곳 

에서 죽음올 맞이하면 직접적인 해탈올 얻올 수 있다는 신화적 설명에 기인하는 

것임올 확인할 수 있었다. 순례의례는 이러한 신성성올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주요 

한체계로나타난다. 

바라나시가 전통 힌두문화률 보존하고 힌두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놓해옳 수 있었 

던 주요 요인들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힌두문화의 특성올 이해할 수 있게 해주 

는 큰 수확이었다. 그 주요 요인들올 바라나시 문화가 발전시킨 독특한 전통유지체 

계에서 찾이불 수 있었다. 즉 성의 광범위한 적용과 살아 있는 목샤의 신화와 순례 

의례 그리고 제도화되지 않은 전통유지체계와 전통의 기본 툴을 유지하면서 현대 

적 요소들을 수용하는 태도 둥이 신성한 전통올 유지시킬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들이었다. 특히 성과 속이 공존하고 있는 바라나시의 문회는 힌두문화의 또다른 특 

성을 말해 주었다. 셈족 종교문화와는 달리 힌두문화에서 성과 속은 엄격히 구분되 

는 개념이나 영역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호 연계된 연속체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이것이 인도에서 종교가 삶과 밀착된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