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평화시대 종교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일시: 2019년 5월 24일(금) ~ 5월 25일(토)
○ 장소: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 및 교학대학(분과발표)
○ 주최: 한국종교학회
○ 주관: 한국종교학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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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1일차: 기획 세션 프로그램 (5월 24일, 금요일)
(장소: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 세미나실)

일 시

제1부
(14:00~
15:10)

14:00~

개회사

14:10

박광수 (한국종교학회회장, 원광대학교)

14:10~
14:40

14:40～
15:10

휴식

발 표 및 내 용

제1부 평화시대 종교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염승준

발 표 자: 류성민(한신대학교)

(원광대)

발표주제: 분단시대 남북 종교교류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발 표 자: 변진흥(코리아연구원)

휴식

15:30

16:00

제2부 평화시대 북한종교 및 남북 종교교류 연구의 전망
발표주제: 평화시대 종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망
발 표 자: 이찬수(서울대학교)

제2부

2부 사회자

(15:30~

16:00~

발표주제: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17:00)

16:30

발 표 자: 신광철(한신대학교)

16:30~

발표주제: 평화시대 남북 종교교류의 패러다임 모색

17:00

발 표 자: 원영상(원광대학교)

휴식

제3부
(17:20~
18:00)

1부 사회자

발표주제: 분단시대 종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회고

15:10～

15:30~

비 고

17:00~
17:20

신재식
(호남신대)

휴식

17:20~

종합토론

18:00

송현동(건양대학교), 정혜정(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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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사회자
성해영
(서울대)

대회 2일차: 분과 발표 프로그램 (5월 25일, 토요일)
(장소: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3층)
분과

분과 Ⅰ (10시~12시)
사회자: 방원일 (서울대학교)
1. 정진우 (연세대학교)
왜곡된 현실종교문화 발생의 사상사적 근원
- 계몽주의 종교문화에 대한 헤겔의 비판논리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계몽주의 종교문화에 대한 헤겔의 비판논리에 근거하여, 오늘날 우리 현실의 왜곡된 종교문화,
특히 신의 본성을 왜곡하는 ‘우상숭배’의 경향과 인간을 자유를 억압하는 ‘맹목종교’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신과 인간, 진리와 자유의 절대적 화해라는 참된 종교적 이념의 실현에 있어서
지성주의 신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2. 임인구 (연세대학교)

종교철학
및
종교이론
(301호)

하나에서 남으로, 남에서 님으로
- 부버의 종교철학적 성찰에 기반한 남북간의 종교적 대화를 위한 태도
이 연구는 부버의 관계철학에 근거해, 북한의 종교적 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상
호관계성의 태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태도의 핵심은 '나-그대[님]'라는 근원어로 함의될 수 있는데, 이
러한 근원어가 언표되기 위해서는 타자성이 먼저 승인되어야 하며, 그 타자성을 근거해서만이 상호관계성의
실제가 건강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자 한다.

3. 심형준 (한신대학교)
응용종교학과 융합종교학의 모색
본 발표에서 사례들을 ‘응용종교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그 동안의 시도의 성과와 한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한계를 응용영역 적용 기초 이론의 부재로부터 고민하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융합
종교학을 설정한다. 융합종교학은 본 발표에서 최근의 종교/종교문화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들로 본다. 본
논의에서는 최근의 자연과학적 연구나 데이터 과학 연구 등과 결합된 연구 경향을 제한적으로 융합종교학
으로 지칭할 것이다. 이 융합종교학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모델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박두한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응용종교학의 일신(一新)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종교연구자들과 공유해 보고자 한다.

사회자: 전홍석 (원광대학교)
1. 전홍석 (원광대학교)

유교
(302호)

본 연구는 21세기 혁신적인 ‘동아시아학’ 정립과 함께 동아시아체제의 전환이라는 거시구도 속에서 근대
국가주의적 세계시스템을 초극하는 동아시아 ‘국제 공공성’ 창출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즉, 21세기 동아시
아체제의 모델을 근대화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탈근대적 ‘중세화’로 설정하여 18세기 한반도 ‘조선성리학-진
경문화’의 재발견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의 문화적 전범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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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근희 (서울대학교)
사단칠정논변에 드러난 퇴계와 고봉의 본성론 비교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인심도심설의 주요쟁점 - 견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차이가 수행실천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도덕감moral sense의 배
양과 윤리적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하는지를 고찰한다.

유교
(302호)

3. 박성호 (원광대학교)
왕양명의 불교비판에 관한 연구 - 無개념을 중심으로
왕양명은 자신이 말하는 무의 개념은 불가와는 다르게 무의 본색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여겼다. 사실 중국
철학에서 무의 범주는 대체로 본체로서의 무, 공부로서의 무, 경지로서의 무 등 다의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과연 양명이 말한 무의 본색이란 무엇을 말하며, 양명학의 사상체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전습록』에서 무에 대해 양명이 언급한 명제들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추론해보고 이 무 개념을 중심으로
불교비판에 대한 양명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자: 신재식 (호남신학대학교)
1. 신재식 (호남신학대학교)
테크노사이언스 시대의 신학적 인간론
이 논의는 전통신학의 신학적 인간론 담론을 성찰하고, 테크노사이언스 시대에 대응하는 신학적 인간론의
전개 방향을 가늠한다. 논지의 흐름은, 먼저 전통 신학 담론에서 신학적 인간론의 내용과 특징, 구조를 비
판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현대신학에서 신학적 인간론의 흐름이 자연과학의 통찰과 기술의 적용에 따라
어떻게 확장되는가는 다룬다. 인간 이해는 진화생물학의 관점을 수용해서 동물과의 연장선에서 인간을 이해
하는 에코휴머니즘과, 과학기술의 적용에 따라 물리적 인간 신체와 인공물이 결합하는 트랜스휴머니즘으로
확장될 것이다. 신학적 인간론은 양방향으로 확장된 인간 이해, 휴머니즘 2.0 맥락에 따라, 새로운 범주와
용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김신영 (서울대학교)

기독교
(303호)

기독교환경운동의 성격과 특징
우리사회의 종교환경운동은 1980년대에 등장하여 90년대 이후 확대되었다. 그러나 종교환경운동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주로 종교를 대표하는 공식적 기구나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종교환경운동
활동가나 지역단위의 종교환경운동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독교환경운동가들
의 생애사를 통해 기독교환경운동가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독교환경운동의 특징을 알아
보고자 한다.

3. 조재형 (KC대학교)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인간론
나그 함마디 문서의 몇몇 자료들은 인간론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도마복음서, 유
다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등). 나그 함마디 문서는 인간을 영적, 혼적, 육적으로 구분하는 발렌티누스파 영
지주의와 물질적인 인간과 영적인간으로 구분하는 셋파 영지주의 모두들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영혼의 여행’이라는 영지주의 사상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인간론이 모나드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된다. 그러므로 나그 함마디 문서는 2-4세기 영
지주의 운동에 대한 정보와 신약성서 연구방법론 및 그리스도교 인간론 연구에 새로운 도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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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찬수 (서울대학교)
1. 이병성 (연세대학교), 토론: 박종현 (연세대학교)
마틴 루터 킹 사상에 나타난 정의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종적으로 다양하지만 인종차별로 갈등이 심한 이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에서 마틴 루터 킹은 정의
롭고 평화로운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는 이러한 사회를 비폭력 저항 투쟁을 통하여 이루려 하였
다.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야만 한다. 비
폭력은 정의를 이루는 수단일 뿐 아니라 평화 자체를 실현하면서, 한 사회를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고 킹은 믿었다. 킹목사에게 평화의 길은 정의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이 정
의의 문은 폭력이라는 열쇠로는 열수 없고, 비폭력 투쟁이라는 열쇠로만 열수 있다.

2. 김영진 (대진대학교), 토론: 허남진 (원광대학교)

종교평화
(305호)

인간안보의 종교적 정당성 연구-성스러움을 중심으로
성스러움은 신의 의지로 인간에게 베풀어진 생명과 질서이다. 인간은 신의 의지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
며, 성스러움을 간직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신의 의지를 따르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인간안보의 핵심인 인권
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생명과 질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성스러운 개념이다. 또한, 인권을 지키려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본질적 의미는 신의 의지를 따르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따라서 인간안보의 개념은 종교
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이성호 (연세대학교), 토론: 전철후 (성공회대학교)
DMZ 생명세계가 제시하는 평화의 길에 대한 탈식민적 ‘하나님의 선교’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자 가야트리 스피박의 방법을 통해 한국 사회와 생명 세계의 하위주체들이 신식민
주의적 억압아래 목소리를 빼앗겨 왔지만 DMZ생명체들이 내는 목소리를 통해 탈식민지적 평화의 길을 상
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선교신학적 반성을 통해,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하나님
의 선교” 개념을 재구성하고 DMZ 생명세계를 지켜내는 일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
한 기독교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제시한다.

제1부 : 개벽종교의 사회운동
1. 박길수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동학 천도교의 개벽사상과 개벽운동 – 의암 손병희의 인물개벽론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1)

동학 천도교의 창도 목적이 개벽을 예견하고 선포하고 실천하는데 있음을 천도교의 사상(교리, 경전)과 역
사(敎史)를 통해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암(손병희)과 야뢰(이돈화)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개벽
의 의미의 변화, 심화, 조화의 맥락을 검토하고, 이 사상이 현실세계에서 민회운동 – 동학혁명 – 개화운동
– 삼일운동 – 문화운동/독립운동 – 통일운동 등으로 이어져 왔음을 밝힌다.

(2층
회의실)

2. 이주연 (원광대학교)
원불교 경전의 개벽적 성격 – 대종경 의 수사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의 언행이 기록된 경전 『대종경』에 나타난 문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대종
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들을 분석함으로써 소태산이 교리를 전할 때 반영한 의도를 탐색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교리를 전할 때 삼아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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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규 마코토 (원광대학교)
일본 신종교의 개벽운동 - ‘요나오시’를 중심으로
19세기 경 일본에서는 봉건체제의 모순 격화, 천재지변, 서세동점 등에 의해 민중들 사이에서 '요나오시
‘(세상 뜯어고치기)라 불리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성, 조직성이나 사상적인 깊이가 희박
했으나 낡고 가로막힌 사회질서가 총제적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갈구하는 민중들의 몸부림이
었다. 마침내 이러한 '요나오시' 풍조를 심화시킨 민중종교가 나타났다. 이토 로쿠로베(伊藤六郞兵衛)의 마루
야마교(丸山敎),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의 천리교(天理敎), 데구치 나오(出口なお)와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
王仁三郞)의 오오모토(大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봉건적 신분질서의 모순과 병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중
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분주하고 역사 속에 감추어진 신의 출현으로 세상이 확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점식 식사
(고향마을, 12시~13시)

한국종교학회 임시총회
(교학대학 4층 시청각실, 13시~13시30분)

분과

분과 Ⅱ (13시30분~15시30분)
사회자: 원영상 (원광대학교)
1. 김석주 (서울대학교)
위진남북조 신(神)의 불교적 해석 - 불성과 법신에 대한 초기 중국의 이해
초기 중국 불교의 사상적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전통적 사유와 불교의 번역 및 이해의 상호작용은 독특한
사상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학과 불교는 형신(形神)

유무(有無)

였다. 이러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신멸(神滅)

본말(本末) 등을 주제로 논쟁을 벌

신불멸(神不滅) 논쟁’이다. ‘신멸’의 입장은

주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신불멸’의 입장은 주로 불교 승려와 거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초기
논쟁은 형과 신을 각각 인간의 육체와 정신(영혼

마음)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당시 불교의 번역과 이해의

증대로 말미암아 신(神)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나타났다. 특히 종병(宗炳)의 「명불론(明佛論)」은 중국의 전통
적 사유와 『법화경(法華經)』

불교

『유마경(維摩經)』

『열반경(涅槃經)』 등을 결부시켜 신(神)과 불(佛)을 서로 다

르지 않은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점은 초기 중국 불교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사상사적 맥
락에서 신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301호)
2. 조성두 (원광대학교)
초기불교 육식계율의 진화심리학적 고찰
초기불교 당시 인도에서는 자이나교를 필두로 하여 아힘사(Ahimsa) 사상에 기반하여 수행자들의 육식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커져가고 있었다. 초기교단 내에서 극단적인 청정계율을 주장하며 분파해나간 데와닷따
의 주장도 모든 동물성 음식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붓다께서는 세가지 청정한 고기(三種正
肉)라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출가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하여 육식에 대해 허용적인 입장을 취했
다. 본 논문에서는 육식금지의 바탕이 되는 살생에 대한 거부감정과 특정 고기에 대한 혐오감정, 그리고 삼
종정육의 유심론적 관점 들을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의 본성과 육식문화의 변화를 불교적
수행과의 관계속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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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정원 (동국대학교)
성전의 진품성 –특히 위경을 중심으로불교의 성전은 교주의 언설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진리와의 부합성(법성, 法性)에 의해 그 외연(外延)이
결정되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성전이 거리낌 없이 제작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종교적 권위로 인정
되었다. 다만 제작에 있어 교주의 언설이라는 형식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진위(眞僞)의 문제가 생겼다고 보인
다. 그런데 이 불교성전의 문제는 예술작품의 진품성을 다루는 미학과 연관되어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미학에서 예술작품의 진품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명목적 진정성’과 ‘표현적 진정성’을 바탕
으로 불교성전의 진품성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특히 위조, 허위로써 단정된 불교위경에 대하여 그 명칭의
적절함을 판단해 보고자 한다.

4. 김보과 (동국대학교)
중국 남북조시대 국가불교 성격의 재고
종래 중국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국가불교’ 양상은 남북조시대 북위(北魏)에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런데 이를 말하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독 북조불교의 국가불교화 모습
을 강조하면서 남조의 불교는 이런 특징이 없는 것처럼 서술하며 양자를 지나치게 이분화해 이해하려는 태
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국가불교의 특징으로 열거된 사항들을 가지고 남조 북조불교를 검토해보면 규모와
속도의 차이일 뿐, 남조 역시 국가불교의 성격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본 발표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존 선행연구를 재검토하여 남북조시대 국가불교의 성격은 남조 북조의 대비라는 단순화된 도식화에서 벗
어나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와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사회자: 박현도 (명지대학교)
1.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다와테 이슬라미의 선교 방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 발표는 파키스탄 내 선교 단체인 다와테 이슬라미의 선교방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선교방향이 우리나
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 하였다. 다와테 이슬라미는 교리적 접근 보다 생활에 접목 시키는 쉬운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 및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현재 우리나라 내 다와테 이슬라미 구성원 역시 저소득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히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있다.

유대교
/ 이슬람 2. 성일광 (건국대학교)
(302호)

한국 근대사 (19세기말~20세기초) 한국 지식인에 비친 유대인 이미지
본 논문은 근대 한국 지식인의 유대인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는 박은식,
이광수, 안창호 선생의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한국 지식인이 어떻게 유
대인을 묘사하는지 당시 발간된 잡지와 신문에 등장한 글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3. 송영은 (가톨릭대학교)
이슬람의 동아시아적 토착화 가능성 모색: 이슬람 신비사상의 한역 문헌을 중심으로
이슬람의 동아시아적 해석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5세기 낙슈반디 교단의 수피,
압둘 라흐만 쟈미의 존재일성론적 작품, Ashi at al-Lama at와 Lawaih
ʼ 의 한역 어휘를 통해 원전중심주의
와 회유 동일설적 입장의 특징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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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임병학 (원광대학교)
1. 김도현 (문화재청문화재전문위원)
마을천제의 지속과 변동
본 연구는 각 마을의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모셔지는 신령과 함께 제당과
제의 등의 시속과 변동 양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마을 신앙의 다양한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
다.

2. 박광수 (원광대학교)

임병학 (원광대학교)

대종교와 원불교의 제천의례와 역학적 의미
본 연구는 대종교의 선의식(䄠儀式)의 전개와 상징체계 및 단군신화의 역학적(易學的) 이해를 통해서 대종
교 제천의례의 특징을 살펴보고 단군신화(삼신일체 신앙)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팔괘도의 철학적 원리를 근거로 원불교 법인기도에 사용된 불법연구회의 팔괘기를 고찰하면서 주역 의 문
왕팔괘도와 정역 의 팔괘도인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를 불법연구회 팔괘기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제천의례 3. 박병훈 (서울대학교)
(303호)
동학의 천지부모관 연구
동학은 유교의 부모로서의 하늘과 땅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식고 등을 통해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은
수운이 새로이 덧붙인 것이다. 하늘은 인간의 부모임과 동시에 인간 생명의 주재자이기도 하다. 사람이 하
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늘의 분노를 사게 되지만, 공구계신과 경천순천의 도덕으로 부모와 같이 하
늘을 섬긴다면 하늘의 분노는 옮겨지게 된다. 천지부모와 관련하여 시운, 성인, 도덕의 측면을 더 심도 있
게 살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4. 염승준 (원광대학교)
마테오리치 천학의 철학사적 위상 비판을 위한 시론
본 연구는 서양에서 “마음, 영혼 그리고 몸의 돌봄”을 의미했던 “도야”(cultura) 개념이 중세시대에 “신을
향한 숭배”라는 전혀 다른 이질적 의미로 변이 되고 근세에 이르러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으로 평가 받고 있
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 에 이르기까지 도야 개념이 갖는 철학사적 의미
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천주실의』 저자인 이탈리아 예수회(Society of Jesus) 소속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와 그의 사상을 계승하는 가톨릭 예수회 선교사의 “천학”(天學)이 동서양의 종
교, 철학, 문화 영역에서 “호혜적 교류 형상의 극점”이라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긍정적 평가를 비
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부 : 개벽종교의 생명사상

한국종교
(2)

1. 안효성 (대전대학교)
동학의 근대성과 생명평화사상
동학의 개벽사상은 서양의 근대가 갖는 새 시대 개척의 특성과 가치 장점을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서

(2층
회의실)

양의 근대에 내포된 편협함과 폭력성, 반평화적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성속분리의 세속화가 아닌 성
속결합적 영성 회복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본 발표는 한국의 근대성 인식에서 동학의 성격과 지위를 어떻게
판정해야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서양과는 다른 한국의 토착적 근대성을 대표하는 동학의 생명 본위 평화사
상이 갖는 역사상의 의의와 현재적 가치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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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재익 (원광대학교)
‘개벽’으로 본 생명운동 – 장일순과 김지하를 중심으로
본 발표는 1970년대 이후로 펼쳐진 생명운동의 의의를 ‘개벽’이라는 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개벽
에 대한 종래의 의미를 포함하여 근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벽의 연구사를 검토한 이후 개벽의 철학
적 의미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1970년대 말의 생명운동의 사상적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장일순과
김지하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명사상을 개벽으로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사상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
고자 한다.

3. 강동현 (육군 35보병사단)
개벽종교로서의 원불교 – 생명을 중심으로
원불교는 동학과 증산교로 이어지는 개벽사상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벽종교의 관점보다는
혁신불교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이에 개벽종교의 핵심사상인‘생명’을 중심으로 개벽종교로서의
원불교를 고찰하고, 나아가서 창립 2세기를 맞이한 원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과

분과 Ⅲ (15시45분~17시50분)
사회자: 이경원 (대진대학교)
1. 허석 (원광대학교)
개벽불교 : 원불교의 불교혁신 이념 고찰
원불교는 불법(佛法)을 사상의 주체로 하면서도 토착적 개벽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서구의 자본주의적 근
대성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불교를 혁신하였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민중들의 새 시대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자생적’ 개벽사상을 종교적 이념으로 승화시키고, 그 사상
적 핵심을 불교에 연원함으로써 원불교를 개교한 것이다. 이렇듯 원불교가 자생적인 개벽사상과 불교의 보
편사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교혁신 운동을 펼쳤다는 측면에서 원불교의 성격을 개벽불교라고 명명
하고, 개벽불교로서의 원불교가 갖는 불교혁신의 이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김귀만 (대진대학교)

신종교
(301호)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종교유형론 연구 - 강증산 사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신종교에 나타난 종교유형론의 면모를 탐구한다. 19세기 이후는 동서가 충돌하는 시기
였다. 이러한 다종교적 상황에서 서구는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태동시켰으나 동양에서는 그러한 지적인 논의
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증산 사상에 나타난 삼도(三道)와 관왕(冠旺)의 논의에서 종교유형
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증산의 종교적 관점과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하나의
종교학 방법론을 정초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영선 (아주대학교)
인공지능과 인간- 신종교 프리메이슨 단원인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
이 문제에 대해 인간 본질과 인공지능의 속성을 상호분석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어온 데
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바로잡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입증되는 인간영혼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또 우리의 지능을 월등히 능가하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인류가 협력하려면 인간이 앞으로 취해야할 태도는 무엇일까? 를 살펴보면서, 왜 신종교 단체인, 프리메이
슨(장미십자회)의 회원인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뉴튼, 라이프니츠, 등과 같은 천재들이 동시대에 많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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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인간이 유일하게 잃어버린 능력이 되는 데카르트의 송
과체, 제 3의 눈이라고 하는 송과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4. 유철 (상생문화연구소)
보천교 교리 '인의'의 비유교적 특성
일반적으로 보천교 교리는 전기교리와 후기교리로 구분된다. 보천교 전기에는 강증산의 가르침인 일심,
해원, 거병, 후천선경 등을 주 교리로 삼았다. 그런데 1928년 보천교주 차경석은 도훈을 통해 인의, 대동,
경천, 명덕, 정윤, 애인 등 유교적 이념의 교리를 선언했다. 이를 신종교 연구자들은 '신로변경'으로 부른
다. 이 논문은 차경석의 후기 교리 '인의'를 검토하고 유교적 교리로 알려진 인의에 비유교적 특성이 있음
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자: 심준보 (금강대학교)
1. 강향숙 (동국대학교)
밀교 분노존 예적금강의 한국적 수용과 신앙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은 밀교경전에서 분노존 예적금강의 여러 이칭(異稱)과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이 존격의 수용
과 신앙을 고찰하였다. 인도에서 분노존은 힌두교의 신인 대자재천과 그의 권속을 불법에 귀의시키기 위한
항복의 역할이 강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예적금강은 모든 부정(不淨)한 것으로부터 수행자와 도량, 종교적
성물(聖物)을 보호하기 위한 결계(結界)의 역할을 중심으로 변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박영길 (원광대학교)
필사본, 샹까라( a kara)의 Tattvabodha의 검토
최근 필자는 Tattvaviveka라는 필사본을 입수했다. 콜로폰에 저자는 샹까라로 되어 있지만 이 작품은 샹
까라의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문헌으로 판단되었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
째는 샹까라의 진작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아와 자아가 아닌 것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

인도종교
(302호)

는 것이다. 진위 판별은 하커(Hacker, Paul) 교수와 마에다(前田專學> 교수가 이용했던 '샹까라의 전문 용
어'의 용례에 의거해서 분석하고, 자아논의는 오장설(pa cako a)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자: 박영길 (원광대학교)
3. 심준보 (금강대학교)
불이론 쉬바파의 쉬바의 본성에 관하여
불이론 쉬바파(Advaita

aiva)는 절대(the Absolute)를 종교적 차원에서는 쉬바로 부르고, 철학적 차원

에서는 의식(cit)으로 부른다. 본 연구는 불이론 쉬바파와 불교선종의 마음의 개념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재인식정수(Pratyabhij h dayam) 와

자재신재인식송( varapratyabhij karika) 에 나타난

쉬바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 김태희 (원광대학교)
『고락샤의 어록 집성』Gorak avacanasa graha의 25주제
고락샤의 어록 집성』은 원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락샤나타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후대 문헌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원문은 총 25주제를 다루며 별도의 장,절 구분없이 172개의 게송으로 설명하고 있다. 25주
제에 대한 원문의 번역을 통하여 그 가치를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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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지영 (원광대학교)
후대 박띠 사상과 현대요가 수행의 의미 고찰
인도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궁극적으로 해탈을 이상으로 삼아 이곳에 이르는 길을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
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박띠 사상이다. 이 사상은 헌신적인 행위와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신과 인간
과의 관계를 좁혀 인격신과 인간의 일치(다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하게 한다. 또한 현실 속에 존재하여 삶
과 존재의 변화를 목적을 위한 박띠요가는 박띠요가 수행으로 얻은 신의 은총이 개인의 해탈, 그 이상의 영
역까지 존재하여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긍정을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상이 후대 박띠사
상과 한국의 현대요가수행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지 의미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회자: 김재명 (건양대학교)
1. 송영철 (원불교 좌포교당), 소인미 (원광대학교), 최명오 (원불교 교화훈련부)
문서간 유사도를 활용한 '평화', '상생' 연관어 <원불교신문> 데이터 분석
종교연구의 새로운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서간 유사도 검사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
의 신흥종교로서 한 세기를 맞이한 원불교의 대표 언론이며 기관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원불교신문이 발행
50년을 맞아 기존의 DB구축된 방대한 양의 뉴스기사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감지하고 이들 키워드
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그 흐름을 분석해보는 것으로도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33년간 최고지도자로 교단을 이끈 대산 김대거 종사의 재세시 평화활동에 대한 뉴스 기사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였고 이와 동시에 특정 사건이 어떤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 조규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지구화를 넘어서: 아시아의 종교와 지구근대성
이 논문에서 필자는 아시아의 공간을 지구화의 이론적 통찰을 단순히 적용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
구화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를 수정하고 심지어 넘어설 수 있는 사례들
을 제공하는 대안적 자원으로서, 아시아의 종교적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종교와 개발, 탈식

종교사회

민적 맥락의 세속과-종교의 변증법, 그리고 초국적 종교네트워크 주제에 집중한다.

(303호)
3. 이명권 (코리안아쉬람)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
한반도의 분단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종교가 평화와 통일 문제에 어떻게 순 기능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종교는 근세사에서 역사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민족적 불운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남북 분단 이후 70여년의 세월 속에서 종교
가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 이에 필자는 각 종교 전통이 지니는 고유의 순 기능을 다시 고
찰하면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며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현재의 상황
을 고려하면서, 대북 정책을 포함하여 종교의 역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하게 될 것이다.

4. 이연주 (SOAS대학교)
한국신종교의 협력운동으로서의 민족종교 정체성
종교와 민족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의 근원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민족성은 대부분의 종교가 표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민족종교는 동학, 증산교, 원불교, 대종교 등 자생 신종교를 일컫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고는 민족종교가 표준화된 개념으로 정착하게 된 계기로 특히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
다. 문화적 민족주의가 국가적으로 장려된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의 신종교들은 민족종교라는 정체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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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체를 이루어 다른 종교들과는 차별화되는 정신적, 사상적 민족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종교 지형에서의
고유한 입지를 확보하였다.

제3부: 개벽과 개화의 만남
1. 허남진 (원광대학교)
근대 한국의 ‘종교’ 인식 – 개벽파와 개화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근대 서구의 ‘종교’라는 새로운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한국종교
(3)

추가적인 논의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연구의 성과들이 있다. 또한 개화파와 개벽파의 종교인식에 대한 논의
는 상당한 연구의 진척을 보여 왔지만, 이 둘의 논의를 비교 검토하고 어떠한 유의미한 특징을 있는지에 관
한 논의는 미진하다. 따라서 개화파와 개벽파의 ‘종교’인식에 관한 비교분석은 근대 한국 종교 개념의 계보
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한국 종교의 공공성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사로서 의미가

(2층
회의실)

있다.

2. 조성환 (원광대학교)
2세기 개벽학의 제안 – 방법과 현황을 중심으로
19세기말에 동학에서 시작된 개벽종교의 학문을 ‘1세기 개벽학’이라고 명명하고, 이 시기 개벽학의 연구
방법론을 한국학의 관점에서 제안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2세기 개벽학’을 모색하는 흐
름과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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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제1부 발표 1]

분단시대 종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회고

류성민(한신대 종교문화학과)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의 종교 이해
Ⅲ. 북한의 종교 현실
Ⅳ. 북한 종교의 위상
1. 북한 종교 단체의 위상
2. 북한 주민의 종교 이해
Ⅴ. 맺음말: 분단시대 종교의 역할

Ⅰ. 들어가는 말
금년(2019년)은 분단된 지 74년이 되는 해이다. 2017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후 출생인구
는 각각 총인구의 92.1%와 94.5%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북한의 주요 통계-인
구-분단이후 출생인구). 사실상 남북한에서 모두 분단 이후 세대가 총인구의 대다수가 되었다. 대부분의
남북한 주민이 분단시대에 태어나 줄곧 그 시대 속에 살아온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이 모두
분단으로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다. 남한과 북한이 이미 독립된 국가로, 그리고 거
의 모든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70년 이상을 지내왔다. 분단 이후 방북을 해본 남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
가, 방남을 해본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6.25를 거치면서 서로 ‘주적’(主敵)으로 여기며 살아오기
도 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늘 ‘통일’이었다. ‘평화’가 항상 ‘통일’의 전제였다. ‘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주
민의 염원이고 정치적 구호였고 외교적 수사가 되었다. 우리 정부에는 ‘통일부’가 있고 북한의 국무위원
회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있어 남북한이 모두 정부의 정책과 행정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10여 년간 다시 냉각된 남
북관계에 온기를 넣으면서 통일의 염원을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원만해기길 바라는 소망이 다분한 가운데 종교계에서도 다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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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1일차 | 주제발표

다. 통일을 위해 종교계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재삼 활발히 토론될 것으로 본다. 이 글
은 향후 남북의 ‘평화시대’1)를 염두에 두고 ‘분단시대’의 북한 종교의 위상과 역할을 회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곧 지난 70여 년간 북한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여 왔고, 북한에서의 종교의 위상은 어떠했으
며, 남북 종교계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평화시대’에 남
북 종교계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단시대를 통해 종교의 지형은 크게 달라졌다. 분단 이전 남한과 북한의 종교인구 비율은 종교별로 다
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분단 후 70여년이 지난 2010년대에는 총인구
대비 종교인구 비율에서 남한은 43.9%인 반면 북한의 그 비율은 0.25%에 불과하다(통일교육원 교육개
발과 2016, 259).2)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교당 수나 성직자 수에서도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난다. 또한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이해나 위상도 남한과 크게 다르다. 그래서 먼저 북한에서 종교가 어
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북한 종교의 현실을 살펴볼 것이며 북한 종교계가 북한 내에서 어떤 위
상에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분단 시대’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평화시
대’에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종교 이해
북한에서는 건국 이후 줄곧 종교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조선불교
도연맹 1995, 5-6), 북한종교 연구자들은 대체로 1980년대에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 지도이념으로 확
립된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류성민 2004, 71). 197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종교가
모두 사라졌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언급이 반복되었고 반종교정책이 노골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전후하여 북한의 대표적 사전들이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저작에서조차 종교의
존재를 긍정하고 종교단체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러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었다.(류성민
1992b 참조). 요컨대 70여년의 분단기간 동안 절반은 종교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반감, 그리고 반종교정
책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의 기간 동안에서는 주체사상과의 관련에서 일정 정도 종교
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이해가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은 70년대까지의 반종교정책의 영향에 따른 극히 부정적인 종교 이해와, 80년대 이후의 주체사상에 근
거한 종교에 대한 제한적인 긍정적 이해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건은 북한 조선로동당 출판
사에 펴낸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 (정하철, 1959)3)일 것이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북한
1) ‘평화시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힌 “항구적인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이란 정책 기조와 ‘베를린 구상’으로 알려
진 평화로운 남북관계 모색 발언, 그리고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화, 새로운 시작’이란 표어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기대되는 향후의 평화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 남한의 종교인구비율은 2015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한 것이고, 북한의 그 비율은 2009 북한 종교자유 백서 를 근거로 일부 수정
한 것임.
3) 50쪽 분량의 이 책자의 저자인 정하철(1933-)은 김일성종합대학철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신문 논설원실 실장(1973), 조선중앙방송위
윈회 위원장(1990),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및 상설회의 의원, 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장(2001) 및 선전담당 비서(2001)
등을 역임했다. 2005년부터 실각설이 제기되었다.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cybernk.net)의 인물정보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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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변화된 종교이해를 반영한 문건으로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에서 펴낸 태양의 따사로운
품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을 들 수 있다. 이 두 책자는 ‘종교’만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종
교에 대한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주요 언급을 인용하여 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종교이해
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80년대 이전과 이후에 북한에서 출판된 각종 사전들과 전기 등
도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 1980년대까지의 북한에서의 종교 이해
북한에서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는 6.25 전쟁 이후 이른바 ‘반종교이론’을 다룬 책들이 북한에서 대
거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밝힌 정하철의 책자에서 다룬 내용이 그 후의 여러 사전에 그대로 인
용될 정도로 정평을 받았다. 정하철은 이 책자에서 종교가 “과학과 진보의 적이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투쟁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 “잔재들을 뿌리
째 뽑아버려야 한다.”(정하철 1959, 1-2)고 전제하면서, 종교의 기원과 정의, 종교의 역사적 전개, 종교
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의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 종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종교란 초자연적인 힘(신, 하느님, 악마)에 대한 믿음이며 이 힘에 대한 숭배이
다.(정하철 1959, 4)

이러한 정의와 더불어 종교가 “원시인들의 유치한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정하철 1959, 6-7)했는
데, 곧 자연 현상들을 그대로 신으로 믿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허망한 것이라고 종
교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계급사회에 들어오면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받던 피지배계급이 “하늘
을 우러러보며 거기에나 자기들을 구제할 힘이 있을까 하는 환상을 가지게 되며 또 그러한 것들을 믿게”
(정하철 1959, 10) 됨으로써 여러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이 책자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
는 역사적으로 “착취계급들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유력한 정신적 도구로 리용되어 왔으며 근
로자들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방해하였다”(정하철 1959, 10-12)고 정리
하고 있다.
이 책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누구에게 유리하며 어떻게 해로운가”라는 제목의 글에
서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종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해독성’과 ‘반동성’을 역설
하고 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무관심성, 현실 도피적인 사상, 노예적인 굴종사상을 설교한다.(정
하철 1959, 14)
식민주의자들이 약소국가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는데 흔히 종교를 리용하였다.(정하철 1959, 18)
종교와 그 잔재들은 또한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창의적이고 의식적인 투
쟁을 각 방면으로 방해한다.(정하철 1959,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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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책자의 결론은 “우리는 종교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반종교 투쟁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당은 종교적인 신앙이나 의식을 강요적인 방법이나 결정으로써 일거에 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설복과 교양 그리고 계몽과 사회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것을 제시하였다.(정하
철 1959, 39)
종교적 편견들과 그 관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더욱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정하철 1959, 41)
남조선으로부터 침습해 들어오는 종교적 사상과 특히 공화국 북반부에 아직 남아서 준동하고 있는
일부 악질 종교인들이 종교의 간판 밑에 반혁명적인 행위를 조작하여 종교적 사상을 우리들 속에 부
식시키려는 기도와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정하철 1959, 43)

주로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김일성의 종교 관련 발언을 인용하여, 인민의 아편이고 정신적인 압박의
한 형태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종교를 없애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책자의 결론이다.
다만 북한에서 종교적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모든 종교인들을 악질 종교인들과 동일시하면서
모두 반혁명분자라고 속단하는 것을 옳지 않으며...사회주의 건설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을 꾸준히 교양 계
몽하여...종교를 스스로 버리도록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정하철 1959, 44-45)로 말함으로써 사회주
의 체제에 순응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자의 내용은 사실상 198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 발행된 김일성의 저작이나 철학사전 (사회과학
원 철학연구소 1981), 력사사전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1), 현대조선말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1981) 등에서 종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원본(原本)이라 할 수 있다(류성민 1992 참조). 곧 원
시인들의 무지로 인한 종교의 발생 반동적이고 해독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방
해하는 역사적 전개 종교를 전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반종교 투쟁의 독려라는 도식이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 발행된 대다수 종교 관련 서적이나 설명에 적용되었다.
1972년 개정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1948년 제정된 헌법에 없던 “반종
교선전의 자유”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나, 해방정국에서 창립된 ‘조선불교도연맹’(1945년 창립, 당시는
‘북조선불교도련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1946년 창립, 당시는 ‘북도선기독교련맹), ‘조선천도교청우
당’(1946년 창립, 당시는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등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1970년대까지 거의 활동이 중
지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반종교정책과 종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적대적 감정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6.25 전쟁 기간 중 미군에 의한 종교 시설의 파괴와 양민 학살 및 박해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위에서 거
론된 문헌들뿐만 아니라 최근의 북한 주민들의 종교 관련 발언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 조선에 와서 십자가를 들고 ‘하느님’을 우러러 ‘주여’를 부르던 미국 선교사들은 오늘에 와
서 십자가 대신 카빙총을 들고 임신부를 몇 십 명씩 한데 모아 총살하며 땅크로 어린애를 깔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오늘에 와서 조선 처녀들을 라체로 자동차와 땅크에 싣고 다니면서 온갖 릉욕과 만
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김일성 선집 제3권 1954년 판,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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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종교 시설들이 모두 없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종교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가
6.25 전쟁 기간 중 미국의 폭격과 북한 주민들이 겪은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 1980년대까지의 북한 문헌
들에서 빠짐없이 강조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말에서부터 새로 건립하게 된 개신교 교회
당이나 천주교 성당, 그리고 복원되거나 개축된 불교 사찰에 대한 북한 종교인들의 설명에서도 오늘날까
지 반복되고 있다(최재영 2019a, 18; 조선불교도연맹 1995). 북한에 6.25 기간 중 모두 소실되거나 파
괴된 종교 시설들을 오히려 국가에서 재건하고 복원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요컨대 6.25 전쟁 이후 7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 종교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었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종교를 믿거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은 ‘반동분자’나 하는 것이어서 무섭고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해는 오늘날까지 종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북한의 문헌들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까지 종교는 부정과 비난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혐오와 배척으로 설 자
리를 잃고 말았다.

2.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의 종교 이해
북한에서는 80년대를 지나면서 그 이전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이해와는 다른 이해가 나
타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조직된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그 때부터 활동을 재개하였고 90년대에 이르러
서는 북한의 방송과 신문들에도 그 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 주로 대남 선전과 김일성 주석에 대한 찬양
이 전면에 부각되기는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진행된 종교 의식이나 행사도 함께 언급되는 등 북한에서 종
교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의 종교 이해에 변화를 야기한 기본적 이유는 주체사상의 확립에 있다고 본
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 지도 이념이 되어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서 종교에 대한 이해해서도 새
로운 입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8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종교
를 ‘환상’과 ‘객관적 세계의 왜곡’ 그리고 ‘역사적 반동성’만 강조하였지만,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부각
된 이후에는 다소 다른 주장이 나타났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극단적으로, 일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명제는 종
교적 환상에 유혹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종교인 일반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
다.(김일성 1994, 439)
종교가 객관세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일면
적인 견해이다. 종교는 그 발생의 동기와 목적에서 보나 교리의 핵심에 비추어볼 때 객관세계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종교는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
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욕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왔다.(박승덕4) 1993, 182-183)
4) 이 글은 “주체사상의 종교관”이란 이름으로 북미주 기독학자회 (1991년 미국 뉴욕)에서 발표된 것으로 저자인 박승덕은 당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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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존재나 내세에 대한 종교적 주장은 환상이지만,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욕구, 곧 주체사상에서 말
하는 인간의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이 부분적으로나마 종교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와 사상
에서도 좋은 점이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적 종교인’도 있다는 것이 이러한 언급들의 공통된 내용
이다. 물론 주체사상은 종교의 모든 좋을 점을 포괄하고 있고, 신 대신에 인민대중을, 천국과 극락 대신에
사회주의 사회를, 영생대신에 사회정치적 생명을 제시하여 종교보다 훨씬 위대한 사상을 강변하고 있지
만, 종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교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조선불교도연맹 창립 50 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태양의 따사로운 품 은
주체사상의 전면 도입에 따라 변화된 종교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에서는 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발언과 활동을 종교인들이 안길 수 있는 “따사로운 품”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지만, 그 이유를 주체사상으로 인해 종교인들을 배려했고, 종교 시설의 복구와 재
건을 도와주었으며, 종교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종교와 종교인데들에 대하여서도 이 원리(곧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철학적 원리인 주체사상)에 기
초하여 따사로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가르치심을 주고 있다(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 5).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사상에 기초하셔서 기성의 공산주
의리론과는 달리 종교사상과 교리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시고 우리 불교도들을 비롯한 종교인들
도 따사로운 품에서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였다(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
6).
오늘 북한부에서는 승려들과 신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불교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찰들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기념일법회, 조국통일기원법회를 비롯한 불교 의식과 행사들
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찰을 거점으로 한 포교활동과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에서의 종교교육, 불학
원에서의 승려양성, 8만대장경 해제와 출판 등 여러 가지 불교활동이 아무런 제한없이 진행되고 있
다(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 10).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시설이 복구되거나 재건되어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이 책자에서는 종교인들이 ‘조국통일’에 앞장서야 하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7천만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으며 우리 불교도들의 발고여락의 리념도, 지상정토건설도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성취
될 수 없다(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 34).

북한의 ‘련방제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이 책자에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핵전쟁연습 중지 등등 대남 정치 선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마저 “불교의 평화리념
과 불살생의 계률이 이것을 요구한다”(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 36)고 함으로써 종교를 부분적
으로나마 긍정하는 변화된 북한의 종교이해를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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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199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 1972년에 개정된 헌법의 “반종교선전의 자유”란 문구
가 삭제되고 그 대신 “이 권리(신앙의 자유)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는 말이 추가된 것에서도 확인되며, 90년대 이후에 발행된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조선대백과사전 (전 30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2002) 등 주요 사전들
의 종교 관련 표제어의 설명에서도 나타난다(류성민 1992b; 류성민 2006; 류성민 2004 참조.)

<표 1> ‘종교’에 대한 북한 사전들의 설명
사전(출판년도)

‘종교’ 대한 설명
신, 하느님 등과 같은 자연과 사람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

현대 조선 말사 전
(1981)

고 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의지해서 살게 하며 이른바 저승에
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는 그러한 조직
(중략)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
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다.
사회적 인간의 지향과 염원을 환상적으로 반영하여 신성시하며 받들어 모시는

조선말대사전
(1992)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중략) 원시종교로부터 시작하여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수많은 종교와 크고 작은 유파들이 있다.

발행처
평양:

사

회과 학원
언어 학연
구소
평양;

사

회과 학원
언어 학연
구소,

전

2권

신의 존재와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계 존재와 사람의 운명문제
조선 대백 과사 전
(1995-2002)

에 해답을 주는 사회적 의식.(중략) 사회적 불안과 불행이 지배하는 착취사회

평양:

에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마 안착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기둥을 요구

과사 전출

하게 되며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까지도 서로 사랑하여 평화롭게 살 것을 요

판사,

구한다.(중략)착취계급은 이것을 자기들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하는데 이용한

30권

백
전

다.(하략)

북한의 대표적 사전들에서의 종교 설명의 변화는 주체사상에서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종교를 전면적으로 긍정
하거나 종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의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단체의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변화가 오늘날의 북한 종교 현
실을 있게 한 것이기도 하다.

Ⅲ. 북한의 종교 현실
북한에서 북한의 종교 인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북한의 종교단체 임원들이나 방북자들
의 간헐적 발언을 통해 종교인구와 성직자 수, 교당 수 등이 일부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는
2017년까지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9년 자료를 수정 인용하여 북한의 종교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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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다.

<표 2> 북한의 종교 현황(‘북한인권정보센터’, 2008년)
종교
개신교

종교시설(개)

신도수(명)
3
(가정교회 520)

불교
천주교

13,000

300
(목사 30)
300

65

10,000

성당 1, 공소2(가정처소 500)

4,000

0

15,000

250

5

5

42,000

855

교당 52

천도교

(기도처 801)

러시아정교
계

교직자수(명)

1
122
(가정교회, 가정처소, 기도처 1,800여)

(승려 300)

자료: 통일교육원. 2016, p. 259에서 재구성.

북한의 종교 현황에 대한 이러한 통계자료는 북한 종교인의 개별적 발언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확
인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자료가 북한에도 종교가 있으며 종교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국내외 종교계
와 교류를 하면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북한의 변화된 종교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하여 직접 북한의 종교계 인사를 만나고 종교시설을 둘러본 후 북한의 종교현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밝힌 것들을 중심으로 북한 종교의 현황을 이해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최근 발행된 최재영 목사의 저서 2권(최재영 2019a, 2019b)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대외적 노출도 가장 많은 종교가 개신교이다.
최재영은 북한의 교회를 ‘민간교회’와 ‘공식교회’로 구분하고 있다(최재영 2019a, 22-23). ‘민간교회’는
북한과 남한이 합의하여 북한에 설립한 교회로 사실상 북한에 상주하거나 방문한 남한 사람들(혹은 일부
외국인)을 위한 교회로 특정한 직장과 관련되어 있어 ‘직장교회’로 지칭하기도 했다. ‘공식교회’(혹은 ‘공
인교회’)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소속된 북한 주민을 위한 교회로 북한 당국의 지원으로 설립
된 것이다. 공식교회 교회당의 건축과 개축에서는 남한 종교단체나 교회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공식교회는 평양에 설립된 ‘봉수교회’(1988. 11, 6 설립 및 교회당 헌당)와 ‘칠골교
회’(1992. 11.28 설립 및 교회당 헌당)이다. 이 두 교회는 모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과
배려로 설립되었고,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직영하는 사실상 북한의 ‘국립’ 교회라 할 수 있다. 특히
봉수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평양신학원’이 함께 있는 “‘전후 최초의 교회’, ‘국가 브랜드 교회’,
‘현대 북조선 기독교의 모교회’”(최재영 2019a, 30)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공식 교회 이외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508-515개의 ‘가정교회’(‘처소
교회’라고 부르기도 함)가 있다고 하는데 모두 그 연맹에 소속되어 있고, 전체 개신교인의 수는 15,000
여 명이라고 한다(최재영 2019a, 39). 그 외에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없으나 교회당이 사적지로 보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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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량강도 김형직군에 소재한 ‘포평교회’, 황해도 은율읍 소재 ‘은율읍교회’)도 있고 영화촬영장에
세트로 만들어진 교회당(평양 형제산 구역에 있는 ‘형제산교회’)도 있지만 사실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북한 지역에 상주하는 남한 및 외국인을 위한 ‘민간’교회도 북한 당국의 승인과 협조 하에 여러 개
설립되었지만5) 북한 주민들의 참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
도이며 대부분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요컨대 북한의 개신교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주도하에 국가에서 설립한 2개의 교회와 500여 개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방 이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자들도 대부분 해방 이전 신
자들의 2세가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재영 2019a).
북한의 천주교도 개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천주교 ‘장충성당’은 북한에 있는 유일한 천주교 성당이
다. 1988년 6월에 창립된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같은 해 9월에 평양에 설립한 성당이 ‘장충성당’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산하에 있던 천주교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을 받은 대지
와 건축자재로 ‘장충성당’을 건립한 것이다. ‘장충성당’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식 성당이자 ‘국립’성당이라 할 수 있다. ‘장충성당’에서는 신부가 없기 때문에 미사대신 매주 신도회장
주관으로 공소예절을 드리고 있다고 하며, 평소에는 70여 명, 절기에슨 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800여 명이 신자로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3,000여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한다(최재영b 2019,
226-227). 또한 북한에 경수로건설 당시 ‘천주교 KEDO 금호 공소’라 부른 ‘금호성당’이 건립(2002년)
되었으나 남쪽의 천주교신자들만 공소예절을 드렸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폐쇄되었다.
북한에서는 2006년 8월에 ‘정백교회당’ 혹은 ‘정백사원’ 으로 이름붙인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정교회
성당(정식 명칭은 ‘성삼위일체교회’)이 평양에 건립되었다. 2001년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
담을 위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면서 러시아정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고, 2002년 러시
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김 위원장이 평양에 정교회 성당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후 ‘조선정교위원
회’를 창립(2003년 8월)하게 하고 사제 양성을 위해 러시아로 유학생을 파송했으며, 약속대로 이 성당을
건립한 것이다(최재영 2019b, 140 이하 참조). 현재는 유학을 마치고 사제가 된 라관철 신부와 김희일
신부가 정백성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신자들 대부분이 러시아 대사관의 직원들과 상사원, 외국의
정교회 신자들이며, 북한주민은 두 신부의 가족을 비롯한 30여명이라고 한다(최재영 2019b, 149, 154).
북한의 정교회도 국가에 의해 세워지고 운영되는 ‘국립’의 교회인 셈이다.
그 외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일명 ‘통일교’)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일명 ‘안식교’ 혹은 ‘재
림교회’),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일명 ‘몰몬교’)도 북한에 교회 설립을 시도했으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 채 폐쇄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다.
개신교 다음으로 활동이 잦은 북한의 종교는 불교이다. 북한의 유일한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도연맹’은

5) 개성공단에 설립된 ‘개성공단교회’(‘개성교회’ 혹은 ‘개성신원교회’, 2006년 첫 예배),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 상주 한국 직원
들을 위해 설립된 ‘금강산교회’(2002년 첫 예배),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공급협정에 북한에 상주하던
시기에 남한 근로자들이 예배를 시작한 함경도의 ‘신포교회’(1997년 첫 예배), 북한 교육부와 남한의 기독교재단이 공동 투자하여 평
양에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 내 학교 교회(2014년 현재에도 남한 및 외국인 교수가 예배를 드림), 북미주 기독교 의사들이 설립을
주도한 ‘평양제3인민병원’ 내에 있었던 예배실(현재는 없음) 등이 있음(최재영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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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종교단체들 중 가장 먼저 창립(1945년 창립, 당시 명칭은 ‘북조선불교도연맹’)했으나 1980년에
전후에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주로 대외 활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아
세아불교도평화회의’(1976년 가입), ‘세계불교협회’(1986년 가입), ‘아세아불교협회’(1990년 가입) 등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한이나 일본, 인도 태국 등의 불교계와도 간헐적으로나마 교류를 하여
왔다.
북한 불교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복원되거나 재건된 불교사찰들이다. 북한에
서는 70여 개의 사찰이 복원되었다고 하지만(최재영 2019b, 876)), 그 복원 사실이나 현존이 확인된 것
은 10개 정도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찰들에서 각종 법회와 의식 등 불교의 고유한 의례들이 정상적
으로 진행되고 있고 승려들과 신자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원회 1995, 18-24), 모든 사찰에서 정례적인 예불이나 법회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오
히려 북한의 문헌들에서 사찰과 그 주변의 관광지가 함께 소개되면서 사찰이 문화유적 혹은 ‘문화휴식처’
혹은 ‘관광명소’로 알려지는 경우가 더 많다(뤼디거 프랑크 2019, 349; 류성민 1992b, 86). 또한 불교
사찰들의 복원이나 재건이 대부분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것 혹은 북한 주민들의 관광이나 휴식을 위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배려에 의한 것임을 조선불교도연맹에서조차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조
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 복원되거나 재건된 주요 사찰을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북한에서 복원되거나 재건된 주요 사찰 목록
사찰명

소재지

주요 건물 및 문화재
대웅전, 관음전, 령산전, 만세루, 13층여래탑, 9층다보탑,

비고

묘향산

평안북도 향산군

보현사

향암리

금강산

강원도

표훈사

내강리

대성산

평양시 대성구역

광법사

대성동

모란봉

평양시 모란봉기

대웅전, 요사체, 6각7층여래탑, 8각불감, ‘신묘장구대다라

룡화사

슭

니’비

개성시 박연리

대웅전, 관음굴, 6각7층불탑, 요사채 등

박연폭포가 인근에 있음.

대웅전, 무량수각, 향로전, 요사, 운하루

인근에 불지암이 있음

보광전, 극락전, 룡화전, 7층불탑, 회랑

사찰 전용 우물도 복원됨

천마산
관음사

다라니석당, 팔만대장경 수존고 등
금강군

백운산

함경남도 영광군

룡흥사

봉흥리

룡산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 수충사, 만수각, 요사체, 종락,

평양시 력포구역

반야보전, 령산전, 명부전, 7층여래탑, 릉파루, 판도방,
어실각

대웅전, 해탈문, 천왕문 8각5층불탑, 동서요사, 당간지주

서산대사의 유적 유물과 사당인
수충사가 있음.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유적도 있
음. 인근에 정양사, 보덕암 등
사찰과 불교 유적이 있음.
북한의 국보사찰(국보유적 제
164호)
조선불교도연맹의 공식법회사찰

6) 최재영 목사의 확인에 의하면, 북측의 사찰로는 평양시에 5곳, 개성시 4곳, 평남 4곳, 평북 18곳, 가원도 10곳 함남 7곳, 함북 3곳,
량강도 1곳 등 모두 67개가 있고, 불교 관련 문화재로는 국보 19점, 보물 28점, 사적 30 점 등 50점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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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사

룡산리 왕릉동

정방상

황해북도 사리원

응진전, 극락전, 명부전, 청풍루, 운하당, 산신각, 5층석

국보 유적 제87호

성불사

시

탑(국보 제279호)

모두 목조건축물

자료: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1995; 최재영 2019b에서 재구성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및 정교회)와 불교 이외에 천도교도 1946년에 ‘천도교북조선종무원’과 ‘북조선
천도교청우당’이 창립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와 조선천도교청우당이
란 두 조직을 통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두 조직에는 15,000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로
대남 선전이나 남북 천도교의 교류 및 통일관련 국내외 활동에 치중하고 있고, ‘창도기념식’ 등 종교 관련
의식을 연례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활동상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류성민 1992b, 20).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종교현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상호 밀접히 연관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종교들은 국가의 주도적 관리를 통해 그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곧 모든
종교단체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부합되는 종교 활동을 하도록 국가에 의해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종교는 북한 사회주의 특유의 종교가 된 것이다. 북한 종교를
‘체제 종교’라고 하거나(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26), 북한의 교회를 ‘국가 브랜드 교회’(최재영 2019a,
25)로 북한의 기독교를 ‘사회주의식 기독교’(최재영 2019a, 422)로 지칭하는 것, 혹은 북한의 기독교 현
실을 ‘주체적 기독교의 실험’(김흥수 2016, 92)이라고 분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종교들은 종교별로 단일한 조직 체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교파나 교단 등의 종교 내 분파
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분파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교세도 없지만 종교가 국가의 관리체계에 있는
한 분파조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7)
셋째, 북한 종교현실의 변화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전도’나 ‘포교’와 같은 신도
확보를 위한 활동에 매우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시설 밖에서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의 증가가 미미하다. 기존의 종교시설도 극히 적고 그마저 평양에 집중되어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의 북한 내 선교나 포교도 철저히 금지되어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종교현실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넷째, 북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공식적인 종교시설에서의 정례적인 종교 활동보다는 국가조직에서의
정치적 활동이나 대외적 종교교류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종교현실에 비해 북한 내에서의 위상은 상대적으
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곧 북한의 종교현실이 북한 종교단체의 위상과는 관련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7) 이러한 특징은 중국도 거의 비슷하다. 중국은 ‘국가종교사무국’을 통해 모든 종교 조직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종교별로 단 하나의
조직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류성민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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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 종교의 위상
북한에서 1980년대 이후 남한이나 외국과의 종교교류는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주도했다. ‘평화시대’에
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위
상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의 평가에도 필요하고 향후 보다 진전된 남북 종교 교
류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종교 이해도 북한 종교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긴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남북 종교 교류는 대부분 남북 종교단체들 사이의 교류에 치중하여 왔지만, 향후 ‘평화시대’
에 더 의미 있는 종교교류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의 교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 북한 종교 단체의 위상
북한 종교계의 위상은 신도 수나 종교시설(교당) 수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 수가 매우 적고 북한 내에
서의 활동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식적인 몇몇 종교단체들의 종교 활동과, 그 임원들이 지닌 정치
조직 및 사회조직에서의 위상을 통해 북한에서 종교계가 지닌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 모든 종교들은 종교별로 단일 조직을 이루고 있고, 그 조직에서 내외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북한의 종교단체 현황(2019. 3 현재)
단체명

조선그리스도교연명

조선불교도연맹

설립연도 및
당시 명칭
1946. 11.28
북조선기독교도 연맹

1945.11.25.
북조선불교도연맹

대표자(비고)
위원장 강명철
- 강량욱, 강영섭, 강명
철 등 3대가 위원장

주요활동(비고)
- 모든 교회, 가정교회 지도
- 평양신학원 운영
- 신약성서와 찬송가(1983년), 구약성서
(1984년) 발행
- 전국 사찰 운영 지도

위원장 강수린

- 불교학원 운영

- 박태화, 심상진 등 위

- 사찰의 문화재 관리

원장 역임

- 고려대장경 을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
구소와 공동 번역 출판
- 강지영 위원장이 조선종교인협회 위원

조선카롤릭협회

1988.6.30.

위원장 강지영

조선천주교인협회

- 신도회 회장은 김철웅

장을 겸직
- 천주교를 알자 ,

신앙생활의 걸음

등 교리서와 가톨릭기도서 발행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

1946. 2.8

위원회

북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정교위원회

2002. 9.25

서기장 려정선
- 류미영 위원장 타계

활동

후 위원장 불명
위원장 김지선

- 러시아로 유학생을 보내 사제 양성

- 설립 당시는 허일진

- 러시아 정교회와의 교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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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종교인협회

1989.5.30

- 종교단체 통괄

위원장 강지영

- 남북 종교교류 지원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류성민 1992b; 최재영 2019a, 2019b 등에서 재구성

북한의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하부조직을 통해 해당 종교계를 통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
지만, 독립된 ‘민간단체’가 아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관할 하에 있는 기구들이다(통일
부 통일교육원 2006, 28-29).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단체들의 장이나 임원들이 북한의 여러 정치 조
직과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직이나 단체에서의 위상이 북한 종교계의 위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80년 대 이후 그 활동이 알려진 북한 종교단체의 주요 인물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북한의 종교계 주요 인물
종교
기독교 ( 개
신교)

성명

종교단체 직책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윈장(현)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평양시 위
원장(현)

정치적 직책
최고인민회의

기독교 ( 개
신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윈장

( 康 永 燮 ,

조선종교인협회 부회장,평양신

1931-2012)

학원 원장

상임위원회

위원, 14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강영섭

비고

위원,

강영섭의 장남
부위원장는 리정노, 서기장
오경우

상임위원회

9-14기 대의원,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

김일성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4)

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천주교

강지영
(1956-)

대의원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 위

(13-14기)

원장(현), 조선종교인협의회 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장(현),

국장,

서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장조국통일법민조

북측본보 의장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언
천주교

(張在彦,

본명

장재철)
기독교 ( 정
교회)

김지선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조선가톨릭협회 회장,

(10-13기), 외교위원회 위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1952-)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현)

불교

( 朴 泰 和 ,
1919-2005)

회 부위원장,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원장은 허일진
위원,

상임위원회

13-14기

대의원,

1-3차 남북고위급회담 수
행원

박태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

조선정교위원회 창립당시 위

조선정교위원회 위원장(현)
최고인민회의

강수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장, 남북고위급회담 수행
원(1990)

상임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조선종

위원, 8-11기 대의원, 조국

교인협회 부회장, 대선사

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북일우호친선협회 부회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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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및

류미명
천도교

(여,

柳美英,

1921-2016)

천도교

려정선

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대의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

위원장, 조선종교인협회 부회장

선 공동의장, 김정일국가장
의위원회 위원(2011)

조선천도교회
서기장(현)

중앙지도위원회

미국으로 망명 후 1986년
북한으로 가서 조선천도교청
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종교
인협의회 회장 등을 한 최덕
신의 부인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nkp/theme/viewPeople.do)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종교단체 대표나 임원을 맡고 있는 종교계 인사들이 거의 대부
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했고, 현재의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강수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강명철), ‘조선카톨릭협회’ 회장(강지영)이 2019년 3월에 있던 선거에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으로 모두 재선되었고 강명철과 강지영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한 북한 종교단체의 대표들은 줄곧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전술을 총괄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
구인 ‘통일선전부’(통전부)와 대남 실무 사업을 총괄하는 북한의 국가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
통), 대남 관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주력해 온 노동당 외각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
선) 등에서 위원이나 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왔다.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한 ‘6.15공동선언 북측
준비위원회’, ‘8.15 민족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남북 학생회담 북측
준비위원회’ 등에서도 임원이나 위원을 맡는 등 북한의 종교단체 대표들은 주로 대남 활동에 주력하여 왔
다. 그 외에 그들은 ‘조선적십자회’ 위원장(1998-2013년 장재언, 2013-2015년 강수린, 2016년 강지
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2009년 강지영), ‘조선-일본 우호친선협회’(1988년 장재언 부회장, 1991년
박태화 부회장) 등 대남 및 외국 대상 민간기구의 임원을 역임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들은 북한의 ‘조국
통일상’ 수상(2003년 강영섭, 장재언 등). 김일성 훈장 수훈(2002년 강영섭, 장재언, 류미영), ‘김정일 훈
장’ 수훈(2012년 류미영) 등 북한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상과 훈장을 받기도 했다.
북한 종교단체 대표와 임원들은 사실상 종교적 위상보다는 정치적 위상이 더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북
한 내에서 종교단체의 활동보다는 대남 및 대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에 종교적 의미를 부
여함으로써 종교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호응하는 한에서만 제한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종교단체들에서 ‘조국통일’은 종교적 이념을 실천하고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주민의 종교 이해
북한 종교계의 위상과 함께 북한에서의 종교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종교 이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총 인구 중 해방 이후 출생한 인구의 비율이 94.5%나 되고, 6.25 전쟁 이후 출생한
66세 이상 인구도 92.3%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다수 북한 주민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수립
이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 중 북한 정권 수립 이전부터 종교를 믿어온 사람들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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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을 뜻하며, 오히려 종교에 대한 비판과 반종교 정책 및 교육을 통해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 교회당이나 성당 등 종교 시설을
접할 수 없고, 불교의 사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힘
든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교육까지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어떤 종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지 학생
들은 종교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부정적 관점과 비판만을 교육의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이 북한 내에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나 포교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 등 종교 서적의 북한 유입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일
성대학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매년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독일 출신의 오스트
리아 빈 대학교 교수가 최근 펴낸 책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 종교 관련 자료는 절대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호텔 방에 성서를 남겨두고 오는 것도 북한에서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외국의 종
교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북한 당국이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뤼디거 프랑
크 [2018]2019, pp. 37, 40, 67).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일시적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외국인이나 남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시설이 설치되고 종교의식과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북한 주민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북한인권연구센터 2018,
159). 방북자들이나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종교를 기피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1년에 북한 외교관으로서는 처음 탈북하여 한국에 온 고영환(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종교란 ‘정신빠진’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기도드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낮잠이나 자겠다고 말한다.”(류성민 1992b, p. 91에서 재인용)
고 언급한 적이 있고, 다른 탈북민들 중에 “종교를 무섭고 좋지 않은 것”,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류성민, 1992b, pp. 91-92 재인용). 80년대 초까지 탈북하여 남한으로 온 북한 주
민들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함경북도 종성군(지금은 은성군) 산성리에서 예수쟁이들이 명태 엮듯이 묶여 산
으로 끌고 가서 전부 총살시켰고, “반동분자를 묻어주는 자는 총살”이라 말이 적힌 말뚝을 박아 놓
았는데, 개들이 시체를 뜯어 먹었고 그 후로 한동안 개를 잡아먹지 못했다.(80년대 초 탈북한 50대
남자)(류성민 1992b, 94 재인용)
벽지를 새로 바르려고 뜯어 내가가 열심자 그림(십자가상)이 나오게 되자 회수, 소각토록 했으며,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간첩이라고 했다(70년대 말 탈북한 40대 남자)(류성민 1992, 95 재인용)
종교의 해독을 가르치면서 종교가 제국주의의 문화침투와 첩보행동 교육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
다고 배었다.(70년대 말에 탈북한 30대 남자)(류성민 1992, 92 재인용)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도 북한 주민들이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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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종교보다는 주체사상을 믿는다고 말
하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이다.(변진홍 2018, 30). 2000년대 이후에 탈북하여 한국으로 온 사람들도
대부분 종교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종교에 대한 정보도 전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순형 외 2015,
64-65)

저희는 성경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단지 ‘하
나님’이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요.(이순형 외 2015, 65)

오늘날에도 북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북한의 박물관이나 기념관, 관광지 등에서도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이해를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6.25 당시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지어진 ‘신천박물관’
(황해남도 신천군 소재)에는 “사제복을 입은 성직자들도 범죄의 적극적 보조자로 서술”되고 있고, “선교
사들은 미국의 다섯 번째 집단이며 북한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뤼디거 프랑크
[2018]2019, p. 357) 또한 이 박물관의 전시실에 걸려 있는 대형 그림에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미
국 선교사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살상과 악행을 모습을 그려져 있다고 한다.(최재영 2019b, pp.
430-431; 뤼디거 프랑크 [2018]2019, pp. 354-355 참조).
북한 주민들이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에 비해 불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최재영 2019b, 91), 기독교의 교회나 성당보다는 더 많은 사찰이 전국적으로 복원되었고 관광지
와 유원지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교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종교일 것이다. 그렇지
만 불교 사찰들의 복원이 승려들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재 보존과 관광을 위
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며, 그러한 사찰을 통한 불교의 이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체사상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종교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북한 주
민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에 변화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분단 이전 종교인들의 2세, 3세
가 주축이 된 북한의 종교단체들과 신자들도 북한에서의 종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종교시설의 건축이나 재건, 복
구 등이 모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나마
종교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북한 주민들도 북한과는 다른 외국의 종교현실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김정은 위원장도 그 중
한 사람), 그 과정에서 극소수라도 종교 신앙을 수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평화시대’에는 이러한 가
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분단시대 종교의 역할
2018년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되었
다. 남북이 금방 획기적인 우호관계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모두 중단된 이산가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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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업지구 개발 등등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된 사업들도 점차 재개되거나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에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2차례의 북미정상
회담(조미수뇌상봉)도 그 성과여부와는 별개로 변화된 남북관계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아직은 속단하
기 이르지만, 남북관계의 진척에 따라 남북 종교계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각종 교
류와 협력이 재개되고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평화시대’를 염두에 둔다면, 남북의 종교계는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교류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한의 종교계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에서의 종교 이해, 북한의 종교현실
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북한 종교단체들의 정치적 위상과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이해 등 북한에서의 종
교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전 종교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이해와 반감 및 80
년대 이후 주체사상의 확립과 더불어 나타난 부분적인 긍정적 인식 등이 중첩되어 있는 북한의 종교 이해
를 남한 종교계에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체사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종교를 긍정하고 있
다는 점도 남한 종교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의 종교 현실이 국가에 의해 새롭게 재건되거나 복구된 것이라는 사실도 남한 종교계는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종교시설의 건축이나 개축 혹은 복구에 남한 종교계의 지원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도 북
한 당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종교계의 활동도 북한 당국의 관심과 허용에 의해 재개될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곧 북한 종교의 현실이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의 종교는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종교임을 남한 종교계가 간과해서는 안 된
다고 본다. 북한의 종교단체 대표들은 종교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혹은 상임위원), 조
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등 정치적 지위를 지닌 인사들이며, 특히 대남 및 대
외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종교는 국가의 공식 종교이고 종교단체는 ‘국
립’의 단체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북한에서 ‘순수한’ 종교 활동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와 분리된 종교를 북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북한의 종교단
체와 그 지도자들의 위상은 정치적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종교계의 가장 중점적인 정치적 활동은 ‘통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이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전제가 되어 있다. ‘통일’을 거론하지 않고는 북한 종교계와의 접촉이나 교류가 쉽지 않다. 북한
에 대한 남한 종교계의 인도적 지원도 통일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수용될 수 있을 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따라서 ‘평화시대’에 남북 종교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남한 종교계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진척
시킬 필요가 있다. 남한 종교계가 통일을 위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북한과 협력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나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적지 않
은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외국인을 거리낌 없이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사진 촬
영에도 응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변진홍 2018, 28-30; 뤼디거 프랑
크 2019, 95).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정상국가’로의 변모가 세계 언론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평화
시대’에는 북한에서 더 많은 변화를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에도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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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변화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북한종교연구에서도 새로운 패
러다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곧 대결에서 협력으로, 갈등에서 조화로, 분단과 정전에서 종전과 평화로 전
환되는 남북관계가 형성된다면 그에 부합한 북한종교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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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제1부 발표 2]

분단시대 남북 종교교류 연구의 성과와 과제

변 진 흥(코리아연구원 원장)

<
1.

>
:

2. 2000
3. 2000
4.

1. 남북 종교교류 연구: 그 의미와 한계
20세기 한국사를 관통해온 즉 근현대 한국사 속에서의 종교의 모습은 언제나 한민족의 운명과 함께 해
온 빛과 그림자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마치 가세가 기운 집에서 버려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운명처럼 국
권을 상실한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보여주었고, 해방 후에도 외부 세력에 의해 갈라진 운명의
질곡 속에 몸부림쳐야 하는 남과 북의 민중을 감싸고 그 험한 진로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해 북에서도 탄
압을 감수하고, 남에서도 탄압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이란 오점은 짙은 그림자였고,
3.1운동을 이끈 힘은 모세의 기적과도 같은 광명의 역사였다. 해방 후 산업화과정에서 압축적 성장을 위
해 국가안보를 앞세운 국가권력의 인권탄압에 맞서 민주화를 이끈 희생의 몸부림은 문민시대를 여는 빛
의 기둥이었던 반면, 여전히 분단이데올로기에 안주하는 남남갈등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고 있는 근본주
의 신앙의 행태 역시 아직도 걷혀지지 않는 짙고 짙은 그늘임에 틀림없다.
남북 종교교류는 이처럼 처절한 운명을 지닌 한국 종교의 존재론적 의미의 한 단면을 펼쳐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 남북 종교교류란 말은 그 자체가 분단시대를 상징하고 대변한다. 실제로 남북 종
교교류는 남북의 국가권력이 지닌 속성과 그 속성의 민낯을 드러낸 남북관계의 특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었다. 남북의 국가권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절벽을 오르거나 다리를 놓기 전에 그 안전성을 점
검하는 안전띠로 남북 종교교류를 활용했고, 상대의 정치적 의도를 타진하고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 또는
지렛대로 이를 이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하는 양측의 종교인들은 그 의도를 알면서도 이
를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그 운명을 감수하고 더 나아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다.
따라서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단순히 그 전개과정과 성과를 기술하는 차원에 머물 수 없
다. 남북 종교교류 과정 분석과 함께 이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분단시대의 특징과 그 의미 그리고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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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해야 한다. 여기에 남북관계의 정치적 측면 뿐 아니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까지 포
괄하는 국제관계도 포함시켜 보아야 한다.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또한 이를 감싸고 있
기 때문이다.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학제적 접근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는 논리의 근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연구는 그 전개양상 분석에 있어서도 단
순히 남북 종교교류만을 대상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남북 민간교류와의 상관성과 상호
작용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2000년 6.15 이후의 남북 종교교류가 보여준
새로운 위상과 역할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학제적 접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대부분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시기별 분야별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접근이 학문적 연구 이전에 교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이나 종교단체 또는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한 1차 사료 발간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 종교교류에 관한 사료 정리가 종단별 또는 종교연합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기 즉
2000년 이전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차피 이 시기는 남북 종교교류 자체에 대한 의미가 중
요하게 부각되면서 교류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진단과 평가 이전에 만남 그 자체의 역사성, 그리고 대화
를 통한 상호 인식의 확대가 주는 충격과 새로운 인식에 대한 의미 부여와 정리에 역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런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연구는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의 사실적 기록을 토대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남북 종교교류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양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양적 질
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민간교류와의 상관관계 등 이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는 다면적 접근 모형 개발과 분
석 기법을 제시하는 통합적 방법론적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점차 분단시대를 넘어 남북
평화공존시대로 다가가면서 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될 남북 종교교류의 위상과 그 영향력을 다면적으
로 분석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남북 종교교류 방향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코스이기도 하다.

2. 2000년 이전의 연구 성과
남북 종교교류의 문을 열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방북기를 위주로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료들이
1980년대 말 이후 꾸준히 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비교 검증하는 학문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보여 진다. 1980년대 초의 남북 종교교류가 남북의 직접
적인 접촉은 배제된 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의 접촉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 소
개도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로 인한 대통령 직선제 수용 등 민주화로의 이행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
러낸 1988년 7.7선언 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단시대 남북관계의 한계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간행된 주요 자료 가운데 공간 간행물로 처음 선을 보인 것이 1989년 4월에 형성사에서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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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평양엔 교회가 글리온에선 만남이 란 책자이다. 이를 통해 WCC 대표단의
방북기(1985.11.11-19)를 비롯한 미 일 캐나다교회협의회의 공식방문기1)와 스위스 글리온에서의 남북
한교회 공식상봉기 등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여기에 북한 봉수교회 김운봉 목사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가 수록되었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아마도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으로 북방정책 추진 공식화 통일논의의 확산 그리고 88서울올림
픽의 성공적 개최 등에 힘입었기 때문일 것이다. 형성사는 계속해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와 조선기독
교도연맹이 함께 진행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도쿄회의’ 보고서인 평화통일과 그리
스도인의 역할 (1991), 평화통일과 한(조선)반도 선교 (1992)를 발간하였고, 1994년에는 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통일대화 10년의 회고 를 발간하여 1980년 초에 해외를
중심으로 전개된 개신교 차원의 종교교류를 소개하고 그 기원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북미
주 기독학자회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뉴저지와 중국 베이징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남
과 북, 해외에 있는 기독자 연례대회 자료집으로 간행한 지독교와 주체사상-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기독인과 주체사상가의 대화 (신앙과 지성사, 1993)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자료집에는 북조선기독교
도연맹 김운봉 리성봉 목사와 평양신학원 학생인 최옥희 전도사의 설교와 기도문이 실려 있고, 평양 사회
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박승덕 소장의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주체사상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민족주의의 정립을 위한 모색’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돋보인다.
국내 관련기관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진
행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1988년에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자료집 을 발간하여 1984
년 이후 펼쳐온 활동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집은 일종의 내부용 자료에 속한다. 공식간행물로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1990년 5월에 간행한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과 KNCC 통일
위원회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일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2000년 11월에 발간한 1980-2000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 이 있다. 특히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 은 1981년 11월의 제1차 북
과 해외동포 기독자회의를 필두로 1984년의 도잔소회의, 1985년 WCC 방북보고서, 1986년 제1차 글
리온회의 참관기와 1988년 11월 제2차 글리온회의와 글리온선언문 등을 모두 포함하였고, 1988년 2월
에 발표한 KNCC선언과 이를 전후하여 2000년까지 진행된 KNCC 차원의 국내외 한반도평화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천주교의 경우는 1984년에 맞이한 한국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을 계기로 북한선교부가 설립되고,
기념행사 후 주교회의 기구인 북한선교위원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 1988년 5월에 북
한선교위원회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사목연구소를 창립, 이를 중심으로 사료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통
일사목연구소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통일사목 연구논총 시리즈2)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천주교
1) 1985년 11월에 이루어진 WCC 제1차 북한방문기는 1973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이 WCC 본부를 방문한 이후
12년 만에 공식 방문이 성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 대표단이 봉수교회 건립 이전에 평양아파트에 있는 가정교회를 직접 방문한 사
실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988년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 캐나다교회협의회의 방북기는 1988년 10
월에 건립된 평양 봉수교회의 입당 예배(11.6) 참석이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세워진 평양 장충성당
방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들어있고, 이와 함께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민주여성동맹 그리고 북한적십자사 등도 방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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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91 를 통해 분단과 관련된 교회의 입장과 방북 보고서 등을 총정리했다. 이

와 함께 1992년부터 정기간행물로 발간되기 시작한 화해와 나눔

3)은

천주교 차원의 남 북 해외 바티칸

사이의 관계 진전 상황을 충실히 반영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1996년에 발간한 북한교회사 는 단순히 북한교회의 역사를 통사적
으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전개된 북한의 종교정책을 ‘신종교정책’의 등장
으로 언급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하여 전개된 남북 종교교류 모습을 ‘사회주의형 기독교의 발전’으로 설
명하고 있다.4) 이러한 접근은 이 시기에 생산된 관련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격적인 연구의 지
평을 열게 하였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자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당국이 외부
종교인이나 종교기관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남북 종교교류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을 북한 종교정책
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상정하고, 이 시기에 정리 발표된 남북 종교교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이를 검
증하는 학문적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특히 이 자료에서 부각된 북한의 ‘신종교정책’과 ‘사회주의형 기독
교’란 용어 사용은 이후 북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 규정의 타당성을 입증하
는 준거가 된다. ‘사회주의형 기독교’란 용어의 사용은 이 시기의 남북 종교교류가 주로 개신교와 천주교
를 포함한 기독교 위주의 종교교류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지만, 이로부터 북한 종교의 존재양
식을 ‘사회주의형 종교’로 이해하는 길을 열 수 있게 하여 이를 근거로 북한 종교에 대한 내외의 공식성
2) 통일사목연구소에서 발간한 시리즈는 총 3권에 그쳐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연구논총 제1집 가톨릭교회와 민족복음화- 통일사목의
진로와 전망 (일선기획, 1990)에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신학적 교회사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폭넓게 조망하고, 1988년 6월에 결성된
조선천주교인협회 결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논총 제2집 가톨릭교회와 남북교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위한 교
회의 역할 모색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2)은 구소련의 붕괴와 동서독통일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남북교
류협력시대를 전망하는 총체적 인식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1991년 12월 4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통일사목연구소가 주최한 제5
회 통일사목 연구세미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담겨 있다. 이 세미나는 단순히 천주교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
교 학자와 관계자들이 모두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 이 시기 한국종교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수환 추기경의 기조강연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종교인의 입장에서 본 남북교류협력시대’(송월주 남북불교교류특
별위원장) ‘북한사회변화와 종교활동’(강문규 대한YMCA연맹 사무총장) ‘남북한 종교교류 협력방안 모색’(장익 세종로성당 주임신부) 등
주제발표, 그리고 토론에 참석한 각 종단 관계자, 즉 유경재(예장 안동교회 담임목사) 임운길(천도교 교화관장) 최근덕(성균관대 유학과
교수) 한종만(원광대 원불교학대학원장) 민법현(태고종 총무원 교무국장) 김영주(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재정(성공회 신학대학장)
신법타(조계종 자재암 주지) 송천은(원광대 부총장) 표영삼(천도교 종학대학원 교수) 송하경(성균관대 유학대학장) 정석홍(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등의 참석은 그 당시의 명실상부한 종교계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기조강연에서 “저는 남북한의 종교
교류가 그 출발점도 종교적이어야 하지만, 그 마지막도 종교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본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먼저 우리 사회에서부터 남북 종교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여건 개선이 뒤따
라야 한다.”고 강조하여 분단시대의 남북 종교교류 진전 여부는 어쩔 수 없이 내외의 여건 조성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
게 한다.
3) 1992년 12월에 발간된 화해와 나눔 1992년 제2호(통권 43호)는 북한선교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특집호로 ‘평양에서 내가 만난
북한 신자들’에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평양 장충성당 건립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천주교 차원의 방북과 대화 내용 등을 소
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익 신부의 ‘처음 만난 다섯 교우의 눈물’은 그가 1987년 6월에 바티칸 대표단 일원으로 평양 비동맹특별각
료회의에 참석하여 6.25후 처음으로 북한 내 천주교 신자를 만난 경과를 밝힌 것으로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장충성당
건립 후 가장 먼저 장충성당을 방문했던 북미주사제협의회 방북단 일원인 남해근 신부(뉴욕 브롱스 복자한인천주교회 주임)의 ‘통토에
도 싹은 살아 있다’, 문규현 신부의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면’, 김광남 신부(LA 성세시리아본당 주임) 그리고 1991년 평양IPU총회
참석 차 방북한 박관용 국회의원의 ‘살아 있는 믿음의 씨앗’과 김현욱 국회의원의 ‘북녘의 정하상 후예’, 해외 언론인 자역으로 방북한
조광동(한겨레신문 시카고사 편집국장)의 ‘주춧돌은 세웠지만’과 조재길(LA 코리안스트릿저널 발행인)의 ‘기다리며 지켜온 신앙’ 등은
6.25후 단절되었던 북한교회와의 첫 접촉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특히 김현욱 의원은 장충성당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선천주교인협회 결성과 활동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면서 관계자로부터 1991년 1/4분기 현재 협회에 등록된 북한 천주교 신자
수가 1천2백58명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4) 북한교회사 는 4개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마지막 제4부에서 해방 이후 북한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의 장절 구성만 일별
해도 남북 종교교류로 이어지는 북한 종교정책의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즉 교회의 재건과 부흥(1장), 기독교의 정치화와 내적 갈
등의 심화(2장), 기독교의 분단과 위축(3장), 반종교운동과 기독교의 위기(4장), 반종교운동의 부분적 이완과 사회주의화된 기독교의 점
진적 활성화(5장), 신종교정책의 등장과 사회주의형 기독교의 발전(6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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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를 확인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5) 실제로 남북 종교교류의 대상인 북한 종교에 대한 북한체제 내
‘공적’ 지위 부여와 종교 활동의 ‘공식성’ 확인은 우리에게도 남북 종교교류의 타당성과 그 역사적 전개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앞으로의 북한 종교 내지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바로 이와 같은 사회주의형 종교와의 공존 가능성 모색과 이를 위한
방법론적 탐색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3. 2000년 이후의 연구 성과
2000년 이후의 남북 종교교류는 1995년 북한의 큰물피해 이후 북한이 직접 국제사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호소함에 따라 남한 사회에서 이를 견인해내는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남과 북 모두 그 이전
의 정치적 성향을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직접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을 위한 방
북을 성사시키면서 분단시대의 한계를 뛰어 넘는 남북교류시대에로의 진입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6.15시대’를 수놓은 남북 민간교류와 맞물려 분단을 치유하고 화해
와 협력을 이끄는 실천적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남북 종교교류의 폭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실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에는 방북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방북 규모도 단체 방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7개 종단 협의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을 강력히 추진하고,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를 통해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KCR)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이끌어냄에 따라 이후 남북 종교교류는 한국종교계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무게감을 더하게 된
다.
2000년 이후 남북 종교교류에 관한 연구는 남북 종교교류의 폭과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남북 종교교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주목하여 그
전개과정과 의미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적 접근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문적 접근은 남북 종교교
류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적 요인 규명을 위해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와 북한 종교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
하는 심층적 연구와 연계되면서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특히 남북 종교교류와 민간교류를 통해 북한을 방
문하여 직접 북한 종교인들과 접촉하고, 북한의 종교 시설에서 공동으로 예식을 거행하는 등 직접적인 체
험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다양한 시선을 담은 방북체험기를 양산하게 되고, 이런 체험을 통해 갖게 된 북
한 사회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흐름을 반영하는 연구를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한 대표적 사례가 2002년 5월에 간행된 김흥수 류대영 공저인 북한종
교의 새로운 이해 이다. 이 책은 제1부에서 북한 종교의 역사와 현황을 다루고, 제2부에서 종교교류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2001년까지 다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6.15시대를
상징한 남북 민간교류로 그 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종교교류의 무게감이 다른 민간교류를 이끌어가는
5) 80년대 이후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에 따른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독교를 비롯한 북한 내 종교단체들에 대한 ‘공적’ 지위 부여가
뚜렷해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활동의 ‘공식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이다.(변진흥,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인간중
심철학의 대두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2,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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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는 북한종교
들이 “종교간 교류를 통하여 종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6)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남북 종교교류의 성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 종교교류는 이를 통해 북한 종교단체들이 북한 사회 안에서 공식성을 부여받고 있음을
외부세계에 알리고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내에서도 종교의 존재가치와 존재양식에 대
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7)
그러나 이처럼 남북 종교교류의 영향과 성과가 부각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단하고 평가하
는 수준에 머물 뿐 이를 넘어서는 연구 수준, 즉 평면적인 전개과정 서술과 현상적 의미 규명 이상의 다면
적 이해와 분석틀 제시를 통한 깊이 있는 접근과 함께 이를 통한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여 분단시대를 넘
어서는 일종의 ‘평화공존모형’의 적용 가능성 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분단시대의 규
정을 넘어서는 평화공존시대에 관한 이론 모형 탐색을 통해야 가능할 것으로 느껴진다.
어떻든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의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접근 양태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선 접
근 주체를 놓고 볼 때 개신교와 천주교 등 초기 남북 종교교류에 참여했던 주요 종단 중심으로 사료 정리
가 이루어졌던 2000년 이전 시기와 달리, 2000년 이후에는 남북 종교교류에 합류하게 된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접촉면 확대에 따른 사료 정리의 폭이 넓어졌고, 종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남북
종교교류 과정에 참여한 일반 종교인과 전문가들의 직간접적인 체험이 더해지면서 그 의미와 한계를 공
유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그 공유의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교류 체험의 일반화현상을 불러왔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함께 진행하는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부문별 남북
민간교류가 진전을 이루고, 남과 북의 대규모 대표단이 상대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TV와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까지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비록 ‘6.15시대’라고 일컬어진 이러한 직간접 체험이 김대중-노무현정부에
그치고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10년간 국민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분단시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든 대중적 체험의 기억은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정권의 변화와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종교교류를 꾸준
히 견인해 내고, 정기적으로 남북 종교교류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86년에 창립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2006년에 한국종
교인평화회의 20년사 를 발간하고, 2016년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0년사 를 발간했다. 2006년에 발
간한 20년사는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8)가 1991년 10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종교인
6) 김흥수 류대영, 북한 종교의 새로운 이해 , 서울: 다산글방, 2002, 307쪽.
7) 이러한 점은 2003년 당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으로 남북 종교교류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필자의 체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
하다. 당시 필자와 함께 남북 민족공동행사 차원의 ‘3.1민족대회’ 실무책임을 맡았던 북측 강지영 당시 조선종교인협의회 부위원장은
3.1민족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변 총장도 잘 알겠지만, 우리 북
쪽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은 남쪽과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은 남쪽의 종교가 힘이 있어서 우리도 이처럼 남북 공동행사를 주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는 우리로서는 예상 못했던 일이다. 이번 행사가 잘 마무리되면, 우리 북쪽에서도 종교에 대한 인식이
커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이번 3.1민족대회를 잘 치러내야만 한다.” 강지영의 말처럼 남북 종교교류의 성과는 북한 사
회에서의 종교 위상 정립에 큰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
8)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989년 5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주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 등 북한 내 4개
종교단체들을 포괄하는 종교연합기구로 발족하였고, 최덕신 정신혁 류미영 장재언에 이어 현재는 조선카톨릭교협회 강지영 위원장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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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북한종교계를 대표하여 범종단 차원의 남북 종교교
류가 이루어진 배경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소상히 기술하였고, 2016년에 발간된 30년사를 통해
“1991년 카트만두 ACRP 총회에서 시작돼 1997년 베이징 모임을 통해 본격화된 남북 종교인 교류는 남
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남북 종교인의 직접 만남이나 공동행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ACRP나 WCRP 같은 국제기구 행사
를 통한 만남을 중심으로 채워졌다.”고 평가하고, ①교류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재확인, ②‘상수’와 ‘변수’
의 명확한 분별, ③대중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2004년 12월에 발간된 종교연구 제37호에 실린 박광수 변진흥 정순일의 ‘남북 종교교류의 역
사적 전개과정 연구- 종단별 특성과 성과를 중심으로’는 남북 종교교류에 다가온 북한의 행태가 ‘북한의
대남전략적 공세적 접근’으로부터 ‘대북 지원 확보를 위한 수세적 접근’으로 변화되었음을 언급하고, 특
히 2000년 이후 전개된 남북 종교교류 전개과정을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각 종
단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남북 종교교류의 향후
과제로 ①종단 사이의 남북 종교교류에 관한 협력과 정보 교류, ②종교학 및 민족학 관련 학자들 간의 전
문적인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③남북 종교교류를 통해 체제 이념적 대립구조를 민족화해와 협력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 심화, ④북한체제 또는 이념과의 마찰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순기능을 도모하고 역기
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앞으로의 남북 종교교류 연구는 궁극적
으로 분단시대를 넘어 평화공존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먼저 남북 종교교류 과정에서 부각된 순기능을 증진시키고 역기능을 해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대
책 마련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남북 종교교류 성과에 대한 성찰과 현실적 과제
분단시대의 특징은 민족 분단과 분단 상태의 지속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분단과 이로 인한 민족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
장하거나 방치해왔다는 점에 있다. 이를 분단시대의 자기규정성이라 한다면 남과 북의 구성원들은 아직
도 스스로의 의식을 그 틀에 가두어놓게 만드는 무의식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민정권
과 참여정부를 거치면서도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맞게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지 못하
고, 오히려 남남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 종교교류를 포함한 모든 남북 민간교류는 언제나 자체 내에 내재해 있는 그 한계로
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 종교교류를 포함한 민간교류의 성과는 이런 한계 속
에서 분단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민족사회의 운명과 이를 규제하는 현실구조 사이에 위치한 구성원
들이 스스로의 입지를 자각하는 가운데 그들을 둘러싼 정치와 이념이 외면했던 민족의식을 스스로 회복
하고, 남북화해의 몸짓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분단 상처를 치유하여 민족의 하나 됨을 가능하게 하는 동
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찾아나갔다는 점에서 찾아질 것이다. 때문에 1980년대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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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종교교류, 그리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함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본격적인 민
간교류의 물꼬를 트게 된 ‘6.15시대’ 진입, 또한 이에 따른 노동 농민 여성 청년학생 학술 종교 등 각 부
문별 교류로의 확대9)는 일정 정도 분단시대의 자기규정성을 허무는 동포의식과 민족정체성의 상호 확인
을 경험하게 만든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남북 종교교류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이 1980년대 이후 민간통일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분단시
대의 질곡을 극복하는 선도적 역할을 보여주었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견
인해내는 한편, 6.15 민간교류협력시대 개막에 있어서도 민간통일운동 세력의 통합을 주도하여 민족공
동행사본부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종교가 지닌 보편
성의 힘이기도 하고,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괄하는 기독교가 지닌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원천적으
로 국제적 질서에 의해 강요된 분단질서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동력을 수혈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연구는 향후 남북 종교교류가 지금까지 보여 온 이러한 장점을 살
려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지렛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방
향 모색에 필요한 방법론적 접근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논의가 평화시대의
종교와 종교교류를 다루는 제2부에서 충실히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9) 6.15시대 민간교류를 특정지은 남북 민족공동행사와 이를 통해 펼쳐진 각 부문별 교류에 대한 내용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서 발간한 민족공동행사백서Ⅰ총괄편 (2000-2006.6.15.) 6.15와 함께 걸어온 2,190일 실천의 기록 (이하 민족공동행사백서Ⅰ 로
약칭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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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제2부 발표 1]

평화는 종교의 다른 이름이다:
안보딜레마에서 평화다원주의로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차 례>
들어가는 말: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
1.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딜레마
2. 안보들의 충돌, 안보딜레마
3. 안보다원주의와 평화다원주의
4. 한반도 안보트릴레마
5. 트릴레마의 돌파구
6. 뉴욕타임즈에 광고하고 BTS에 요청하라
7. 진짜 강한 이의 몫
8. 평화는 술어다
9. 종교도 술어다
나가는 말 : 감폭력의 길

들어가는 말 :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남북 및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북한을 주적으로 몰아가며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불편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대북 대화나 교류 혹은 지원 기사에 대해 인터넷
을 중심으로 험한 반대 발언들을 쏟아내곤 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나 반대의 심층 논리도 별로 없
이, 북한을 압박해서 두 손 들게 하라는 폭력적 심성이 크다. 나의 힘을 키워 너를 누르는 것이 평화의 길
이라는, 자기중심적, 파괴적 정서가 지배적이다. 이들은 자기 가족에게도 그런 태도를 적용할까. 이웃이
나 친지에게도 그런 태도로 일관할까. 왜 힘에 의한 적대를 평화의 이름으로 당연시하는 것일까. 간단히
답할 수는 없는 큰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평화의 이름으로 폭력을 조장하거나 구
조화시키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
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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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딜레마
신약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전을 지키는 동안 그의 소유는 평화 안에
있습니다(엔 에이레네).”(누가복음 11:21) 이천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평화’를 더 큰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더 큰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는 ‘안보’(安保, security)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지키는 자신의 소유물’처럼, 안보란 어떤 힘에 의해 무언가가 지켜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무언가 막아야 하는 외부의 힘 혹은 폭력적 상황을 전제한다. 실제로 사전에
서도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규정되며, 국방, 국제정
치, 외교의 주요 과제이다.
문제는 누구든지 힘을 이용해 다른 힘을 막으려는 데서 발생한다. 안보는 힘으로 나를 지키는 행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저마다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다보니, 힘들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한다. 갈등을 해
소하겠다며 다시 더 큰 힘을 추구한다. 역시 저마다 그렇게 한다. 저마다 힘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지속된
다. 그럴수록 실질적인 삶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안보가 ‘편안히(安) 보전(保)’되는 상태이기는커녕, 도
리어 불안(不安)의 계기가 된다. 서로가 힘을 키우면서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더 커진다. 안보에 대한
투자가 안보불안을 키우는 안보의 역설, 안보딜레마가 지속되는 것이다.

2. 안보들의 충돌, 안보딜레마
안보딜레마는 왜 발생하는가. 저마다 나의 안보만 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안보, 우
리의 안보가 있다면, 남의 안보, 너희의 안보도 있다. 그들의 안보도 있다. 안보는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여럿이다. 안보도 실제로는 복수이다. 하나의 안보(Security)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안보들
(securities)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마다 자신의 안보만 중시하면서 다른 안보와 충돌하는 것이다.
서로 충돌하는 안보들 사이의 자세, 안보들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성경이 전하는 이천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마따나, 오늘날에도 안보는 나의 소유를 지키고 키우려는 마음에 남이 나의 소유를 뺏어
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덧붙여져 있다.
이처럼 무장하고 나의 소유를 지킨다는 말은 누군가 나의 소유를 탐낸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런데 나
의 소유를 탐낸다고 여겨지는 상대방도 내가 자신의 소유물을 탐낸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
이자 적으로 여기는 상황, 마치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1)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안보가 충돌하고 안보가 불안의 원인이
1)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시민론』(De cive)의 서두에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이다(homo homni lupus)’라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리바이어던(Leviathan)』(1651)의 제1부 ‘인간론’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자유’를 일종의 자연권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힘’인데, 저마가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힘을 더 쌓기 위해 경쟁한다. 힘
을 쌓기 위한 경쟁에 허영심, 시기심, 불신감 등이 덧붙여지면서 힘의 경쟁이 격화되고, 결국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 상태’이며, 전쟁은 이 자연상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 개개인이 전쟁의 상태를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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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안보를 온전한 안보(대문자 Security)로 여기고 남의 안보를 나의 경쟁 상대이거나 마치
적처럼 생각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이다. 현실에서 사실상 대문자 Security는 없다.
특히 자국의 안보가 절대적이라는 국가 단위의 사고방식을 저마다 가지다 보니, 국가의 안보라는 이름
으로 국가가 더 불안해지는 모순이 발행했다. 정작 안보의 주체는 인간인데, 추상적인 국가 단위에서만
안보가 논의되어왔을 뿐, 인간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인간개
발보고서』(1994)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2) 요약하면 안보를 국가 단위
에서 인간 개인의 단위로 전환해, 인권, 환경(생태), 민주주의 등의 구현을 통한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평
화를 추구하자는 입장이었다. 국가안보의 내용을 그 구성원인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완하
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안보에 비해 문제의식이 한결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인
간안보조차 개인 단위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추구하고, 결국 힘에 의한 자기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안
보딜레마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단위의 주권을 개인단위의 인권으로 가져올 때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가령 ‘인권’을
자기중심적 ‘자권(自權)’으로만 상상하고, 남의 인권[他權]을 나의 다음으로 미루거나 하위로 두는 순간
인권이라는 이름의 억압이 발생한다.3) 인권(人權)은 나[自]와 너[他]의 권리를 두루 포함하는 언어이지,
나의 권리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을 인간에 대해 객체로만 생각하거나 인간의 배경
(background)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배경이 다시 인간에 도전해온다. 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배경이거나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는 더 큰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조차 반사회주의
혹은 절대적 자유주의처럼 오해되면 도리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다.

3. 안보다원주의와 평화다원주의
그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소문자 안보들(securities) 간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여러 안보들 간 조화, 수
용, 이해를 통해 ‘우산’과 같은 상위의 안보를 계속 추구해나가야 한다. 상위의 안보란 나와 너는 물론 우
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상태이다. 안보를 이룬다면서, 개인 단위에서든 국가 단위에서든, 안보 때문에 불
안해지는 역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평화를 대문자 단수(Peace)가 아니라 소문자 복수(peaces)로 이해하고서, 소문자 ‘평화들’ 간
의 상호 인정과 수용, 이해와 타협을 통해 대문자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평화다원주의(Pluralism of
Peace)’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적이 있다.4) 많은 이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원인의 하나를
위해 상호간 계약을 맺어 절대적인 주권자인 국가를 구축한다. 홉스는 그 국가를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괴물인 리바이어던이라 명명했
다.
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 New Dimensions of Human Securit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3) 이찬수, “自權에서 他權으로: 그리스도교적 인권론”, 영남대학교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 이론과 실천』 제4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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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적 평화주의’(ego-centric pacifism)로 명명하고서, 평화 역시 평화들이라는 복수성을 인정하
고 수용하는 곳에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취지였다. 평화 인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손을
맞잡는 그만큼 대문자 ‘평화’가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는 대화의 내용이자 과정이지 출발이나 전제가 아니다. 저마다 자신의 평화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평화
인 냥 내세우는 곳에서 평화라는 이름의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안보는 기본적으로 힘들의 대립을 낳는다. 평화를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해야 하
듯이, 안보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힘들의 균형, 대화를 통한 안보들(securities) 간의 타협의
과정을 통해 대문자 안보(Security)로 나아가는 길 뿐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을 저마다 조금씩 내려
놓는 것이다. 소극적 차원에서는 국내외 관련자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군축(reduction of
armaments)이고, 적극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및 인권의 실천이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운 삶이다. 국가 혹은 국방 단위의 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인류는 국가 단위의 안보불안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인간안보도 온전히 실현해본 적이 없다.
인간안보라는 것도 온전히 안전한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대문자 평화, 대문자 안보
는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 혹은 ‘불국토’처럼 영원한 이상과 목표의 형태로 존재한다.

4. 한반도 안보트릴레마
현실에서의 안보는 늘 딜레마에 처해있다. 일반적인 딜레마보다 더 복잡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구갑
우 교수는 ‘트릴레마’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 가령 ① ‘한반도 비핵화’, ② ‘한반도 평화체제’, ③ ‘한
미동맹의 지속’, 이 세 가지는 한국에서 모두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 즉 트릴레마라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 세 정책 목표를 모두 추구해야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라는, 즉 애를 써서 두 가지를 해결하면 하나가 더 꼬이는 모순적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당면과제 세 가지가 2대 1의 구도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한반도 비핵화와 ③한미동맹을 같이 지속하려면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 또는 전
쟁을 통한 북한붕괴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②한반도평화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③한미동맹을 동시에 지속하려면 북한이 핵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
으니 ①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①한반도 비핵화와 ②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려면
③한미동맹의 형태나 수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남한의 친미주의자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훼
손하지 않으려는 미국 주류의 입장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한미동맹의
방행과 강도를 수정했는데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형세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며, 형식논리상으로도 그럴 듯
하다.

4)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모시는사람들, 2016), 특히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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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릴레마의 돌파구
그러나 현실은 형식논리 안에 갇히지 않는다. 현실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렘마들’ 간 선택지도
있다. 그것은 안보가 안보에 대해 불안의 근원이 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안보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해소
되기 시작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최종 목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두 가지 렘마, 즉 디-렘마
(di-lemma)의 상황이나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이 보인다.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트릴레마, 즉 세
가지 렘마들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셋 가운데 최종 목적은 평화, 즉 ‘한반도평화체제’이다. 평화가 우선이자 목적이다. 비핵화와 한미동맹
은 어디까지나 평화로 가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본 뒤 누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관련자 모두의 몫이다. 하지만 그 중에도 관심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가장 원하는 이는 한반도 구성원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아쉬워하는 곳은 남한이다. 가
장 원하는 이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물론 북한도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이가 북한은 95%
이상, 남한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점만 보면, 북한이 평화를 더 원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70년
이상 행해온 독자적 정책의 원심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구미세계의 압박이
강해 평화를 향한 공식적 모멘텀을 찾기가 남한만큼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남한 정부가, 근본적으로는 다
수 국민이 먼저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남북 평화의 길과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공론화하는 것이 손을 먼저 내미는 기초이다.
이 때 한반도 평화의 추구가 세계의 다양한 평화 ‘목소리들’과 대립한다면 역시 한반도 평화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소모적 논리에 빠진다. 인류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여야 한다. 세
계의 다양한 평화 목소리들을 일단 인정한다는 목소리를 세계에 내야 한다.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준
상처를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뒤 한국이 할수 있는 만큼 무언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북한
과 세계의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트릴레마의 돌파구이다.
한반도 비핵화(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주요 과정이다. 전술한대로
한미동맹도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한반도 평화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주요 수단이다. 한미동맹 자체가 한
반도와 인류의 평화보다 궁극적일 수는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동맹 체제도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남한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 하여
금 북미대화에 더 적극적이도록 자극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뉴욕타임즈에 광고하고 BTS에 요청하라
하지만 동시에 이 지점이 사태를 풀어나가기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세상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
여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중심적이며, 미국의 대북관도 다양해서 한국 정부의 목
소리에 동일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존 볼턴(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처럼 극우에 가까운 강경
매파가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국무부장관) 같은 그 다음가는 우파가 있다. 미국 민주당 역시 동아시아에
서 미국의 입지를 흐려놓고 미국 내 트럼프의 입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대북 대화를 못미더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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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권이 담긴 정략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방적 정책으로 미국 내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취
약해진 트럼프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좌우협공으로 맥을 못 춘다. 미국 내 대북 대화가 시작은 되었으나
늘 좁은 문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자신의 정권과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늘 대북 강경
파의 자리에 선다.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흔들려 경제에 손상을 입히고 체면을 구긴 중국 시진핑은 한반
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그 ‘자주적’이라는
말 속에 미국이 한반도에, 특히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한반도 문제 해결도 늘 딜레마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열어줄 첫 열쇠는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좁게는 김정은을 다시 만나야 한다. 반북적 국제질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로 ‘뾰족한’ 대응적 외교에
익숙해진 북한에게 한국이나 미국적 여유나 협의의 국제적 관례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사태를 해결
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을 포함하여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나야 할 명분과 실리를 북한에 다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 트럼프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를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트럼
프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다. 미국인의 나라이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 언론에 평화를 위
한 감동적 전면광고를 해야 한다. 여러 차례 해서라도 미국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을 통해서도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전체에도 이
익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광고비는 제법 들겠지만, 그것이 유엔연설보다 효과가 몇 배 클 것이다.
BTS같은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의 청소년에게 평화의 감성을 심을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이 엄청난 광고비를 쓰는 이유는 결국 광고비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 아닌가.
손을 내미는 쪽이 진짜로 강한 쪽이다.

7. 진짜 강한 이의 몫
세 가지 렘마들 간 힘의 균형은 더 힘이 큰 쪽에서 한 발 물러서거나 문을 여는 데서만 이루어진다. 물
론 힘이 있는 쪽에서는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것이 힘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차선
은 가장 필요로 하는 쪽에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이 때 상대방이 물리치지 않을 정도로, 오판하지 않
을 정도로 손을 내미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펼치면서(서울올림픽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해서이기는 했지만) 러시아 및 중국 등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의 토대를 마련했던
일,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포용정책)을 주도했던 일,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군에 정책적으로 먼저 제안하면서 북한에게 올림픽 참가의 명분을 마련해주었던 일
등은 적절한 예이다.
물론 평화마저 자기중심적으로 상상하는, 본성에 가까운 습관 탓에 힘 있는 자가 힘을 일부라도 내려놓
는 일은 쉽지 않다. 남한의 극우 보수 및 대북 강경파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심리도 자기중심성
에 기반해 당장의 이익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남한 내에서조차 이른바 남남갈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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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과제가 간단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안보는 지난하고 장기적인 과정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고통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고통을 줄이는
데 동참하거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폭력을 폭로하고 줄여가는 데서만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힘 있는 자가(가령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힘의 원천인 국민 다수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화는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자기중심적 평화주의’에 담긴
평화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지속시킨다. 자신의 평화를 유일한 평화(대문자 평화)인 양 전제하는
태도는 사실상 폭력적이며,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유하는 평화론의 눈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다. 평화는
현실의 불공평과 그로 인한 아픔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저 내세우고 주장한다고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의 평화는 도리어 폭력에 공헌한다. 이것은 평화의 술
어성으로 다시 설명해보자.

8. 평화는 술어다
‘평화는 주어가 아니라 술어이다.’5) 가령 일반적인 규정대로 “평화가 전쟁이나 일체의 폭력이 없는 상
태”라고 해보자. 이 때, ‘평화’라는 주어는 ‘전쟁’, ‘폭력’, ‘없음’ 등의 술어에 의해서만 지시된다. 전쟁을
없애고 폭력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폭력을 삭제해가는 그만큼만 평화라는 뜻이다. 이것은 평화의 주 내용
인 정의의 문제를 가져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령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서는 “평화는 정의
의 실현”이라 규정하고 있다.6) 하지만 정의 역시 그 자체로 규명되는 당연하고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를 ‘모든 사물을 그에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는 능력과 의지’라 해설한 이래, 우리
말 사전에서도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런 식의 정의는 사물이 알맞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사회가 공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올바른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 정연한 상태에 이르려면 ‘법’과 법의 운용으로서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 때 법은
자의든 타의든 권력으로 인정받은 폭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
해 정해놓은 사회적 기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만든 장치가 아니다. 결국 평화는, 정의나
질서 같은 긍정적 언어로든, 전쟁이나 폭력 같은 부정적 언어로든, 평화가 아니거나 다소 거리가 있는 어
떤 것에 의해 설명되고 지시되는 운명에 처해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주어의 운명이고 한계이다. 주어는 술어를 통해서만 지시되는 세계이다.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개념 아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다. 인식의 지평 자체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도리어 술어에 종속적이
다. 주어에 해당하는 영어 subject가 ‘종속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리적 경
험의 소산이다.
5) 이찬수, 앞의 책, pp.42-49.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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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평화든 안보든 자신의 입장을 술어의 자리에 둘 때에만 평화가 되고 안보가 된다. 자신의
입장을 주어 혹은 목적과 동일시하는 순간 주어도 사라진다. 술어의 자리에 둔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여러 가지 기능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어학자 소쉬르가 언어를 ‘기표’와 ‘기의’로 나
누어 설명하듯이, 평화도 평화 자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질적이면서 다양한 현실들을 구분하고 현실
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만 모습들 드러낸다. 사회적인 공동 규칙에 따라 언어 활동(랑그)이 이루어지
는 것 같아도, 개인들의 발화 행위(빠롤)는 다르다는 소쉬르 분석도 이와 통한다. 발화 행위는 발화의 본
래적 의도나 그 자체만큼 전달되지 않는다.7) 평화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하고 구현해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평화다원주의’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평화와 안보라는 이름으로 얽힌 딜레마 혹은 트릴
레마의 상황이 해소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9. 종교도 술어다
이것은 종교이론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종교간 대화와 상호 인정을 통해 그 궁극적 세계에
다가서고자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자세는 특정 종교, 내지는 종교적 표현들의 술어성을 인정하면서 성립
된다. 종교의 필연적인 운명이기도 하거니와,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가치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과 행위를 통해 지시되고 지향되는 종속성과 다원성을 면하지 못한다.
‘신학’에서의 ‘신’(theos) 역시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하는 말의 형태(logos)로 존재한다.
자신이 의도한 평화만이 절대적일 수 없듯이, 신도 표현상의 다원성과 언어적 종속성을 면치 못한다. 이
것은 신의 존재 방식이 다양하며, 특정 말이나 이야기로 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양한
종교적 표현들은 그 종교를 낳은 인간의 내적 경험을 지시한다는 종교학자 캔트웰 스미스의 지적도 마찬
가지이다. 사원, 경전, 교리, 의례, 제도 등 종교의 외형적 측면은 그 자신보다 더 크거나 더 깊은 세계를
지시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8) 그 자체로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 누군가 주어처럼 상상하는 그것은
늘 술어에 의해 지시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더 깊고 더 큰 세계의 운명이다.
평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장들, 즉 평화들을 일단 긍정해야 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쪽이 주
어로서의 평화에 먼저 다가서며, 평화를 먼저 연다. 이미 남북 간에도 힘의 균형이 동일하지 않은 마당에,
더 큰 힘이 먼저 대화와 만남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열을 가진 이는 하나를 줄 수 있지만, 둘을 가진 이
가 하나를 내놓는 것은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약한 쪽으로 먼저 나아가는 대화와 만남이 가
장 평화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힘 있는 쪽에서 먼저 인식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인식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오랜 자기성찰 과정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
화의 문제는 일단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이기는 하되, 정치적 전략가나 행정적 전문가들만의 몫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길은 자기 자신을 술어의 자리에 위치시킬 줄 아는 인문적 겸손함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더불어 그 정신을 체화한 모든 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7) 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옮김, 『일반 언어학 강의』(서울: 민음사, 2006), p.166.
8)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성사적 상징으로서의 종교”,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분도출판사, 1986), pp.3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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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 감폭력의 길
앞에서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라 규정했다. 한 마디로 “감폭력(減暴力, Minus- violencing)의
과정”이라고 더 요약해볼 수 있다. 그 과정은 누군가 어디선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의 원인이 되는
폭력을 축소시켜가는 모습에서 구체성을 입는다. 이러한 과정은 거룩한 작업이기도 하다. 넓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평화의 길에 민족간, 교단간, 국가간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주
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고 예수가 말했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가 힘에 의
한 자기중심적 평화라면, 내가 주는 평화는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의 원인인 구조적 폭력을 축소해가는 과
정이라 해설해도 오해를 살 것 같지는 같다. 소문자 ‘평화들’ 간 대화를 통해 대문자 ‘평화’를 드러내고,
자기중심적 안보를 넘어 모두의 안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폭력을 줄여 그만큼 평화를 세워가는 감폭력
의 길이다. 종교가 평화와 만나고 종교 연구가 평화 연구의 다른 이름이어야 할 오늘날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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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제2부 발표 2]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신광철(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이 글은 한국종교학회 2019년 춘계 학술대회를 위한 발표문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추후 작성할 논문을 위한 기초 작업
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차 례>
북한종교 연구의 저변
북한종교 연구의 지점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의 방향
※ 북한종교 관련 박사논문 목록
※ 북한종교 연구 논문 목록

[북한종교 연구의 저변]
북한종교 관련 연구 분야의 학문적 정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박사학위
논문 배출 상황일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검색(2019년 5월 20일 기준) 결과 북한종교 관련
박사논문은 총 20편에 달했다.(글 말미의 ‘북한종교 관련 박사논문 목록’ 참조)
북한종교 관련 박사논문을 학문 분야별로 분류하면, 신학 11편, 북한학 5편, 종교학 2편, 철학 1편, 신
문학 1편으로 신학 분야가 55%, 북한학 분야가 25%로 두 분야의 논문이 전체의 80%를 점한다. 신학 분
야 논문 11편중에서 상담심리 영역의 논문 1편을 제외한 10편이 모두 선교학 영역이거나 다른 영역이더
라도 선교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선교적 관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학 분야에서
5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북한종교 연구가 북한학의 주요 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학과 철학 분야의 논문의 경우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인간중심철학의
대두를 중심으로 북한 종교지형의 변화를 고찰한 변진흥의 연구와 ‘국가종교’의 지점에서 북한의 주체사
상을 논의한 정대일의 연구는 북한종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어떤 분야가 학문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사논문뿐만 아니라 그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 아래 [북한종교 연구의 지점]에서 분석할 130편의 논문과 위에 소개한 박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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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편 중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로는 김병로(5편), 김흥수(8편), 류성민(4편), 박광수(3편),
법타(신광수, 5편), 변진흥(4편), 윤현기(3편), 정대일(3편) 등이 있다. 김흥수, 류성민, 변진흥은 북한종
교에 대한 담론 구축 및 이론 형성에 기여를 하였으며, 박광수, 법타, 윤현기는 북한종교에 대한 실천적
연구에 기여를 하였다. 정대일은 북한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진 학자로서 북한종교 연구의 체계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종교 연구의 지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교육원(e-article) 검색
(2019년 5월 20일 기준) 결과 북한종교 연구논문은 총 130편에 달했다.(글 말미의 ‘북한종교 연구논문
목록’ 참조) 130편의 북한종교 연구논문의 주제는 연구사적 검토(A, 괄호안의 알파벳과 숫자는 주제별
논문 편수 확인 및 부록으로 첨부한 목록의 분류를 위한 기호로 활용한 것임), 북한의 종교정책(B), 북한
체제 이해(C), 북한 종교 이해(D), 남북 간 평화 사회통합과 종교의 역할(E), 남북 간 종교교류(F), 북한
포교 선교(G), 북한 이주민(H)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천착되어 왔다. 북한 종교 이해 논문은 북한 종교
일반(D-1), 기독교(D-2), 불교(D-3), 유교(D-4), 동학 천도교(D-5), 원불교 관련 연구(D-6) 등으로 이
루어져 왔다. 주제별 논문 편수는 <표1>과 같고, 북한 종교 이해의 세부 주제별 논문 편수는 <표2>와 같
다.

주제

A

B

C

D

E

F

G

H

합계

편수

6

12

13

40

16

11

15

17

130

<표 14> 북한종교 연구 주제별 편수

세부주제

D-1

D-2

D-3

D-4

D-5

D-6

소계

편수

7

16

11

1

4

1

40

<표 15> 북한종교 이해 세부 주제별 편수

주제별 북한종교 연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은 북한종교의 이해(D)로 40편에 달했다. 이는
북한종교 연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상 파악 및 분석이 핵심 과제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종교정책(B)과 북한 체제 이해(C) 역시 현상 파악 및 분석을 주요 논제로 삼는다는 점에
서 비슷한 연구 관심을 보여준다. 북한의 종교정책(B) 및 북한 체제 이해(C) 영역의 연구는 연구 밀도 부
분에서 강세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종교의 이해(D), 북한의 종교정책(B), 북한 체제 이해(C)를 합
하면, 총 65편으로 전체 연구의 50%를 점한다.
북한종교의 이해(D) 영역은 세부적으로 볼 때, 기독교(D-2)와 불교(D-3)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
독교 연구는 정체성 및 실상 파악 중심으로, 그리고 불교 연구는 문화재 등 문화유산 중심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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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북한종교의 이해(D) 영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 종교 일반(D-1)에 대한 연구이다. 비록 기초
적 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종교에 대한 전체적 종합적 이해는 북한종교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될 것이다.
남북 간 평화 사회통합과 종교의 역할(E) 연구와 남북 간 종교교류(F) 연구는 북한종교 연구의 실천적
지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다수의 연구가 자료 부족, 정치 상황 등의 이유로 심층적 수준
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 포교 선교(G) 연구는 원불교교화를 다룬 논문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선교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분야 연구는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을 대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남한 기독교사적 시
각에서 북한 선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이주민(H) 연구는
북한종교 관련 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탈북민에 대한 종교적 복지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의 방향]
박사논문 20편, 일반논문 130편 발표라는 연구 성과를 볼 때, 북한종교 연구는 연구 분야로서의 지점
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북한종교 관련 단행본과 보고서
등을 포함하면 분야 연구로서 북한종교 연구의 위상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
고, 저간의 연구 상황을 정리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균
열 이원봉 송승호(2009)에 의해서 북한종교 연구의 동향 분석 및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양
적 평가가 수반된 것은 아니었다.
금번 발표를 통해서 북한종교 연구 성과에 대한 양적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각 논문들에 대한 질적 평
가를 결부시킨 최종 논문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겠지만, 현 단계에서 몇 가지 잠정적인 분석 결과
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북한종교 연구는 주로 현상을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 현상에 대한 대
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분단 상황으로 인한 자료의 부족, 관점의 제한, 발표 공간의
한계 등 제약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연구 상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평화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약
을 극복하고 보다 학문적인 북한종교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종교 연구의 가장 큰 흐름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도 언급할 필요
가 있겠다. 이는 분단 시대 북한종교 연구가 현실적 ‘지원’ 체계 혹은 의식과 연동되어 전개된 측면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북한 사회와 주민에 대한 ‘내적’ 맥락 분석 없이 그들을 포교 혹은 선교의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는 공허함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활성화되
고 있는 북한 이주민 관련 연구는 북한종교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북한종교 연구
의 외연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주목된다.
최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분단시대에서 평화시대로!”이다.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분단시대 북한종교 연구의 패러다임은 현상 파악 및 적절한 대응에 있었다. 이는 북한종교를 객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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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적 시각에서 다룬 것이었으며, 주관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의 패
러다임은 북한종교를 주체 혹은 구체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토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접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주관적 관점의 쌍방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분단시대 북한종교 연구는 거대 담론 내지는 거시적 접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는 구체 담론 내지는 미시적 접근을 통한 주체 혹은 구체적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미시적 연
구의 축적은 평화시대 북한종교 연구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기초 작업이 되어 줄 것이다.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이 북한종교 연구의 난관 돌파의 첩경이 될 것이다.
연구의 제약조건 및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저간의 북한종교 연구가 ‘정책적’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점
도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북한종교 연구의 저변]을 정리하면서 전문적 연구자 그룹의 필
요성을 논한 바 있다. 신진 북한종교 전문가 그룹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 이병박 박근혜 통
치 시기 남북관계와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종교 연구가 더 이상 정권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평회시대에 있어서는 북한종교 연구가 ‘정책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종교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술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평화시대 활
발한 북한종교 연구의 장(場)이 될 학술적 모임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북한종교연구회’가 되든
‘북한종교학회’가 되든, 평화시대 북한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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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종교학과 융합종교학의 모색

심형준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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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분과 발표 1]

동아시아문명과 조선후기 진경문화1)

- 동아시아 신중세화체제 모색을 중심으로 -

전홍석 (원광대, HK+ 연구교수)

<차 례>
Ⅰ. 이끄는 말
Ⅱ. 전통시대 중화 세계시스템
1. 동아시아 전통적 문명
2. 중세화: 중화 공공성
Ⅲ. 조선중화주의: 진경문화
1. 주자성리학과 조선중화의식
2. 조선성리학과 진경문화
Ⅳ. 끝맺는 말

<요약>
본 논고는 21세기 혁신적인 ‘동아시아학’ 정립과 함께 동아시아체제의 전환이라는 거시구도 속에서 근
대 국가주의적 세계시스템을 초극하는 동아시아 ‘국제 공공성’ 창출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즉, 21세기 동
아시아체제의 모델을 근대화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탈근대적 ‘중세화’로 설정하여 18세기 한반도 ‘조선성
리학

진경문화’의 재발견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의 문화적 전범(和而不同)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글은 문명공동체 단위의 ‘중세화론’에 토대하여 서구적 근대성이 문명 개념에 적
층되기 이전 그 원의에 함의된 ‘중화’가 동아시아의 중세 세계시스템과 대응되고 이러한 중세 중화보편주
의 가치관이 정치체제인 책봉, 공동문어인 한문, 보편종교인 유교로 구현된 자기 완결적인 세계가 바로
‘동아시아문명’임을 논구했다. 이와 함께 중화사상이 송대 성리학에서 춘추 존왕양이尊王攘夷라는 도
덕률과 결합하여 중세 보편적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과 역사상황을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동아시아 중
세 후기 ‘중화 공공성’은 당시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에 시달렸던 한족왕조의 시대적 정황과 맞물려 ‘인도
仁道정신’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원심적인 ‘세계주의’보다는 ‘의리義理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이고 구심적
인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진 것이 그 특징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주자성리학 차원의 춘추의리적 ‘중화’
1) 이 논문은 필자의 졸고 동아시아 모델의 전환: 중세화론과 진경문화 ( 조선시대 공공성 담론의 동학 (황태연 외), 성남: 한국학중앙연
구원 출판부, 2016) 중에서 ‘3장’의 내용을 확대 발전시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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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은 도학사상의 수용과 함께 조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영ㆍ정조대의 문화 황금기 ‘진경시대’는 조선성리학이 고양시킨 문화자존의식, 곧 조선이 세계에
서 가장 뛰어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조선중화주의’ 현양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인들은
중화보편주의를 주체화하여 문명의 주변의식에서 탈피했고 민족문화를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를테면 동
아시아 중화민족주의의 한 형태인 ‘조선중화주의

진경문화’는 민족문화의 특성인 ‘이夷’가 중세 동아

시아문명의 보편적 규범인 ‘화華’를 포섭하여 성취해낸 한민족공동체의 탈주변화를 표상한다. 여기에는
또한 ‘서로 다르면서 화합하는 삶의 방식’이자 ‘다양성 속의 조화’를 지향하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문명
철학, 즉 공자의 화이부동和而不同, 정주程朱의 이일분수理一分殊, 율곡의 이통기국理通氣局이 구현되어
있다. 한반도의 진경문화는 ‘중화보편주의(理一)’가 역내 제반 민족문화로 전이되어 ‘문화다원주의(分殊)’
를 이룩한 ‘동아시아 중세화(理一分殊)’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동아시아의 문명 아이덴
티티 ‘중화’가 원천적으로 국가주의로 환원될 수 없음을 적시해준다. 이 제반 사항에 비추어볼 때 18세기
조선의 진경시대와 그 문화는 오늘날 동아시아 평화연대체 건설의 귀중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현재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중세화, 문명공동체, 중화공공성, 주자성리학, 조선중화주의, 조선성리학, 진경문화

Ⅰ. 이끄는 말
본 연구는 새로운 ‘동아시아학’ 전망 차원에서 문명적 가치와 그 의미를 중시하는 탈근대적 ‘중세화
(medievalization)론’에

기초한다.2)

본래

이

신중세화체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세계화

(Globalization)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의 국제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출현했다. 이 이론은
1960 70년대에 아놀드 월퍼스(Arnold Wolfers), 헤들리 불(Hedley Bull)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헤들리 불은 장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시스템의 하나로서 ‘새로운 중세’를 제시했다. 이러
한 ‘신중세화체제’는 문명공동체 범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잇는 거시적 구도의 결합조직이자 생태학적
관계망을 긍정하는 ‘다양성 속의 조화’를 지향한다. 그 핵심은 세계화의 원심력과 국민국가의 구심력에
대한 균형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오늘날 ‘보편적 세계성’과 ‘특수적 지역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중세화 과정의 재발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의 주창자들로서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가장 창조적인 철학자로 평가되는 자오팅양(趙汀陽),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
치학자 타나까 아끼히꼬(田中明彦), 국내에서는 동아시아학의 노학자 조동일 등이 눈에 뛴다.
소위 이 신중세화 이론은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 모색과 새로운 동아
시아의 ‘평화공동체’ 창출을 위한 지침과 모델로서의 많은 지적 영감을 제공해준다. 무엇보다 유러피언
드림(European Dream)으로 대변되는 유럽연합(EU)의 실체가 이 ‘신중세화체제’에 기초한다는 점은 특
2) 근대화는 ‘modernization’의 번역어로 등장한 말이다. 근대화는 그 진원지가 서구라는 점에서 유럽문명권에서 먼저 이루어진 논의를
그 용어와 함께 수입한 것이다. 그런데 중세화를 뜻하는 ‘medievalization’은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에는 없는 말이라고 한다. 그런 까
닭에 일각에서는 동아시아의 용어 중세화를 medievalization으로 번역해 사용해야 함은 물론 동아시아학계가 앞서서 ‘중세화론’을 개
척하고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 파주: 지식산업사, 2010,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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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만하다. 이러한 탈제국주의적 중세화론과 연관된 ‘동아시아 정체성(identity) 구축’은 구심력으로서
의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 공공성 영역인 ‘중화中華적 세계시스템’을 현대 문명학적 차원에서 재구성
하려는 연구노력과 상통한다. 여기에는 탈전통을 기획했던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거대담론의 해
체가 상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중세화의 모색은 “그동안 전통문화가 근대라는 담론이 선
험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의미를 박탈당했다면 탈근대의 문제 틀은 이러한 근대의 선험적 전제들을
해체함으로써 전통과 근대의 새로운 접합 내지는 가로지르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3)는 견해를 포
괄한다.
오늘날 동아시아인들은 혁신적인 동아시아의 ‘국제 공공성’ 모델로서 탈근대ㆍ탈제국주의적 ‘동아시아
중세화론’을 적극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화보편주의’를 현재화하고 재창안하여 궁극
적으로는 동아시아문명권의 여러 지역문화들이 평등하게 교류하고 공존하는 연대적 가치의 ‘문명생명주
의’로 수렴해야 한다. 역사상 ‘중화’의 의미 구성체는 전통문화의 현재성과 관련되며 그것은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그 연대감을 추동하고 강화하는 역내 공통된 문명ㆍ문화소로 작동해왔다. 본 논고에서는 전통
시대 동아시아세계의 ‘국제 공공성’과 관련, 동아시아문명의 보편적 규범인 ‘중화’가 특수적 소단위체인
제반 ‘민족문화(夷)로 전이되는 궤적을 추적하여 이 양자의 문명학적 조응(和而不同)과 그에 따른 역내 개
별문화권의

탈주변화

과정을

조선후기

한반도

‘조선중화주의

진경眞景문화’에서

재현

(representation)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편과 특수가 조율되는 ‘동아시아 중세화’의 현재성을 정식화
하려고 한다.

Ⅱ. 전통시대 중화 세계시스템
1. 동아시아 전통적 문명
원래 ‘문명’은 어원상 중화 지향의 ‘전통성’과 서화(西華, 서구) 지향의 ‘근대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적
층위를 구성하는 개념이다. 동서양의 문명 개념은 이상을 향한 진보 혹은 개조를 긍정하고 이적夷狄과 야
만이라는 절대적 타자를 상정하는 차별기제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강력한 가치영역인 교(敎, 유교ㆍ기독
교)를 통해 물질, 이익과 관련된 영역을 강력히 규제한다거나 그 개념의 내용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들, 즉
문화, 지역, 종족, 인종이라는 범주 역시 흡사하다.4) 다만 현재 통용되는 ‘문명’ 개념은 통상 동아시아의
고유어가 아닌 역내 국가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채용한 서구 근대성 그 자체의 속성을 지닌
‘Civilization’의 번역어로 이해된다. 서구의 근대에 탄생한 이 용어는 1870년대에 일본에서 문명으로
번역ㆍ소개되었고 조선에서는 1880년대 이후에 개화와 짝을 이루며 부각되었다.
이를테면 19세기 후반 조선에 이 번역어가 도입되면서 문명은 보편문명과 서양문명을 동시에 지칭하
는 말이 되었고 문명 일반의 지위를 빠르게 획득해나갔다. 1890년대 이후에는 위정척사衛正斥邪 계열의
지도자들도 문명을 보편술어로, 중화나 서양을 특수문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명이 동서양을

3)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 서울: 푸른역사, 2007, 54쪽.
4) 이경구, 중화와 ‘문명’ 개념의 내면화와 동일시 , 개념의 번역과 창조: 개념사로 본 동아시아 근대 , 파주: 돌베개, 2012, 16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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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표준이 되자 종족적ㆍ지리적ㆍ문화적 성격이 혼재했던 중화 개념 가운데 보편문명의 의미는 축
소되고 단순히 국가 개념으로서의 중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5) 이와 맞물려 개화론자들이 중국을
반개半開나 미개未開로, 그리고 서양을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현실문명의 기준마저 바뀌게 되
었다. 이로써 서구문명 자체가 ‘보편문명’이라는 인식의 생성이 빠르게 진전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신중세화체제’ 전환 모색은 대단위의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명의 전통적 개
념사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중화 세계시스템의 태동과
관련, 중국 고전문화의 창달시기 출현한 중하中夏, 중화, 중국 등의 명칭이 갖는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중中’은 지리적ㆍ문화적으로 중앙의 의미를, ‘하夏’는 중국 최초의 왕조 문명이 발생한 ‘하’ 지역 내
지는 ‘크다(大)’라는 뜻을, 그리고 ‘화華’는 찬란한 문화라는 의미를 각각 내포한다. 여기에 근거해보면 중
화, 중하, 중국의 개념들은 대체로 ‘문화가 찬란한 중앙의 큰 나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6) 고대 중
국인들은 하夏ㆍ은殷ㆍ주周 삼대에 이룩한 찬란한 문화와 강대한 힘을 배경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자 유일한 선진문명임을 자처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찬란한 선진문화를 창달한 중국 고대 성인聖人
의 ‘문덕文德이 찬연히 빛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문명의 초기 용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로 유교문헌에서 발견되는 ‘문명’의 초기 용례들은 고대 성왕聖王들의 위대한 덕을 칭송하는 형용사
적 서술어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문명’의 동아시아적 어원은 중원의 문명을 개창한 유교계열의, 즉 내성
외왕內聖外王의 성인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 즉 고전적 ‘문명’ 개념이 도출된 요堯ㆍ순舜에서
공자孔子로 이어지는 성인의 계보는 사실 한문漢文문명권이라는 동문同文세계를 중심으로 중국 고대의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문명은 중국역사의 실체로서 중국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중국=세계 중
심=문명이라는 등식의 문명론적 개념이 성립한 것이다.8) 결국 전통적 문명의 핵심은 성인의 도와 연결된
중국적 세계관, 곧 ‘중화’9)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된 동양적 문명, 즉 ‘중화’ 개념은 유교가 한
대漢代에 국학으로 채택됨에 따라 한漢 국가 자체의 의미로 한정되는 등 중국 역대 왕조의 정치이념으로
확립되었다. 특히 동중서董仲舒에게서 문덕은 중화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왕화王化, 덕화德化, 성화聖化는
그것의 확산을 가리키는 용어였다.10)
이와 같은 전통적 문명 개념에 기초해서 재차 동아시아 문명공동체적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민족국가
단위의 근대화론이 문명의 서구적 개념에 기초한다면 문명공동체로서의 중세화론은 문명의 ‘동양적 개
념’ 상에서 관측된다. 근대민족주의 형성의 모태가 되는 원형적인 민족이 전근대에도 실존했던 것과 마찬
가지로 금세기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을 위한 원형적인 동아시아는 문명의 전통적 범주인 ‘중화’ 관념 속에
지속되어왔다. 중세는 권위와 권력의 분리, 주체의 다양성, 이데올로기의 보편성,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병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동아시아문명에 한정해보면 서구
5) 이경구, 중화와 ‘문명’ 개념의 내면화와 동일시 , 25쪽 참조.
6)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 서울: 신서원, 2003, 121～122쪽 참조.
7) 書經 , 堯典 , “欽明文思”; 書經 , 舜典 , “濬哲文明”; 周易 , 乾卦文言 , “見龍在田, 天下文明”; 周易 , 大有彖傳 , “其德
剛健而文明, 應乎天而時行.” 전홍석, 조선후기 국제 공공성 변동과 홍대용의 문명생태주의 담론: 21세기 ‘생태 문명관’ 모색을 중심으
로 , 동서철학연구 제6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110～111쪽 참조.
8) 임형택,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 지성사를 읽다 , 파주: 돌베개, 2009, 21～22쪽 참조.
9) 中文大辭典 에서 ‘화華’를 찾아보면 “帝舜曰重華”( 書經 , 舜典 )를 용례로 들면서 역시 옛 성왕의 “문덕文德”으로 풀이하고 있다.
10) 신정근, 동중서(董仲舒): 중화주의의 개막 , 서울: 태학사, 2004, 79～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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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대 세계시스템이 동아시아에 침투하기 이전 이곳에 존재했던 중세 ‘중화적 세계시스템’에서 발견된
다.
유교문명권의 동아시아는 농경사회를 토대로 평화공동체를 이루어 공존하는 ‘중화’라는 문화질서를 유
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중세 유럽세계가 보편적 교회 개념인 가톨릭(Catholic, 이 말은 본디 ‘보편적’
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카톨리코스katholikos에서 유래한다)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동아
시아세계는 유교와 접맥된 ‘중화보편주의’ 신념체계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 중화보편주의는 전통시대 동
아시아인들이 근거했던 삶의 가치와 신념의 지향을 규율하는 보편적 규범성을 띠었다. 중화적 가치를 동
아시아의 국제 공공성으로 명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문화 이념으로서의 중화는 선험적으로
중국과 결합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주로 ‘중국’을 통해 현현되었다. 한대에 등장하여
당대唐代에 확립된 이 중화주의는 동아시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선진국인 중국이 중화를 자처하면서 책
봉冊封, 조공朝貢 관계를 통해 주변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관철되었다.
이처럼 ‘중국’이란 오늘날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 개념이 아니라 동아시아대륙의 중심부 중원(中原황
하黃河 중ㆍ하류 지역)을 지배하는 왕조, 즉 책봉의 권한을 가진 천자天子의 제국임에 유념해야 한다. 더
욱이 그 왕조의 지배민족 역시도 역사상 한족漢族만이 아니었고 선비, 거란, 여진, 몽골 등의 다른 여러
민족도 함께 포함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가는 특정한 가문이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왕조의 형태로 존재했다. 예를 들면 한漢은 곧 왕조의 명칭이며 국가의 칭호였다. 그러나 중국
은 국가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원이라는 특정한 활동 공간에서 ‘중화’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특정 ‘역사공동체’의 명칭이었다.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와 중국에서 출현하여 중
국을 지배하는 국가는 서로 긴밀한 관계 하에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일치되는 역사적 실체는 아니었다.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에 역사공동체를 의미하는 ‘중국’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이후 전통시대가 끝날 때까
지 중국에서는 국가와 역사공동체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11)
이러한 의미맥락에서 김한규는 최근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전쟁, 즉 티베트 귀속문제와 고구려
사 귀속에 관한 논쟁은 쌍방 모두가 ‘국가’와 ‘역사공동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무의미한 혼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이 제반논쟁에서 발견되는 국가 간의 관계와 역사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일치시키
려는 태도는 동아시아세계의 역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이
다. 말하자면 역사상의 동아시아세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한 역사공동체를 지배하거나 한 역사공동
체가 한 국가를 건립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국가가 한 역사공동체를 분점하거나 복수의 역사공동체를 한
국가가 통합 지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김한규는 중국인들이 변강
邊疆이라 부르는 것의 역사적 실체가 복수의 독립적 역사공동체였음을 통찰하고, 현재의 ‘중국’이 역사상
의 여러 역사공동체 위에 구축된 역사적 허상임을 간파하여 하나의 ‘중국’을 여러 역사공동체로 해체ㆍ분
석하지 않는 한, 전통시대 동아시아세계의 구조적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한
다.12)

11) 김한규,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 서울: 소나무, 2005, 10쪽 참조.
12) 김한규,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 5～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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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화: 중화 공공성
현대의 문명론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의 근대적 개념이 ‘서구중심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면 문명의
전통적 개념은 중국적 세계질서인 ‘중화주의’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그런데 전통시대 중화주의는 공자의
춘추春秋정신을 통해 동아시아의 현실역사에 투영되고 기능했다. 중화의 문물을 보유한 문화국가 ‘주周
왕실’을 높이고 야만인 ‘이적’을 물리친다는 공자의 춘추대의大義가 그것이다. 이 화이론華夷論적 춘추사
상은 크게 보아 ‘인도仁道정신’과 ‘의리義理정신’을 동시에 내포한다. 그러므로 인도정신을 발휘하여 관
용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의리정신을 진작시켜 불의를 비판하고 부정에
대항함으로써 강한 자주의식을 확립할 수 있었다.13) 역사상 전자는 문화가 열등한 국가와 민족을 포용하
여 대동大同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일통大一統의 개방적 ‘세계주의’로, 후자는 불의하고 부당한 외세
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주적 ‘민족주의’로 나타났다.
중화 관념은 발생적으로 민족중심주의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자국이 문화세계에 있어 가장 우수하다
는 문화적 우월성에서 미개한 주변의 이적세계를 예禮적 질서 속에 편입하여 문화의 은혜를 입힌다는 이
른바 개방적 세계주의 지향을 내포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이념상 국가, 민족에 의한 영역이나 국경을 초
월한 ‘천하天下’만이 존재하게 되므로 화이내외華夷內外의 구별 또는 존내비외尊內卑外에 표상된 영역성
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고 천자의 덕화나 교화를 통해 항상 확대되는 성격을 가진다.14) 그런가 하면 이 세
계관에서 중국이란 문화가 발생ㆍ발전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른 곳이며 이적이란 황복荒服, 즉 문화
의 불모지로서 중화문화의 세례를 받아 한화(漢化, 중국화)되어야 할 곳이었다.15) 이런 견지에서 중화주
의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중화제국주의 이면에는 문명(中華)
과 야만(夷狄)을 구분, 타민족을 타자화하여 야만시하는 차별기제가 존재한다. 소위 ‘화이華夷’ 이분법은
근대적 대국주의 관념으로 굴절되어 중국인에게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중화체계가 동아시아 국제 공공성으로서의 현재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문명적 역기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화와 이적을 구획하는 문명 이분법에 대해 ‘이
夷’는 ‘화華’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의 정당성과 그 존립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불가결한 존재라
는 이성규의 지적은 적확하다. 더불어 강자에게는 관용의 미덕과 문명 보급의 의무라는 명분으로 지배의
논리를, 힘의 한계를 인식한 자에게는 절제의 논리를, 약자에게는 보편적인 문명 가치에 대한 참여와 그
수호란 이름으로 복종의 논리를, 단절과 고립을 원하는 자에게는 외外ㆍ타他ㆍ이異를 이적=금수로 여기
며 배척 또는 저항할 수 있는 논리를, 정복과 팽창을 원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통합의 원리를 모두 제공하
는 중화사상은 너무나 저급한 ‘상황의 정당화 체계’에 불과한 것일지 모른다는 비판은 곱씹을 만하다.16)
이와 같은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중화보편주의의 가치관이 중세 동아시아의 정치구조였던 책봉(조
공)체제와 함께 공동문어인 한문과 보편종교인 유교사상으로 구현된 세계가 다름 아닌 ‘동아시아문명’임

13)
14)
15)
16)

오석원,
박충석,
김한규,
이성규,
참조.

한국 도학파의 의리사상 ,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47쪽 참조.
한국정치사상사 , 서울: 삼영사, 1982, 61～62쪽 참조.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 11쪽 참조.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엮음),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115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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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구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문명일반론에서 보면 세계의 문명은 일원적 보편주의 가치관을 이룩한, 즉
책봉체제, 공동문어, 보편종교를 본질로 하는 ‘중세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성되었다. 현존하는 인류의
모든 문명권은 중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중심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고대문명이 아무리 위대하
다고 할지라도 중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된다. 고대문명은 좁은 지역 특정집단의 독점물
이지만 중세문명은 그 고대문명을 원천으로 삼아 보다 넓은 지역 포괄적인 영역에서 다수의 집단이나 민
족이 동참해서 이룩한 합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마련한 유산이 중국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여러 민족의 동참으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게 발전해 동아시아문명이 이루어졌다. 중국문명
이라는 말은 고대문명을 일컬을 때 쓸 수 있지만 중세문명은 동아시아문명이라고 해야 한다”17)는 논법이
성립 가능한 것이다.
근대성으로 상징되는 전 지구 규모의 세계가 출현하기 이전, 세계는 각 대륙(지역)으로 나뉘어 그 나름
의 공통성과 완결성을 지닌 독자적인 문명권 단위로 존재했다.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등의 동아시아지
역에도 문명권이 형성됨은 물론이다. 이를 가능케 한 접착제가 바로 ‘중세화’이다. 책봉과 공동문어는 일
반적으로 보편종교의 권역인 문명권 단위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의 중세문명권 역시 중국적 정치시스템
인 ‘책봉(조공)체제’와 함께 ‘한문’을 공동문어로, ‘유교’를 보편종교로 그 중화적 세계의 공동영역을 구축
했다. 이렇듯 이 지역이 문화권과 정치권이 일체가 된 자기 완결적인 세계라는 점에서 ‘동아시아문명권’
이라 일컫는다. 좀 더 설명해보면 동아시아의 중세는 중국의 천자가 천명天命사상과 그에 토대한 중국적
천하관에 입각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 유구(琉球, 오키나와) 등 여러 나라의 국왕을 책봉하던 시기였다.
책봉이란 내려주는 문서라는 뜻의 ‘책冊’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뜻의 ‘봉封’이 복합된 말이다. 상위자가 하
위자에게 문서를 내려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가 책봉인 것이다.18) 그리고 책봉체제란 중국황제와 주변민
족의 수장 사이에 관직과 작위의 수여를 매개로 해서 맺어진 관계를 나타낸다. 이 체제는 한대에 시작해
서19) 당대에 정해지고 명대明代에 완성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세계가 정치적ㆍ문화적으로 일체가 되어 움직인 것은 수隋ㆍ당시대에 현저해졌다. 이 시
기에 동아시아세계는 자기완결적인 역사적 세계로 자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20) 이
17)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 23쪽.
18) 책봉은 국서를 교환하고 천자가 국왕에게 금인金印 옥새玉璽를 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조공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보내고 답례품
을 받는 물물교환의 무역을 수반했다. 책봉과 조공이 짝을 이루어 ‘책봉조공체제’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국서는 정신적 일체감을 문장
으로 표현하고 금인은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해주고 조공무역은 물질생활이 서로 연결되게 해서 문명권의 동질성을 여러 겹으로 다졌
다.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 202～203쪽 참조.
19) 한 왕조는 중앙에서 군현에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는 군현제(전국 시대)와 아울러 황제의 일족이나 공신에게 왕이나 후侯와 같
은 작위를 수여하고 국國이라는 봉토를 주는 봉건제(춘추시대)를 부활시켰다. 이것이 군국제郡國制인데 봉건제의 부분적 부활을 통해 이
를 이민족 국가에 적용, 주변국가의 수장에게 왕이나 후 등의 작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국황제와 여러 민족의 수장이 군신관계를 맺는
형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신하를 내신內臣이라 하고 주변민족의 수장을 외신外臣이라 하여 중국왕조 내부의 군신관계와
구별했다. 이성시, 만들어진 고대: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 박경희 옮김, 서울: 삼인, 2001, 142쪽 참조.
20) 동아시아세계의 구조가 성격적으로 크게 변용된 것은 10세기 초 당의 명말 이후였다. 즉 당 왕조의 멸망(907) 이후에는 동아시아세
계의 정일성이 정치면에서나 문화면에서 크게 동요를 일으켰다. 예컨대 이 시기 발해와 신라가 멸망했고 그때까지 중국왕조의 직접
지배를 받고 있던 베트남도 중국왕조의 지배에서 이탈해 독립했다. 일본에서도 다이라노 마사카도平將門의 난과 후지와라노 스미토모
藤原純友의 난을 겪으면서 율령제가 이완하여 사회상황이 변화해 간다. 문화면에서도 요遼 왕조에서는 거란문자, 일본에서는 가나문자,
그리고 서하西夏에서도 서하문자가 출현하는 등 이른바 국풍國風문화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처럼 당의 멸망으로 국제적인 정치질서로
서의 동아시아세계는 붕괴되었지만 이를 대신해서 경제권으로서의 동아시아세계가 탄생해 지속되었다. 즉 15세기 명 왕조가 책봉체제
와 감합勘合무역체제를 결합시키면서 동아시아세계는 재흥되어 청 왕조로 바뀌면서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성시, 만들어진 고
대: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 147～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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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봉체제가 중세인에게 이중의 소속관계를 갖도록 하여 동아시아인이면서 자국인이게 했다. 그러다가 근
대로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인이라는 공동의 영역은 없어지고 각국인만 남게 된 것이다.21) 그런데 한편으
로 책봉은 문명권 전체의 공동문어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진 국제관계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공동문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명권 또한 중세에 생긴 것이다. 즉 공동문어와 민족어가 양층 언어의 관
계를 가진 시대가 중세이다. 공동문어가 보편종교의 경전어 노릇을 하면서 규범화된 사고를 정착시키고
국제간의 교류를 담당해 문명권의 동질성을 보장해주었다.22) 실제로 중국대륙을 비롯한 한반도, 일본 열
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지역은 한문을 공동문어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매개로 유교, 율령, 한역漢
譯 불교와 같이 중국에서 기원하는 문화를 공유했다.
이렇듯 서구적 근대성이 문명 개념에 적층되기 이전 그 원의에 함의된 ‘중화’의 의미 구성체는 동아시
아의 중세 세계시스템과 대응된다. 이 논점은 이념상 보편적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동아시아의 중세적 ‘중
화 세계시스템’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앞에서 동양적 문명은 ‘성왕의 문덕’이 동심원적으로 확산되는 중
국 중심의 천하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전통적 문명은 중화ㆍ이적이라는 개
념 틀을 내포하며, 또 그 용어 자체가 유교경전과 동아시아역사 속에서 문덕이 빛나는 통치, 세도(世道,
세상을 다스리는 옳은 도리)가 실현된 이상 사회, 중화 등으로 쓰였다.23) 공자는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적인 것이 된다”24)고 했다. 이념적 지향인 대동세계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여기서의 이른바 ‘천하’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성립하는 지반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공자의
이 명제는 동아시아문명사로 볼 때 공公, 곧 문명공동체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이념적ㆍ문화적 추
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중국은 예악禮樂이 밝게 갖추어짐은 물론 총명하고 두루 지혜로운 자들이 살
아 성현의 가르침과 인의仁義가 베풀어지는 문명세계로 표상된다.25) 아울러 중화 공공성이 본래 민족과
지역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우수성과 진리의 근원성으로 그 가치판단을 한다는 논단도 같은 맥
락이다.26) 이처럼 중화의 ‘개방적 세계주의’ 지향은 천자의 덕화, 곧 왕도王道정치를 기반으로 미개한 이
적까지 중국의 문화질서에 화합시켜 천하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27) 그리고 이 이상적 천자의 덕화
로 상징되는 ‘중화보편주의’는 역사상 동아시아의 중세화 과정을 통해 고도로 발현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청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제국 일본이 동양이란 개념의 창안을 통해 중국을 이 지
역의 일원인 지나支那라는 하나의 국민국가로 전락시킴으로써 이 중국 중심의 전통적 체제는 해체되고
말았다. 이것은 중세시스템의 ‘동아시아문명’이 근대기 서구에서 발원한 민족국가체제의 침투로 인해 파
산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중국 중심 세계의 오랜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의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
21)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 203쪽 참조.
22) 동아시아의 경우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통치자가 책봉의 주체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와 거리가 먼 한문을 사용하는 불
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어 구어를 사용하기까지 해야 했다. 그 때
문에 자기 민족어가 위축되고 마침내 민족 소멸의 위기까지 초래했던 것이다.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 2167210쪽 참조.
23) 이경구, 중화와 ‘문명’ 개념의 내면화와 동일시 , 24쪽 참조.
24) 禮記 , 禮運 ,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25) 正字通 , “中夏曰華, 言禮樂明備也”; 史記 卷43, 趙世家 , “中國者, 蓋聰明徇智之所居也, 萬物財用之所聚也, 聖賢之所敎也, 仁
義之所施也, 詩書禮樂之所用也.”
26) 유승국, 한국사상과 현대 , 서울: 동방학술연구원 출판부, 1988, 182쪽 참조.
27) 부정적 측면에서 볼 때 중화사상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역대 통일중국 군주들의 제왕사상과 통치이념에서 가장 이념화되고 정형화되
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과 윤리에 깊이 파고들어 중국 사대부계층의 독선적배타적 사고방식과 중국 중심의 한정되고 편협된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 1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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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중심(中華)과 변방(四夷)이 역학관계에 의해 교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원元이나 청淸이
그렇듯 변방의 민족이 세계의 주인으로 들어서더라도 중국 중심의 체제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청일전쟁
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 또한 그런 과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아주 판이한 결과를 초
래했다. 그것은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 상황에서 일어난 사태였기 때문에 중국 중심 체제
의 복원이란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28)

Ⅲ. 조선중화주의: 진경문화
1. 주자성리학과 조선중화의식
조선시대 한반도에서 형성된 전통문화는 ‘중화’라는 동아시아의 문명 보편인자와의 끊임없는 교섭 속
에서 창달되었다. 조선조 사상사를 동아시아의 ‘중세화’라는 범주 틀에서 조망해보면 세계사의 전개를 균
형 있게 총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시각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장기중세
(long Moyen

ge)’29)의 구도 속에 존재하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는 관점이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시각은 근대가 시작될 때부터 중세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며 기존의 전근대와 근대, 중세와
근대라는 획일적인 경계 긋기를 포함한 전기근대나 근세 등의 용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적
으로 제시된 것이다.30) 어쨌든 이 시대구분을 동아시아문명권에 대입해보면 그 중심에는 중세 스콜라철
학 내지는 아근대亞近代의 문화표현으로 이해되는 중세후기의 ‘신유학

성리학性理學’이 자리한다.

잘 알다시피 ‘성리학’이란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북송北宋 오자五子의 학설과 학통을 집대성함은 물
론, 중세전기의 위魏ㆍ진晉 현학玄學과 수ㆍ당 불학佛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ㆍ융합해 동아시아 ‘중
세보편주의’를 완성한 이성주의적 특징을 지닌 새로운 유교학풍을 일컫는다. 성리학은 존심양성存心養性
을 실천함과 동시에 궁리窮理, 곧 규범법칙과 자연법칙으로서의 리理(性)를 깊이 연구하여 그 의리의 의
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유학 중의 하나이다.31) 이 사상체계는 중국왕조인 송ㆍ명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 사상계의 주체였던 만큼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창조하고 향유한 주류적 정신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천라이陳來의 논변대로 “성리학(理學)은 10세기 이후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이론적 사유가 근거
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개념체계이자 관념세계이며 당시 동아시아인들의 이론적 사유와 정신활동의 주요
한 형식이었다”.32)
28) 임형택,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 지성사를 읽다 , 50～51쪽 참조.
29) 본디 중세라는 말은 15세기 중엽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중세의 ‘낡은 사람들anciens’을 우리 시대의 ‘근대적인 사람들modernes’,
즉 르네상스 인간들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476년 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4～15세기 르네상스(전)까지를 가
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기지속의 시간을 강조하는 아날학파Annales의 중세사가들은 4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장기적
중세를 주장한다. 그 사이에 중세는 4～9세기의 지체된 고대이면서 봉건제도의 발생기(초기), 10～14세기의 번영과 대비약의 시대(중
기: 본래적 의미의 중세), 그리고 14～16세기의 위기의 시대(말기)를 겪으면서도 시민혁명의 시대까지 완강하게 존속했다는 것이다.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 유희수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17～26쪽 참조.
30) 아날학파의 ‘장기중세’ 관점은 조동일의 생각과 겹친다. 조동일은 기존 유럽문명권중심주의의 그릇된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는 다소 유연한 시각을 제시한다. 이 시기는 빠른 곳에서는 14세기에, 대개는 17세기에, 늦은 곳에서는 19세기
또는 20세기에 시작되었으며, 빠른 곳에서는 19세기에, 대개는 20세기에 끝나고, 늦은 곳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다. 그는 유럽문명권과 함께 동아시아문명권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들어서서 필요한 노력을 각
기 진행했다고 천명한다. 이 시기는 세계사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시대였음은 물론이고 이를 이해해야 동아시아의 근대가 스스로 준비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 268～275쪽 참조.
31) 윤사순,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 서울: 삼인, 1998,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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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걸쳐 있는 이 주자학朱子學적 세계상은 고대 ‘중화’ 관념을 동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중화사상은 송대宋代 성리학에서 춘추 존왕양이尊
王攘夷라는 도덕률과 결합하여 중세 보편적 가치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중화 공공성은 ‘인
도정신’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원심적인 ‘세계주의’보다는 ‘의리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이고 구심적인 ‘민
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에 시달렸던 한족왕조의 시대적 정
황과 무연하지 않다. 말하자면 송이 북방의 여진족에게 밀려 남천南遷하는 위기상황에서 주자가 한족의
정체성을 문화민족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적ㆍ종족적 교조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당시 남송의 주자는
중화를 보편가치로 격상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여 저항과 배척의 이데올로기로 전화시켰고 그것
은 후대에 일종의 전형이 되었다.33)
그도 그럴 것이 ‘중화’란 중하中夏, 화하華夏, 제하諸夏라고도 하여 한족이 사위四圍의 이夷ㆍ만蠻ㆍ융
戎ㆍ적狄에 대해 자국을 호칭한 용어이다.34) 그런즉 이 개념에는 문화적으로 우수한 한족에 대비된 문화
가 저속한 변방의 이민족이 상정되어 있다. 곧 도덕적인 중화를 높이고(尊中華) 야만적인 이적을 물리친
다(攘夷狄)는 ‘화이사상’이 그것이다.35) 이 논리에 따르면 ‘천하 = 왕화王化 문명의 세계{華=中(國)=內=
人} + 화외化外 야만의 세계{夷=外(四方)=裔(邊)=尸(死人) 또는 禽獸}’라는 공식이 도출 가능하다. 때문에
중화사상은 주변 제민족에 대한 한족의 자기주장의 정신적 원리로서 일종의 한족민족주의로 규정되기도
한다.36) 특히 송대의 유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역사상황에 입각하여 성리학의 우주론인 이기론理氣論을
화이론과 연결시켜 중국의 중세적 ‘중화민족주의’로 재구성해냈던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중화사상은 한반도 조선에 있어 국가건설과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데 절대적인 이념이
되었다. 조선에서 중화에 대한 보편이나 중심으로서의 문명적 개념화는 도학道學사상인 송대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주자성리학을 사회개혁과 조선통치의 기본원리로 수용한 조선의 신진사대부
들은 중화를 유교문명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명明을 중화로 조선을 소중화로 여겨 새로운 국가건설의 모
델로 삼았다.37) 이처럼 조선에서 중화적 세계질서 관념은 주자학적 세계관, 곧 화이명분론의 문맥 속에
서 형성되었다. 이미 논급한 대로 송대에 주자가 금金에 대한 배타적 입장을 취한 것은 춘추 의 의리정
신을 계승한 것으로 그것은 이적의 무도한 침략세력에 항거하는 정도 구현의 ‘민족정신’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주자의 춘추의리정신은 도학사상의 수용과 함께 조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비교
32)
33)
34)
35)

陳來, 송명 성리학 , 안재호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6, 9쪽.
이경구, 중화와 ‘문명’ 개념의 내면화와 동일시 , 17～18쪽 참조.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 , 61쪽 참조.
‘중화’는 동아시아 문명 이분법인 ‘화이관’과 맞물려 세 측면으로 의식화되었다. 첫째는 중국이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하며 주변의 이
민족은 미개하다는 생각이다. 이 관념에 따라 유교가 국교화된 한대 이후에는 중국문화의 핵심을 유교로 보았으며 중국의 천자가 유
교문화의 총체적 담당자로서 주변의 이민족을 유교적 도로써 계서적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했다.(문화적 화이관) 둘째는 이러한 문화의
우월의식으로 인해 중국민족이 가장 우수하며 주변의 이민족은 중국민족보다 뒤떨어지고 중국민족만이 우월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종족적 화이관) 셋째는 중국이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에서 주변의 이민족을 지배한다는 의식이다.(지리적 화이관) 이
세 측면의 화이관은 중국적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형성된 이후에 그 질서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조성을, 홍대용의 역사
인식: 화이관을 중심으로 , 담헌서 (진단학회 편), 서울: 일조각, 2001, 56쪽 참조.
36) 실제 역사상 한족의 자존자긍심은 물론 자신을 위협하는 타집단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과 저항을 자극고무한 것도 바로 중화사상이었
다. 그러나 화이사상이 이민족 지배에 대한 저항의 논리뿐 아니라 그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한 논리로도 기능했다는 것은 무척 흥미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화이사상이 단순한 한족의 자기주장의 논리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세계질서의 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음을 시사한다. 이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 109～110쪽 참조.
37) 전홍석, 조선후기 국제 공공성 변동과 홍대용의 문명생태주의 담론: 21세기 ‘생태 문명관’ 모색을 중심으로 , 114～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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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가의 규모나 전통적 기질 그리고 사회적 여건이 다른 한국은 춘추의 ‘인도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
일통세계를 지향하는 중국과는 달리 춘추의 ‘의리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민족의식이 강조되어 왔다.
철학적으로는 우주론적 이기론보다는 주체적인 인간의 내면에 담긴 태극太極과 이기를 논하여 중국보다
한층 심화된 인성을 구명究明했으며, 역사적으로는 후덕한 군자보다는 사회의 불의와 외세의 침략에 대
항하는 선비들을 더욱 높여 중국보다 더 강한 민족정기를 온축했다.38)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중화’ 관념
이 본래 보편적 도의 구현이라는 개방적 세계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족중심주의적인 발상은 점차로
희석되어갔다.
그런데 조선인이 중화 자체에 자신을 강하게 투영한 시기는 17세기 명ㆍ청의 교체를 겪으면서부터였
다. 화족華族왕조 ‘명’과 이적夷族왕조 ‘청’의 교체는 명 중심의 조공체제와 책봉체제로 편제되어 있던 동
아시아의 국제질서에 큰 변동을 야기했다. 인조仁祖 14년(1636) 여진족 후금의 침략에 직면한 조선의 상
황은 과거 금의 침략을 당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남송의 처지와 서로 겹쳤다. 이런 유사성으로
인해 난세에 태어나 춘추 의 대의를 밝혔던 공자와 화이분별을 엄격히 했던 주자는 조선민족에게 역할
모델로 수렴되었다.39) 당시 조선인들은 존왕양이의 대외명분론에 의거, 북방의 호이胡夷에 의해 동아시
아의 문화질서이자 국제질서인 명 주도의 중화문화질서가 붕괴된 상황을 천하대란으로 인식했다.40) 그
에 대한 대응으로 표면상 청에 대해서 정치적ㆍ군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조공ㆍ책봉 관계로서의 사대事大
의 예를 취하면서도 문화 이념적으로는 반청反淸적 북벌北伐대의론, 대명對明의리론, 대보단大報壇 설치
등으로 상징되는 중화적 세계질서 관념을 지향했다.
여기에는 한족의 정통국가인 ‘명’이 멸절된 이상 중화문화와 주자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조선만이 중
화문화를 계승할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제는 조선이 ‘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로 인해 이전의 소중화의식은 중화문물의 원형을 간직한 조선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중화의 적통이자
중화국이라는 조선중화의식으로의 인식전환을 맞게 된다. 중화란 문화적ㆍ지역적ㆍ종족적 의미를 내포
하지만 조선은 문화적 측면을 중심 가치로 삼아 존주론尊周論에서 주실周室이 ‘명’이었던 것이 이제 주실
이 ‘조선’이라는 사고의 틀이 성립되어 조선을 동아시아의 ‘문화중심국’에 위치시켰다.41) 이렇게 ‘조선중
화주의’를 시대정신으로 구축한 조선인들은 관념상 동아시아의 문화국가, 도덕국가의 위상을 점유할 수
있었다.

2. 조선성리학과 진경문화
‘조선중화주의’는 조선후기 사회재건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여 이적국가의 침략으로 상처받은
조선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더욱이 조선은 이를 통해 명실공히 변방의식을 떨쳐버리고 문
화적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진작시켜 단절된 동아시아 중화보편주의와 조응하는 조선풍의 고유사상과 민
족문화 창달에 성공하게 된다. 그것이 이른바 ‘조선성리학’과 그 사상적 기반으로 창발된 ‘진경문화’ 다름
38)
39)
40)
41)

오석원, 한국 도학파의 의리사상 , 48 53 228쪽 참조.
전홍석, 조선후기 국제 공공성 변동과 홍대용의 문명생태주의 담론: 21세기 ‘생태 문명관’ 모색을 중심으로 , 116 118쪽 참조.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 서울: 일지사, 2010, 17쪽 참조.
최완수, 조선 왕조의 문화절정기, 진경시대 ,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1 , 서울: 돌베개, 1998, 22쪽; 정옥자, 조선후기 조
선중화사상연구 , 17쪽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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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초 일제는 그들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식민사관을 획책해 조선의 망국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그 망국의 책임을 조선의 통치이념이
었던 유교와 주자학에 전가하는 ‘유교(주자학)망국론’을 전개했다. 기존의 실학론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성립했음은 물론이다.
상당수의 실학연구자들은 조선후기의 성리학이 주자성리학을 묵수하려는 고리타분한 사상으로서 역사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화이론을 고수하여 사대주의를 조장했다고 매도했다. ‘일본형 오
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 식민사학의 타율성론, 정체성론을 그대로 복제해서 내면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정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에 실학사상 연구에 대한 문제점
이 전반적으로 제기되어 본격적으로 비판ㆍ교정되었다. 유학은 본래 전통적 학문분류법에 의하면 의리지
학(義理之學, 義理性命之學), 사장지학詞章之學, 경제지학(經濟之學, 經世濟民之學), 명물지학(名物之學, 名
物度數之學)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 실학은 전통유학과 주자학의 대척점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유학의 한 분과인 ‘경제지학’의 전개로 새롭게 설명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전반기에 와서
문화사, 지성사, 미술사 등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영ㆍ정조대 진경문화의 이념적 기반은 ‘조선성리학’이라
는 사실이 실증되었다.42)
한편 인조반정仁祖反正(1623)으로 정계와 학계를 완전히 장악한 정통 사림파 학자들은 이후 퇴계退溪
이황李滉, 율곡栗谷 이이李珥 이래의 조선성리학과 그 명분론을 조선통치의 절대적 이념으로 삼았다. 이
른바 조선성리학과 조선중화주의는 숙종ㆍ영조ㆍ정조대 조선고유의 진경문화를 성립시킨 사상적 기조라
고 할 수 있다.43) 최완수에 따르면 진경시대란 숙종대(1675 1720)에서 정조대(1777 1800)에 걸치
는 125년간을 말하며 조선왕조 후기 문화가 조선 고유색을 한껏 드러내면서 난만한 발전을 이룩했던 문
화절정기를 일컫는 문화사적인 시대구분 명칭이다. 또한 여기서 ‘진경’이란 본래 그림 또는 시로써 진짜
있는 조선의 경치를 사생해낸다는 의미도 되고, 실제 있는 경치를 그 정신까지도 묘사해내는 사진기법,
곧 초상기법으로 사생해낸다는 의미도 된다.44) 이 진경문화는 조선성리학의 주류를 담당했던 율곡학파
의 낙론洛論계를 중심으로 경남京南계(서울지역 남인), 위항지사委巷之士 등 서울 주변 경화사족京華士族
의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졌다.45)
18세기 조선은 경제면에서 세계 최고의 생활수준을 유지했고 문화면에서도 최정점에 달해 있었다.46)
42) 유봉학, 실학과 진경문화 , 성남: 신구문화사, 2013, 13～29쪽; 지두환, 경연 과목의 변천과 진경시대의 성리학 ,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1 , 서울: 돌베개, 1998, 112쪽; 최영진,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그리고 그 뿌리로서의 조선성리학 , 동아
시아 문화와 사상 제1호, 열화당, 1998, 286쪽 각각 참조.
43) 최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 이후를 조선후기로 이해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회로 평가절하하던 기존의 이해방식에 문제를 제기하
면서 인조반정을 기점으로 보려는 새로운 시각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근거해보면 조선후기는 1623년 인조반정부터 1894
년 갑오경장 체제의 출범 이전까지를 지칭한다. 인조반정은 율곡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서인이 주도하고 퇴계 이황 계열인 남인이 동
조하여 일으킨 정변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다. 이 정변은 순수 성리학도의 권력 장악으로 성리학을
국교로 한 조선사회의 사상적 심화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사림정권은 양란으로 와해된 조선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국
가의 기본방향을 도덕국가, 문화국가로 설정하여 밀고나갔다.(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 11～12쪽 참조) 그리고 숙종 20
년(1694) 갑술환국甲戌換局을 끝으로 남인이 정치일선에서 완전히 제거되자 이후 정통 조선성리학파로 불리는 서인이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면서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를 열어간다.
44) 최완수, 조선 왕조의 문화절정기, 진경시대 , 13 19쪽 참조.
45) 유봉학, 경화사족의 사상과 진경문화 ,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1 , 서울: 돌베개, 1998, 81～110쪽 참조.
46) 황태연은 여러 국내외의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18세기 조선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살았던 중국도 능가하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던 영국을 능가하는 생활수준 세계1위 국가였다는 역사사실을 밝히고 있다. 가령 1780～1809년 사이 30년간 조선 숙련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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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성리학적 토양 위에서 한민족韓民族 특유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한국 ‘전통문화’의 전형을 완성해냈다. 이들은 확고한 문화자존의식 위에 유일한 중화로서 조선
의 문화적 개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했으며 조선 고유의 문물과 자연, 인물
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예술활동을 전개했다.47) 구체적으로는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진경산수화와 단원
檀園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 춘향가ㆍ심청가ㆍ흥보가 등의 판소리, 봉산탈춤ㆍ양주별산대 등의 탈춤, 서
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국문소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과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의 진경시, 옥동玉洞
이서李漵와 백하白下 윤순尹淳의 동국진체東國眞體 글씨 등을 비롯하여 음식, 의복, 역사, 지리,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조선의 고유색이 발현되었다.
덧붙이자면 지두환은 진경시대 조선성리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경연經筵과목’의 변천을 추적해
주자성리학에서 조선성리학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서술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율곡이 사단
칠정론四端七情論,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등 심성논쟁을 총정리해 조선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대학연
의大學衍義 대신 성학집요聖學輯要 가 강연에서 강론되었다고 고증한다. 그리고 심경心經 에 대한 강
의도 명대에 편찬된 심경부주心經附注 대신 송시열宋時烈이 주해한 심경석의心經釋義 를 중심으로
강론된다. 영조대에는 성학집요 와 함께 송시열이 주자대전朱子大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뽑아 편찬
한 절작통편節酌通編 과 김창협金昌協이 편찬한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등 조선성리학서 위주로
강론되었다.48)
이렇게 진경문화가 영ㆍ정조대에 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인 ‘조선성리학’이 이 시대에 이르러
주체적 고유이념으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조선성리학이 뿌리라면 그 꽃과 열매는 ‘진경
문화’인 셈이다. 조선성리학은 16세기 퇴계와 율곡을 거치면서 성립되었다. 이들은 조선유학의 학파와
학맥을 주도하면서 성리학의 토착화 과정에서 자연과 우주의 문제보다는 인간내면의 성정性情, 도덕적
가치, 사회윤리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다. 송대의 성리학이 천인天人관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우주론의
경향을 띠는 데 반해서 조선조 퇴ㆍ율 성리학은 자연이나 우주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내적 성실성을 통하
여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퇴계와 고봉高峰 간, 그리고 율곡과 우계牛溪 간
에 벌어진 ‘사칠이기四七理氣논쟁’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은 조선성리학을 고조시켜 조선의 학계를 윤
리단계에서 논리적 철학단계로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논구해보면 조선성리학은 심성心性론과 이기관 측면에서 주자학을 크게 보충ㆍ발전시켰
다. 이 이기심성의 변론과정에서 퇴계의 주리파主理派와 율곡의 주기파主氣派로 양분되어 그에 따른 영
남嶺南학파와 기호畿湖학파를 형성시켜 이후 조선유학의 학파와 학맥을 주도했다. 그리고 17세기 조선
성리학은 예학禮學이 확립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어서 18세기 초엽 율곡계에서 일어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논쟁’은 중국을 능가하는 조선성리학의 발전된 면모를 보여준다. 예컨대 주자의
의 실질임금(쌀 8.2kg)은 당시 영국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곳인 런던(1750～59)의 숙련노동자 실질임금 수준(빵 8.13kg)을 상
회했다. 또한 조선 전체의 총요소생산성(134)이 영국에서 가장 잘살던 잉글랜드(100)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 황태연, 조선시대 국
가공공성의 구조변동과 근대화: ‘조선국’에서 ‘조선민국’으로, 다시 ‘대한제국’으로 ,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국가공론민의 공공
성, 그 길항과 접합의 역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단) 국제학술심포지움, 2012, 11, 237～241쪽 참
조.
47) 유봉학, 실학과 진경문화 , 291쪽 참조.
48) 지두환, 경연 과목의 변천과 진경시대의 성리학 , 111～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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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理同, 율곡의 이통理通, 낙학洛學의 성동性同, 북학파의 인물균人物均으로 이어지는 한국 ‘이기심성
론’의 전개양상은 중국과 다른 한국유학의 독자성을 적시해준다. 특히 북학파北學派의 보편동일시적 화
이일론華夷一論은 주자성리학에 내재된 화이차별주의적 문명 이분법을 탈각시켜 인류 보편적 사상으로
재구성하는 한국사상사의 역동적인 창조성을 유감없이 표출하고 있다.49)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동아시아의 공통담론이었던 ‘주자성리학’은 조선에서 5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수놓으며 수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해냈다. 그리하여 조선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었고 그 문화발전
의 원천으로 기능했다. 조선후기 이른바 ‘조선성리학’은 주자학적 화이명분론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면서
그에 따른 조선의 문화를 중화문화의 진수로 표방했다. 그리고 ‘조선중화주의’의 등장은 16세기 이래 진
행되었던 중화의 수용이라는 지향을 결정적으로 굳힘과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수용을 넘어
선 내면화와 동일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50) 영ㆍ정조대의 문화 황금기 ‘진경시대’는 조선성리학이 고
양시킨 문화자존의식, 곧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조선중화주의 현양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진경문화론과 진경시대론 등은 진경산수화의 형성배경과 관련된 미술사적 논
의에서 발단된 것이다. 그 개념들의 이면에는 식민사관에 의한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후기 역사
의 발전론과 성리학의 주체성 및 생산성을 강조했던 인문학계의 문제의식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제공자인 최완수의 입론이 정선과 그 주변 낙론계 인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거
나 조선후기를 숙종에서 정조 연간으로 규정하고 또 우리 문화의 황금기로 정의했지만 그 쇠퇴기가 너무
빨리 와서 오히려 논지가 흐려진 점 등은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51) 이 진경담론은 최근 미술사학계를 넘
어 인문학적 장으로, 또는 대중적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분야 전문연구자들의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근대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논쟁의 창조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주창자나 그 비판자
모두에게서 결함이 발견된다. ‘진경문화’는 중국풍이나 조선풍 식의 이분법적 국가주의 분석틀로 해명될
수 없다. 그것은 보편성(理)과 특수성(氣)이 동시 긍정되어 융합된, 즉 전일적인 조선의 중세화 과정(理通
氣局)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에 대한 정당한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다. ‘진경’논의에 철학
적 논쟁을 이끈 조남호 역시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보편적 동아시아성의 귀결점이 바로 민
족적 조선풍(조선성리학)이라는 문명의 원리를 도외시한 채 그 일면성에만 착안하여 진경산수화를 “보편
적인 주자학적 이념 속에서 나온 것”52)이라 규정한다.

49) 전홍석, 조선조 주자학, 이기심성론의 한국 유학적 전개 양상: 한중 문화의 공유성과 평화공존의 의미를 중심으로 , 문명교류연구
제2호,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11, 299～329쪽 참조. 조선후기 진경문화의 쇠퇴를 이끈 ‘북학론’은 중화계승의식이 문화적 화이관의
성립 등으로 강화되면서 초래된 한 논리적 귀결이었지만 여기에는 문화적 화이관이 극도로 변형될 경우 중화와 이적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객관적인 지역이 아니라 주관적인 문화로 중화와 이적이 구분된다면 누가 중화문명을
더 순수하게 계승했는가, 그리고 중화문명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유동적으로 되며, 더 나아갈
경우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의 ‘화이일론’은 바로 이런 인식의 가장 극단
적인 지점에 서 있었고 ‘화이’의 구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을 담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화이관의 전개와
변형에 따른 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나의 배경으로 하고서 그 위에 청과 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물을 구분하게 되면 북학론으로까
지 나아갈 수 있었다.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의식의 계승과 변용 , 중국 없는 중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9, 318 320쪽 참조.
50) 이경구, 중화와 ‘문명’ 개념의 내면화와 동일시 , 19쪽 참조.
51) 박은순, 진경산수화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진경문화진경시대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제28집, 한국사상사학회, 2007,
73～99쪽 참조.
52) 조남호, 김창협학파와 진경산수화 , 철학연구 제71집, 철학연구회, 2005,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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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진경시대 조선인들은 중화보편주의를 주체화하여 문명의 주변의식에서 탈피했고 민족문화
를 제고시킬 수 있었다. 동아시아 중화민족주의의 한 형태인 ‘조선중화주의

진경문화’는 민족문화의

특성인 ‘이夷’가 중세 동아시아문명의 보편적 규범인 ‘화華’를 포섭하여 성취해낸 한민족공동체의 탈주변
화를 표상한다. 진경문화는 ‘중화보편주의(理一)’가 역내 제반 민족문화로 전이되어 ‘문화다원주의(分殊)’
를 이룩한 ‘동아시아 중세화(理一分殊)’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동아시아의 문명 아이덴
티티 ‘중화’가 원천적으로 국가주의로 환원될 수 없으며, 뿐더러 그 중화로 대변되는 보편적 동아시아성
은 개별적 민족문화의 형태로 성취된다는 문명의 원리를 적시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근대화
의 파고 속에서 ‘화’와 ‘이’가 조응하는 전일적인 중세화 법칙(理通氣局)을 망각하고 동아시아성(理通)과
분리된 민족적 특수성(氣局)에만 집착, 문명의 공유자산을 모두 중국풍이라 하여 파기ㆍ양도함으로써 문
화의 빈곤을 자초했다. 이제라도 우리는 진경시대 한민족이 성취한 화이부동和而不同의 문명의식을 되살
려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Ⅳ. 끝맺는 말
21세기 현시대 동아시아인들은 영토를 초극해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조응하는, 국제 공공성 차원의
문명공동체 모델을 안출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근대적 ‘민족국가’ 모델을 맹
목적으로 절대시하는 독선적인 쇼비니즘에서 벗어나 좀 더 온도를 낮추고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문명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데서 현금의 제반 동아시아 분열상에 대한 해법과 그 평화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 공공성 영역인 ‘중화적 가치’를 현대 문명학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연
구노력과 상통한다. 21세기 동아시아 모델로서 ‘탈근대적 중세화’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화적
세계시스템으로서의 ‘중세화 모델’을 통해 구상된 동아시아상은 탈근대적 인류미래의 비전을 담지한 ‘대
안적 공동체’임과 동시에 탈제국주의적 맥락의 ‘지정문화적 아이덴티티’ 복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동
아시아 모델의 중세화적 전환은 근대 세계시스템의 패권적 국가주의에서 탈피한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
를 승인하는 기반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는 서구와 구별되는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문화
적 요소가 있으며 역내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동질적인 가치체계나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므로 단일의
문명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53)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중화’ 의미구성체는 전통문화의 현재성과 관련되며 역사상 그것은 동아시
아의 아이덴티티와 그 연대감을 추동하고 강화하는 역내 공통된 문명소로 작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본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화 공공성은 동아시아 현실역사에서 원심적 ‘중화보편주의’와 구심적
‘중화민족주의’로 표출되었다. 이 양자의 중심축에는 ‘화이사상’이 존재함은 물론이다. 이 문명관은 본질
적으로는 각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면서 세계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며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53) 이 ‘동아시아아이덴티티담론’을 해부해보면 다음 세 가지의 테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의 역내 국가민족, 또는 모든 구성
단위들이 모두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문화적 동질성 테제: 자기 동일성일체감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둘째는 이러한 동아시아만
의 문화적 특성은 서구문화와는 다른 독자적 특성이라는 것(동아시아적 특수성 테제: 주체성, 독자성, 개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셋째는 이러
한 동아시아만의 문화적 특성이 동아시아 또는 그 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동아시아 정체성 테제: 정체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것이
다. 이 동아시아아이덴티티담론은 동아시아에 단일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박승우, 동
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서울: 이매진,
2008, 316～3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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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지키면서 세계와의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다.54) 실상 중화문명은 동아시아 여러 이족지역의
소단위 민족문화와의 교섭 속에서 창출ㆍ발전되었고 동아시아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중심이 언제나 화족의 중국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좀 더 부연하자면 동아시아문명의 형성은 단수적 문화동화가 아닌 복수적 문화융합에 의한 것임을 직
시해야 한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중화의 핵심유형이었던 주자학과 양명학陽明學은 모두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주자학의 중심은 조선시대에 한국으로 옮겨졌고 양명학의 중심은 도쿠가와德川시대에 일본
으로 옮겨졌다.55) 중화문명은 동아시아인들이 각기 자민족공동체의 역사현실에 부응하여 일궈낸 창조적
활동의 결실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중세화’를 통해 공동체적 규범인 ‘화’와 다수의 민족적 가
치인 ‘이’가 상호 교호하여 하나이면서 여럿인 오늘날의 ‘문명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그런 까닭에 조동일
은 “동아시아문명은 창조에 참여한 여러 나라, 많은 민족의 공유 재산이다. 각기 상이한 특성을 지닌 다
양한 민족문화와 만나 더욱 생동하게 된 후대의 변화가 또한 소중하다.”56)고 역설한 것이다.
본래 동아시아 보편적 국제준규인 ‘중화’ 개념은 보편성을 강조할수록 조선의 경우처럼 주변의 중심화
를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새로운 중심을 정의하는 논리가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57) 실제로 18세기
동아시아의 구성체인 청, 조선, 일본, 유구, 베트남 등은 각자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중화를 자기화하여
문명의 다주체ㆍ다중심을 시도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각국들은 중세 중화보편주의 담론을 전유
(appropriation)하여 ‘중화의 복수화’, 즉 다양한 중화민족주의로 승화시켜 문화적 자존의식과 민족의
식을 고취시켜 나갔던 것이다. 동아시아문명의 중간부에 위치한 한반도의 조선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중
심부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보편성을 민족문화의 특수성과 융합하여 ‘동아시아문명’
을 이룩하는 데 적극 공헌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성리학과 그 사상적 기반으로 성립한 ‘진경문화’ 다름 아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르면서 화합하는 삶의 방식’이자 ‘다양성 속의 조화’를 지향하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문명철학, 즉 공
자의 화이부동, 정주程朱의 이일분수理一分殊, 율곡의 이통기국理通氣局이 구현되어 있다. 이 ‘진경시대’
는 오늘날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귀중한 문화적 전범을 제공해준다. 더구나 그것은 공유적 동아
시아성 영역인 ‘중화’를 배타적 국가주의에 한정시켜 사유화할 수 없음을 훈칙한다. 요컨대 이 ‘조선성리
학

진경문화’와 관련하여 동아시아문명권 내 여러 지역문화들이 평등하게 교류하고 공존하면서 궁극

적으로는 연대적 가치의 문명보편주의에 수렴되는, 혁신적인 동아시아 국제 공공성 모델로서 ‘중세화론’
을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국적보다는 동아시아인이라는 데서 더 자긍심을
찾고 동일문명의 요람에서 편안함과 유대감을 느끼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동아시아 평화연대체’ 구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54)
55)
56)
57)

오석원, 한국 도학파의 의리사상 , 54쪽 참조.
陳來, 송명 성리학 , 8쪽 참조.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 17쪽.
이경구, 중화와 ‘문명’ 개념의 내면화와 동일시 , 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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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분과 발표 3]

왕양명의 불교관 연구_ 경지로서의 無개념을 중심으로

박성호1)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왕양명의 불교비판
Ⅲ. 『전습록』에서의 무의 용례와 그 함의
1. 無體
2. 無中生有
3. 無知無不知
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송명(宋明) 유학자들은 불교에 대한 비판을 일종의 학자적 사명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관심이 지대했
다. 그러나 유학 내부에서도 불교비판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정주(程朱)와 왕양
명의 불교관을 비교해보면 크게 ‘벽불’(闢佛)과 ‘용불’(用佛)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2)
왕양명의 사구교 중에 하나인 무선무악심지체(無善無惡心之體)는 불가에서와 같이 무선무악을 논한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양명은 불가에서 말하는 무는 해탈이라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무를 말하지만 본체의 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다. 불가의 무에 대한 양명의 이 같
은 비판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양명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바로 ‘무
에 한 터럭이라도 유를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양명은 자신이 말하는 무의 개념은 불가와
는 다르게 무의 본색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여겼다. 사실 중국철학에서 무의 범주는 대체로 본체로서의
무, 공부로서의 무, 경지로서의 무3)등 다의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과연 양명이 말한 무의 본색이란 무엇
을 말하며, 양명학의 사상체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본 논문은 『전습록』에서 무에 대해 양
명이 언급한 명제들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추론해보고 이 무 개념을 중심으로 불교에 대한 양명의 학자적
1)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교수
2) 장강(長剛), 「王陽明佛敎觀硏究」, 『절강전모학회학보』 제21호, 2014, p.92.
3) 양명이 말한 무선무악심지체라는 사상의 취지는 감정에 대한 초월에 치중한 것으로 그 본질에서 말하면 번뇌를 초월하라는 것이었다.
번뇌는 사람이 소아인 육체에 집착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번뇌를 초월하려면 자아를 초월해야 한다. 이러한 경지가 바로 무의 경
지이다. 여기서의 무는 정신 경지로서의 무를 가리키는 것이지 본체로서의 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陳來, 전병욱 옮김, 『양명철
학』, 서울: 예문서원, 2003,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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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왕양명의 불교비판
유가와 불가의 관계에 있어서 왕양명은 먼저 종파에 대한 편견적 독단에 반대하며 옳고 그름을 정할 것
을 요구한다. 정덕부(鄭德夫)는 양명에게 불가와 유교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에 양명은
유가와 불가의 동이(同異)에 대해 구하지 않고 그 옳은 것만을 구해서 배우면 된다고 대답한다.4) 유가도
통의 입장에서 불가는 이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편견의 관점은 유가와 불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
는 데에 자연 불리함이 따른다. 따라서 왕양명은 형식상에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내용
상의 시비(是非)로써 유불의 우열을 판단할 것을 주장한다.

무릇 도는 천하의 공적인 도[公道]이고, 학문은 천하의 공적인 학문[公學]이다. 주자가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자가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논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면 자기와 다를지라도 결국은 자기에게 보탬
이 되며, 논의하는 것이 그르다면 자기와 같을지라도 당연히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5)

양명에 의하면 공자와 주자가 말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마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공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설사 공자와 주자가 말한 것이라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설사 불가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계승하고 발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명은 종파주의를 초월
한 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불관계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
명은 유불에는 비록 차이가 있지만 본질상에서는 서로 같다고까지 여겼다.6) 그렇다면 본질상에서 같다는
점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불의 차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양명의 제자 왕가수(王嘉秀)는 불가나 도가의 궁극처에 대한 이해는 유가와 대체적으로 동일하지만 위
의 한 부분[上一載]만 있고 아래의 한 부분[下一載]은 빠뜨렸다고 여기고 양명에게 자신의 견해가 어떠한
지 묻게 된다. 이에 양명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대가 논한 것은 대체로 옳다. 다만 위의 한 부분[上一載]과 아래의 한 부분[下一載]이라고 말
한 것은 역시 사람의 견해가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만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극히
바른 성인의 도를 논한다면 위와 아래를 관통하여 오직 하나로 꿰뚫는데 다시 무슨 위의 한 부분과
아래의 한 부분이 있겠는가?……다만 견해가 치우쳤기 때문에 곧 폐단이 생기는 것이다.7)

양명은 도불의 궁극처는 유가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는 “도교의 허(虛)
나 불교의 무(無)에 대해 성인이 조금도 보탤 것이 없다. 그러나 도교가 양생으로부터 허를 말하고, 불교

4) 『王 明全集』 : 子無求其異同於儒釋, 求其是者而學焉可矣.
5) 『傳習錄(中)』 : 夫道, 天下之公道也. 學, 天下之公學也. 非朱子可得而私也, 非孔子可得而私也, 天下之公也, 公言之而已矣. 故言之而是,
雖異於己, 乃益於己也, 言之而非, 雖同於己, 適損於己也.
6) 『王 明全集』 : 道一也, 而人有知愚賢不肖之異焉, 此所以有過與不及之弊, 而異端之所從起與?
7) 『傳習錄(上)』 : 先生曰, “所論大略亦是. 但謂上一截, 下一截, 亦是人見偏了如此. 若論聖人大中至正之道, 徹上徹下, 只是一貫. 更有甚上
一截, 下一截?……但見得偏了, 便有弊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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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사고해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무를 한 것은 본체인 허무에 양생이나 생사고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보탠 것이기 때문에 허와 무의 본모습은 아니다.”8)라고 말한다. 따라서 양명의 입장에서 보
면 불가에서 말하는 본체는 그 본색이 아니며 본체에 이미 장애를 입은 것이다.
무의 개념은 사실 불가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양명 역시 무선무악이라는 명제로 인해 그의
사상이 불가 특히 선종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명 자신은 오히려 불가의 무에 대
해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불가에서 말하는 무는 순수한 무가 아니라 해탈이라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무를 말하지만 본체의 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여겼다. 여기에서 양명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에 한 터럭이라도 유를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양명은 “성인은 단지 그
양지의 본색으로 되돌아갈 뿐이며, 다시 자기 의사를 조금도 보태지 않는다. 양지의 허는 곧 하늘의 태허
이며, 양지의 무는 곧 태허의 무형(無形)이다”9)라고 말한다. 태허와 무형은 장재(張載, 1020-1077)의 사
상에서 연원한 것으로, 이는 원래 기의 본래적 상태[本體]를 묘사한 말이었다.10) 양명은 장재의 말을 빌
려 양지의 무를 태허의 무형에 비유하였다. 여기서 무형은 앞서 불가 본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와 같
이 유[意思]를 배제한 본래적 무의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현상들이 모두 태허의 무형 속에서 발용하여 유
행하는 가운데 하늘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양지가 유행하는 가운데 다만 그 천리를 따를 뿐 본질
적으로 일체의 사욕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Ⅲ. 『전습록』에서의 무의 용례와 그 함의
양명은 자신이 말하는 무의 개념은 불가와는 다르게 무의 본색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여겼다. 사실 중국
철학에서 무의 범주는 대체로 본체로서의 무, 공부로서의 무, 경지로서의 무 등 다의성을 지닌다. 그렇다
면 과연 양명이 말한 무의 본색이란 무엇을 말하며, 양명학의 사상체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
까? 본 장에서는 『전습록』에서 무에 대해 양명이 언급한 명제들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추론해보고자 한
다.

1. 無體
먼저 『전습록』에서 무의 함의를 추론할 수 있는 용례는 ‘무체’(無體)이다. 무체란 일정하게 고정된 형체
가 없다는 의미이다. 양명은 이목구비의 감각기관과 마음을 예로 들어 무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눈에는 일정한 본체가 없으니 만물의 색을 본체로 삼는다. 귀에는 일정한 본체가 없으니 만물의
소리로 본체를 삼는다. 코에는 일정한 본체가 없으니 만물의 냄새로 본체를 삼는다. 입에는 일정한
본체가 없으니 만물의 맛을 본체로 삼는다. 마음에는 일정한 본체가 없으니 천지 만물이 감응하는
시비를 본체로 삼는다.11)
8) 『傳習錄(下)』 : 佛氏說到無, 聖人豈能無上加得一毫有?……佛氏說無, 從出離生死苫海上來, 却於本體上加却這些子意思在, 便不是他虛無
的本色了, 便於本體有障礙.
9) 『傳習錄(下)』 : 聖人只是還他良知的本色, 更不著些子意在. 良知之虛, 便是天之太虛, 良知之無, 便是太虛之無形.
10) 『正蒙』, <太虛>: 太虛無形, 氣之本體.
11) 『傳習錄(下)』 : 目無體, 以萬物之色為體. 耳無體, 以萬物之聲為體. 鼻無體, 萬物之臭為體. 口無體, 以萬物之味為體. 心無體, 以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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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구비와 마음이 만물의 소리 색 맛 냄새 감응하는 시비를 각각 그 본체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 이것은 이목구비의 감각 기관이나 마음은 일정하게 고정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의 작용을 자신의 본체로 삼는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눈이 자신만의 색 가지고 있다면 만물의 색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며, 귀가 자신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만물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없다. 하
지만 이목구비에는 일정한 본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태의 상태에서 모든 만물에 대한 감각을 온전
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고정된 시비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천지만물의 변화하는 시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무체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변화에 감응하여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양명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밝은 거울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성인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다만 이 하나의 마음이 밝기만 하면 느끼는 것에 따라 응하여
어떤 사물도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이미 지나가 버린 형상을 여전히 남겨 두지도 않으며, 아직 비
추지 않은 형상을 먼저 갖추고 있지도 않다.12)

양명이 말한 ‘마음이 무체’라는 의미는 거울이 “이미 지나가 버린 형상을 여전히 남겨 두지도 않으며,
아직 비추지 않은 형상을 먼저 갖추고 있지도 않다”는 말과 같으며, “천지 만물이 감응하는 시비를 본체
로 삼는다”는 의미는 “다만 이 하나의 마음이 밝기만 하면 느끼는 것에 따라 응하여 어떤 사물도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 양명은 또한 불교 『금강경』의 ‘應無所住而生其心’과 연관 지어 마음의 거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교에서도 일찍이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밝
은 거울이 사물에 응할 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추한 것은 추하게 응하기 때문에 비추는 것마다
모두 참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추한 것은
추하게 응하되 일단 지나가면 남겨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13)

“머무는 바가 없다”는 말은 곧 심의 무체를 뜻한다. 무체이기 때문에 비추는 형상 그대로가 그것의 참
된 모습이다. 사물에 따라 응하되 이미 지나가 버린 형상을 남겨 두거나, 아직 비추지 않은 형상을 미리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무체이다.

2. 無中生有
다음으로 무의 함의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용례는 ‘무중생유’(無中生有)이다. 양명은 자신의 학문을 무에
서 유를 낳는 공부[無中生有]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여기서 학문을 논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낳는 공부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萬物感之是非為體.
12) 『傳習錄(上)』 : 圣人之心如明 . 只是一个明, 则 感而应, 无物不照. 未有已往之形尚在,未照之形先具者.
13) 『傳習錄(中)』 : 無所住而生其心, 佛氏曾有是言, 未為非也. 明鏡之應物, 妍者妍, 媸者媸, 一照而皆真, 即是生其心處. 妍者妍, 媸者
媸, 一過而不留, 即是無所住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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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단지 뜻을 세우는 것일 뿐이다. 학문하는 사람이 한결같은 생각으로 선을 행하려는 뜻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다만 조장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며 오직 북돋아주어 잘 자라도록 한
다.14)

여기서 말하는 무에서 유를 낳는 공부란 나무가 처음 생장할 때 번잡한 가지들을 제거해야 잘 성장하는
것과 같이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이 외적인 기호를 제거[無]하여 그 뜻이 전일하도록 하는 공부[有]를
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본문 중에서 “다만 조장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라”는 언급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이는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조물망(勿助勿忘)’은 『맹자』에 나오는 말로 “반드시 일
삼음이 있되 미리 기약하지 말며, 마음에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15)는 뜻이다. 양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만 시시각각 의로움을 쌓는 것[集義]이다. 만약 시시각각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야 한다는 공부를 하되 혹 끊어지는 때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잊어버린 것이
니 즉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공부를 해야 한다. 시시각각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야 한다는 공부를 하
되 혹 효과를 빨리 구하고자 하는 때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조장한 것이니, 즉시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부를 해야 한다.……만약 이 공부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잊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으
며, 이 공부가 원래 효과를 빨리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시 조장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
다.16)

양명에 의하면, 필사유언(必事有焉)의 사는 곧 의로움을 쌓는 공부이며,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는 것은 그 사이에 이 공부가 끊어지거나 효과를 빨리 구하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의로움을 쌓
는 공부 즉 치양지17)가 원래 끊어지지 않고, 원래 효과를 빨리 구하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계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양명의 무중생유의 학문과 연관 지어보면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조장
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無] 그 가운데 양지를 끊임없이 실현해 가도록 하는 것[有]이요, 다른 하나
는 양지본체는 끊어지거나 효과를 빨리 구하려는 것이 본래 없으므로[無] 다만 양지를 온전히 발현하여
확충해 갈 뿐[有]이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전자는 공부즉본체이고, 후자는 본체즉공부라 할 수 있다.

3. 無知無不知
다음으로 무의 함의를 추론하기 위해 살펴볼 용례는 ‘무지무부지’(無知無不知)이다. 양명은 무지와 무
부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태양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앎이 없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은 본체가 원래 그와 같은 것이
다. 비유하면 태양이 일찍이 사물을 비추려는 마음을 지닌 적이 없으나 저절로 비추지 않는 사물이
14) 『傳習錄(上)』 : 我此論學是無中生有的工夫, 諸公須要信得及. 只是立志. 學者一念為善之志, 如樹之根, 但勿助勿忘, 只管培植將去.
15) 『孟子』, 「公孫丑(上)」 :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16) 『傳習錄(中)』 : 必有事焉者, 只是時時去集義. 若時時去用必有事的工夫, 而或有時間斷, 此便是忘了, 即須勿忘. 時時去用必有事的工夫,
而或有時欲速求效, 此便是助了, 卽須勿助.……若是工夫原不間斷,卽不須更說勿忘, 原不欲速求效, 即不須更說勿助.
17) 『傳習錄(中)』 : 夫必有事焉只是集義, 集義只是致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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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과 같다. 비춤이 없으면서도 비추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원래 태양의 본체이다. 양지는 본
래 앎이 없는데도 이제 도리어 앎이 있기를 요구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이제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8)

양명에 따르면 양지본체는 본래 앎이 없으면서도(無知)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無不知) 과연 앎이 없다
말과 알지 못함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해결의 단서는 “태양 일찍이 사물을 비추려
는 마음을 지닌 적이 없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태양에 비춤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비추는 작용이 없
다는 말이 아니라 그 비추는 작용에 사물을 비추려는 마음 즉 작위성 내지 고정성 등 일체의 私意가 없다
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비추지 않는 사물이 없게 된다. 그러나 비추지 않는 사물이 없다는 말은
다만 작용의 평등성을 말한 것이지 그 작용에 따른 결과의 동등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양지에 앎이 없다는 말은 양지에 지적 작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지 못
하는 것이 없다는 말 또한 이론화 개념화를 통한 지식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명은 오히려 지식
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인욕이 점점 자라나고, 재주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리는 더욱 더 가려진다
고 경계하였다.19) 그렇다고 해서 또한 앎이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거나 생기가 없
는 고목이나 꺼진 재처럼 죽어버린 상태와 같다.20)
양지에 앎이 없다는 것은 양지의 본래적 속성을 의미하며,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양지의 주체
적 작용을 의미한다. 즉 양지는 대상에 대한 작위적이거나 고정된 판단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無知] 접물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에 맞는 시비판단을 하게 되고[無不知], 마음이 인욕이 없는 순수
한 천리[無知]라면 접물을 할 때 마다 그 상황에 맞는 도리를 자연스럽게 구하게 될 것[無不知]이라는 말
이다. 따라서 양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천리이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 이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효도이고, 임금을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충성이며, 벗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믿음과 어짊이다. …… 이 마음
이 만약 인욕이 없는 순수한 천리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성실한 마음이라면, 겨울에는 자연히
부모의 추위를 생각하며 저절로 따뜻하게 해드릴 도리를 구하고자 할 것이며, 여름에는 자연히 부모
의 더위를 생각하여 저절로 시원하게 해드릴 도리를 구하고자 할 것이다.21)

양명에 따르면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는 상태는 곧 천리로서 이는 앞서 말한 양지의 본래적 속성인
무지의 상태와 같으며, 그 천리의 마음이 부모 임금 벗 백성을 대함에 따라 각각 그에 맞게 효도 충성 믿
음 어짊으로 드러나는 것과 계절을 따라 부모에게 해드려야 할 알맞은 도리를 자연스럽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곧 양지의 주체적 작용인 무부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18) 『傳習錄(中)』 : 先生曰, 無知無不知, 本體原是如此. 譬如日未嘗有心照物, 而自無物不照, 無照無不照, 原是日的本體. 良知本無知, 今
卻要有知, 本無不知, 今卻疑有不知, 只是信不及耳.
19) 『傳習錄(上)』 : 後世不知作聖之本, 是純乎天理, 卻專去知識才能上求聖人. 以為聖人無所不知, 無所不能, 我須是將聖人許多知識才能,
逐一理會始得.……知識愈廣而人欲愈滋, 才力愈多而天理愈蔽.
20) 『傳習錄(上)』 : 自朝至暮, 少至老, 若要無念, 即是己不知. 此除是昏睡, 除是槁木死灰.
21) 『傳習錄(上)』, : 此心無私欲之蔽, 卽是天理, 不須外面添一分. 以此純乎天理之心, 發之事父便是孝, 發之事君便是忠, 發之交友治民便是
信與仁.……此心若無人欲, 純是天理, 是個誠於孝親的心, 冬時自然思量父母的寒, 便自要求個溫的道理. 夏時自然思量父母的熱, 便自要求
個清的道理. 這都是那誠孝的心發出來的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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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본 논문은 『전습록』에서 무에 대해 양명이 언급한 명제들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추론해보고 이를 통해
불교에 대한 양명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양명의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전습록』에서 ‘무체(無體)’, ‘무중생유(無中生有)’, ‘무지무부지(無知無不
知)’등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양명이 말하는 무는 곧 심체의 특성으로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무집착성을 지적한 것이고,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본연 상태가 이상적인 자재의 경지를 실
현하는 내재 근거임을 지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명의 무는 허무와 적멸의 사무(死無)가 아니라
‘생생지무’(生生之無)이며, 이는 불교의 궁극적 본체로서의 무를 비판하면서도 공부상에서 드러나는 경지
로서의 무는 자신의 사상체계에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명의 입장에서 경지로서의 무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유가 고유의 ‘유’(有)의 입장, 즉 세계의 실재나 가치의 실유(實有)를 승인하는 입장을 버릴 필
요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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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분과 발표 2]

한국 기독교환경운동의 성격과 특징

김신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차 례>
1. 서론
2. 기독교환경운동가 되기
3. 기독교환경운동의 전개 과정
1)진입경로에 따른 분석
2)구심점에 따른 분석
3)운동방식에 따른 분석
4) 기독교환경운동의 프레이밍
4. 결론
1) 기독교환경운동의 특징과 차별성
2)기독교환경운동의 한계 및 제언

1. 서론
기독교가 환경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창조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창조는 단지 인류 구원을 위한 서론적 사건 정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구 기독교는 생태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교회적 실천을 고
민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종교계 환경운동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확대된다. 초
창기 종교계 환경운동은 생활과 밀접한 절약운동, 생협운동, 환경교육운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점차 범
종교적이고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을 형성하여 능동적인 환경운동으로 발전한다(유영억, 2011).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기독교환경운동가의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환
경운동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환경운
동가는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등장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독교환경운동의 특징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누가 기독교환경운동에 참여하며 그 동기와
경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환경운동의 전개과정과 운동방식을 통해 기독교환경운
동의 전략과 특징을 알아보고, 더불어 기독교의 생태신학이 기독교환경운동의 현장에서 갖는 의의를 알

- 81 -

대회 2일차 | 기독교분과

아볼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기독교환경운동의 차별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독교환경운동가들의
경험과 기독교환경운동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기독교환경운동이 갖는, 일반 환경운동과 구별되는 특징
을 분석할 것이다.

2. 기독교환경운동가 되기
기독교환경운동가의 신앙적 경험과 신학적 성향은 이들의 세계관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환경운동가들은 교리중심적, 내세지향적, 문자중심적인 전통신학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보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한국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회의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며 기독교
환경운동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축적한다. 특히 독서, 대학진학, 동아리 활동 등의 경험은 구술자들이 기
존의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구술자들의 이러한 변화
에서 환경문제나 생태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이나 생태적 회심과 같은 단서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의 신학적 전통과 교리에 대한 회의,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등은 이
들이 향후 기독교환경운동에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신앙적인 기초와 신학적 밑바탕이 된다.
또한 구술자들은 “참 희망이 없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둡고 암울한 정치적 상황을 경험
한다. 게다가 암울한 시대경험은 한국교회의 보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모습과 맞물려 증폭되어 경험된
다. 한편 구술자들은 80-90년대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이에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이것이 환경운동에 대한 긴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직 우
리사회에 전문 환경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으며 민주화와 노동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환경운동가의 정체성은 어떤 계기로 촉발되었는가? 구술자들이 경험한 신학적 변화,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 공해문제나 환경문제의 부각 등은 기독교환경운동에 대한 문제의
식을 촉발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계
기로 환경운동에 진입했고, 이후 점차 다양한 영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직접적인 환경문
제 경험은 이들의 환경의식 심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구술자들은 환경문
제를 구조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환경운동에 대한 신학적 근거 등을 확인하며 기독교환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갔다.
또한 구술자들은 기독교환경운동가가 되는 과정에서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연
세계를 인간의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적 배경으로 간주하는 인간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전통신학과 한국
기독교의 보수적 성격을 극복하고, 대신 생태위기에 대응할 만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들은 이전의 전통적인 신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나라, 민중신학, 동학사상, 생
태신학, 범재신론 등의 이론적 바탕을 통해 환경운동은 신앙운동이며 평화운동이라는 확신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생태적 각성과 자연을 통한 신비체험은 기독교환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중요
한 사건으로 나타난다. 생태적 각성과 회심의 경험은 생태영성의 경험적 기초를 제공하며 기독교환경운
동가의 심층에 영향을 미친다. 생태영성의 관점에서 기독교환경운동가는 자연을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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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창조는 하나님의 행위이며,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자연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청지기(stewardship)윤리와 가치관을 형성한다.

3. 기독교환경운동의 전개 과정
1)진입경로에 따른 분석
기독교환경운동의 진입유형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계획유형’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문제의식을 통해 기독교환경운동가로서 방향성을 미
리 갖고 있던 경우를 말한다. 계획유형의 구술자들은 목회자가 되기 전 단계부터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근거를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기독교의 본질, 목회자로서의 소명, 교회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한 방향성이 환경의식과 어우러져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독교환경운동에
진입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운동영역의 이동유형’이다. 이는 다른 영역(민주화, 노동, 여성, 민중교회, 사회선교)에
서의 운동 경험과 더불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을 가지고 환경운동으
로 진입한 유형이다. 이 경우는 이전의 운동경험이나 목회적 배경을 가지고 환경운동에 진입하기 때문에
운동의 바탕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진입 시기는 다소 늦은 편이다.
세 번째 유형은 ‘상황유형’이다.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환경문제를 직접 접하면서 환경운
동으로 진입한 유형이다. 지역의 환경문제를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한 목회자들 대부분은 교단이나 교회
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기독교 신앙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환경운동의 동기와 동력을 유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단체유형’은 자신의 주도적인 의지보다는 소속단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환경운동 영역
에 진입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소속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활동의 방향이 이전부터 어느 정
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동가들이 이러한 기반들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2)구심점에 따른 분석
운동의 구심점에 따라 기독교환경운동은 교회중심운동, 기독교단체중심운동, 시민단체중심운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회중심운동은 기독교환경교육, 생태체험, 생태도서관 등의 교육적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교회 내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중심의 환경운동은 기독교 영역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운동이며, 신자들의 유대감 증진이나 교회의 지역사회 이미지 재고와 같은 목표도 추구
한다. 하지만 신앙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 참여적 성격은 약하게 나타난다.
기독교단체중심운동은 기독교환경단체나 교단 내 환경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환경운동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대중을 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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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
당 단체가 소속된 조직(교단)으로부터 얻는 인정과 승인이 중요한 활동요건이 된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중심운동은 개인이 일반 환경단체에 소속되거나 연대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활동하
는 경우이다. 이 경우 활동가는 소속된 환경운동단체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정
체성이 운동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며, 기독교 내부로부터 ‘운동권’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기도 한
다.

3)운동방식에 따른 분석
기독교환경운동의 방식은 크게 환경교육, 조직결성, 저항적 운동으로 구분된다. 환경운동의 구심점과
연관지어 볼 때 환경교육은 주로 교회나 기독교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조직결성 방식의 운동
은 주요한 환경문제가 대두될 때 기독교환경단체가 주로 취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저항적 운동은 지
역교회 수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기독교환경단체나 일반 환경운동단체에서 나타난다.
환경교육은 우리나라 기독교환경운동 영역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회적이
거나 강좌 수준에 머물기 쉽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생태적 전환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강좌개설, 생태체험 프로그램, 책자 및 생태적 성경공부 자료 등이 교회의 조직망을 통해 확산되고 보급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환경문제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이해가 확산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직결성을 통한 환경운동은 교회보다는 기독교환경단체, 일반 환경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직
면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주로 취하는 방식이다. 교회는 신자 사이의 균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교회의 이름으로 반대운동을 하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 반면, 생태공동체운
동본부(기장), 기환연 등의 단체들은 타종교 및 기독교권의 다른 조직들과 연대하여 환경문제에 적극적으
로 목소리를 내며, 사안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특화된 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저항적 운동은 교회나 기독교환경단체가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전략이며, 주로 일반
환경단체와의 연대나 1인 시위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저항적 운동을 펼칠 경우, 기독교환경운동
가들은 교회의 신자나 다른 목회자 혹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독
교환경운동이 저항적 운동을 근본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배와 기도회 형식을 통해 기독
교환경운동만의 비폭력적이고 비정치적인 시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4) 기독교환경운동의 프레이밍
기독교환경운동은 기독교 대중, 교단 및 교회의 지원과 참여에 크게 의존하며, 이러한 구조는 기독교환
경운동의 프레이밍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환경운동가는 그 사회의 기독교적 맥락과 연
결된다. 따라서 기독교환경운동은 지배집단과 소속집단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 현실
인식과 대안에 대한 해석과 논리를 구성한다(프레이밍). 이를 위해서 생태위기 현실에 대한 신앙적 진단
(진단적 프레이밍), 기독교환경운동의 필요성 제시(처방적 프레이밍), 기독교계의 지지와 참여에 대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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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여(동기적 프레이밍)의 과정이 이루어진다(Benford & Snow, 2000).
구술자들은 기독교환경운동을 죽음과 생명의 대립, 창조질서,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
며 기독교환경운동의 신앙적-신학적 근거와 신앙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기
존의 교리적 전통과 잘 어울리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과 환경문제를 긴밀하게 엮는다. 예를 들어 다른 존
재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 신앙”은 절제와 절약과 같은 자기 제한적 실
천을 통한 생태적 삶과 연결되며, 생태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환경운동은 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과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 구술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아가
페 문건이 생명농업을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가 펼치고 있는 기독교생명농업운
동을 세계교회협의회의 핵심사업과 연결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에 대한 이러한 표현방식은 기독교환경운
동의 초점이 정치나 비기독교권의 일반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 요구와 기독교대중
의 공감과 참여를 향하고 있으며 세속적 정당성과 인정보다는 신앙적 책임과 성숙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Ellingson, 2016).
다음으로 구술자들은 기독교환경운동가로서 삶의 여정이 자신의 선택이나 사회적 흐름에 의한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환경운동을 신앙적 소명으로 표현한다. 이
때 ‘하나님’은 ‘인도’의 능동적 주체로 강조되며 자신의 역할은 수동적으로 축소된다.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인도(God’s guidance)”는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와 관련하여 성서에서부터 기독교 대
중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등장하고 사용되는 개념인데(Cornwall et al., 1986, Bockmuehl, 1990), 이
러한 표현은 기독교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신앙적 맥락에 위치시키게 된
다. 또한 구술자들이 기독교환경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주로 신앙과 영성에 있었다.

4. 결론
1) 기독교환경운동의 특징과 차별성
기독교환경운동가의 경험을 통해 발견되는 기독교환경운동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 환경운동과 달리 기독교환경운동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기
독교환경운동은 활동영역 확보를 위해 교회 조직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신자 개
인의 신앙적 성숙과 선교를 핵심 목표로 여기는데, 이는 기독교환경운동이 ‘신앙과 선교’라는 가치에 전
략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운동은 신앙운동”, “환경문제는 신앙문제”, “환경문제는
선교적 과제” 등과 같은 구술자들의 표현에서 확인된다. 특히 선교는 기독교환경운동이 취하는 가장 특
징적인 전략적 프레임이며 이는 기성교회가 기독교환경운동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역할
을 한다.
또한 일반 환경운동에서는 생태사상, 생태철학 등을 통한 윤리적 근거의 확보와 가치 부여가 가능할 수
는 있으나 대중의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윤리적 당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독교환경
윤리는 환경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연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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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함을 볼 수 있었다.
생태신학은 서구 사회가 처한 생태위기의 현실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서 발생했다. 핵에
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공해, 환경정의 등의 환경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대두되었고, 이에 특정 사안
에 초점을 맞춘 환경운동단체에서부터 환경문제 일반을 넓게 다루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환경단체
가 다수 등장했다. 그렇다면 생태신학이 한국의 기독교환경운동과 기독교 대중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
쳤을까? 연구참여자들의 구술과 기독교환경운동에 대한 문헌들은 생태신학이 제공하는 이론적 자원들이
기독교환경운동의 동기를 강화하거나 현장에서 전략적으로 적용될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았다.
생태신학의 이론적 자원들이 기독교환경운동의 신학적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현
실적으로 교단 지도부나 기성 교회를 설득하고 일반 기독교 대중에게 기독교환경운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에 소개된 생태신학 관련 저술과 연구 대부분이 전문적인 신
학이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생태신학이 서구 사회의 상황과 맥락에서 나온 만큼 우리 사회의 상황과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생태신학이 주는 이점도 있지만 그보
다는 한국적 상황과 한국기독교 대중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한 생태신학적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즉
대중들에게 낯선 신학 개념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앙적 권위를 갖고 있는 성서텍스트를
기반으로 새로우면서도 전통의 맥락을 거부하지 않는 범위의 성서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교회
현장에서는 생태체험이나 환경강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환경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구술자들도 기독교
환경교육과 생태체험을 통한 생태영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
고 있음에 비해 실제로 기독교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2)기독교환경운동의 한계 및 제언
기독교환경윤리의 중심에 있는 청지기윤리나 생태영성은 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존재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개인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위기의 복합적이고 구조
적인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 또한 교리에 밀착된 기독교환경윤리는 일반 대중들과의 소통 및 공감이 어
렵기 때문에 기독교환경운동을 기독교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기 쉽다. 한편 기독교환경운동이 종교적
논리와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고 소통 될 때, 일반 대중들의 종교적 감정들과 어우러져 보다
역동적인 운동이 가능하게 되며, 일반 환경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상호작용도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이론적 자원의 측면에서 서구의 생태신학을 넘어 우리나라의 생태와 민족정서를 반영하고 한국
교회의 현실과 기독교 대중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한 생태신학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독교환경운
동의 기본단위가 교회임을 고려할 때 교회중심운동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인 기독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독교환경운동의 선교프레임은 기독교 내부를 향한 소통 전략이지만 이를 생태적 선교로 확대하
고 재해석하여 생태영성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프레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난과 질병 및 환경 난민 문
제 등에 접근할 때 기독교는 환경운동을 통해 공적 영역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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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분과 발표 3]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인간론

조재형 (케이씨(그리스도)대학교 강사)
Jae Hyung Cho, Korea Christian University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나그 함마디 문서와 영지주의
Ⅲ.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인간
Ⅳ. 영혼의 여행으로 살펴본 인간
Ⅴ. 결론

Ⅰ.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사상사비평법(history of ideas)을 사용해서 나그 함마디 문서(Nag Hammadi library)에
나오는 인간론을 연구한다.1) 나그 함마디 문서는 영지주의, 역사적 예수와 인간론에 대한 연구를 위한 귀
중한 자료를 제공한다.2) 나그 함마디 문서는 52 개의 문서자료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원래 그리
스어로 기록되었다가 콥트어로 번역되었다.3) 1945년 12월에 상부 이집트에서 이 자료들이 발견된 이후
1) 러브조이(lovejoy)는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상(idea)이 어떻게 각 영역에서 표현되고, 보존되고,
변화되는지를 살펴서 그 기원을 추적한다.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repr., 1948), 1-14.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이 영역 중 하나 이상에 공통적으로 더 많은 것[‘사상의 단위’(unit-ideas)]이 있으며 지적 세계의 가장
다양한 지역에서 동일한 아이디어가 종종 나타나고 때로는 매우 위장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는 ‘사상의 단위’를 “소수
의 심오한 사상가 또는 저명한 작가의 교리 또는 견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단의 집단적 사고에 있는 구체적인 단위 아이
디어의 표출”에도 관심을 가진다. Lovejoy, 15-19.
2) Birger A. Pearson, Ancient Gnosticism: Traditions and Liter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22.
3) 문서의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제1권: 사도 바울의 기도, 야고보의 비밀서, 진리의 복음, 부활에 관한 논고, 세
편의 논고. 제2권: 요한 비밀서(긴 본문), 도마복음, 빌립복음, 아르콘들의 실체, 세상의 기원, 영혼에 관한 주석, 용
사 도마의 책. 제3권: 요한 비밀서(짧은 본문), 이집트인들의 복음, 복된자 유그노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소피아, 구
세주와의 대화. 제4권: 요한 비밀서(긴 본문), 이집트인들의 복음(3권의 것과 같음). 제5권: 진복자 유그노스토스(3권
과 같은 논고), 바울 묵시록, 야고보의 첫째 묵시록, 야고보의 둘째 묵시록, 아담 묵시록. 제6권: 베드로와 열 두 사
도의 행전, 천둥-완전한 지성, 권위 있는 가르침, 우리의 위대한 권능의 사색, 플라톤 공화국, 제8위와 9위에 관한
강화, 감사기도, 아스클레피우스. 제7권: 셈의 풀이, 위대한 셋의 둘째 논고, 베드로 묵시록, 실바노스의 가르침, 셋의
삼석비. 제8권: 조스트리아누스, 빌립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 제9권: 멜기세덱, 노레아의 사색, 진리의 증언. 제
10권: 마르사네스. 제11권: 지식의 해석, 발렌티누스파의 설명, 도유-세례-성찬에 관한 단편들, 외방인, 지극히 높은
사색을 하는 여성 실체. 제12권: 섹스투스의 금언들, 진리의 복음(1권에 나오는 것과 같음), 단편들. 제13권: 프로텐
노이아, 세상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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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독교의 기원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자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4)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
견 전까지,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는 교부들의 글이나 소수의 영지주의 본문들에 의존하였다. 사실 다른
지중해 지역의 종교들과 비교해서 나그 함마디 문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지만, 문서
의 몇몇 자료들은 기독론과 인간론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5)(예를 들면, 『도마복음서』, 『요한 비
밀의 서』 등).6)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인간론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신의 속성
으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속성으로, 또는 동물(사자)의 속성으로도 나타난다.7) 필자는 인간론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나그 함마디 문서와 영지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인간론을 ‘영혼의 여행’
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인간학은 모든 사상 체계에서 우주론과 신학과 끊을 수 없는 연
관을 맺고”있기 때문이다.8)

Ⅱ. 나그 함마디 문서와 영지주의
대부분의 나그 함마디 문서의 자료들은 영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학자들이 이것에 대
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몇몇 학자들은 『플라톤 공화국』, 『조스트리아누스』, 『제8위와 9위에 관한 강
화』, 『감사기도』, 『실바누스의 가르침』, 『도마복음』 등은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다.9)
이들의 견해는 영지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10)
만약 영지주의를 하나의 종교로서 본다면, 기독교 전통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많은 종
류의 영지주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영지주의나 영지 사상은 인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론과 체험을
발판으로 하는 모든 교리와 모든 종교적 태도를 의미한다.”11) 그래서 카렌 킹(Karen King)은 “영지주의
는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정의를 시도했다.12) 하지만 그녀는 다양한 영지주의적 특
징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했지만, 영지주의 핵심을 찾지 못했다. 다른 학자들도 영지주의를 정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지주의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공통적인 요소들을 공유는 하지만 셋파
영지주의, 발렌티누스의 영지주의, 도마 영지주의, 바실라이데스의 영지주의가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
문에,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영지주의는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13)
이런 측면에서 나그 함마디 문서는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기독교와 비기독교 영지주의의 특징들을 포함

4) 나그 함마디 문서는 2-4세기의 영지주의 운동과 고대 영지 사상에 대한 정보, 신약성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도
전, 신약외경과 큐 문서에 대한 도전을 준다.
5) David Brakke, "Nag Hammadi," in Encyclopedia of Religion, ed. Lindsay Jones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6398.
6) In relating this topic, scholars also pay attention to The Gospel of Judas and The Gospel of Mary, though they do
not belong to the Nag Hammadi library.
7) James M. Robinson, ed. The Nag Hammadi Library (New York: HarperCollins, 1990), 127 and 319 .
8) 마들렌 스코펠로, 『영지주의자들』, 이수민 역(칠곡: 분도, 2005), 83.
9) 송혜경, 『영지주의-그 민낯과의 만남』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14), 105; James M. Robinson, "Nag Hammadi: The First
Fifty Years," Occasional Papers 34 (1995): 29-35; 유태엽, "[트라이몰픽 프로텐노이아]와 요한복음의 서론," 「신학과 세계」64
(4 2009): 39.
10) 조재형, "나그함마디 문서가 영지주의 사상과 신약성서 연구에 주는 의미와 도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 (2018): 61.
11) 스코펠로, 『영지주의자들』, 31.
12) Karen L. King, What Is Gnosticism? (Cambridge: Belknap Press, 2003).
13) 송혜경, 『영지주의-그 민낯과의 만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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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의 콥트어 학자들은 나그 함마디 문서 연구에 몰려있는데,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신약성서와의 관계에 집중한다. 초기 교부들이 주장했듯이 영지주의를 기독교 이단운동으로 연구하는 것
을 벗어나서 이제는 유대교 전통과 연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 배경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영지주의의 철학적 배경을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찾음으로써 종교적 전통에서 찾지 못했던 모나
드(monad)의 개념으로 영지주의를 연구한다. 그레고리 라일리(Gregory J. Riley)는 영지주의를 ‘모나
드’와 ‘영혼의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14) 그에 따르면 이 둘은 영지주의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
며,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꼭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전통에서도 영지주의를 찾을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이 모나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불멸하며, 영원하고, 완벽하며, 알려지지 않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다(『유그노토스』71.14-72.20; 『요한 비밀의 서』4.2-9). 이 모나드
는 “홀로 다스리스며 그분 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모
든 것 위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불멸하시며.... 그분은 완전 자체이시다.... 그 분은
자신의 빛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신다” (『요한 비밀의 서』2.26-4.1). 모나드는 질투하지 않으
며, 항상 충만함으로 넘쳐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 주위에는 많은 영적인 플레로마(pleroma)
를 형성하고 있다.15)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영적 존재들은 모나드로부터 방출되어 나온다. 모나드
로부터 모든 영적인 존재가 방출되지만, 물질은 악한 창조신 또는 플라톤 전통의 무지한 데미우르고스
(demiurgos)가 창조된다. 인간의 육체도 바로 이 악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육체 안에 인간의 영혼
은 감금된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 안에 있는 영적인 불꽃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이뤄진다.16) 즉,
인간이 자신의 본질은 영혼이고, 이 영혼이 모나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모나드로 돌아가는
영혼의 여행을 통해서 이뤄진다. 모나드와 영혼의 여행이라는 척도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나그 함마디 문
서의 몇몇 자료들(『플라톤 공화국』, 『조스트리아누스』, 『제8위와 9위에 관한 강화』, 『감사기도』, 『실바누
스의 가르침』, 『도마복음』 등)을 살펴보면 이들이 영지주의 문헌에 속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17)

Ⅲ.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인간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인간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주었다. 물질적인 세상이 세상에 대한 악
마적인 개념을 형성했다면, 보이지 않는 모나드로서의 신(하느님)은 영적인 영역을 지배한다고 생각되었
다. 비슷하게 인간의 몸은 영혼에게 악마적인 개념이라면, 인간론에 있어서 영혼은 빛의 씨앗으로 간주되
었다.18) 영혼과 몸의 이원론과 함께, 영지주의적 인간론은 세 종류의 인간론을 제시한다. 즉, 영적 인간

14) Gregory J. Riley, The River of God: A New History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HarperCollins, 2001), 42-48;
Gregory J. Riley, "Gnosticism," recorded October 3, 2007, 2007,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Claremont,
Gnosticism Class Note on October 3, 2007.
15) Riley, The River of God, 46-47.
16) Christoph Markschies, Gnosis: An Introduction, trans. John Bowden (London: T & T Clark, 2003), 16-17.
17) 이들 문서에 나타나는 모나드와 영혼의 여행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조재형, 64-66.
18) Kurt Rudolph, Gnosis: The Nature and History of Gnosticism, trans. R. McLachlan Wils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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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ic), 혼적 인간(psychic), 육적 인간(sarkic), 또는 물질적 인간(hylic)이다.19) 영적인 인간은
참된 하느님과 자신의 기원을 아는 영지주의자이며, 육적 인간은 참된 하느님과 자신의 기원을 모르는 우
매한 자이며, 혼적 인간은 육적 인간과 영적 인간의 중간에 속한 인간으로, 부분적인 구원을 받았거나 구
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세 분류로 구분하는 방식은 발렌티누스 영지주의에서 도드라진다.20)
반면에 셋파 영지주의는 인간을 영적인 인간과 물질적인 인간으로 나눈다.21)
『세상의 기원』은 분명하게 세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제 첫번째 아담(Adam)은 영이 부여된 빛의 사람으로 첫 째 날에 나타났다. 두 번째 아담은 혼
이 부여된 사람으로 여섯째 날에 나타났다… 세 번째 아담은 땅의 창조물로서 율법의 인간으로 여덟
째 날에 나타났다(117.28-35).

『세상의 기원』의 저자는 분명하게 세 명의 아담의 모습을 구분한다. 즉, “세 아담 모두 연속적으로 기
원했지만, 그들은 첫째 아담 안에서 연합되어, 각 아담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로 모든 사람을 형성한다
.”22) 혼적 인간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 엄밀하게는 “오직 영지주의자들인 영적 인간들만 구원받는
다.”23) 아담은 세 가지 종류의 인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아담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의
예정된 운명(타락, 지식, 구원)을 본다.”24) 『야고보의 비밀서』는 영과 혼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혼을 키우
는 것은 바로 영이지만, 몸은 영을 죽인다.”라고 기술한다(12.7-9).25)
『요한 비밀의 서』는 어떻게 인간의 타락이 일어났고,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참
된 인간의 실재는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영육 이원론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얄다보아뜨(물질적인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와 육체를 입은 인간의 탄생에 대
해서 살펴봐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참된 인간의 실체인 영혼은 모나드로부터 방출되었고,
물질적인 신이 물질적인 세상과 인간의 육체를 모나드가 가진 모상을 가지고 창조했지만, 그 자체의 모순
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감금되게 되었다. 페더릭 위쎄(Frederik Wisse)는 『요한 비밀의 서』
의 ‘서론’에서,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불꽃을 소유하기 위한 빛의 힘과 어둠의 힘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
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26) 왜냐하면 모나드는 빛의 씨앗인 에피노이아(Epinoia)를 아담 안에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27)
19) Rudolph, Gnosis, 91-92.
20) 조재형, "그레코-로만 배경에서 영지주의 연구(6)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의 기원과 특징," 「성서마당」 129 (2019):
107; 나그 함마디 문서 중에서는 『진리의 복음』, 『사도 바울의 기도』, 『부활에 관한 논고』, 『세 편의 논고』, 『빌립복음』,
『지식의 해석』, 『발렌티누스파의 설명』, 『야고보의 첫째 묵시록』, 『야고보의 둘째 묵시록』, 『빌립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
지』, 『진리의 증언』, 『야고보의 비밀서』 등이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에 속한다. King, What Is Gnosticism? , 154.
21) 셋파 영지주의는 아담의 아들 셋과 셋의 후손들이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그 함마디 문서들 중
에는 『요한 비밀서』, 『아르콘들의 실체』, 『프로텐노이아의 세 형체』, 『이집트인들의 복음』, 『아담 묵시록』, 『셋의 삼석비』,
『조스트리아누스』, 『노레아의 사색』, 『마르사네스』, 『멜기세덱』, 『위대한 셋의 둘째 논고』, 『셈의 풀이』, 『외방인』이 셋파
영지주의에 속한다. 이것들 외에 브루스 코덱스에 있는 “제목이 없는 문서”와 코덱스 챠코스(Codex Tchacos)에 포함되
어 있는 『유다복음서』와 『외방인의 책』도 셋파에 속하는 문서들이다. King, What Is Gnosticism? , 154.
22) Rudolph, Gnosis, 92.
23) Rudolph, Gnosis, 92.
24) Rudolph, Gnosis, 102.
25) Robinson, The Nag Hammadi Library, 35.
26) Robinson, The Nag Hammadi Library,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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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영과 크나큰 자비를 통하여 아담에게 조력자를 보내 주셨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온 찬란한 에피노니아(사색 Epinoia), ‘생명’Joe이라 불린 이다. 그녀는 온 피조
물을 도와 그와 함께 수고하며, 그를 그의 플레로마로 인도하여 바로잡고, 그의 씨앗이 아래로 내려
온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길, 곧 그가 내려온 길을 그에게 가르쳤다. 그리
고 빛의 에피노이아(사색 Epinoia)는, 아르콘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담 안에 숨었다. 에피노니아
Epinoia가 어머니의 결핍에 대한 교정이 되기 위해서였다(『요한 비밀의 서』20.15-29).28)

그러므로, 영지주의 시스템에서 비록 물질적인 신들(얄다바오뜨 또는 데미우르고스) 때문에 우주는 악
함에도 불구하고, 영에 속한 인간은 매우 긍정적이고, 혼에 속한 인간은 중립적이고, 육에 속한 인간은 부
정적으로 나타난다.

Ⅳ. 영혼의 여행으로 살펴본 인간
비록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지만, 인간의 참된 실재는 영혼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종종 인간의
몸은 영혼의 무덤이라고 주장한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듯이, 인간의 영혼은 모나드로부터 방출되
고, 그 방출의 층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독교 전통에서 모나드의 방출은 성령에서 멈추는 반면
에, 영지주의 전통에서 그 방출은 성령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까지 도달한다. 이런 다양한 영적인 수준 때
문에, 인간들의 삶의 목표는 그들의 영혼을 단련하고, 그들의 육체가 소멸 될 때, 참된 영인 모나드로 돌
아가는 것이다. 『진주의 찬가』는 이러한 영혼의 여행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29) 이것은 “인간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성육신하는 것과 그 영혼이 결국에는 몸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헬라적 신화”를 보여
준다.30) 비슷하게 『영혼에 관한 주석』은 “그녀가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하늘로 돌아가는 것”으
로 영혼의 여행을 이야기한다.31) 여기에서 영혼은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인간의 몸 안으로
떨어져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된 이후, 그녀의 삶은 많은 강도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이용당했다.
신부의 방에서 그녀의 오빠와의 재회를 통해서 그녀는 다시 하늘로 오를 수 있다. 즉, “그리고나서 그녀
는 다시 젊어지고 그녀를 구원해 준 오빠와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바로 이렇게 영
혼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된다”(134:26-30).32)

Ⅴ. 결론
1945년에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는 20세기 고고학 발견의 최대 성과물로 손꼽힌다. 52개의 문서자
27)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에피노니아, 소피아(Sophia), 피스티스(Pistis), 피스티스 소피아(Pistis Sophia), 조에(Zoe), 프로텐노이아
(Protennoia), 노레아(Norea) 등은 모나드의 씨, 또는 하나님의 섬광을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28)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14), 551-53.
29) 이 문서자료는 원래 나그 함마디 문서에 포함되지 않지만 『도마 행전』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Bentley Layton, ed. The
Gnostic Scriptures: Ancient Wisdom for the New Age (New York: Doubleday, 1987), 367-69.
30) Layton, The Gnostic Scriptures, 366.
31) Robinson, The Nag Hammadi Library, 192.
32) Robinson, The Nag Hammadi Library,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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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은 영지주의, 역사적 예수와 인간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몇몇 문서자료들은
발견초기부터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기본적으로 나그 함마디 문서는 영지주의 문서로 간주되지
만, 영지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그 함마디 문서의 몇몇 자료들은 영지주의 문서로 분류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필자는 영지주의를 하나의 종교로서 이해하여, 모나드와 영혼의 여행에 대
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영지주의 문서로 제시하였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 불
멸한 신을 모나드로 보여준다. 모든 영적 존재들은 이 모나드로부터 방출되었으며, 인간의 영혼도 바로
이 모나드의 불꽃의 일부분이다. 나그 함마디 문서 안에서 셋파에 속하는 자료들은 인간을 영적인 인간과
물질적인 인간으로 나누지만, 『요한 비밀의 서』를 비롯한 많은 발렌티누스 영지주의파는 인간을 영적, 혼
적, 육적 인간으로 구분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영육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
나드로부터 방출된 영혼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지만, 그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한, 그리고 자신이 모
나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담은 세 종류의 인간을 동
시에 대표한다. 비록 아담은 물질적인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는 동시에 모나드의 섬광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영혼의 여행을 통해서 다시 모나드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많
은 장애물(아르콘)들이 영혼의 여행을 방해하지만, 오직 선택한 영혼(영지주의자)은 신적인 지식(gnosis)
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인간론은 다소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인간은 모나드의 섬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이며 선하게 나타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감금되어 있어서 악하고 부정하다. 인간 본성의 성선설과 성
악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33) 그리고 세 종류의 인간론은 영지주의 인간론이 영지를 아는 선
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엘리트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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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평화분과 발표 3]

인간안보의 종교적 정당성 연구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김영진 (대진대)

<차 례>
Ⅰ. 서론
Ⅱ. 성스러움의 발생과 행위
1. 성스러움의 발생
2. 성스러운 행위
Ⅲ. 인권의 성스러운 발생
1.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연법
2. 자연법으로부터 발생한 성스러운 상징
Ⅳ. 성스러움의 행위로서의 인도주의적 개입
1.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2. 회귀본능으로서의 인도주의적 개입
3. 성스러움의 재현으로서의 인도주의적 개입
Ⅴ. 결론

Ⅰ. 서론
평화의 개념은 냉전의 종식 시기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의 평화는 외교정책이나 국
방력을 강화하여 군사적 갈등을 없애는 전쟁의 부재로 정립되었고, 냉전 종식 이후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
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갈등의 해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최근
에는 전쟁의 부재와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다
시 한 번 평화는 인간 중심으로 개념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평화 개념의 변화는 안보의 개념에도 영향
을 주었다. 전쟁의 부재가 평화의 개념으로 인식되던 냉전 시기에는 국가안보가 최우선 과제였고, 냉전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의 부재가 평화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사회안보가 최
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범주보다 인간 중심의 평화가 더 중요하게 인
식되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보
장받을 때 비로소 평화가 확보될 수 있다는 인간안보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란 용어는 1994년 유엔개발개혁의 ‘1994 인간개발보고서’에서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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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지속적인 기아ㆍ질병ㆍ범죄ㆍ억압으로부터 안전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안보의 범주를 세부적으로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사회안보, 정치안보
등 7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안보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안보
의 개념은 1994년 이후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평화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정립되고 있다. 인간안
보는 적용 과정에서 국가 주권 수호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와 인도주의적 개입을 주장하
는 국가 간의 충돌을 빚으면서 정당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평화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되고
있는 인간안보의 내용을 엘리아데의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종교적 입장에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성스러움의 발생과 행위
1. 성스러움의 발생
엘리아데는 신화를 통해 성스러움을 설명하고 있다. 엘리아데는 신화를 시간의 시초이자 최초에 일어
난 원초적인 사건이며 성스러운 역사로 인식한다. 신화에서 중요하게 설명되는 것은 신의 창조 행위와 성
스러움의 근원, 그리고 성스러움을 지키려는 인간의 행위이다. 신화에서 신(神)은 성(聖) 그 자체를 가지
고 있는 존재이다. 신 중에 최고 높은 신은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최고신이다. 최고신은 세계와 인간의 창
조에만 관여한 후 세계에서 사라진다. 최고신이 사라진 이후 세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창조를 마무
리하는 역할은 최고신의 아들인 조물주의 몫이다. 조물주는 시간적 흐름과 지역적 특색에 따라 신화적 선
조, 모신, 풍요신 등 다양한 신격으로 대체되어 신화의 인물로 등장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의 공통
된 특징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의 힘은 생명의 근원으로 ‘성 그 자체’, 즉 신성성을 의
미한다. 신들은 신성성으로 세계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생명은 신성성으로부터 부여된 성스러움
을 갖는다. 또한, 신들은 세계와 인간에게 성의 질서를 부여한다. 이 질서는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에서 인
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 즉 코스모스를 창조하여 두 세계를 구분한다. 또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계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신성성을 갖는다. 따라서 신화에 나타난 성스러움은
창조와 질서 속에서 신의 의지로 부여된 생명의 존엄한 가치이다.
신화에서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창조물이므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세
상의 모든 부분이 동등한 성스러움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성스러움은 자연물 자체의
성스러움보다 자연물을 통해 현현되는 초월적 성스러움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신과 달리 인간
은 성스러움의 가치가 없다고 인식된 공간을 속(俗)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세계는 성과 속이 공존하는
환경이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스러움에 대한 인간의 가치적 판단이다. 세계에는 신의 의지로 만들어
진 피조물에 의해 성스러움이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상징의 가치는 개인적 판단, 학습, 지역
적 특색, 문화 등에 따라 공통된 의미로 정의될 수도 있고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다. 세계에 존재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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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중에는 하늘, 땅, 성스러운 장소와 건물처럼 신의 세계와의 연결 고리를 상징하는 초월적인 성스러움
의 가치가 부여된 것도 있다. 어쩌면 상징의 기준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 즉 신으로부터 부여된 가치일 수
도 있지만, 인간의 인식적 통합으로 만들어지고 학습되어 전해진 가치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초월적
성스러움의 상징은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성스러운 행위
신화에서 인간은 근대를 중심으로 크게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으로 구분된다. 종교적 인간은 신
의 초월성을 인정하여 성스러움의 상징을 찾지만, 비종교적 인간은 신의 초월성을 거부한다. 하지만 비종
교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선조인 종교적 인간의 유전자와 문화를 계승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종교성을
완전히 배제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인간이며,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스러움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철학적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해답을 신화에 나타난 신의 창조작업에
서 찾으려 한다. 인간이 찾은 모범적 해답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연결된
초월적 성스러움의 상징을 찾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스러움을 지키려는 것이다. 세계에는 상징
의 가치를 갖는 특별한 장소와 건축물이 존재한다. 성스러운 장소에는 우주의 기둥, 우주의 축, 세계의 중
심,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묘, 대지의 배꼽 등이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는 성전, 신전, 교회, 성당, 사원,
신성한 오두막, 종교단체의 건축물 등이 있다. 인간이 초월적 성스러움의 상징물에 있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이 신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며, 신성성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장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은 태초에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성스러움에 다가가서 자신의 생명을 초월적
성스러움과 동화(同化)시켜서 성스러움을 지키려는 인간 삶의 모범적 모델이 된다.
두 번째는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이다. 태초에 신들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고 구성할
때 성스러운 시간도 창조하였다. 신들에 의해 창조된 태초의 시간은 모든 성스러운 시간의 원형이며, 가
장 초월적인 성스러움을 간직한다. 태초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을 시작으로 무수한 세월을 지나 현재에 이
르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현재의 인류는 지역과 민족과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태초 시간의 연속성 속에 존재한다. 시간의
연속성에서 볼 때, 초월적 성스러움을 간직한 시간은 태초의 시간이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자신의 성스
러움을 지키기 위해 태초의 시간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모범적
모델이 된다.
세 번째는 태초의 시간에서 일어난 신들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태초에 행하여진
신의 거룩한 창조 행위가 성스러움의 근원적 행위로 인식되어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신의 창조 행위에서 중요한 점은 카오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희생된다는 점이다. 신들은 그것을
출현시키기 위해 카오스의 상징(용, 뱀, 거인, 바다 괴물)과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서 카오스의 상징을 죽
이고 승리해야 한다. 이러한 신의 승리는 인간의 모방행위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인간의 모방은 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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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했듯이 혼돈, 어둠, 죽음 등의 카오스에서 질서, 밝음, 생명의 코스모스, 즉 성스러움을 창조하는 의
미가 있다.

Ⅲ. 인권의 성스러운 발생
1.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연법
인간안보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제안보,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식량안보, 질병
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건강안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환경안
보, 고문ㆍ전쟁ㆍ강도ㆍ내란ㆍ마약ㆍ자살ㆍ교통사고 등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개인안보, 전
통문화의 보존과 종족의 보호를 위한 자유를 의미하는 사회안보,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정치안보 등 7가지 범주로 설정되었다. 이 범주의 공통점은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간 존엄성,
즉 인권의 보장이다.
인권은 근대 자연법사상가 중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자연법
사상은 고대에서 시작하여 근대로 이어진 사상으로 신과 인간의 상호관계와 인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다. 고대와 중세의 자연법사상이 신 중심적인 사고로 정립된 것에 비해 근대의 자연법사상은 신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근대 자연법에서
도 이전과 같은 신 중심적 사고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으며, 성스러움의 발생과 그것이 세상에 전해
지는 일련의 과정이 엘리아데의 성스러움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근대 자연법사상에서 신은 엘리아데의 신화에서처럼 우주, 자연, 인간을 만든 창조주이다. 또한, 신은
우주, 자연,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된 성스러운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의 소유주이다. 그리고
신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지키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의 질서인 자연법을 만들어 자연 상태
에 선물한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은 엘리아데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창조주, 조물주, 그 외 신격의 존
재를 모두 합하여 홀로 창조까지 마무리하는 유일신이다. 근대 자연법사상에서 자연은 자연 상태를 의미
하는 말로서 신의 의지에 따라 생명이 부여된 성스러운 세계를 의미한다. 자연 상태는 코스모스의 환경이
조성된 공간이며, 인간의 의식에 따라 성과 속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자연 상태에는 신의 의지로 세계에
강제된 자연법이 존재한다. 자연법은 엘리아데의 신화처럼 세계와 인간에게 부여된 성의 질서와 같다. 하
지만 자연법은 신화에서처럼 경계의 의미가 아니라, 세계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게 부여된 성
스러움과 권리에 대한 신성성의 법이다. 이 신성성은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고, 만인이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신의 의지로 만들어져 세상에 강제된 신의 질서
이다. 세계와 인간은 자연법의 신성성 내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자연법에는 인간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성스러운 상징이 잘 나타나 있다.

2. 자연법으로부터 발생한 성스러운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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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의 해석은 인간이 태어날 때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성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이성은 신의 피
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이다. 또한, 이성은 신의 명령인 자연법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다. 인간은 이것을 통해 자연법에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성
스러운 권리를 찾아냈다. 자연법에서 인간은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신의 작품이며, 신의 뜻이 지속되는 동
안만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신이 부여한 성스러운 생명을 뺏거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
한 다양한(소유물, 즉 건강, 자유, 안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자연법에는 성스러운 권리와 이를 집행할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첫째, 신은 자연법을 해석
할 수 있는 이성이란 도구를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법에는 성스러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 규범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신은 자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집행의 권리를 모든 인류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이
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모든 인류는 자연법을 집행할 성스러운 권리, 즉 자연권을 신의 신성성으로부터 부
여받았다. 이 권리는 성의 질서인 자연법에 따라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초월적 성스러움의 상징
과 같다.
자연권의 핵심은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자
신의 성스러운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크게 두 가지이다. 두 가지 중 후자의 권리는 식량, 옷, 의료, 집, 환경, 재물, 자유 등 사람이 생명을 유지
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에서 자연권이 부여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 권리에 해당하는 모든 성스러움을 찾아 천부적 권리, 즉 인권으로 인정하였다. 또
한, 인간은 이 권리를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법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인권은 사람이 정한 법률적 개념이지만, 성의 질서에서 비롯되어 인간에게 부여된 초월적 성스러
움의 상징이다.

Ⅳ. 성스러움의 행위로서의 인도주의적 개입
1.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성의 질서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는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는 세
계인권선언 전문을 통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이
미 세계에 선포되어 있다.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생명에
대한 존엄한 가치, 즉 천부적 인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은 모든 인류의 생명
가치가 동등하며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없는 성스러운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
서 인간의 생명권은 성의 질서에 따라 보장된 성스러운 권리로 신성불가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신
성불가침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신의 권위에 도전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집단적 생명권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인정될 때 국제사회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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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개입하여 성스러운 생명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인간 공동체의 노력이다. 따라서 생명권 침
해의 행위를 막고 제재하려는 인도주의적 개입은 신성성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은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원초적 본성이고, 신성
불가침의 원칙을 지켜 성스러움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이다. 또한, 인류가 살아가
는 모든 장소를 생명의 성스러움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모든 인류가 성스러움을 지키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이다.

2. 회귀본능으로서의 인도주의적 개입
인간은 태초에 원초적 성스러움이 부여된 시간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회
귀본능은 평화 개념의 형성과정에서도 발견된다. 평화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신 중심적인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되었다. 이 말은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이 변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모범적 모델이 ‘신의 행위 모방 → 인간 상호 간의 협의’로 모델이 변화한 것이다. 이 변
화는 평화로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모범적 모델과 연관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인간 상호 간에 평화롭지
못하면 생명의 성스러움이 파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위의 모델을 찾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생명의 성스러움은 ‘신의 의지에 따른 자연법에서 인간이 자연권을 찾아 자연 상태에서 주장
하는 것 →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법의 체계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
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평화의 개념도 ‘전쟁의 부재 → 갈등의 부재’로 변화하였고, 다시 ‘인간의 존엄
성 보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명의 성스러움과 평화의 개념을 연결해서 보면, 인간의 생명권이 성스러
운 권리에서 국가적 차원의 전쟁 부재와 사회적 차원의 갈등 부재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인권이라는 생명
의 성스러운 권리로 회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의식 속에 유전적 흔적으로 보존된 인간의 회
귀본능으로도 볼 수 있다. 태초의 성스러움을 위한 인간의 회귀본능 행위는 신으로부터 부여된 생명을 지
키기 위한 모범적 모델로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현재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바로 인도주의적 개입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된 성스
러움을 찾기 위한 회귀 행위의 첫걸음이다. 이 걸음은 개인의 회귀본능이 집단으로 결합하여 협의공동체
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성스러움을 지키려는 제도를 만들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는 회귀본능의 공동체
적 행위로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이다.

3. 성스러움의 재현으로서의 인도주의적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은 생명의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강제적 행위를 인정한다. 이런 강제적 행위는 카오
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는 신의 창조작업에도 나타난다. 태초에 신들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카오스를 상징하는 다양한 괴물의 존재를 희생하였다. 신들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카오스의 괴물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코스모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태초의 신들의 행위는 인간 삶의
모범적 모델이 된다. 모범적 모델은 인간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간 삶의 모범적 모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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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종족살해, 인종청소, 내전, 쿠데타, 기타 대량학살처럼 인간의 생명이 집단으로 침해당했거나 당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그 지역의 주권 국가가 상황을 해결할 힘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 국제사회
는 군사력을 동원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카오스의 상황을
다시 코스모스의 상황으로 만들고,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역행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인간 공동체의
성스러운 노력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노력은 생명의 성스러움을 창조하기 위한 신의 행위를 모방하는 모
범적 모델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태초의 성스러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들의 행위
를 인간이 모방하는 모범적 행위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인간안보의 핵심 내용인 인권 및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적용 대상국 간의 견
해차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 개념에 대한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인간안보는 신의 신성성으로부터 부여된 인간의 성스러운 생명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보장하여 인간의 개인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로 등장한 개념이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생명의 성스러움을 천부적 또는 생래적 권리로 인정하고 그 존엄의 가치를 보편적 권리로 인
정하고 있다. 이는 신의 의지로 인간에게 부여된 생명의 성스러움과 다르지 않다. 어쩌면 인권은 선조의
유전적 종교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 드러남이 집단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
적 측면에서 인권은 성의 질서로 인간에게 부여된 성스러움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생명의 성스러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중 하나이다. 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노력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성스러운 생명을 지키고, 태초의 성스러움으로 회귀하려 하며, 신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로 인정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성스러
운 생명을 잃으려는 사람에게 성스러움을 지키고, 다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이다. 또한, 인간안보는 국가적 차원의 전쟁 부재에서 사회적 차원의
구조적 갈등 해소를 지나 천부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평화 개념의 변화로 볼 때,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회귀본능 행위로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이다. 그리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창조하기 위해
카오스의 괴물을 물리쳐야만 하는 신들의 창조 행위에 대한 모방적 차원에서 볼 때, 신의 성스러운 생명
을 지키려는 공동체의 노력은 정당성이 확보된다. 신화에 나타난 성스러움으로 볼 때, 인권을 지키기 위
한 인간의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범적 모델이다. 다시 말해 종교적 측
면에서 보면, 강대국과 대상국의 정치적 입장은 생명의 성스러움을 지키려는 인간의 모범적 모델보다 우
선할 수 없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종교적 성스러움의 입장에서 인간 행위의 모범적 모델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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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평화분과 발표 3]

탈식민적 평화의 목소리:
DMZ 생명세계가 제시하는 평화의 길에 대한 탈식민적 ‘하나님의 선교’

이성호 (연세대)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탈식민주의 방법 – 스피박의 하위주체 분석을 중심으로
1. 탈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자
2. 가야트리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III. 목소리를 빼앗긴 하위계층으로서의 생태계
1. 신식민주의와 세계경제시스템
2. 탈식민지주의와 자연 –탈식민적 생태비평의 등장
3. 탈식민지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IV.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DMZ 생태계
1. DMZ 생태환경
2.DMZ 생명세계는 스스로 외치고 있다.
3. DMZ 생태계가 제시하는 평화의 길
V. 기독교 신학적 반성 – 탈식민적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생명과 평화 연결하기
VI. 나오는 말: 남북평화를 위한 길목에서 선 DMZ의 생명세계를 걱정하며

I. 들어가는 말
최근에 성사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러한 때에 우리는 오히려 DMZ 지역의 생태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DMZ(Demilitarized Zone)는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고 인간이 표출하는 제국주의적 욕망의 상징이다.
한국은 현대사에서 일제치하 식민지와 냉전 및 세계경제체제라는 신식민지 상황에서 고통을 겪어왔기 때
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DMZ 지역의 생태계는 놀라운 회복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그러한
DMZ 생태계가 분단, 전쟁, 식민주의라는 파괴적 상징체계를 해체시킬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선교신학적 반성을 통해,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재구성하고 DMZ 생명세계를 지켜내는 일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기독교의 선
교적 사명이라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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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탈식민주의 방법 – 스피박의 하위주체 분석을 중심으로
1. 탈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자
탈식민주의란 “억압과 착취를 낳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 혹은 전복”1)시키려는 목적 아래에 “문학,
문화 해석, 사유방식에 온존하는 식민주의 유산에 도전”2)하는 비평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서구
열강들이 유럽 외 지역을 앞다투어 식민지화 하면서 피지배 민족과 국가의 국민들은 정치적 억압, 경제적
수탈, 문화적 종속을 겪었을 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친 예속적 상태가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탈식민
지주의는 바로 이런 현상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식민주의 극복을 지향한다.
탈식민주의의 대표 주자들 중에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탈식민주의 학자는 가야트리스피박이다.
왜냐하면 스피박은 탈식민주의 시대에서 여성과 같은 하위주체가 자신의 고통의 소리조차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이중으로 고통 당하는 면모를 고발했으며, 이는 본 논문의 주제인 DMZ 생명들의 목소리를 드러
내는 데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가야트리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스피박은 인도의 하위주체 연구(Subaltern Studies)를 해체주의철학을 통해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탈
식민주의 방법론을 발전시킨 학자이다.3) 여기서 하위주체(the subaltern)는 “하나의 집단의식, 정치 사
회적 의식 부재, 그래서 국가의 지배적 사상, 문화, 통솔력에 영향 받기 쉬운 집단”을 정의되는데, 인도
사회의 시골농민, 노동자, 불가촉천민 등이 하위주체의 사례들이다.4)
하지만, 스피박의 가장 독특하고도 논쟁적인 점은 “하위주체가 자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주권을
가진 정치 주체”라는 기존 시각에 반대했다는 점이며 이는 스피박의 유명한 논문 “Can the subaltern
speak?”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스피박은 “하위주체로서의 여성들은 항상 침묵할 것”이라 주장하면
서5)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죽은 남편을 따라 부인이 장작더미 불에 올라가 희생하는 ‘사티(sati)’
라는 종교적 관습을 통해 여성이 어떻게 식민주의와 남성중심주의라는 이중적 억압을 받는가를 보여준
다. 하지만, 스피박은 리그-베다 텍스트에서 자살이 “거룩한 장소”로의 여행과 연관될 경우 자살이 아닌
거룩한 행위로서의 희생으로 간주되기에 ‘사티’에 참여한 여성은 좋은 아내로서의 고귀함을 얻기 위해 자
유로운 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즉, 스피박은 ‘사티’ 의식에 참여한 하위 주체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드
러내고자 한다.

1)
2)
3)
4)
5)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파주: 살림출판사, 2006), 7.
스티븐 모튼/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서울: 앨피, 2005). 11.
모튼, 『스피박 넘기』, 23.
위의 책, 24-25.
Gayatri C.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88),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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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목소리를 빼앗긴 하위계층으로서의 생태계
그렇다면, 스피박의 이러한 시각을 한국의 현실, 그것도 생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 하려면 우선 두 가지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하위 주체의 범위이고, 둘째는 생태학과 탈
식민주의의 연결고리이다.

1. 신식민주의와 세계경제시스템
하위 주체는 범위는 확장될 수 있을까? 스피박은 ‘하위주체’라는 용어가 특정계급에 국한되지 않는 유
연성을 갖고 있기에 유용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생명들이 억압받는 존재들이라고 보
여질 수 있다면, 생명체들 또한 하위주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위주체 개념이 이렇게 확장
되려면 신식민주의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2차 대전 후 식민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얻었으
나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신음해야 했고, 1980년대 말 공산권의 몰락 이후 지구화의 거
센 물결 속에 전 세계는 자본주의에 점령당했다고 할 수 있다.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노동시장의 개방과 노동의 유연성,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에 의해 과거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들은 현
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욱 주변화되고 과거 지배자들에게 더욱 종속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전지구적 지배와 권력화의 물결에 탈식민주의 이론들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일본
의 비교문화학자 니시카와 나가오는 “글로벌화 시대의 새로운 식민지주의 특징”을 한 마디로 하면 “식민
지 없는 식민지주의”라고 말한다.6) 나가오는 “과거 식민지주의의 형태는 점령이지만 현재 신식민주의의
형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과 식민지배의 주역이 “국가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7)
특별히, 다국적기업이 모인 글로벌시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동 인구의 이동과 빈부 격차의 발생을 집
약해서 보여준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와 미국의 정치 철학자는 마이클 하트는 이러한 세
계자본주의 현상을 아예 제국주의와 구별하여 ‘제국’이라고 규정한다.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은 …… 탈
중심화되고 탈영토화하는 지배 장치이다. 제국은 명령 네트워크를 조율함으로써 잡종적 정체성, 유연한
위계, 그리고 다원적 교환을 관리한다.”8)

2. 탈식민지주의와 자연 –탈식민적 생태비평의 등장
이와 같이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 자연은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탐구가 탈식민주의와 생태학의 연결고리를 찾게 해 줄 것이다. 사실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
주의 시대는 근대과학이 발달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근대과학이 자연을 기계로 보고 도구화한 것이9) 정
복주민을 미개인으로 보고 타자화한 탈식민주의에 이론적 근거와 세계관을 제공했을 것이다.
6)
7)
8)
9)

니시카와 나가오/박미정 옮김, 『신식민지주의론』 (서울: 일조가, 2009), 17.
앞의 책, 59. 나가오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현재의 IT 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첨언한다.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윤수종 옮김, 『제국』 (서울: 이학사, 2001), 17.
이성호, “The Challenge of Mechanistic Biology and Reactions of Theology: Sociobiology,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ritical Responses of Theistic Evolution,” 「한국기독교학회」 109(201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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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들어 활발해진 탈식민적 생태학 (혹은 생태비평)10)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유혁은 탈식민적 생태학의 주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제국주의 역사가 비
인간적인 존재들 – 동물, 식물, 자연 환경 등을 포함하여 – 에게 가해진 것들에 주목하고 그 동안 숨겨지
거나 소외된…식민의 역사에 대한 다시 쓰기와 재평가를 시도한다.”11)그래이햄 허간과 헬렌 티핀과 같은
탈식민적 생태비평가들은 식민지에 정복자들이 정착할 때 많은 곡식, 가축 떼, 식물표본들을 가지고 오면
서 식민지의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거나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한“생태학적 (혹은 환경) 제국주의” 현상
을 지적한다.12) 이러한 생태 파괴와 생태적 불균형은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제국인 세계자본주의와 결합
되었을 때 더욱 심화된다.13)
지구 환경은 이제 시간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와 같은 환
경 단체 및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생물종이 30%에서 50%멸망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14)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태학적 재앙에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스피박의 용어로 하면, 인간 아닌 생명체로서의 하위주체들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제
거된 것이다.

3. 탈식민지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과연 한국의 사회적, 생태적 환경은 이러한 탈식민주의 비평과 탈식민적 생태비평에서 벗어나 있는가?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이다. “전후 체제 한국의 발전과 생태회복”이라는 논문에서 우석영은 흥미로
운 주장을 한다. 한반도가 초토화된 한국전쟁을 치르고도 반세기만에 G20에 가입하는 성장을 이루어 낸
것은 사실상, “한국전쟁의 참화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탈주하려는 집단에네르기,‘압축성장’을 향한 집단
에네르기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15)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어두운 그림자
가 드리워져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하위주체들은 일제 치하 37년의 식민시대뿐
만 아니라 냉전의 산물인 한국전쟁과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그렇다면 한국 생태의 하위주체들은 어떠한가? 우석영에 따르면, 아쉽게도 한국전쟁에서 한반도 동식
물과 생태계의 피해현황은 정확히 연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국전쟁의 인명피해가 150만 정도라
면 그 보다 수십 배의 피해, 즉 무수한 생물 종들과 생태계가 참혹하게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16)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 전쟁의 참화로부터 신속히 탈주하려는 에너지가 독재개발시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적 세계자본주의 시대를 만나면서 생태세계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말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
10) 이유혁, “탈식민주의와 생태학의 접점에서 – 이론적 검토와 킨케이드의 글들에 대한 생태 비평적 읽기,” 공윤경 외,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2017), 239.
11)
, 241.
12) Graham Huggan and Helen Tiffin, Postocolonial Ecocriticism: Literature, Animals, Environment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0), 7.
13) 신정환, “탈식민주의 생태비평과 라틴아메리카문학,” 84.
14) John Light, “The 10 things you need to know from the new IPCC climate report,” accessed October, 31, 2018,
http://grist.org/climate-energy/the-10-things-you-need-to-know-from-the-new-ipcc-climate-report.
15) 우석영, “전후체제 한국의 발전과 생태회복,” 「생명연구」 40(2016), 92.
16) 앞의 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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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의 생태계의 생명체들 또한 식민주의 시대부터 신식민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억눌린 채 자신들
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하위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IV.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DMZ 생태계
이런 맥락에서 일제 식민시대 이래 자본이라는 제국의 신식민주의적 체제아래 신음하는 한국사회와
생태의 하위주체들을 어떻게 탈식민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다양
한 사회, 정치, 경제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생태계 자체 안에서 찾아보려 한
다. 왜냐하면, 전쟁과 냉전을 상징하는 DMZ의 생태계에서 벌어진 독특하고도 역설적인 현상에 주목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억눌린 하위주체의 탈식민화 뿐 만 아니라 한반도의 진정한 탈식민화의
조건이기도 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1. DMZ 생태환경
한반도의 DMZ(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에 대한 1953년의 정전협상 이후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을
놓고 남북으로 각각 2km, 전체 폭 4km인 지대를 말한다.17) 하지만, 비무장지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냉
전시대를 거치면서 그 주변 지역은 언제든 전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무장 되어 있으며 대인지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설된 지역이 바로 DMZ와 그 인근 지역이다.18)
반면에 DMZ와 민통선 지역의 생태환경은 군사적 긴장감과 달리 뛰어난 보존 상태를 자랑한다. 왜냐
하면, 휴전 이후 DMZ 생태는 문명의 방해 없이 자생하고 번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
역의 생태적 환경은 울창한 숲부터 습지와 갯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우며 생물종도 매우 다양하다.
“DMZ 일원의 식물의 종류는 한반도 전체 식물종의 거의 50%에 해당한다.” 또, DMZ 일대의 야생 포유
동물은 모두 6목 17과 51종이며 여기에는 천연기념물 6종,19) 조류는 15목 52과 265종이 서식하고 있
고 이 가운데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재두루미, 등”의 31종이나 되는 조류 천연기념물들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DMZ 일대에 천연기념물 황쏘가리를 포함한 담수 어류 13목 41과 156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양서파충류 20여종이 있고 국내 곤충의 16%를 차지하는 정도로 매우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한
다.20)

2.DMZ 생명세계는 스스로 외치고 있다.
DMZ는 끝나지 않은 냉전과 전쟁이라는 신식민지적 상징이자 생명의 풍성함과 다양함이라는 역설이
공존한다. 여기로부터 필자는 생명세계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태과학적으로
17) 최용환, “한반도 DMZ의 생성, 38선에서 DMZ로,” 박은진 외, 『DMZ가 말을 걸다』 (고양시:위즈덤하우스, 2013), 59.
18) 앞의 책, 66. “2006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DMZ에만 약 97만발, 민간인통제구역에 약 3만 발, 기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군사
시설 인근에 약 8,000발 정도가 매설
19) 조도순, “DMZ 일원의 생태계,” 박은진 외, 『DMZ가 말을 걸다』 (고양시:위즈덤하우스, 2013), 115, 119.
20)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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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면 DMZ 생태계는 자기조직화, 자기 조절 능력, 공생이라는 생태계 원리를 통해 말한다.
그런데 DMZ 생태계 이외에 다른 지역의 생태계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을
텐데 왜 유독 DMZ 생태계가 반세기만에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생태계의 천국으로 바뀌었을까? 여기
에 탈식민적 생태비평의 공간이 존재한다. 인간의 제국주의적 힘의 비극을 상징하는 DMZ는 역설적으로
오랜 휴전기간 동안 인간의 제국주의적 문화활동의 침해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한국사회가 윤택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제일주의라는 신식민주
의적 욕망에 의해 DMZ를 제외한 다른 생태계는 식민화 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MZ 생태계가
보여주는 생명이 보여주는 자율적 힘, 회복의 힘은 생명세계의 하위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DMZ 생태계가 제시하는 평화의 길
DMZ 생태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탈식민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생, 즉 더불어 사는 삶이 평화의 기초이다. 평화는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가장 필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는 분명히 반평화적이었으며 근본적인 의미에
서 남한사회와 북한 사회 모두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남북의 반평화적 상태를 극명하게 보
여주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는 역설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남
북 평화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평화라는 미명 아래 군사적 혹은 경제적 힘을 이용
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은 수용될 수 없다. 일방적인 정복으로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일 수 없다. 생태계에서 강자만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오해이다. 생태환경에 어떤 개체(군)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종내 개체와 협력적 관계
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 외 집단 (외부 환경)과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종 다
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남북의 평화도 공생, 즉 남과 북이 다같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생명 세계의 성장을 위한 비경계성은 평화를 위한 탈경계를 요구한다. 생명의 세계에도 경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만들어내 듯 인위적이고 폐쇄적인 경계는 아니다. 오히려 열린 경계선 사
이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DMZ 지역의 생태 공동체에게는 휴전선이라는 인위적인
경계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이 지역의 동식물은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들의 생태적 공간을 채우고
있다. 물론 DMZ 생태계의 여타 생물들이 인공적 경계를 인식했고 의도적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개체(군)들은 생명의 비경계성을 자신들의 생
태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수행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비경계성이 DMZ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
지하고 다양성을 증대시켰으며 번성시켜 온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자
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과의 교류를 막는 경계를 유지해왔지만 한민족 전체는 고사하고 남
북 각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비판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생명의 비경계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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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계는 남북이 평화를 위해 탈경계적인 소통과 교류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
고 있다.
셋째, 진정한 평화는 치유를 동반한다. 어떻게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필자는 DMZ 일대의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자라고 제안하고 싶다. 주지하듯, DMZ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과 보존성이 높은 생태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최근에 우리는 아주 좋은
사례를 접했다. 2018년 1차 남북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진 도보다리 환담장면이다. 두 정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가운데 환담시간 동안 푸르른 녹음 속에서 두 정상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새소리들과 어우
러져 그렇게 평화롭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자연이 갈등하던 인간 – 우리 민족 - 을 품어 안아 치유해 주
는 기분이라고 할까?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지역이 녹음으로 짙어지고 동식물
들의 활기찬 생명력으로 바뀐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희망을 가
져다 준다.

V. 기독교 신학적 반성 – 탈식민적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생명과 평화 연결하기
필자는 이러한 인간을 포함한 생명세계를 파괴하는 전쟁, 가난, 세계경제시스템, 환경파괴 등을 비판하
고 하나님 중심 선교를 통해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과 앞에서 설명한 탈
식민적 관점에서 해석된 DMZ 생태계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는 최근에 발전된 탈식민주의와 대화하면서 선교적 주제들을 보다 통전적으로 상
호 연결시키고 새로운 해석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선교’는 식민주의적 영향력에 벗
어나려는 탈식민주의적 종교 이론이자 실천이다. 남북의 평화를 막는 냉전을 신식민주의로 읽어내는 탈
식민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특별히, 탈식민적 생태학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 환경선교와 탈식
민지주의가 연관 될 수 있다. 둘째, 탈식민주의 선교신학은 하위 주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스피박의 조언대로 하위 주체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해석자가 가진 편견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
하위주체가 재현(representation)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재현 속에서 힘이 없는
하위주체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피박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석자는 하위주체가 스
스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는 위의 탈식민지적 생태학 관점을 통해 ‘약자
를 위한 선교’에 머무르지 말고, 약자로부터 배우는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라는 것은 일방적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란, 진정한 평화란 상호 존중과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한다. 가난한 자들에
게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VI. 나오는 말: 남북평화를 위한 길목에서 선 DMZ의 생명세계를 걱정하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보자.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틀어줬다. 그 영상에서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영상이 등장하는
데 남한 쪽만 불빛으로 가득하고 북한은 암흑만 존재하는 영상에서 갑자기 북한 쪽도 환한 불빛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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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게 되는 영상으로 바뀐다.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 관계를 맺게 되면 향후에 경제적 번영을 하게 될 것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다. 물론, 북한이 개방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방
식으로 경제적 성장으로 이룰 것인지, 누가 그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하고도 비
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평화체제가 반생태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 앞에서 DMZ 생
태환경은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DMZ 생태가 남과 북이 새롭게 만들어갈 평화와
통일 사회의 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회가 생명과 평화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선교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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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1)분과 발표 1]

동학 천도교의 개벽사상과 개벽운동
- 의암 손병희의 인물개벽론을 중심으로 -

박길수 (개벽신문 주간)

<차

례>

Ⅰ. 서론 - 동학과 다시개벽의 꿈
Ⅱ. 본론
1. 동학에서 개벽사상의 위상
2. 수운과 해월의 개벽사상1)
1) 수운의 동학 창도와 다시개벽사상
2) 해월의 동학 계승과 후천개벽사상
3. 의암 손병희의 동학개벽과 인물개벽(人物開闢)사상
1) 정신(精神)개벽과 영성(靈性)개벽
2) 인문(人文)개벽과 제도(制度)개벽
3) 문명개벽
4. 동학의 개벽사상의 문명사적인 의의와 현대적 계승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벽사상
2) 개벽파 재발견
3) 개벽파 확산과 재확산2)
Ⅲ. 결론

Ⅰ. 서론 - 동학과 다시개벽의 꿈
30년 동안 동학을 연구해 온 ‘동학 연구 전문가’ 박맹수 교수(현 원광대 총장)는 그의 동학연구 업적 가
운데 핵심 내용을 모아서 펴낸 단행본의 제목을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3)라고 명명했다. 이 책에
서 박맹수 총장은 동학 연구의 지평을 ‘동학의 사상’ ‘동학의 포덕’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과 동아
시아(일본)’의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 범주는 ‘동학’을 공부하고 연찬하는 데에 현재로서는 가장 종
합적이고 적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사 전공자이면서 동학을 역사에 한정하지 않은 것, 동학농민혁명
에 접근하기 위해 그 전사(前史)인 동학의 포덕과 교조신원운동 맥락을 두루 살피고 반영한 것, 그리고 동
학의 지평을 한반도 너머 세계(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등, 이 연구서와 그 세부 목차는 동학 공부의 방법과
1) 이 3절과 다음의 4절은 앞의 졸고, 3.1혁명과 의암 손병희의 개벽사상 을 기반으로 요약하고 재 진술한 것이다. 의암 손병희의 개벽
사상의 범주는 3월 발표에서 ‘제도개벽’이 추가되었으며, ‘문명개벽’ 부분은 대폭 보강하였다.
2) 이 항은 졸고, <개벽하는 마음 : 개벽의 수양학을 준비하며 - 최근의 개벽파와 개벽학의 흐름 속에서>(『개벽신문』 제83호, 2019.4,
2-3쪽)를 편집, 보완함.
3) 박맹수 지음,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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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다한 동학 연구는 결국 이 네 범주로 귀결될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 연구의 전모를 하나로 꿰는 화두가 바로 ‘개벽의 꿈’이다.
‘동학’이라는 용어가 개벽의 출발점을 말해준다면, ‘개벽’이라는 말은 동학의 도착점을 말해준다. 동학
농민혁명의 성격이나 지역별 전개과정, 동학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두고 전개되어 온 많은 논의는 결
국 동학이 꿈꾸었던 개벽의 내용을 밝히고, 개벽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 개벽 세상의 실상을 그려 보이는
작업 또는 개벽의 새 집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많은 동학의 개
벽사상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었다. 또 동학의 개벽사상은 동학 이후 개벽종교의 원점(原點)이
되었던바, 동학 이후 개벽종교의 개벽사상 연구도 각 종교별 결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며 그 뒤를
이었다.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개벽종교 사이의 비교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벽사상 이해의 폭
과 깊이를 넓히며 심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성과가 ‘개벽종교’4)라는 진전된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개벽파’5)나
‘개벽학’6)이라는 창조적인 혹은 ‘오래된 미래’라고 할 만한 학문적, 인문학적인 통찰과 연찬과 실천까지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을 필자는 ‘개벽2.0’ 또는 ‘개벽+’라는 용어로 개념화를 시도했
다.7) ‘동학’이라는 용어가 서학과 차별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동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용어로는 ‘천도(天道)’이거나 ‘무극대도(無極大道)’8)이며, 천도나 무극대도가 운동하는 원리로
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은 ‘개벽’이 더 적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벽’의 의의를 재발견하고 재
조명하는 현재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 바로 ‘개벽2.0’ ‘개벽+’이다. 이것은 특히 최근의 개벽파, 개벽학과
같은 움직임을 포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자, 동학 내에서의 개벽사상의 전개과정이라는
한정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바, 의암 손병희의 사상과 종교적 실천을 개
벽사상과 개벽운동이라는 주제로 재조명해 봄으로써 그 성격과 의의를 새롭게 드러내 보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시개벽의 꿈’9)이 단지 후학, 연구자의 지적 상상에 의한 사후적인 산물이 아니
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미망이나 망상에서 비롯하는 몽상이 아니라, 환한 태양(진리)
4) 졸고, 졸고, 3.1혁명과 의암 손병희의 개벽사상 ( 의암 손병희 선생 공훈선양 학술회의-의암 손병희의 생애와 사상 (2019.3.26., 광
복회관, 광복회, 사단법인 3.1독립유공자유족회/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각주) “개벽종교(開闢宗敎)라는 말은 오랫동안 한국 종교학
계에서 쓰이던 ‘신종교(新宗敎)’에 속한 한국 근대종교 가운데서 동학(東學)을 사상적, 정신적, 역사적인 원조로 하면서 ‘개벽(開闢/開
天)’을 주요한 종교적 사명 또는 비전으로 삼는 천도교, 원불교, 증산교, 대종교(開天) 등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것은 몇몇 선진 연구
자의 성과를 계승하고 학술용어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한 <원불교사상연구원>의 학문적 공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cf. 원광대학교원불
교사상연구원편, 근대 한국 개벽종교를 공공하다 ,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2018.; 윤승용, 한국 신종교와 개벽사상 , 도서출판모시
는사람들, 2017.”
5) ‘개벽파’라는 말의 유래와 확산 과정은 조성환, 한국근대의 탄생-개화에서 개벽으로 ,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2018, 25-27쪽 참조.
6) ‘개벽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호명하고 이를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초기의 의미 규정에 대해서는 조성환, 청년과 개벽 , 개벽신
문 제80호, 2018.12, 2쪽 <개벽의 창>; 조성환, 개벽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전망한다 - <개벽포럼>에서 <개벽학>까지 , 개벽신
문 제82호, 2019.2/3합병, 3쪽 참조. ‘개벽파’ 또는 ‘개벽학’의 신지평을 열자는 논의는 조성환, 이병한, <개벽파선언>, 다른백년
(http://thetomorrow.kr/) 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연재).
7) 졸고, 개벽+ 혹은 개벽2.0의 전망 , 개벽신문 제81호, 2019.1, 2쪽.
8) 동경대전 論學文 , “曰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니까 曰不然하다 吾亦生於東 受於東하니 道雖天道나 學則東學이라 況地分東西하니 西何謂
東이며 東何謂西리오 孔子는生於魯 風於鄒하니 鄒魯之風이 傳遺於斯世어늘 吾道는受於斯布於斯하니 豈可謂以西名之者乎.”
9) 필자는 동학-천도교의 창도와 그 이후 활동을 ‘다시개벽의 꿈’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을 다음 글을 쓰면
서 강조한 바 있다. 졸고, 3.1운동과 다시개벽의 꿈 , 3.1운동백주년종교개혁연대 편, 3.1운동 백주년과 한국 종교개혁 ,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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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깨어(覺性/覺性)서 꾸는 꿈으로서, 이상향을 향한 희망과 희열의 장정(長征)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
다. 그리하여 결국은 다시개벽의 그 꿈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 이래 동학의 지도자와 접내(接內)의
동학도인과 접외(接外)의 민중 모두에게 경험되고 상상되었던 동학의 현실적인 표현으로서, 오늘을 지나
내일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동학의 화두라는 점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Ⅱ. 본론
1. 동학에서 개벽사상의 위상
동학과 그 이후의 개벽종교에서 개벽사상은 일찍부터 연구의 주요 주제10)였다. 그에 따라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또한 ‘개벽’은 현재를 지나 미래로 열린 연구 주제로서 학문과 현실의 삶을 통섭하는 살아 있
는 화두라는 점이 중요한 의의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운수가 갈마듦에 따라 선후천이 교역(交易)한다는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중국에서의 주역 이래
의 개벽 담론과 사상, 정감록 과 정역 을 위시한 한반도에서 민간신앙에서의 개벽 담론과의 연계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11)
둘째, 지상천국/지상선경을 가져오는 과정으로서 후천개벽, 다시개벽, 정신개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적인 운동을 ‘개벽운동’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하는 것, 개벽
사상과 운동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도 포함된다.12)
셋째, 사상으로서의 ‘개벽’의 원조격인 동학(천도교)을 비롯하여 원불교, 증산교, 대종교(開天) 등 ‘개벽
종교’의 개벽사상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수운, 해월, 의암, 강증산, 소태산 등의 개벽사상을 그 고유
한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13)
넷째, 개벽종교 내에서 각 종단별 개벽사상 또는 인물별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동학과 원불교
10)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김홍철, 한국 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11) 황선명, 후천개벽과 정감록 , 한국종교 23, 1998; 이찬구, 역학의 선후천과 최수운의 ‘다시개벽’－주역과 정역의 비교를 중심으
로 , 신종교연구 22, 2010. ; 임병학, 한국 신종교에 있어서 후천개벽과 역(易)의 상관성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 2013. 등
을 들 수 있다.
12) 신일철, 최제우의 후천개벽적 이상사회상 , 한국사 시민강좌 10, 1995. ; 고건호, 개항기 신종교의 후천개벽론의 근대적 변용 ,
한국종교연구회회보 6, 1995. ;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 , 동학학보 7, 2004. ;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2011. ; 박길수, 3.1운동과 천도교의 다시개벽 운동 , 농촌과 목회 통
권81호, 2019년 봄호.
13) 김홍철, 원불교의 후천개벽사상 , 원불교사상 4,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1980. ; 배용덕, 증산교의 후천개벽사상 , 한국근대
민중종교사상 , 학민사, 1983. ; 이현희, 수운의 개벽사상 연구 , 남사 정재각박사 고희기념 동양학논총 , 1984. ; 표영삼, 대신
사의 개벽관 , 신인간 , 1986.9/10합집호. ; 김정관, 원불교의 개벽사상 연구 , 정신개벽 5, 신룡교학회, 1987. ; 윤이흠, 동학
운동의 개벽사상 , 한국문화 8,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87. ; 표영삼, 동학의 개벽사상 , 한국사상 22, 한국사상연구회, 1994.
; 김정관, 원불교의 개벽사상 , 종교교육학연구 7, 1998. ; 오문환, 동학의 후천개벽사상 , 동학학보 (창간호), 2000. ; 표영삼,
대신사의 개벽관 , 신인간 , 김홍철, 소태산의 개벽사상과 한국의 미래 , 민족종교의 개벽사상과 한국의 미래 , 한국민족종교협의
회, 2004. ; 양은용, 소태산의 개벽사상과 사회적 실천 , 한국종교 30, 2006. ; 윤석산, 동학의 개벽 사상 연구 , 한국언어문화
42, 2010. ; 박광수, 원불교의 후천개벽 세계관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4, 2010. ; 박맹수, 한국사상사에서 본 대산 김대거
종사: 개벽종교 대사상가로서 대산 , 한국종교 36, 2013. ; 조극훈, 동학의 사상적 특성과 흐름분석: 동학 개벽사상의 역사철학적
의미 , 동학학보 27, 2013. ; 정향옥, 원불교 개벽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
조성환, 공공철학의 관점에서 본 동학의 개벽사상: ‘공공’과 ‘천인’개념을 중심으로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 20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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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교에서 개벽사상은 다시개벽, 후천개벽, 정신개벽 등의 개념 등을 공유하거나 특화하면서 전개되는
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14)
다섯째, 개벽종교의 근대화나 그 문명론적 성격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최근 들어서는 ‘개벽’을 ‘토
착적 근대’(자생적 근대, 영성적 근대)를 포괄하는 ‘개벽적 근대’의 관점에서 논구하는 연구나 “한국학으
로서의 개벽학”이라는 좀더 본격적인 범주로서 재편하는 논의가 더해지고 있다.15)
이상의 범주는 개별적,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고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상호 침투하
는 가운데 다양한 변주를 일으키며 개벽사상의 의미와 비전을 풍부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벽사상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동학-천도교의 개벽사상, 그중에서 문명 전환기에 즈음한
의암 손병희의 개벽사상과 실천의 특성을 논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앞으로 개벽파나 개벽학이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 수운과 해월의 개벽사상16)
1) 수운의 동학 창도와 다시개벽사상
동학은 수운 최제우가 이 사회의 세계의 총체적인 위기, 즉 하늘과 땅과 만물[天地人]의 위기에 대한 간
절한 문제의식에 대한 한울님의 응답으로서 창도되었다.
하늘의 위기는 한울님 자신이 ‘노이무공(勞而無功)’17)하였다고 고백하는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각자위심(各自爲心)하며 ‘천리를 따르지 않고, 천명을 생각지 않는[不順天理
不顧天命]’18) 것, 기존의 사상과 교화 체계가 그 규정력을 상실한 것(儒道佛道 累千年에 運이 亦是 다했던
가.)19) 등을 의미한다. 이것이 후천개벽(後天開闢)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된다.
땅[地]의 위기란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고 삶이 펼쳐지는 물리적 공간, 인문학적 배경, 자연생태 환경의
위기를 말한다. 동학이 창도되던 시기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로, 여기서 서세란 ‘근대 산업혁명’
을 정점으로 나와 타자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 다른 대상(자연) 등의 타자를 정복함으로서 자기
14) 김홍철, 원불교의 후천개벽사상－수운증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원불교사상 4, 1980. ; 황선명, 한국의 후천개벽사상과 원불교
사상 , 소태산대종사 탄생 백주년 기념논문집: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 1991. ; 이경원,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후천론의
특질－대순신앙을 중심으로 , 신종교연구 4, 2001. ; 윤이흠, 한국민족종교 개벽관의 종교사적 의의 , 민족종교의 개벽사상과 한
국의 미래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4. ; 박맹수, 한국근대 민중종교의 개벽사상과 원불교의 마음공부 , 동학학보 13, 2007. ; 나
권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에 관한 고찰 －수운, 증산, 소태산을 중심으로－ , 신종교연구 제24집, 2011. ; 정향옥, 한국 신종
교 개벽사상의 수행적 성격-동학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 신종교연구 제34집, 2016. ; 윤승용, 한국 신종교와 개벽
사상 , 모시는사람들, 2017.
15) 백낙청, 물질개벽시대의 공부길 ,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 창작과비평사, 1994. ; 고건호, 韓末 新宗敎의 文明論: 東學 天道敎
를 中心으로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종교학과, 2002. ; 최동희, 천지개벽과 정신개벽에 따른 인간개벽 , 大巡思想論叢 제14집,
2002. ; 김용휘, 동학의 개벽사상과 새로운 문명 , 한국종교 35, 2012. ; 허남진, 한국 개벽종교와 토착적 근대, 종교문화연구
제30호, 2018.6. : 조성환, 한국근대의 탄생-개화에서 개벽으로 , 모시는사람들, 2018.
16) 이 3절과 다음의 4절은 앞의 졸고, 3.1혁명과 의암 손병희의 개벽사상 을 기반으로 요약하고 재 진술한 것이다. 의암 손병희의 개
벽사상의 범주는 3월 발표에서 ‘제도개벽’이 추가되었으며, ‘문명개벽’ 부분은 대폭 보강하고 핵심사상으로 부각하였다.
17) 용담유사 용담가 ,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勞而無功 하다가서….”
18) 동경대전 포덕문 , “又此挽近以來로 一世之人이 各自爲心하여 不順天理하고 不顧天命하니 心常悚然하여 莫知所向矣러라.”
19) 용담유사 교훈가 , “전만고(前萬古) 후만고(後萬古)를 역력히 생각해도 글도 없고 말도 없네 대저 생령(大抵生靈) 많은 사람 사람
없어 이러한가 유도 불도(儒道佛道) 누천년(累千年)에 운(運)이 역시(亦是) 다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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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존(성장)과 정당성(구원)을 확보하는 서구적 근대를 둘러싼 위기이다. 최제우는 이러한 땅의 위기를
‘질병, 즉 악질(惡疾)과 괴질(怪疾)이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상에 가득 찼다’고 표현하였다.20) 질병은 개인
의 차원에서부터 이 세계 차원에 걸치는 다층적인 것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다시개벽은 그 내면에
‘개인’과 ‘세계’를 통섭한다.
인간[人物]의 위기는 ‘내[人物]가 한울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로서 한울님 속에서 한울님의 은혜로 살
아간다는 진리’즉 ‘동귀일체(同歸一體)’를 망각하거나 폐기하고, 각자도생21)하는 각자위심, 약육강식의
세계로 나아가며 사회관계 질서의 해체22)에 따르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인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수운 최제우가 종교체험[天師問答]을 통해서 받은 개인적
인 비결(祕訣)은 “주문(呪文)과 영부(靈符)”로써 “제인질병(濟人疾病)과 교인위아(敎人爲我)”23)함으로써
동귀일체를 깨달아 동귀일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비결은 “보국안민(輔國安民)”24)이었으며,
세계사적/문명사적인 차원의 비결이 “다시개벽(開闢)”이다. 수운의 다시개벽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층위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적 비결에는 사회적 비결과 세계사적/문명사적 비결이 침투해 있고, 사회적
비결에는 개인적 비결과 세계사적/문명사적 비결이, 다시 세계사적/문명사적 비결에는 개인적 비결과 사
회적 비결이 상호 침투해 있어서 이 셋은 다즉일(多卽一) 일즉다(一卽多), 회삼귀일(會三歸一) 석삼극(析三
極)의 원리로 회통하는 관계이다. 그 가운데서 다시개벽의 의의를 다시 조명해 보면,
첫째, 이 세계(十二諸國)의 ‘다시개벽’은 수운이 종교체험의 과정에서 만난 한울님이 최제우에게 부여
한 과제이다.25)
둘째, 다시개벽은 한울님이 최제우에게 약속한 성공의 징표이자 비전이었다.26)
셋째, 다시개벽은 낡은 세계(下元甲 )에서 새로운 세계(後天 五萬年/上元甲 好時節)으로 나아가는 방편
이자 도법(道法)이다.27)

20) 동경대전 포덕문 , “是故로 我國은 惡疾滿世하여 民無四時之安하니 是亦傷害之數也요….”; 용담유사 안심가 , “십이제국十二諸
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 개벽開闢 아닐런가.”
21)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 “우리도 이 세상에 이재궁궁(利在弓弓) 하였다네 매관매작(賣官賣爵) 세도자(勢道者)도 일심一心은 궁궁
(弓弓)이오 전곡(錢穀) 쌓인 부첨지(富僉知)도 일심은 궁궁이오 유리걸식(流離乞食) 패가자(敗家者)도 일심은 궁궁이라 풍편(風便)에 뜨
인 자도 혹(或)은 궁궁촌(弓弓村)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萬疊山中) 들어가고 혹은 서학(西學)에 입도(入道)해서 각자위심(各自爲心)
하는 말이 내 옳고 네 그르지 시비분분(是非紛紛) 하는 말이 일일시시(日日時時) 그뿐일네.”
22)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 “평생(平生)에 하는 근심 효박(淆薄)한 이 세상에 군불군(君不君) 신불신(臣不臣)과 부불부(父不父) 자부
자(子不子)를 주소간(晝宵間) 탄식(歎息)하니….”
23) 동경대전 포덕문 ,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
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길이 살아 덕을 천하에 펴리라.”
24) 동경대전 포덕문 ,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25) 용담유사 안심가 , “개벽시(開闢時) 국초일國初日[事]을 만지장서(滿紙長書) 나리시고 십이제국(十二諸國) 다 버리고 아국운수(我國
運數) 먼저 하네. (중략) 십이제국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개벽 아닐런가 요순성세(堯舜聖世) 다시 와서 국태민안(國泰民安) 되지마
는….”
26) 용담유사 용담가 , “한울님 하신 말씀 개벽 후 오만년(五萬年)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勞而無功) 하
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得意) 너희 집안 운수(運數)로다.”
27)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 “천운(天運)이 둘렀으니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輪廻時運) 구경하소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太平聖世) 다시 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 개탄지심 두지 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
시절에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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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월의 동학 계승과 후천개벽사상
수운의 순도(1864.3.10.) 이후 동학을 계승한 해월 최시형에게서 개벽사상은 역사적인 구체성과 인간
의 삶과 연관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 심화, 확장의 길을 걷는다. 해월의 후천개벽사상은 그의 법설
<개벽운수(開闢運數)> 편에서 집중적으로 제시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해월은 내 마음과 삶을 먼저 개벽하고 세계 개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28)
둘째, 해월은 개벽이 ‘하늘’ ‘땅’ ‘사람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천지인삼재는 서
로 연계된 일체이며, 따라서 이 세계의 개벽, 즉 천도(天道)의 개벽은 인간 자신과 삶의 개벽, 즉 인도(人
道)의 개벽으로서 도달하고 성취되는 약속이다.29)
셋째, 해월의 후천개벽은 운수[運]와 진리[道], 세계의 일[事]과 문화전반[法]에 걸쳐 두루 적용되는 것
이다.30)
넷째, 해월의 후천개벽은 당대 현실 진단에서 귀납한 결론이며, ‘도덕개벽론으로 제시된다.31)
다섯째, 해월의 후천개벽은 동학의 과제이자,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된다.32)
여섯째, 최시형의 후천개벽은 ‘물질개벽’인 선천개벽에 대하여 ‘인심개벽’으로 나타난다.33)

28) 해월신사법설 도결(道訣) , “천지 섬김을 부모 섬김과 같이 하되, 출입에 반드시 고하고 자기전과 깨어나서 고하는 예의를 한결같
이 하는 것은, 개벽 오만년 이후에 선생께서 처음 비롯한 것이라.”
해월신사법설 심령지령(心靈之靈) , “도인이 입도한 뒤에 천지 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어지러운 제사에 빠
져서 그 마음을 놓지 못하여 (중략) 개벽 후 오만년에 헛되이 애만 쓰고 이루지 못하다가 너를 만나 성공하니 하신 한울님 뜻이니
밝게 살피고 깊이 연구하라.”
해월신사법설 영부주문(靈符呪文) , “지금 사람들은 다만 약을 써서 병이 낫는 줄만 알고 마음을 다스리어 병이 낫는 것은 알지 못하
니,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약을 쓰는 것이 어찌 병을 낫게 하는 이치이랴. (중략) 이것이 개벽 후 오만년에 헛되이 애만 쓰고 이
루지 못하다가 너를 만나 성공하니 라고 하신 한울님의 뜻이니 밝게 살필지어다.”
29)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開闢運數) ,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의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중략) 이것은 바로 개벽의
운이요 개벽의 이치이기 때문이니라. 새 한울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니라.”
30)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開闢運數) , “선천이 후천을 낳았으니 선천운이 후천운을 낳은 것이라, 운의 변천과 도의 변천은 같은 때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운인즉 천황씨가 새로 시작되는 운이요, 도인즉 천지가 개벽하여 해와 달이 처음으로 밝는 도요, 일인즉
지금 들어보지 못하고 옛적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요, 법인즉 지금 비교할 수 없고 옛적에도 비교할 수 없는 법이니라.”
31)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開闢運數) , “이 세상의 운수는 개벽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따스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하게 도를 구하
겠는가. 선천과 후천의 운이 서로 엇갈리어 이치와 기운이 서로 싸우는지라, 만물이 다 싸우니 어찌 사람의 싸움이 없겠는가. 천지일
월은 예와 이제의 변함이 없으나 운수는 크게 변하나니, 새 것과 낡은 것이 같지 아니 하니라.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드는 때
에, 낡은 정치는 이미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펴지 못하여 이치와 기운이 고르지 못할 즈음에 천하가 혼란하리라. 이 때를 당하여
윤리도덕이 자연히 무너지고 사람은 다 금수의 무리에 가까우리니, 어찌 난리가 아니겠는가.” 조성환은 최시형의 이러한 사상을 특히
주목하여 <최시형의 도덕개벽론>으로 개념화하였다. 조성환, <최시형의 도덕개벽론>, 개벽신문 제81호, 2019.1.
32)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開闢運數) ,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하
여 우리나라 안에 영웅호걸이 많이 날 것이니, (...) 우리 도인이 (...) 높고 큰 집에 살면서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도를 닦으리라. (...) 일후에는 사람들이 다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 달라고 할 것이니라. (...) 때는 그 때가 있으니 마음을
급히 하지 말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오리니, 만국 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이니라.”
33) 해월신사법설 기타(其他) , “(전략) 지금 이때가 후천 개벽임을 이름이라.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후천은 인심개벽이니 장래 물질 발
명이 그 극에 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전례 없이 발달을 이룰 것이니라. 이 때에 있어서 도심은 더욱 쇠약하고 인심은 더욱 위태
할 것이며 더구나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 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 그러므로 한울의 신령한 변화 중에 일대 개벽의 운이 회복되
었으니, 우리 도가 덕을 천하에 펴고널리 창생을 구함은 한울이 명하신 바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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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암 손병희의 동학개벽과 인물개벽(人物開闢)사상
수운과 해월을 계승한 의암 손병희에게서도 개벽사상은 제반 법설(法說)를 아우르는 중심 사상이 된다.
의암의 개벽사상은 인여물개벽설(人與物開闢) 이라는 법설과 그가 전개한 ‘동학개벽’의 역사적 실천 경
험에서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동학개벽’이라 함은 조선왕조의 맥락과 서세동점이라는 대외적 환경의
맥락에서 수동적으로 규정되었던 ‘동학’의 정체성을 ‘천도교’라는 근대적 정체성으로 개편하고, 그 지향
에 서구세계의 역사와 문명사적인 흐름까지 포괄하는 확장을 꾀한 것을 일컫는다.
수운 최제우의 ‘다시개벽’과 해월 최시형의 ‘후천 개벽’에 대하여 의암 손병희의 개벽 사상은 ‘인물(人
物)개벽’으로 명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인물은 ‘사람과 만물(萬物)’을 의미하고 만물은 ‘하늘과 땅’으로 대
별된다. 결국 손병희의 개벽사상은 ‘삼재(三才)개벽’34)이기도 하다.

1) 정신(精神)개벽과 영성(靈性)개벽
천지개벽(天地開闢)으로서의 선천개벽에 대하여 후천개벽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니, ‘청신간결(淸新
簡潔)’이 그 요체이다. 정신개벽-영성개벽은 하늘의 개벽을 위한 첫걸음35)이다. 정신개벽이라 함은 개벽
이 의지의 문제 또는 사상 개조나 이데올로기 변혁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36) 영성개벽이란 이신환성
(以身換性)이라고도 하는 것37)이니, 이는 개벽이 인간의 근원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이면서 기존의 관습
[육신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전환을 기하고, 이를 내면화[性靈]하고 체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이신환성으로서의 영성개벽은 훗날 3.1운동 지도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본의 총칼에 맞서 ‘비폭
력 저항’을 전개하는 영적 동력이 된다. 정신과 영성의 개벽은 곧 무형의 개벽이니, 이는 하늘의 개벽에
해당한다.

2) 인문(人文)개벽과 제도(制度)개벽
의암 손병희의 ‘인여물개벽설’에서 하늘이 처음 열리고[天開] 땅이 처음 열리는 것[地闢]이 아니라 새
로워지는 즉 다시 열리는 것이며, 무게중심은 그에 이어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진다’는 데 있다.38)
그중, 사람의 개벽(새로워짐)은 ‘정신개벽’의 측면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개벽’이라
34) cf. 의암 시대에 천도교 이론가 야뢰 이돈화는 1930년대에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의 ‘삼대개벽(三大開闢)’론을 전개하였다.
35)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일본 망명을 마치고 귀국하여 부산에 당도하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일본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구할 방책을 얻
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의암은 “한울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일성(一聲)을 내던졌다.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
기)
36) 의암성사법설 인여물개벽설 , “개벽이란 한울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자축[子丑=天地] 두 조각으로
나뉨을 의미함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淸新簡潔]이다. 천지 만물
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
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37) 의암성사법설 인여물개벽설 , “그러나 정신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모실 시 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
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 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아득하
고 망령된 생각을 알 지 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 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38) “새 한울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니라.”를 최초로 언명한 것은 해월 최시형이다.(開闢運數) 의암 손병희는 이를
계승하고 재해석하여 “이제 이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
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 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벽하는 때이
니라.”라고 하였다.(人與物開闢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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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의암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학의 다시개벽사상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동학 연구가 표영삼은 동학의 개벽사상을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시개벽의 대전환”이라
고 규정하고 이는 “낡은 삶의 틀이 해체되고 새로운 삶의 틀이 창조되는 대전환”39)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개벽의 내용적 함의를 인문개벽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제도개벽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개편하고 개혁한 것을 중심으로 교단 체제의 정비, 언론출판의
활성화, 교육과 문화계몽 등을 ‘근대적인 기조’로 전개한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 제도개벽은 의암 손병
희가 동학혁명 이후 일본 외유(外遊)를 통해 서구문명의 실체를 접하는 경험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의
암의 개벽사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한다. 즉 손병희는 동학혁명 실패 후 1901년부터 일본에 체
류하면서 일본의 문명개화의 실상과 동점(東漸)의 파고 너머 서구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에 따라 동학의 다시개벽, 후천개벽이 전적(全的) 개벽일 수 있기 위해서는 서구문의 물질개벽의 성과
를 기반으로 다시개벽, 후천개벽의 새 중심으로서의 동학의 문명개벽과 한반도-조선의 근대화를 동시 달
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진보회(進步會, 1904)를 통해 개화혁신운동을 전
개하고, 동학(東學)이라는 이름 대신 ‘천도교(天道敎)’라는 근대적 명칭의 ‘종교(宗敎)’ 체제를 표방하는
안팎의 개혁을 단행하고 도모한다. 또한 근대적 교육의 강화, 언론 등 근대 문물의 수용, 자주독립 기반의
구축과 전개(3.1운동)를 주도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후학들이 신문화운동의 전개하도록 기획하고 고무
진작한다. 이는 가시적이고 인간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에 관한 것으로 말하자면, 땅의 개벽에 해당한
다.

3) 문명개벽
정신개벽과 영성개벽, 인문개벽과 제도개벽을 기반으로 하는 최종적인 개벽의 프레임은 ‘문명개벽’이
다. 이는 당시 근대세계가 도달한 부패함과 폭력적 세계상을 일거에 개벽하고 새로운 세계[宇宙]의 도래
를 준비하는 최후최고의 도법으로서의 개벽이다. 제도개벽이 서구 역사와 문화, 문물을 긍정하고 수용하
는 면모라면, 문명개벽은 다시 그것을 부정하는 변증법적 극복을 통해 동서양을 아울러 후천개벽의 새로
운 문명세계를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40)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의암의 ‘문명개벽론’이 그가 외유(1901-1905)를 통해 서양의 근대문물을 접한 이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영삼은 동학의 다시개벽 자체가 삶의 틀(문화, 문명) 개벽라
고 정의하였거니와 좀더 구체적인 문명화의 시기는 아무리 늦춰 잡아도 동학혁명 직후인 1895년경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의암 손병희의 문명개벽의 한 요소로 제시한 ‘제도개벽’에 있어서도, 1895년 이후 해월
은 향아설위(向我設位) 법설을 통해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우주적 맥락에서의 구조적 혁명을 강조하여 동
학을 문명화”해 나갔다. 이것은 단지 동학 교단의 문명화나 제도적 혁명일 뿐 아니라 “인류가 벽을 향하
여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종교적 관습을 완전히 개벽”하는 종교혁명이자,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

39) 표영삼, 표영삼의 동학이야기 , 모시는사람들, 2014, 19쪽.
40) ‘문명개벽’이라는 프레임은 의암시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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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 변혁”으로서의 문명개벽이라 할 수 있다.41) 이러한 맥락에서 의암의 문명개벽론에 끼친 ‘개화문
명’의 영향은, 의암이 아는 만큼 보아 낸 것이지 보이는 대로 흡수하고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
다. ‘주체적 근대’로서의 ‘문명개벽’42)이라는 관점과 입장을 뚜렷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의암은 당시 세계를 ‘일 년의 가을’이자 ‘하루의 저녁때’와 같아서 물질의 번성[複雜]과 사상[공기]의 부
패에 따른 위기와 불안이 팽만하고, ‘큰 시기가 한 번 바뀔 때’라고 진단하였다. 다시 말해 세상을 지배하
는 기운은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불어오’는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사람과 물건이 개벽하는
때’, 즉 인여물개벽의 시기라 하였다.43)
한편, ‘문명개벽’이라는 말은 수운 이래 동학 스승들의 개벽사상—다시개벽, 후천개벽—을 ‘근대적인
용어’로서 재해석하고 재진술하면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재구성한 말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개벽사상
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용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동학은 개벽운동을 통해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 새
만물”로 구성되는 새로운 문명세계를 예고하고, 약속하고, 제안하고, 구현하는 학이요 습(習, 수행/수양)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4)
여기서 문명개벽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바 지난 수세기 동안의 근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물질문명 발전을 가속화하고 고양하는 방향의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포월(包越)하여 시
천주(侍天主)-동귀일체(同歸一體)로 대변되는 생명과 관계의 전일성(全一性)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을 열
어나가는 일이다. 즉 문명개벽은 정신개벽과 영성개벽, 그리고 인문개벽과 제도개벽이라는 동학 내적인
개벽과 물질[物]개벽이라는 외적인 개벽의 세 층위를 아우르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는 물질문명의 대전환을 배타하지는 않되, 그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징후
를 개벽적 상상력으로 읽고 전파하가는 것이 바로 문명개벽 시대 개벽파, 개벽학의 과제이다.

4. 동학의 개벽사상의 문명사적인 의의와 현대적 계승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벽사상
의암은 수운과 해월의 개벽사상과 실천을 승계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하며, 그 실천과 실행의 장
(場)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서구 유럽 문명(철학)까지 아울렀으며, ‘우주적 지평’45)에까지 확
41) 오문환, 해월 최시형의 정치사상 , 모시는사람들, 2003, 125-126쪽.
42) 정혜정, 동학의 문명론과 주체적 근대: 초등교서(初等敎書) , 모시는사람들 (근간) 참조.
43) 의암성사법설 인여물개벽설 , “천지가 처한 기의 운수로 보면 지금은 일 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
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마는 하룻밤 지나면 산에 가득 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 맞은 잎뿐일 것이니라. 이
제 이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
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 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벽하는 때이니라.”
4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5.)에서 좀더 상세히 논구한다.
45) 수운과 해월에서 이미 상원갑과 하원갑의 교체에 의한 ‘다시개벽’, 선천과 후천의 갈아듦과 같은 ‘우주적 지평’이 제시된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수운과 해월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한반도 이상의 지평은 빙산의 일각으로 경험되었다. 해월의 경우 ‘일본제국주의 군
대’나 ‘왜상(倭商)’ 등을 통해 수운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점도 있으나, 역시 의암 시대에 비하면 여전히 ‘타자’로서 경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의암과 그 이후 서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섭되는 현실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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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킴으로써 자기 완결적 구조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의암의 개벽사상의 문명사적인 의의는 그것이 과거완료형의 사상운동이나 기억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여전히 존재가치가 빛을 발하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 창도의 원점으로 돌아가,
동학의 문명사적인 과제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는 천-지-인의 총체
적인 위기로 드러난 선천시대의 종말 – 후천시대의 도래라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명 전환을 ‘다시개벽’이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수운이 목격하고 경험하였거나, 예기(豫期)하였던 위기는 한반도의 안팎에서 공히
발생하고 발달하고 발발(勃發)하였는데 그중에서 한반도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표현한 말이 서세동점
이다. 이때 ‘서세’는 단지 타자로서만 다가온 것은 아니고, 서학으로 몰려가는 민중의 움직임 등으로 내부
화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이 서세동점은 식민지 개척이라는 제국주의적인 확장과 그에 편승한 천주교 선교(서학의 전파)
에 따른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의 위기의 고양과 그것이 동학 창도 동인(動因)의 하나로 작용하는 데
주목하여 언급되었다. 동학 창도 이후 30여 년 만에 동학은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와 전면
적인 전쟁을 치르지만, 이 전쟁에서 일본은 사실상 서세의 대변인으로서의 아(亞) 서세(西勢)임에도 그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보면, 서세동점은 근대시기의 한때의 경향으로서, 늦춰 잡아도
1,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종결된 흐름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서세동점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의 혁명적 변화 양상과
지리상의 발견과 물리학과 천문학을 필두로 한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른 시공간의 확장, 서학(西學)과 서
양 근대철학의 대두에 따른 인간과 자연, 존재와 인식 등의 인식지평의 심화와 확장이라는 계기를 내포하
고 있다.46)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서세동점은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1945년-1948년 미군정기
와 제1공화국 시기를 넘어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살아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서구 발(發) 산업혁명의 전개로서의 ‘(서구적)근대화’의 세계화의 흐름은 오늘날은 근대 초기의 제1차
산업혁명47)과 제2차 산업혁명48)과 제3차 산업혁명49)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
험되었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46) 박맹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당시 동아시아로 동점해 오던 서세, 즉 서양 열강은 여러 측면에서 동아시아 삼국과는 근본적
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우선 서양 열강을 뒷받침하고 있던 이념은 동아시아의 이념적 지주였던 유학儒學과는 다른 서학西學
Christianity이었으며, 둘째, 서양 열강은 자연과학과 발전을 토대로 이룩한 근대적 과학기술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었고, 셋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었으며, 넷째, 정치적으로 중세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 국민국
가를 이룩한 나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근대성’을 근간으로 한 서양 열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삼국이
일찍이 접해 본 적이 없는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갖춘 국가들이었다. 서양 열강은 또한 동아시아 세 나라와는 차원이 다
른 역사관 자연관 등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양의 역사관은 (...) 인류역사는 일직선적으로 무한히 진보한다는 진보사관
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 동아시아를 지배해 온 ‘순환적’ 역사관과는 일정하게 차원을 달리하고 있었다. (...) 서양의 경우는 자연을
어디까지나 관찰과 분석의 대상, 즉 객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동양의 경우는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이나 조화를 강조하는 경
향이 강했다.” 박맹수, 앞의 책, 34쪽.
47) 방적기,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한 제조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1760-1820년 사이에 구체화면서 상품시장-원료공급지로서의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된 것으로 본다.
48) 산업혁명의 지역적(국가적) 확산과 기술 영역의 확장, 1860-1900년 사이로 본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것으로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지만, 2차 산업혁명에 따른 모순이 대공황을 낳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것으로 본
다.
49) 1, 2차 산업혁명이 인체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경로로 전개된 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컴퓨터 등의 도입으로
인간의 지적 영역과 결부됨으로써, 새로운 생산력이 만들어지는 혁명이라고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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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은 미디어, AI,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3차까지의 산업혁명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의 인류
역사의 도약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4차까지의 산업혁명을 주도해 온 것은 유럽과 미주를 망라
한 ‘서구세계’였으며, 그 기간 동안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원동력이자 또 산물이기도 한 서구적
세계관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조가 세계의 ‘보편’으로 자리매김하는 서세동점의 심화, 확산의 과정
이었다는 관점에서 1차 산업혁명 시기의 식민지 확장 흐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시대’
라는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서학(西敎)의 동점이라는 면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내내 역량을 비축해 온 서구 태생의 종교는 ‘미
군강점기(미군정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 오늘날 서학(西敎)은 미군정기 이
래 한반도의 휴전선 이남에 종교 지형에서의 압도적인 세력화뿐만이 아니라, 편향된 권력 지형(미군정이승만정권)과 물적 기반(적산 불하, 원조물자 배분)을 기반으로 교육, 정치, 경제의 제반 영역에서 뚜렷
이 ‘서구(미국)와 서구종교 편향적’인 지형을 조성하였다.
한반도에 관철된 이러한 서구 편향의 문명은 전 지구적으로도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여 ‘현대문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데, 문제는 그 문명이 조성한 현대사회가 기상이변과 생물종의 대멸종을 필두로 하
여 전 지구적 공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시기 동안 한반도는 -- 분단의 상처를 미
봉한 채 내려오고 있으나 -- 최소한 남쪽 사회는 세계 근대사에서 유례를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 ‘산업
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식민지 출신 국가’로 회자되고, 세계 일류 수준의 대기업, 10위권의 경제
규모, 세계를 뒤덮은 K-pop과 한류, ‘촛불혁명’의 위대한 경험 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북쪽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포기하는 대신 서구적 근대 지형에 포섭되지 않은 ‘자주적인 국가’로 각인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고일척 마고일장(道高一尺 魔高一丈) 격으로 한국 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같은 지표나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용어가 상징하는 대로 ‘악질만세(惡疾滿世)’50) 상황
이 고질(痼疾化)된 채 내연(內燃)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AI(인공지
능)나 IoT(사물인터넷) 등의 이면에서 확대되는 생명과 인간 정체성의 위기—생명과 비생명의 경계가 흐
려지는 것—등을 아울러, 인류가 열어가는 세계를 생명평화, 상생상화의 지구촌 생명공동체, 인류상생공
동체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의 ‘문명개벽’이 다시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 그 역할 수행을 향
한 대장정을 재점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나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대안을 모
색하는 간절함이 반영된 결과이다.

(동학의) 개벽사상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이원화, 의식과 물질의 괴리, 지식과 실천의 갈등, 도
덕과 정치의 분리 등과 같은 극단적 이원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제공해
준다. 동학의 개벽사상은 도인이 정치의 중심이 되며 도덕의 권력이 중심을 이루는 도인정치 또는
도덕 정치를 추구하였다. 후천개벽은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얼굴을 한 영적 공동체를 모색한다. 개벽사상은 영적 심화를 통하여 인간화를 이루어내고, 정치적 확

50) 앞의 (각주6)) 동경대전 포덕문 , “是故로 我國은 惡疾滿世하여 民無四時之安하니 是亦傷害之數也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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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통하여 우주적 공동체화를 이루어내고자 하였다.51)

동학의 다시개벽으로서의 문명개벽(운동)은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52)임, 즉 시천주(侍天主)를
각성한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군자(君子), 지상신선(地上神仙)이 ‘개벽세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문명
(新文明) 세계를 열어가는 일53)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최근의 ‘개벽파’ 재발견과 맞물린다.

2) 개벽파 재발견
서구 근대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승승장구하면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최후의 승리,
서구 근대 중심의 미래를 구가하는 가운데서 이면적으로는 위기에 주목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
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역시 세계적 범위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자생
의 새 문명의 전망으로서 개벽사상은 최근 ‘개벽파’로 재발견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있다.
개벽파는 동학, 증산도, 원불교, 대종교[開天] 등 개벽의 전망을 공유하는 한국의 신종교를 통칭하는 용어
이다. 이에 앞서 ‘개벽종교’라는 종교학적 용어가 먼저 제출되었으나, 개벽파를 서구의 ‘religion’의 번역
어로 오해되는 ‘종교’의 범주에 한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학술연구 이외의 사상운동과 실천운동을 포
괄하는 의미를 담아 ‘개벽파’라는 말이 새롭게 제안된다.
한편으로 개벽파라는 용어는 한국의 근대화 시기 이에 대응하는 흐름 가운데 개화파나 척사파와 다른
뚜렷한 사상과 지향, 그리고 왕성한 세력을 구축했던 동학 등의 자생적 근대화 세력을 주체적으로 호명해
야 한다는 자각을 담은 용어이기도 하다. 이 개벽파라는 용어에 대해 조성환은 『한국 근대의 탄생』에서
“2014년에 역사학자 이병한은 ‘개벽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유라시아를 여행하면서 『프레시
안』에 연재 중이던 견문기에서 동학을 개화파와 대비시켜 ‘개벽파’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 후 이병한은
원불교까지를 개벽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 와 다른 경로로 필자(조성환-인용자 주)도 2017년 1월에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있었던 콜로키움에서 개벽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해 보았다. 그 주된 근거
는 동학 천도교-증산교 원불교가 모두 의식적으로 ‘개벽’이라는 개념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었다”54)고
하였고, 개벽파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박맹수 교수도 “최근, 19세기 말 개벽파의 ‘개벽의 꿈’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범부 김정설, 무위당 장일순, 윤노빈, 김지하, 조동일 등이 선구자인
데, 한살림과 녹색평론, 필자(박맹수)와 조성환과 이병한이 잇고 있다.”55)라며 개벽파의 재발견 움직임을
공식화하였다. 개벽파를 재발견하고 재건하는 ‘개벽2.0, 개벽+’ 운동의 선구자를 자임하는 이병한은 다
른 글에서 “개벽파야말로 역사의 주체였다. 줄 기차게 옹골차게 변화와 변혁을 추동했다. 1860년 동학의
창도야말로 새 시대 의 개막, 개벽의 태동이었다. 낡고 묵은 조선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새 나 라’
를 표방했다.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의 환골탈태, 신시대의 신문명 개벽천하(開闢天下)를 창안한 것이
51) 오문환, 『동학의 정치철학』,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3, 25-26쪽.
52) 용담유사 흥비가 .
53) 오문환, 앞의 책, 328쪽. “개벽운동의 전략은 한마디로 내적 수렴과 외적 확장의 파동적 과정이었다. 수렴은 영적 심화로 나가는 계
기이며, 확장은 운동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가는 계기였다. 동학의 개념으로 이를 표현한다면, 향아설위向我設位라고 하는 내면적
본성으로의 회귀와 후천개벽後天開闢이라고 하는 우주적 힘의 확장으로 말할 수 있다. (...) 수렴과 확장의 궁극점은 상통한다.”
54)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12, 25-26쪽.
55) 박맹수, 앞의 조성환, 『한국근대의 탄생』 표4,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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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라고 진단했다.
동학(천도교)과 그 이후 개벽종교의 사상 전개와 실천운동을 개벽파라는 패러다임으로 재발견하는 것
은 한편으로 다시개벽-후천개벽-인물개벽의 계기성을 내포하는 동학의 문명개벽이 한 종교단체(천도교)
에 갇혀 있지 않으며, 수운-해월-의암 시대로 종결되지 않는 것으로 열린, 그리고 살아서 지금 여기로 다
양하고 다층적으로 내면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3) 개벽파 확산과 재확산57)
“개벽+(다시개벽 부흥)”은 2019년 4월 말 현재 “개벽학, 개벽학당, 개벽포럼, 개벽종교, 개벽저널, 개
벽뉴스레터, 개벽2.0, 개벽대학, 개벽마을, 개벽살림(살림개벽), 개벽문명론(문명개벽), 3.1개벽” 등으로
확대

재생산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초

닻을

올린

<개벽파선언>은

다른백년

사이트

(http://thetomorrow.kr/)에 연재되기 시작하였는데, 개벽파의 쌍두마(雙頭馬) 조성환-이병한이 매주
1편씩 담론을 주고받으며 개벽파-개벽학(개벽+)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과제를 구체화하며 그 구독
자-애독자들을 중심으로 ‘개벽+’의 밑둥을 튼실하게 만들고 있다.
개벽사상이 보편 상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개벽세상을 열어갈 주역인 현재의 청년 세대를 위한 <개벽학
당(開闢學堂; 堂長 이병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3월 21일(수)에는 서울 북촌 ‘원불교 은덕문화원’에서
원불교사상연구원과 은덕문화원이 주최하는 <개벽포럼>이 시작되었다. 개벽포럼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다시개벽 부흥에 매진해 온 분들과 공공(公共)함으로써 ‘개벽학’의 전체성이 고루어지도록 하 기 위한 프
로그램이다.
개벽파 교과서의 원조가 되고 있는 『한국 근대의 탄생-개화에서 개벽으로』(조성환 지음, 모시 는사람
들) 이후 올해 3월 1일을 전후로 한 다양한 학술발표회에서도 ‘개벽파, 개벽학, 다시개벽’의 역사성과 현
재성과 미래성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잇따랐다.
이미 2016년에 ‘여성동학다큐소설’을 표방하며 모두 13명의 여성작가가 여성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동학혁명’을 소재로 하는 소설을 창작하여 시리즈(총 13권)로 발간하였고, 그 2차분에 해당하는 소설이
3명에 의해 집필중이다. 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 로 갈라져 싸워
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장한 휴먼스토리”를 골간으로 하는 대 하역사드라마 ‘녹두꽃’이 48부작으로
방영중이다. 또 최근에 상재된 장편소설 『100년의 촛불』(손석춘 장편소설, 다섯수 레)은 제목 그대로
1919년 3.1혁명을 앞두고, 촛불을 켠 채 49일간 기도를 하던 일부터 2016년의 촛불혁명을 거쳐, 올해
2019년 3.1혁명 100주년에 이르는 시간을 포괄하는 시공간 속에서 3.1혁명에 내면화된 동학의 개벽사
상이 현재까지의 역사의 이면을 면면히 흘러와서, 이제 바야흐로 우리 사회의 주류 사상이자 역사 맥락으
로 자리매갬하게 된다는, 개벽적 상상력에 기반한 역사소설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는 ‘개벽미학’이라는
56) 이병한, <3.1운동 100주년, ‘개벽파’를 재건하자>, 『프레시안』, 2018.12.25. 이상 31)~33)에 걸친 개벽파 재발견의 경로에 대한 서
술은 졸고, <이제, 개벽파의 시대가 시작된다! - 개벽신문이 뽑은 동학과 개벽 5대 뉴스>(『개벽신문』 제80호, 2018.12, 10쪽)를 편
집, 보완함.
57) 이 항은 졸고, <개벽하는 마음 : 개벽의 수양학을 준비하며 - 최근의 개벽파와 개벽학의 흐름 속에서>(『개벽신문』 제83호, 2019.4,
2-3쪽)를 편집,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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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개벽문학과 예술작품을 발견하고 조명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개벽 미학과 더불어 필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 ‘개벽수양학’을 정초하는 일이라고 마음먹고 있
다. ‘수양으로서의 동학론’ 또는 ‘동학 수양론’에 관한 글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수양론’은 비단 동학
에 한정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동아시아학의 공통 요소이지만, 이를 ‘개벽의 수양론 혹은 수양론의 개
벽’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동학의 개벽적 성격, 다시개벽을 향한 동학의 활로를 수양론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갈 계획이다.
이러한 개벽파-학의 흐름에 중심을 잡아줄 매체로서 ‘개벽저널(가칭)’을 준비 하는 모임도 회를 거듭하
며 그 깊이와 갈래를 심화-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 지난 5월 17일(금)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는 (가칭)하늘학회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이 열렸다.
‘하늘학회’는 한국의 개벽종교는 물론이고 서구에서 출발한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하늘’을 공
유, 공감, 공공하는 모든 종교와 사상을 아울려 연구, 논찬하는 학회를 지향한다는 데 뜻을 모아 가고 있
다.58) 개벽파 또는 개벽학이란 서구를 배파한 동아시아학이나 한국학이 아니라, 동서양, 고금학을 아울
러 개벽의 옷을 입히고 개벽의 숨결를 불어 넣으며, 개벽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하
늘학회는 ‘개벽학회’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 할 수 있다.59)
이렇게 최근 개벽파 확산과 재확산의 흐름을 일별할 때 1860년의 동학 창도와 1894년이 동학혁명이
개벽파의 제1기로, 1900년 이후 개화(자주적)운동과 3.1혁명, 1920년대 개조(신문화)운동과 해방공간
에서의 신국가건설 운동까지를 제2기, 6.25 이후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0, 70, 80년대의
산업화 87년의 민주화(정치, 경제)운동(시작)와 2000년대 이후 잇따른 촛불운동과 촛불혁명까지를 제3
기로 보고 현재는 개벽파의 제4기이자 다시개벽운동, 문명개벽운동의 새로운 2기라는 점에서 ‘개벽2.0’
또는 ‘개벽+’라는 용어가 그 의미를 구체화한다.

Ⅲ. 결론
필자는 이 글에서 동학 천도교의 개벽사상을 논구하면서 기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서 탈피하여, ‘개
벽파’ ‘개벽학’의 눈으로 개벽사상을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운동의 의의를 재발견, 재조명하여 우리
시대의 문명개벽을 추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개벽의 꿈”을 되살려 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
래야만 동학 천도교 개벽사상이 역사의 흔적으로 유폐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생생한 사상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동학 천도교 개벽사상을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살필 때 ‘문명개벽’으로서의 특장이 두드
러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논증하였다. 지면의 한계와 필자의 게으름 탓에 ‘개벽사상’의 흐름을 일별하는
58) 이러한 의미의 하늘의 의의에 대해서는 조성환, 하늘을 사는 사람들, 개벽신문 제75호, 2018.6, 20쪽 참조.
59) cf. 조성환, 앞의 한국근대의 탄생-개화에서 개벽으로 , 171쪽. “동학과 천도교는 모두가 ‘하늘’을 철학의 궁극적 경지로 본다는 점
에서 하나의 ‘학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천도학파’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을 여는 것을
‘개벽’이라고 불렀는데, 이 개벽운동은 이후로 증산교, 원불교 등으로도 이어졌다. 즉 좁게는 천도학파이지만 넓게는 개벽학파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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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구체적인 개벽운동의 양상은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다. 의암 손병희의 개벽사상은
법설에 반영된 담론을 중심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1900년대 초부터 10여 년 사이에 의암 또는 의암을 보필하는 동학-천도교의 지식인들에 의해 간
행되었던 각종 교서가 새로 발견되거나 번역 출간되면서 당시의 문명 담론을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연구
논찬할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훗날의 과제로 남겼다. 또 사상적으
로 손병희의 ‘문명시대’를 함께하고, 그 사후에도 계속해서 문명개벽론을 발전시켜 간 야뢰 이돈화의 삼
대개벽론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하는 데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다.
또 동학 천도교 외에 원불교(소태산)의 개벽사상에도 정신개벽을 통해 ‘새로운 문명세계’를 예견하고
지향하고 약속하는 문명개벽의 전망이 들어 있다. 개벽종교 일반의 개벽사상을 ‘문명개벽’의 관점에서 비
교 검토하고 종합하는 작업은 이 글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기본 과업이다.
이 글은 개벽사상을 개벽파의 눈으로 재조명하고, 지금까지의 개벽사상 담론과 다른 그리고 새로운 담
론을 포괄적으로 제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동학 천도교의 개벽사상이라는 체(體)의 살
과 뼈를 이루며, 개벽운동으로 나아가는 영적 기반이요 기운의 원천이 되는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 사상,
사인여천 사상 등의 핵심 교리를 ‘개벽학’의 관점으로 재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한 일임을 발견한 것은 또
하나의 성과이다. 동학 천도교, 나아가 개벽파의 문명개벽 사상을 더욱 풍부하고 완성도 있게 구명하고
구체화하며,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그 영성의 기반인 교리를 개벽파의 눈으로 재음미하는 작업도 필수적
인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의 개벽파 공부, 개벽학 연구 작업에서의 필자의 과제로 남기고
후일을 기약한다.
3.1운동 이후 100년 혹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125년, 더 나아가 동학 창도로부터 160년에
이르는 기간은 동학을 비롯한 개벽파/사상/종교/학이 한편으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생존을 도모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위력으로 자기관철을 계속하는 서세동점 흐름에 짓눌리면서 다른 한
편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개벽사상의 씨앗을 뿌리고 한반도를 넘어서까지 이를 전파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금 여기에서 개벽사상은 다시 한 번 비약적인 확산과 심화, 그리고 문명사적인 사명을 감
당할 수 있는 운수[契機]를 맞이하고 있다. ‘탈종교화’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얼핏 ‘반(反)개벽파/학/
사상/종교’ 시기의 징후로 보이는 흐름을 지혜롭게 전유(專有)하여, 개벽사상을 시대와 세계의 상식이자
깊은 지혜로 자리매김하고, 개벽세상을 지금 여기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정성을 기울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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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1)분과 발표 2]

(

)

원불교 경전의 개벽적 성격 –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주연 (원광대학교)

<

>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Ⅲ. 『대종경』에 나타난 개벽적 성격
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원불교 경전의 개벽적 성격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경전은 교법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체이다. 교조는 구어적 양식을 통해 법을 설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온
법설(法說)은 텍스트(Text)의 문어와 구어를 통해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전해진다. 이 중 문어 텍스트가 경
전이다. 경전은 문자로 만들어지고, 따라서 문어적 양식을 통하여 교조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이다.
종교적 언어의 기능은 일상 사용되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인간 경험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 그러므로 경전에서 다루는 언어는 교법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기능을 수행할 때 주목할 점은 경전의 언어가 어떤 성격을
띠고 교법을 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단지 기계적으로 법설의 요지만 전달한다면, 교법을 다
양한 직업과 연령, 성격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교법을 전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내용적인 접근이라면, ‘어떻게 교법을 전하는가?’의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접근이다.2)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언어기호의 언상(言相)과 언의(言義)는 홀로 의
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차이를 통하여 서로를 드러내고, 마주 보는 거울 한 쌍처럼 서로가 객이 되
어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어준다.3)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형식으로서 경전의 문체 유형과
1) 서광선, 『종교와 인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82쪽.
2)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관해서는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을 참조할 수 있다. 쉬클로프스키가 ‘낯설게 하기’ 기법을 개발한 것은 하나의
참신한 관점이 낯익은 대상을 낯설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지각’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고의로 리듬을 거칠게 한
단어 구사나 어법의 형태도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Victor Borisovich Shklovsky,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한기찬 역,
월인재, 1980, 23-34쪽.
3) 권택영,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 200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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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교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어떤 교법이 경전에 담겨
있느냐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느냐의 문제를 통해 명확해진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이 제대로, 그
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에 필요한 수사학적 기법이 형식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양상은 원불교 교법을 이
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소태산의 언행록인 『대종경』4)은 『정전』과 더불어 원불교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정산은 『대
종경』을 가리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통의 경전’이라 하여 원불교 교법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경
전임을 말한 바 있다. 경전이 갖춘 내용과 형식은 그 교조의 사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고에서 검토하
고자 하는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들은 『대종경』이 형식적 측면에서 교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
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들을 범주별로 분석하
고자 한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추출하여 분석한 다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주별 표현 방식의 특성
을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도출되는 특성들로부터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들이 어떻게 교법을 구체화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원불교 경전의 문체적 측면에서 교법이 구현되는 방식에 수사학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텍스트
의 구성 양식인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들이 몇 편 발견된다.
(생략)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경전이 담고 있는 교법과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수사학적 표현을 분석한 연구
가 아직 미약하며, 특히 원불교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원불교 교법을 『대종경』의 형식적인 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수사학적 관점으로 도출하는 논의로서 그 첫 단추를 꿰는 의의를 가진다.

Ⅱ.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1. 수사학적 표현의 개념
수사학의 어원인 그리스어 ‘레토리케(rhetorike)’는 대중연설가를 의미하는 ‘레토르(rhetor)’와 테크닉을
뜻하는 ‘이케(ike)’의 합성어이다. ‘대중연설가의 기술’을 가리키는 수사학은 웅변에 그 기원을 둔다. 그래서
수사학은 원래 웅변의 기술이었으며, 말을 잘 하거나 글을 잘 쓰는 기술을 의미해왔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된 수사학은 그간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역사를 거듭해 왔다. 때로는 간결한 표현을 중시하는
문인들로부터 업신여겨지기도 했고, 때로는 언어의 본질에 다가서게 하는 통로로 인정받기도 했다. 어쨌든 포
스트모더니스트들과 포스트구조주의자들에게 수사학은 그들의 이론을 세우는 초석과 다름없었다. 20세기 전
반이 ‘논리의 시대’였다면 20세기 후반은 ‘수사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였다.5)
4) 소태산이 친감하여 기관지를 통하여 발표된 법설이 주를 이룬다. 편수를 위해 발굴된 자료는 <월말통신> <월보> <회보> 등이며, 소태
산 재세 시 123편의 법설을 친감하여 발표한 자료들도 있다. 원불교대사전, http://www.won.or.kr/.
5)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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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수사학이 받고 있는 오해는 ‘말이나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교’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수사학을 가리켜 ‘주어진 경우에 가능한 모든 설득 수
단을 찾아내는 능력’6)이라고 정의했다. 다른 기술은 저마다의 고유한 영역에서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다. 의
술이 건강과 질병을 다루듯이 말이다. 그러나 수사학은 범주에 상관없이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도 설득하기 위
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설득의 능력이라 본 것은 그가 진리와 정의를
관철시키는 데서 수사학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연설의 제약성 때
문에 앎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진리와 정의를
관철시키려면 수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7) 이와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훌륭한 문체의 규칙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는 훌륭한 문체의 규칙으로 ‘사물을 흔해빠진 이름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모호한 표현을 피하는 것’을 들었다.8) 그의 견해로부터 알 수 있듯 수사학은 진리와 정의를 관철
시키는 방법이자, 이 관철의 과정을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기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화자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포스와 그리핀(Foss & Griffin)은 수사학
을 생산하는 자와 청자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들은 수사학을 ‘평등, 내재적 가치 그리고 자기 결정에 뿌리
를 둔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의미로서의 이해에 대한 초대’9)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수사학을 청자의
자립적인 이해로 초대하는 매개로 보는 것이다. 두 정의를 종합하면, 수사학은 화자의 입장에서 진리를 효과
적으로 관철시키는 동시에 청자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사학적 표현을 범주화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김욱동10)의 방법을 차용하기
로 한다. 그는 수사법을 소리에 따른 수사법, 의미 전이에 따른 수사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감정에 호소
하는 수사법, 상호텍스트적 수사법의 다섯 갈래로 나누었다. 『대종경』에서는 두운, 모운, 각운 등의 소리에 따
른 수사법이 별도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범주에 일부 혼합되어 있기에 이는 제외한다. 나머지 네 가지 범
주 중 의미 전이 및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은 문법 범주에 따른 것이고, 감정에 따른 수사법은 호소와 강조
에 비중을 둔 것이며, 상호텍스트적 수사법은 다른 텍스트에의 의존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2.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분석
1) 의미 전이에 따른 표현
(1) 은유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이다. 은유를 적용한 문장은 ‘…은/는 이다’
의 형식을 띤다. 은유에서의 주요 특질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긴장이라 볼 수 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
사성이 구심력이라면 그 이질성은 원심력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긴장이 없이는 지속적인 원운동이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유사성과 이질성의 팽팽한 긴장이 은유의 은유다움을 보장해준다.11) 『대종경』에서는 명사
6)
7)
8)
9)

Aristoteles, 『수사학 / 시학』, 천병희 역, 숲, 2017, 31쪽.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2015, 31쪽.
이밖에도 ‘접속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규칙으로 들었다. Aristoteles, 앞의 책, 264쪽.
Foss, S. K., & Griffin, C. L. Beyond persuation : A proposal for an invitational rhetoric. Communication Monographs,
62, 1995, 2-18, Timothy A. Borchers, 『수사학 이론』, 이희복 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9쪽에서 재인용.
10) 김욱동, 앞의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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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은유가 주로 눈에 띈다. 명사 은유에는 ‘인연의 향기’, ‘인생의 봄’과 같은 것으로부터
‘책상다리’, ‘산 허리‘ 등과 같이 오랫동안 통용되어 이제는 긴장감을 잃은 죽은 은유도 해당된다.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 버려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
쳐 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 버려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중
생을 비쳐 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대종경 제9 천도품 24장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는 명사 ‘마음’과 ‘하늘’을 결합하여 ‘마음하늘’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마음의 작용
이치를 하늘의 이치에 비유하기 위해서다. ‘욕심의 구름’과 ‘지혜의 달’, ‘만세 중생을 비쳐 주는 거울’도 마찬
가지로 은유에 해당한다. ‘욕심’과 ‘구름’, ‘지혜’와 ‘달’, ‘만세 중생’과 ‘거울’은 서로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욕심’, ‘지혜’, ‘만세 중생’과 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 ‘구름’, ‘달’, ‘거울’과 같이 보
편적인 언어를 사용해 숨결을 불어 넣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꾸게 된다. 이는 마음에
서 욕심이 제거되는 것, 그리고 지혜가 샘솟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중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이다.

(2) 직유: 생략

(3) 제유: 생략

(4) 역설: 생략

2)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
(1) 대조
대조는 반대되는 언어나 관념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인생
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에서 대조의 효과를 알 수가 있다. 인생이 짧은 것에 예술이 긴 것을 대조함으
로써 각각의 의미가 선명히 드러난다. 짝을 이루는 각 표현들은 형식적인 면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대
조의 효과를 준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
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이
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
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인도품 12장

‘내가 못 당할 일’과 ‘내게 좋은 일’이 대응하고, ‘남도 못 당하는 것’과 ‘남도 좋아하나니’가 대응하며,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과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이 대응하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와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가 대응한다. 이 표현은 ‘나’와 ‘남’의 차이를 축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의 차이,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법’, 즉 ‘나’의 입장을 성
11) 류수열 이지선, 「은유 개념의 허상과 실상」, 『문학교육학』4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19쪽.
12) 명사 은유에 사용되는 명사들의 층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서로 간의 비슷한 의미나 차이를 통해 그 속성을 암시적으
로 전하는 것이 은유의 목적인데, 서로가 동일한 층위에서 그대로 포개진다면 그것은 중복일 뿐 은유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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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함으로써 ‘남’의 입장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사적 측면에서는 ‘내 마음을 미루는 것’과 ‘남을
생각하는 것’이 서로를 기반으로 할 때라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해진다는 점을 전제한다. 인도품 12장에서는
‘만족’과 ‘행함’, ‘불만족’과 ‘행하지 않음’을 함께 사용하여 각 표현의 의미가 대중에게 부각되도록 하고 있다.

(2) 반복: 생략 (3) 점층: 생략

3)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
(1) 영탄
영탄은 고조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호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현
하는 데 사용되는 까닭에 감탄사 ‘오’, ‘아’, ‘어즈버’나 호격 조사 ‘아’, ‘야’, ‘이여’,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네’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더러는 명령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 서품 15장

위의 경우는 호칭어 ‘그대들이여!’를 사용한 영탄이라 볼 수 있다. 이 표현이 돈호법13)이 아닌 이유는 돈호
법은 무생물, 동식물, 추상적 존재나 현존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품 15장은 ‘대종
사 말씀하시기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서품 15장의 상황맥락은 소태산이 발화를 하고 이를 필사하는 자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발화를 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대들’은 ‘신이시여!’라고 돈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소태산이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길’ 바라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대종경』에 나타난 영탄으로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어미는 찾을 수 없었고, 대신 호격 조사들이 발견되었다.
호칭어를 중심으로 영탄을 사용한 이유는 진리를 실천해가는 공부인, 또는 아직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어미가 주로 사
용되고 호격조사는 사용되지 않았다면 영탄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종경』에 나타난 호
칭어들은 대중을 향한 소태산의 염려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다.

(2) 설의: 생략 (3) 부정: 생략

4) 상호텍스트성 기반의 표현
(1) 인용
수사학에서의 인용은 단순히 타자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로 인해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
함을 의미한다. 만약 ‘준희가 “오늘 귀국한다”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직접화법에 따른 인용이긴 하나, 수

13) 사람이나 사물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키는 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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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기법으로서의 인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 문장은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담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떤 선사는 제자도 많고 시주도 많아서 그 생활이 퍽 유족하였건마
는, 과실 나무 몇 주를 따로 심어 놓고 손수 그것을 가꾸어 그 수입으로 상좌 하나를 따로 먹여 살
리는지라, 모든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사가 대답하기를 “그로 말하면 과거에도 지은 바가
없고 금생에도 남에게 유익 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거늘, …(중략)…나는 사제의 정의에 그의 빚을
적게 해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가에 따로 벌어 먹이노라” 하였다 하니, 선사의 그 처사는 대중 생
활하는 사람에게 큰 법문이라,…(중략)…조심하고 또 조심할지어다.」

-인과품 28장

인과품 28장에서는 선사의 발화를 인용하여 당부를 하고 있다. 특히 선사의 말을 인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선사의 말에 담긴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소태산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선사가 누구인지는 위 내용 만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선사의 말이 독자의 삶과 연계됨으로 인해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이 문제의식은 인과품
28장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내용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종경』과 같은 경전에서 인용이 수사
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독자에게 추상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줄 필요가 있으며, 그 문제의식은 저
자의 전하고자 하는 바를 생동감 있게 독자의 마음으로 끌어들인다.

(2) 인유: 생략 (3) 경구: 생략

3. 종합논의
이상으로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을 검토하였다. 먼저 의미 전이에 따른 표현들로는 은유, 직유,
제유, 역설이 있었다. 은유, 직유, 제유에서 대중의 생활문화를 도입하거나 이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난 표현
을 한 것은, 대중이 익숙한 요소들을 통해 교법을 원활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들로는 대조, 반복, 점층이 있었다. 이상의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대중에게 동기를 부여
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들로는 영탄, 설의, 부정이 있었다. 이 표현들
에는 대중이 진리를 알고 실천하길 바라는 소태산의 간절함, 아쉬움과 염려, 그로 인한 호소와 강조가 나타났
다. 상호텍스트성에 기반을 둔 표현들로는 인용, 인유, 경구가 있었다. 이 표현들은 자칫 추상적이어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좀 더 실감나게, 또는 권위에 대한 신뢰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범주의 수사학적 표현들이 가지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익숙한 의미로 전이된다.
② 동기 유발을 권장한다.
③ 간절함과 염려를 전한다.
④ 보다 쉬운 이해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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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④는 대중의 이해를 익숙하고 쉬운 방향으로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그리고 ②는 대중이 진리를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서원을 품을 것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리킨다. ③은 대중이 교법을 제대로 실천하기를 바
라는 간절함과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한 염려의 표현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들은 대
중의 동기와 이해, 실천을 중심에 두고 있다.

Ⅲ. 『대종경』에 나타난 개벽적 성격
Ⅱ장에서는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들을 네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로부터 각 범주의 표현
들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대종경』을 단순히 축어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
해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표현들의 중심에 자리한 ‘대중’은 소태산에게 어떤 의미일까?
첫째, 대중은 소태산에게 교화의 대상인 동시에 동반자이다. 『대종경』 교단품 19장에서는 “우리들의 일이
마치 저 기러기 떼의 일과 같으니, 시절 인연을 따라 인연 있는 동지가 혹은 동에 혹은 서에 교화의 판을 벌이
는 것이 저 기러기들이 철을 따라 떼를 지어 혹은 남에 혹은 북에 깃들일 곳을 벌이는 것과 같다”고 하여, 소태
산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나아가 『대종경』을 접하는 공부인들이 서로 기러기 떼와 같이 동반자로서의 관계
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 대중은 불성을 가진 부처이다. 『대종경』 성리품 29장은 부처를 봉안한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하는 시
찰단 일행에게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는 산업부원 일동을 가리키며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라고 답하는
소태산의 언행을 담고 있다. 이는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14), ‘일원은 제불 조사 범부 중
생의 성품’15),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16) 등의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불성’에
연관된 이야기이다. 대중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이 불성을 기반으로 성불제중 제생의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와 같이 대중은 교조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동등한 위계의 존재이다. 대
중이 가지는 이 두 가지 의미는 ‘개벽을 향한 인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불교의 교리’17)와 맞닿아 있
다. 대중 중심적으로 표현을 구사하는 『대종경』의 양상은 개벽종교 경전으로서의 특색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개벽이란 대전환, 곧 철저하면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지칭한다.18) 나아가 민중들 스스로가 지속적인 정신수양
과 사회운동이라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주체적으로 ‘열어 나간다’고 하는 과정적 변혁을 의미
한다.19)
개벽사상을 표방한 원불교의 개교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스스
로의 정신을 개벽할 것을 권유하는 청유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청유문에서 청자는 명령이나 지시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 대상이
14)
15)
16)
17)
18)
19)

『원불교교전』, 개교표어.
『정전』, 제1 총서편, 제4절 일원상 서원문.
『정전』, 제1 총서편, 제3절 일원상의 수행.
노길명, 「개벽사상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28,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08, 200쪽.
박맹수, 「동학의 공공성 실천과 그 현대적 모색」,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7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90-91쪽.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모시는사람들, 2018,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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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에서 원불교는 개교표어를 통해 대중에게 자립적으로 정신을 개벽하기를 권하고 있으며, 명령이 아
닌 권유를 한다는 점에서 상대인 대중의 주체성20)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교표어는 개벽사상을
문형(文型)을 통해 보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 지향적으로 사용된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들은 원불교의 개벽사상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대종경』에서는 대중의 일상생활 내용을 비유적으로 도입하고, 대중이 서원을 내재화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수사법을 사용하며, 대중이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호소와 강조
를 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중의 주체적인
이해와 실천을 염려하고 지향하는 것은 소태산이 인격신앙의 교조주의를 극복21)하였음을 입증한다. 즉, 그는
대중을 자신과 동등한 부처이자 동반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이 가능하도록 한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방식 자체가 원불교 개벽사상의 실천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소태산은 개벽이 어떠한 절대적인 신 또는 절대적 능력을 가진 절대타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
았다. 개벽은 자력과 타력이 함께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2)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들
은 자력과 타력을 매개한다. 소태산의 법설과 대중의 주체적인 자립이 어우러져 각 공부인의 삶에 개벽을 일
으키고, 나아가 서로가 밝은 세상의 참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미륵불의 용화 회상’23)을 이루는 것을 목적
하는 것이다.

Ⅳ. 나오는 말
경전에 수사학적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전은 어디까지나 교의와
창시자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지, 문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전에서 수사학적 표현이 여러 차례 그
것도 다양한 범주에서 사용된다면, 이는 그 경전을 접하는 대중을 향한 수사학의 기능과 효과를 경전의 본래
기능에 부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대종경』에는 범주별 수사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는데, 그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중의 동기 이해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중에 중심을 둔 표현 방식은 개벽종교로서의 특성을 암시한다. 수
사학적 표현은 본래 진리의 관철과 주체적인 이해를 목적한다. 이 기능은 민중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개벽사상과도 부분적이나마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수사학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텍스트가
개벽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부분적 유사성으로 인해 수사학적 표현 자체만으로 개벽적 텍스
트라고 인정이 된다면, 개벽과 관련 없는 내용의 텍스트가 개벽적 텍스트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 조성환은 자신의 미래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한다’고 하는 자주와 자립정신이 개벽사상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조성환,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 삼일독립선언서 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종교교육학연구』59, 한국종교교
육학회, 2019, 6쪽.
21) 류성태는 이 점에 대해, 다른 종교의 경우 교조 자신이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지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류성태, 『원불교해석학』, 원불교출판사, 2007, 313쪽.
22) 박광수, 「원불교의 후천개벽(後天開闢) 세계관」,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4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0, 101쪽.
23) 소태산은 『대종경』 전망품 16장에서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들어나는 것이고, 용화회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 곧 처
처 불상(處處佛像) 사사 불공(事事佛供)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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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내용과 상호작용할 때라야 본래 기능을 수행한다. 『대종경』은 내용으로서의 원불교 교법을 형식으
로서의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수사학적 표현들은 단순히 ‘기법’에 그치지 않고 대중
중심적으로 구성됨으로써 개벽사상의 연장선에 놓인다. 이 연구에서는 『대종경』의 표현 방식들이 개벽적 성격
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이 ‘개벽’이라는 공통 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법설을 듣는 대중이 그 법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서원으로 이를 지속하길 바라
는 소태산의 심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위상이 아닌 대중의 낙원생활에 중심을 둔 ‘개인’에서 ‘대중’으
로의 개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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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1)분과 발표 2]

(

)

원불교 경전의 개벽적 성격 –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주연(원광대학교)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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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분석
1) 의미 전이에 따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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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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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
(1) 영탄 (2) 설의 (3) 부정
4) 상호텍스트성 기반의 표현
(1) 인용 (2) 인유 (3) 경구
3. 종합논의
Ⅲ. 『대종경』에 나타난 개벽적 성격
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원불교 경전의 개벽적 성격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경전은 교법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체이다. 교조는 구어적 양식을 통해 법을 설하고, 이렇게 세상
에 나온 법설(法說)은 텍스트(Text)의 문어와 구어를 통해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전해진다. 이 중 문어
텍스트가 경전이다. 경전은 문자로 만들어지고, 따라서 문어적 양식을 통하여 교조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
하는 도구이다.
종교적 언어의 기능은 일상 사용되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인간 경험을 묘사하고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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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 그러므로 경전에서 다루는 언어는
교법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기능을 수행할 때 주목할 점은 경전의 언어가
어떤 성격을 띠고 교법을 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단지 기계적으로 법설의 요지만 전달한
다면, 교법을 다양한 직업과 연령, 성격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교법을 전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내용적인 접근이라면, ‘어떻게 교법을 전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접근이다.2)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언어기호의 언상(言相)과 언의(言義)
는 홀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차이를 통하여 서로를 드러내고, 마주 보는 거울 한 쌍처럼
서로가 객이 되어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어준다.3)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형식으로서 경
전의 문체 유형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교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어
떤 교법이 경전에 담겨있느냐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느냐의 문제를 통해 명확해진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이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에 필요한 수사학적 기법이 형식적 측면에서 사
용되는 양상은 원불교 교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소태산의 언행록인 『대종경』4)은 『정전』과 더불어 원불교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정산은
『대종경』을 가리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통의 경전’이라 하여 원불교 교법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전임을 말한 바 있다. 경전이 갖춘 내용과 형식은 그 교조의 사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고
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들은 『대종경』이 형식적 측면에서 교법을 어떻게 효과적
으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
들을 범주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추출하여 분석한 다음, 분석 결과를 토대
로 범주별 표현 방식의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도출되는 특성들로부터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들이 어떻게 교법을 구체화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원불교 경전의 문체적 측면에서 교법이 구현되는 방식에 수사학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텍
스트의 구성 양식인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들이 몇 편 발견된다.
고원국5)은 『대종경』의 대화유형과 구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태산의 교육적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소태산은 일대일로 만나서 상대로 하여금 가르침과 깨침을 얻도록 하는 대화
법을 사용하였고, 둘째, 일방적으로 주제를 전달하지 않고 대화 상대자로 하여금 알고 싶은 문제와 해결
1) 서광선, 『종교와 인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82쪽.
2)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관해서는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을 참조할 수 있다. 쉬클로프스키가 ‘낯설게 하기’ 기법을 개발한 것은 하나의
참신한 관점이 낯익은 대상을 낯설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지각’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고의로 리듬을 거칠게 한
단어 구사나 어법의 형태도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Victor Borisovich Shklovsky,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한기찬 역,
월인재, 1980, 23-34쪽.
3) 권택영,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 2002, 25쪽.
4) 소태산이 친감하여 기관지를 통하여 발표된 법설이 주를 이룬다. 편수를 위해 발굴된 자료는 <월말통신> <월보> <회보> 등이며, 소태
산 재세 시 123편의 법설을 친감하여 발표한 자료들도 있다. 원불교대사전, http://www.won.or.kr/.
5) 고원국, 「대화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 교육」, 『종교교육학연구』3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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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과제를 표현하게 했으며, 셋째, 대화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정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
고 대화자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쳤다. 이 연구는 대화적 특성을 통해 소태산의 교육관
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고와 연구 방법 및 결과의 측면에서 연관성을 가진다.
『대종경』의 어휘를 분석한 정명숙6)은 체언류의 ‘추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간 활동, 정신 및 행위’와 관련된 의미 빈도가 높다고 보았다. 또한 ‘공부인, 취사, 삼대력, 심
전개발, 마음공부, 제생의세’ 등의 원불교 고유 용어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원불교가 생
활 속 종교라는 점, 그리고 불교의 신앙, 수행, 의례, 제도, 의식 등을 혁신하였다는 점을 읽을 수가 있었
다. 『대종경』은 혁신 종교로서 원불교의 특성을 문체적 측면에서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종경』의 전범적(典範的) 문체를 분석한 이현성7)은 조사와 어미에 주안점을 두고 문체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현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어미들은 장중하거나 엄숙한 어투를 보이고, 진리적 언명에서
는 반드시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논거 문장에서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단정 형태나 당위 형태의 어미
가 쓰인 문장에서는 신앙적 진리를 구체화하는 기능이 나타난다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분
석은 문체에 반영된 교법적 특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사법이 『대종경』의 다양한 서술과 발화에
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 소태산의 시가 소통 기술의 한 방법임을 도출한 박영학8), 소태산이 깨달은 진리와 그 진리를
깨닫게 한 위력이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풀어나가는 작업으로서 ‘대종경 해석학’을 언급한 류병덕9), 『대
종경』의 연구 방법을 제시한 류성태10) 등이 있다.
다음으로 타종교의 경전을 수사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김만수11)는 불교의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Sutta-nip ta)』에 나타난 붓다의 설법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는 『숫타니파타』에서 수사적
기법들이 사용됨으로써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시켰다고 보았고, 현대인들을 위한 설법에서도 이와 같은
수사법들을 통해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경전의 내용을 현대의 대중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서 수사법에 주목하였기에 실용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불교의 교리를 형식적인 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경전의 특수성
이 반영된 수사학이라기보다 현대에 접하는 ‘고전’으로서의 경전에 수사학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 문학적 접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연구한 강 엽12)은 성경 속의 수사학적 표현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성경을 문학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수사학적 표현들을 음미해봄으로써 성
경 기록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 또한 교리의 실천에 대
6) 정명숙, 「대종경의 어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 이현성, 「대종경의 전범적(典範的) 문체에 대한 소고」,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3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8) 박영학, 「원불교 선시의 커뮤니케이션」,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28,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9) 류병덕, 「21C.와 大宗經 解釋의 몇 가지 과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2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0.
10) 류성태, 「『대종경』연구 방법론에 대하여-『대종경』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2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11) 김만수,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 붓다의 설법 방법론 분석: 숫타니파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문화』21-3,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12) 강 엽,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기법 연구」, 『문학과종교』6-2,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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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라기보다 성경의 심미적 성격, 즉 성경에 대한 접근방식을 연구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경전이 담고 있는 교법과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수사학적 표현을 분석한
연구가 아직 미약하며, 특히 원불교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원불교 교법을 『대종경』의 형식적
인 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수사학적 관점으로 도출하는 논의로서 그 첫 단추를 꿰는 의의를 가
진다.

Ⅱ.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1. 수사학적 표현의 개념
수사학의 어원인 그리스어 ‘레토리케(rhetorike)’는 대중연설가를 의미하는 ‘레토르(rhetor)’와 테크
닉을 뜻하는 ‘이케(ike)’의 합성어이다. ‘대중연설가의 기술’을 가리키는 수사학은 웅변에 그 기원을 둔
다. 그래서 수사학은 원래 웅변의 기술이었으며, 말을 잘 하거나 글을 잘 쓰는 기술을 의미해왔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된 수사학은 그간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역사를 거듭해 왔다. 때로는 간
결한 표현을 중시하는 문인들로부터 업신여겨지기도 했고, 때로는 언어의 본질에 다가서게 하는 통로로
인정받기도 했다. 어쨌든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 포스트구조주의자들에게 수사학은 그들의 이론을 세우
는 초석과 다름없었다. 20세기 전반이 ‘논리의 시대’였다면 20세기 후반은 ‘수사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
였다.13)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수사학이 받고 있는 오해는 ‘말이나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교’ 정도로 이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수사학을 가리켜 ‘주어진 경우에 가능한 모
든 설득 수단을 찾아내는 능력’14)이라고 정의했다. 다른 기술은 저마다의 고유한 영역에서 가르치고 설
득하는 것이다. 의술이 건강과 질병을 다루듯이 말이다. 그러나 수사학은 범주에 상관없이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설득의 능력이라
본 것은 그가 진리와 정의를 관철시키는 데서 수사학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연설의 제약성 때문에 앎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진리와 정의를 관철시키려면 수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5) 이와 더불어 아리스
토텔레스가 언급한 훌륭한 문체의 규칙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는 훌륭한 문체의 규칙으로 ‘사물을
흔해빠진 이름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모호한 표현을 피하는 것’을 들었다.16) 그
의 견해로부터 알 수 있듯 수사학은 진리와 정의를 관철시키는 방법이자, 이 관철의 과정을 정교하고 효
과적으로 구성하는 기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화자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포스와 그리핀(Foss & Griffin)은 수
사학을 생산하는 자와 청자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들은 수사학을 ‘평등, 내재적 가치 그리고 자기 결정
13)
14)
15)
16)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29쪽.
Aristoteles, 『수사학 / 시학』, 천병희 역, 숲, 2017, 31쪽.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2015, 31쪽.
이밖에도 ‘접속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규칙으로 들었다. Aristoteles, 앞의 책,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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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뿌리를 둔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의미로서의 이해에 대한 초대’17)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수사
학을 청자의 자립적인 이해로 초대하는 매개로 보는 것이다. 두 정의를 종합하면, 수사학은 화자의 입장
에서 진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동시에 청자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사학적 표현을 범주화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김욱동18)의 방법을 차용
하기로 한다. 그는 수사법을 소리에 따른 수사법, 의미 전이에 따른 수사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감
정에 호소하는 수사법, 상호텍스트적 수사법의 다섯 갈래로 나누었다. 『대종경』에서는 두운, 모운, 각운
등의 소리에 따른 수사법이 별도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범주에 일부 혼합되어 있기에 이는 제외한다.
나머지 네 가지 범주 중 의미 전이 및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은 문법 범주에 따른 것이고, 감정에 따른
수사법은 호소와 강조에 비중을 둔 것이며, 상호텍스트적 수사법은 다른 텍스트에의 의존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2.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분석
1) 의미 전이에 따른 표현
(1) 은유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이다. 은유를 적용한 문장은 ‘…은/는
이다’의 형식을 띤다. 은유에서의 주요 특질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긴장이라 볼 수 있다.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이 구심력이라면 그 이질성은 원심력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긴장이 없이는 지속적인 원
운동이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유사성과 이질성의 팽팽한 긴장이 은유의 은유다움을 보장해준다.19)
은유의 대표적인 예는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의 첫 구절인 ‘내 마음은 호수요’이다. 이 구절에서는 원
관념 ‘내 마음’과 보조관념 ‘호수’ 사이에 놓인 긴장이 은유의 효과를 빚어낸다. ‘내 마음’과 ‘호수’는 얼핏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노 저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애틋함과 열망이 두 시어
에 유사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유사성과 이질성이 적절히 분배되어 긴장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은유의
효과가 배가된다고 볼 수 있다.
『대종경』에서는 명사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은유가 주로 눈에 띈다. 명사 은유에는 ‘인연의 향기’, ‘인생
의 봄’과 같은 것으로부터 ‘책상다리’, ‘산 허리‘ 등과 같이 오랫동안 통용되어 이제는 긴장감을 잃은 죽은
은유도 해당된다.20)

17) Foss, S. K., & Griffin, C. L. Beyond persuation : A proposal for an invitational rhetoric. Communication
Monographs, 62, 1995, 2-18, Timothy A. Borchers, 『수사학 이론』, 이희복 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9쪽에서 재인용.
18) 김욱동, 앞의 책, 48쪽.
19) 류수열 이지선, 「은유 개념의 허상과 실상」, 『문학교육학』4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19쪽.
20) 명사 은유에 사용되는 명사들의 층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서로 간의 비슷한 의미나 차이를 통해 그 속성을 암시적으
로 전하는 것이 은유의 목적인데, 서로가 동일한 층위에서 그대로 포개진다면 그것은 중복일 뿐 은유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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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 버려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쳐
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 버려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중생을
비쳐 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 대종경 제9 천도품 24장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는 명사 ‘마음’과 ‘하늘’을 결합하여 ‘마음하늘’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마음의
작용 이치를 하늘의 이치에 비유하기 위해서다. ‘욕심의 구름’과 ‘지혜의 달’, ‘만세 중생을 비쳐 주는 거
울’도 마찬가지로 은유에 해당한다. ‘욕심’과 ‘구름’, ‘지혜’와 ‘달’, ‘만세 중생’과 ‘거울’은 서로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욕심’, ‘지혜’, ‘만세 중생’과 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 ‘구름’,
‘달’, ‘거울’과 같이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해 숨결을 불어 넣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꾸게 된다. 이는 마음에서 욕심이 제거되는 것, 그리고 지혜가 샘솟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
지고 있는지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이다.
그 밖에 눈에 띄는 은유적 표현으로 ‘심전’이 있다. ‘심전’은 수행품 59

60장, 실시품 15장에 등장하

는데, ‘심전’을 한글로 풀이하면 ‘마음밭’이다. 실시품 15장에서는 ‘제초하는 것으로 마음공부를 대조하
게 하고 마음공부 하는 것으로 제초를 하게 하여 도량과 심전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여,
공부인이 처한 외적 환경으로서 ‘도량’과 내적 환경으로서 ‘마음’이 짝을 이루고 있다.
수행품 59장에서는 ‘본래에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性稟)에서 선악간 마음 발하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心田)이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구절로부터 마음을 ‘심전’이라고 언급한 의도를 알 수가 있다. 마음의 작용 원리, 그리고 마
음 바탕을 단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중들에게 알려주고자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성품에서는 선악간
마음이 발한다.’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당시 대중이 이해하기 쉬웠을 농
경문화 요소에 빗대어 ‘심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 직유
직유는 은유와 함께 대표적인 비유 표현으로, ‘같이’, ‘처럼’, ‘듯이’, ‘마치’, ‘흡사’, ‘듯’ 등의 표현을 사
용하여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매개하는 방법이다. 이영주에 따르면, 주로 발화자의 바램, 염원, 의지 등의
지향성이 직유를 통해 드러난다. 이 때 지향의 방향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상이 직유의 보조관념이
다.21) 동화 『우리도 부처님같이』22)의 제목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롭고 맑은 마음을 닮아가
길 바라는 저자의 바람을 읽을 수가 있다. 또는 ‘산소같은 여자’라는 광고 문구에서도 특정 화장품을 사용
함으로써 산소와 같이 산뜻하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호소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현상을 지양하는 데에도 직유가 사용된다. 『대종경』에 나타난 직유는 보조관념을 지향하는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대들의 입선 공부는 비하건대 소 길들이는 것과 같나니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의 훈련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하여 인도 정의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미 젖
21) 이영주, 「직유의 효과에 관한 새로운 이해-직유의 벡터와 그 작용을 중심으로」, 『수사학』3, 한국수사학회, 2005, 262쪽.
22) 해월, 『우리도 부처님같이』, 뜨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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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기 전의 방종한 송아지가 자행자지로 뛰어다닐 때와 같은 것이요, 사가를 떠나 선원에 입선하
여 모든 규칙과 계율을 지켜 나갈 때에 과거의 습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지도인의 머리를 뜨겁게
하며, 각자의 마음에도 사심 잡념이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젖 뗀 송
아지가 말뚝에 매달리어 어미 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을 할 때와 같은 것이며,…-수행품 55
장

소태산은 원관념인 ‘입선 공부’와 보조관념인 ‘소 길들이는 것’을 매개하기 위해 ‘비하건대’와 ‘같나니’
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서 원관념인 ‘인도 정의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보조관념인 ‘방종한 송아지
가 자행자지로 뛰어다니는 것’을 형용사 ‘같은’을 사용하여 매개한다. 또한 원관념인 ‘과거의 습관이 떨어
지지 아니하는 것’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과 보조관념인 ‘젖 뗀 송아지가 어미 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을 하는 것’을 형용사 ‘같은’으로 매개한다. 같은 맥락의 수행품 56장에서도 직
유법이 나타난다. ‘선원에 입선하는 것’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비유하고, ‘교법’을 약재에, ‘교
당’을 ‘병원’에 비유하고 있다. 소를 길들이거나 몸이 아파 약을 구하고 병원을 찾는 등 대중에게 친근한
일상생활 문화를 활용해 입선 공부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세상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
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라는 인도품 29장의 구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세상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
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는 문제는 보조관념이 필요 없는 일반 지식과 달리 추상적이
다. 이 추상적인 관념을 쉽게 전하기 위해 발화에 장치를 만들었다.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 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라고 한 천도품 8장의 구절에도 직유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생사의 개념을 전달
하기 위해 눈을 떴다 감는 것, 숨을 내쉬는 것, 잠들고 깨는 것과 같이 생활에 근접해있는 보조관념들을
도입하였다.

(3) 제유
제유는 전체를 그 중 일부로, 또는 그 일부를 전체로 표현하는 것이다. ‘눈물 젖은 빵’에서 ‘빵’은 고난
속에서 먹는 음식을 대표한다. ‘손가락 까딱 하기 싫다’는 말에서 ‘손가락’도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대표
한다. 이렇게 제유는 대표성을 띠는 표현을 통해 수사적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손가
락’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환유가 전체나 일반적인 대표
성(숲)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유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특성이나 부분(나무)에 초점을 맞추기23) 때문이
다. 「떡장수와 호랑이」 설화에서 손으로 엄마를 확인하는 대목은 전형적인 제유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설화 속에서 남매가 문틈의 비유 기표(손)를 보고 비유 기의(호랑이)를 판단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부분
은 제유의 서사화가 아닐 수 없다.24)

①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
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 막기 같이 어려우리요.-서품 11장
23) 김욱동, 앞의 책, 126쪽.
24) 박현수, 「수사학의 3분법적 범주: 은유, 환유, 제유」, 『한국근대문학연구』17, 한국근대문학회, 2008,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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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 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 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
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 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수행품 32장
③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이 없이 무위도
식(無爲徒食) 한다면 여러 사람의 고혈을 빨아 먹음이 되는 연고요,…-교단품 9장

위는 ‘밥’에 적용된 제유의 경우이다. 제유의 특성을 참고하건대, 여기에서의 ‘밥’은 우리가 실제로 먹
는 음식으로서 ‘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밥’에 국한하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도 이루는 법이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쉽다는 것은 실제 밥 먹기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행위보다 도 이루
기가 쉽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실제 밥에 국한된 의미라면, 도 이루는 법은 잠을 자거나 길을 가는 것
등의 소소한 행위보다 과연 쉬운 것인지는 알 수 없어야 맞다. 따라서, ‘밥’은 음식으로서의 밥을 비롯해
일상성을 지닌 다른 것들을 대표하는 성질을 가진다. ‘밥 하나 먹고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음
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부분에도 공부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유를 사용하였다.
‘옷 한 벌 밥 한 그릇’도 우리가 누리는 생활을 제유로써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전망품 21장의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
이니’라는 구절에서도 제유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밤’과 ‘해’는 실제적인 의미의 밤과 해가 아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간다’는 것은 도덕의 영향을 받지 못하던 시기가 지나감을 의미하고, ‘동방에 밝은 해가
솟는다’는 것은 도덕의 광명이 동방을 비춤을 의미한다. 또한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
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는 부촉품 3장의 구절에도 제유가 나타
난다. 법을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전해지도록 하라는 뜻으로, 숫자적 의미의
‘만대’까지 그대로 이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종경』에 나타난 제유는 이와 같이 부분적인 표현을 통해 전체적 의미가 전이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
는 은유나 직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익숙하고 일상생활에 근접한 요소들을 통해 추상적이고 관념
적인 의미를 전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역설
역설은 얼핏 모순되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나 그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 보면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대종경』에 역설이 도입된 것은 직관적 사고가 발달한 동양사상의 특성과 연관
된다. 역설은 동양사상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이는 양립불가능성의 개념에 근거한 논
리의 원리가 서양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쳐온 것과 대비된다.25) 그런데 이 특성은 『정전』에서도 많이 발
견된다. ‘언어 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 ‘공적 영지(空寂靈知)’, ‘진공 묘유’, ‘원만 구족(圓滿
具足)하고 지공 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 등이 역설의 전형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 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마는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
25) 이경무, 「모순(矛盾)과 역설(逆說)」, 『범한철학』26, 범한철학회, 2002,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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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害)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 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 오나니라.」-요훈품 33장

‘은혜에서 해’를 발견하고,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역설이다. 은혜와 해는 양 극단에 놓인 개념
이어서 병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위 구절은 역설을 통해 ‘진리’를 전하려 한다. 은혜에서 해를 발
견하고 해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은혜와 해가 둘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 세상의 모든 해가 알고 보
면 은혜인데, 중생은 이를 모르고 표층적 의미에 국한된다. 겉으로 인지되는 ‘해’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도인은 세상만사가 은혜임을 알아서, ‘해’에서도 심층적 의미로서의 ‘은혜’를 발견한다.
이밖에도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고 한 요훈품 11장의 구절도 역설에 해당된다. 원
래는 자기 일만 하면 자신이 이익을 보고, 남의 일만 해주면 남이 이익을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을 역설적으로 전환하여, 제 일만 하여 자신이 해를 보고, 남의 일을 해주어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제가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
게 되나니라.’고 한 요훈품 23장도 역설이 적용된 경우다. 높은 것과 낮은 것,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역
설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접근을 통해 오히려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즉 대중을 ‘낯설게’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진리에 근접해지도록 하려는 의
도에서라고 볼 수 있다.

2)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
(1) 대조
대조는 반대되는 언어나 관념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에서 대조의 효과를 알 수가 있다. 인생이 짧은 것에 예술이 긴 것을
대조함으로써 각각의 의미가 선명히 드러난다. 짝을 이루는 각 표현들은 형식적인 면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대조의 효과를 준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
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
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
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인도품 12장

‘내가 못 당할 일’과 ‘내게 좋은 일’이 대응하고, ‘남도 못 당하는 것’과 ‘남도 좋아하나니’가 대응하며,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과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이 대응하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와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가 대응한다. 이 표현은 ‘나’와 ‘남’의 차이를 축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의 차이,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법’, 즉 ‘나’의 입장을 성찰함으로써 ‘남’의 입장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사적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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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미루는 것’과 ‘남을 생각하는 것’이 서로를 기반으로 할 때라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해진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는 마치 ‘전쟁과 평화’라는 표현에서 ‘전쟁’은 ‘평화’를 기반으로 참혹한 살상의 연속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평화’는 ‘전쟁’을 기반으로 평온하고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원리와 흡사한 부
분이다. 이렇게 어구나 단어들을 서로 대응시킴으로써 의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대중에게 그 의미의
중요성을 전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을 가진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지 않고 ‘전쟁’과 ‘평화’를 별도로 열거
한다면, 두 단어를 접하는 대중에게 ‘전쟁’과 ‘평화’의 의미들이 강조되어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
가지로, 인도품 12장에서도 ‘만족’과 ‘행함’, ‘불만족’과 ‘행하지 않음’을 함께 사용하여 각 표현의 의미가
대중에게 부각되도록 하고 있다.

(2) 반복
반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뜻의 단어, 또는 어구,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하려는 의미를 호
소력 있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로렌스 페린(Laurence Perrine)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변형과 결합을
선호하는 심리를 가지고, 이에 예술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두 요소는 ‘반복과 변화’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반복’의 기능을 위한 음악적 장치는 각각의 모음과 자음, 모든 음절, 단어, 구, 행, 단락 등에 설치될 수
있다.26) 이 점에서 반복은 두운법 모운법 각운법 같은 소리에 따른 수사법으로부터 대조법이나 열거법
같은 문장 조직에 따른 수사법,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 등 다양한 방법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
다.27)

…곧 심지(心地)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
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 분 의 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
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
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수행품 1장

수행품 1장에서는 종결어미 ‘-는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운28)의 효과를 제공한다. 일정한
위치에서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적 효과를 얻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음악성은 독자들로 하
여금 ‘일상 수행의 요법’을 매일같이 대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위의 경우 ‘일상
수행의 요법’은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야 제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반복적으로 대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복’이라는 수사적 기법을 통해 독자에게 전이시키는 것이
다.29)
26)
27)
28)
29)

Laurence Perrine, 『소리와 의미』, 조재훈 역, 형설출판사, 1998, 359-362쪽.
김욱동, 앞의 책, 242쪽.
각운은 끝부분의 음들이 동일한 소리를 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예이츠가 시 「그래서?」(“What Then?”)에서 ‘그래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
여금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했던 경우와 흡사하다. 유병구, 「예이츠의 시에 나타난 반복적 수사」, 『영
미어문학』96, 한국영미어문학회, 2010, 38-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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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의 효과는 교의품 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원의 진리를 공(空), 원(圓), 정(正)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에 있어서는 -는 것이 –이요’의 문장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교의품 29장에서
는 소태산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답을 여러 가지로 들었
는데, 여기에서는 ‘-는 사람에게는 –는 방식을’의 형식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들 모두 각운을 활
용해 음악적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중의 주의집중을 꾀하고 있음이며 나아가서는 이 집중이 관심
으로 확장되고, 관심으로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동기의 유발로 이어지게 된다.

(3) 점층
점층법은 표현하려는 내용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기법으로,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확장하여 호소력 있게 전달하거나 감동을 안겨준다. 즉 내용의 긴장미를 표현하기 위한 수법으
로, 언어의 내용을 사다리 올라가듯 한 층 한 층 북돋아 올려놓아서 읽는 사람의 감정을 절정까지 끌어올
리고자 할 때 쓰인다.30) 고사성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즉 몸을 닦고 집을 안정
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이 점층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나에서 시작하여 집, 나라,
천하로 영역을 점차 확장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원대한 기분이 들게끔 한다.

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
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
하를 흥하게 하나니라.」-인도품 13장
② …같은 한 물건이지마는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 한 사람이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또는 한 동
리나 한 나라에 주면 그 동리나 나라에서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즐겨하고 갚게 될 것이라,…-변의품 27장

①에서는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가정, 나라, 천하의 순서로 확장되어
간다. ②에서는 물건을 공유하는 대상이 한 사람, 한 동리나 한 나라, 국한 없는 세계 사업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와 같이 『대종경』에서의 점층적 기법은 주로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그 범위를 넓
히는 데 사용된다.
점층적으로 표현된 진술은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까닭에, 그 단계적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독자가 주의
집중을 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고 나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고 한다면 ①만큼 주의를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한 물건이지마는 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이라고 한다면 ②만큼 주의 집중이 어렵고, 납득 또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종경』에서의 점층은 독자가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을 거쳐 ‘천하’, 또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이르고자 하는 원대한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서원을 품게 하는 것
을 최종 목적으로 하게 된다.

3)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
30) 고영진, 『글짓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음, 2003,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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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탄
영탄은 고조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호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까닭에 감탄사 ‘오’, ‘아’, ‘어즈버’나 호격 조사 ‘아’, ‘야’, ‘이여’,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어라’, ‘-구나’, ‘-네’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더러는 명령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시에서 영
탄법이 사용될 경우에는 시적 정서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변영로의 시 「논개」에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감탄
사 ‘아’를 사용함으로써 논개의 애국과 절개를 향한 칭송의 감정이 고조된다. 그리고 감탄형 종결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흘러라’라고 표현한 것도 논개의 정신이 지켜져 가기를 염원하는 시인의 호소에 의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지를 보게 되리라.
- 서품 15장

위의 경우는 호칭어 ‘그대들이여!’를 사용한 영탄이라 볼 수 있다. 이 표현이 돈호법31)이 아닌 이유는
돈호법은 무생물, 동식물, 추상적 존재나 현존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품 15장
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서품 15장의 상황맥락은 소태산이 발화를 하고 이를 필
사하는 자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발화를 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대들’은 ‘신이시여!’라고 돈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소태산이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길’ 바라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수행품 56장에서도 호칭어를 사용한 영탄적 표현이 눈에 띈다. “그대들이여! 이 선기 중에 각자의 마음
병을 잘 발견하여 그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 보라.”고 하여, 문장에 호소력을 부가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
은 특정 대상을 향해 간절한 호소를 하는 데 사용된다. 인과품 23장에서는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
용하는 자들이여!”라고 하여 대중을 속이거나 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들 경우에도 특정 대상은
텍스트 내에 설정되어 있는 제자들로서 ‘그대들’, 그리고 이를 읽는 독자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
용하는 자들’로 한정된다.
『대종경』에 나타난 영탄으로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어미는 찾을 수 없었고, 대신 호격 조사들이 발견되
었다. 호칭어를 중심으로 영탄을 사용한 이유는 진리를 실천해가는 공부인, 또는 아직은 어리석음으로 인
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가 주로 사용되고 호격조사는 사용되지 않았다면 영탄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종경』에 나타난 호칭어들은 대중을 향한 소태산의 염려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다.

(2) 설의

31) 사람이나 사물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키는 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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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에서 설의는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의문문의 기법과 다르다. 일반적인 의
문법은 명령법이나 청유법 등의 서법과 마찬가지로 청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청자는 반드시 언
어적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32) 그러나 수사학에서의 설의는 언어적 반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가 설의가 적
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독자는 이 속담에 내재된 결론, 즉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일이 헛되지는 않는다
는 결론을 스스로 얻는다.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
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교의품 15장

노인 부부가 자부의 불효를 견딜 수 없어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려 하자, 부처님이 아닌 자부에
게 불공을 해야 함을 일러주는 대목이다. 비록 의문형 종결어미 ‘-는가’를 사용하여 의문문의 형태를 띠
고 있지만, 이 구절을 통해 ‘가까이에 산 부처가 있으므로 그 산 부처에게 불공을 해야지 왜 등상불에게만
불공하려 하느냐’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즉, 화용론적 의문이 아닌 산 부처에게 불공할 줄을 알아
야 한다는 결론이 문장에 내재된 의문이다.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의 형식으로 결론이 포함된 내용을 제시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그만큼 ‘기정사실’이 되어야 할 정도로 당연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
서 위와 같이 설의가 적용된 경우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상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바른 방법
을 알 것을 정감 있게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부정
부정은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저자가 전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뒤에
서술하는 중요한 내용에 무게를 실어주려고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대되는 내용을 들어 부정하는 것이다.
이때 부정은 여러 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이루어질 때 수사적 효과가 더 크다.33) 한 예로 정호승의 시 「내
가 사랑하는 사람」에 부정이 나타난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
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여, 화자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부정-긍정의 순서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 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 밖에 자기
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 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 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우
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에 노력하자는 바이니라.17

서품 17장에서는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 ‘아니요’를 부정어로 사용한다. 앞의 진술을 부정한 다음,
32) 류현미, 「국어 의문법과 화용론적 연구」, 『어문연구』22,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91, 348쪽.
33) 김욱동, 앞의 책,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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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진술에서 긍정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소유물에 연관된 부정-집에 연관된 부정-권속에 연관된 부
정을 연속적으로 열거한 후, 다시 ‘부처님’의 소유물에 연관된 긍정-집에 연관된 긍정-부처님에 연관된
긍정‘을 열거한다. 이렇게 ‘우리’에 대한 부정에 이어 ‘부처님’에 대한 긍정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서 말하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나아가 ‘이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중생 제도에 노력하자는 것’이 서품 17장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려
는 내용이다. 이러한 부정의 표현은, 동시에 ‘우리’에서 ‘부처님’으로 발전하고, 다시 우리도 부처님의 능
력을 얻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점층의 효과를 함께 얻는다. 이와 같이 부정과 점층의 수사법이 동
시에 동원된 것은 독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중생 제도’에 대한 서원을 품을 수 있도
록 호소력 있는 문장을 구성한 일련의 전략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4) 상호텍스트성 기반의 표현
(1) 인용
수사학에서의 인용은 단순히 타자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로 인해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만약 ‘준희가 “오늘 귀국한다”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직접화법에 따른 인용이긴
하나,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인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 문장은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영랑의 시 「오매 단풍 들것네」에서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라는 구절은 ‘붉은 감잎’을 보고 깜짝 놀라 누이가 발화하는 대목이다.
이는 가을이 찾아온 것에 놀라워하는 누이의 심경을 인용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 수사적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떤 선사는 제자도 많고 시주도 많아서 그 생활이 퍽 유족하였건마
는, 과실 나무 몇 주를 따로 심어 놓고 손수 그것을 가꾸어 그 수입으로 상좌 하나를 따로 먹여 살
리는지라, 모든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사가 대답하기를 “그로 말하면 과거에도 지은 바가
없고 금생에도 남에게 유익 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거늘, 그에게 중인의 복을 비는 전곡을 먹이는
것은 그 빚을 훨씬 더하게 하는 일이라, 저는 한 세상 얻어 먹은 것이 갚을 때에는 여러 세상 우마
의 고를 겪게 될 것이므로, 나는 사제의 정의에 그의 빚을 적게 해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가에 따
로 벌어 먹이노라” 하였다 하니, 선사의 그 처사는 대중 생활하는 사람에게 큰 법문이라,…(중략)…
그대들은 날로 살피고 때로 살피어 대중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
심할지어다.」-인과품 28장

인과품 28장에서는 선사의 발화를 인용하여 당부를 하고 있다. 특히 선사의 말을 인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선사의 말에 담긴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소태산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선사가 누구인지는 위
내용 만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선사의 말이 독자의 삶과 연계됨으로 인해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이 문
제의식은 인과품 28장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내용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종경』과 같은
경전에서 인용이 수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독자에게 추상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줄 필요가
있으며, 그 문제의식은 저자의 전하고자 하는 바를 생동감 있게 독자의 마음으로 끌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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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유
인유는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사건 또는 명언이나 문구 등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유를 사용하는 것
은 대중이 이미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 저자의 의도를 전달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잘 알려지
지 않은 문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글을 산만하게 만들어 수사적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윤동주의
시 「간」에서는 ‘거북이야! / 다시는 용궁(龍宮)의 유혹(誘惑)에 안 떨어진다.’라고 하여 설화 <토끼전>을
인유하였고,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여 ‘프로메테
우스’의 이야기를 인유하였다. 이는 당대 지식인들이 경험한 첨예한 갈등들, 시대적 조건과 그 조건을 살
아가는 개인의 고뇌를 재현한 것34)이었다.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중 그 마음
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
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과를 실심(實心)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원하면 자연히 개과
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응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에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血竹)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응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교
의품 17장

‘효자의 죽순’은 어느 효자가 병을 얻은 부친을 위해 엄동설한에 간절한 기도를 올린 끝에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왔고, 그 죽순으로 효성을 다 하였다는 구전 설화이다. 그리고 ‘충신의 혈죽’은 이방원이 정몽주
에게 지지 세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몽주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서
피살을 당했는데 혈흔이 묻은 그 자리에 대나무가 자라났다는 이야기이다.
교의품 17장에서 ‘효자의 죽순’과 ‘충신의 혈죽’을 ‘우리 구인의 혈인’과 함께 인유적으로 사용한 것은,
대중이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심고의 감응이 정성에 따라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심고의 감응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감나는 전달 또한 되지 못했을 것이다.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을
예로 든 것은 대중이 ‘심고의 감응’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의도를 내재하고 있
음이다.

(3) 경구
수사법에서 사용되는 경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속담이나 격언들을 가리킨다. 경구를 인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이은자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그는 사설이나 칼럼에서 인용하
는 고전이 지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오랜 기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온 고전의
경우, 그 내용은 비록 과거의 것일지언정 ‘지금, 여기’를 이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권위 논증’을 통해
저자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35) 같은 맥락에서, 흔히 진리라고 인정받는 경구는 오랜 세월에 걸
쳐 권위를 가지게 된 까닭에 독자의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더욱 효과적
34) 신경숙, 「윤동주의 「간(肝)」과 프로메테우스: 비교를 통한 읽기」, 『비교문학』67, 한국비교문학회, 2015, 111쪽.
35) 이은자, 「고전(古典) 인용의 수사학 - 신문의 사설 및 칼럼에 나타난 고전 인용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5, 우리어문학회,
2013, 116-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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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게 한다.

…옛날에 공자(孔子)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
아닌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 구름 같다“ 하신 말씀은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락을 수용하는 천인의 말
씀이니라.…-불지품 15장

위 구절에서는 공자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락을 수용하는 것’에 더 강한 설득력을
부여한다. 독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색신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공자는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신뢰를
얻어왔다. 독자와 공자 간의 이러한 관계는 공자의 말을 기반으로 ‘색신을 가진 채 천상락을 수용하는 것’
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경구를 사용한 또 다른 예로 인도품 21장에서는 ‘나
팔 불고 다닌다’는 속담을 사용하여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해야 함’을 설명한다. 이 경우 속담이 가지는 특유의 기발하고 재치 있는 표현을 죄복의 분기점
에 요청되는 마음공부에 대입시키는 것이다.36) 독자에게 익숙하고 신뢰도가 높은 이 속담은 ‘죄복의 분
기점에서 처사하는 방법’이라는 관념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다.

3. 종합논의
이상으로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을 검토하였다. 먼저 의미 전이에 따른 표현들로는 은유, 직
유, 제유, 역설이 있었다. 은유, 직유, 제유에서는 ‘하늘’, ‘구름’, ‘달’, ‘거울’, ‘소 길들이기’, ‘약재’, ‘병
원’, ‘밥’과 같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근접해있는 개념들에 빗대어 비유되어 있었다. 그리고 역설에서는 상
식을 벗어난 접근으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목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중의 생활문화를 도입하거나 이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난 표현을 한 것은, 대중이 익숙한 요소들
을 통해 교법을 원활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들로는 대조, 반복, 점층이 있었다. 대조에서는 대응하는 어구들이 서
로를 기반으로 그 의미의 완성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중에게 부각되도록 하였다. 반복에서는 교법을 대조
하며 실천해야 하는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수사적 기법을 통해 전이시키고 있었다. 점층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내용을 확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점진적인 확장은 대중의 주의 집중과 포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
들은 공통적으로 대중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들로는 영탄, 설의, 부정이 있었다. 영탄을 사용한 표현으로는 ‘그대들이여!’와 같
은 호칭어가 있었다. 이는 소태산의 발화를 듣는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후일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나갈
대중들을 향해 다소 고조된 감정으로 호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설의적 표현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소태산의 아쉬움과 정감 있는 촉구를 읽을 수 있었다. 부정의 기법에서는 ‘아니다’

36) 인도품 21장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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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형 ‘아니요’가 여러 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등장함으로써 효과적인 의미 전달, 즉 주제에 무게중심
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상의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들에는 대중이 진리를 알고 실천하길 바라는 소태산의
간절함, 아쉬움과 염려, 그로 인한 호소와 강조가 나타났다.
상호텍스트성에 기반을 둔 표현들로는 인용, 인유, 경구가 있었다. 인용에서는 선사의 이야기를 사용해
대중을 설득하고 있었다. 인용된 이야기로부터 대중은 보다 생동감 있게 소태산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인유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사용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
록 하고 있었다. 경구에서는 공자의 말과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 권위를 가지게 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원활하게 이해하게끔 하였다. 이상의 상호텍스트적 표현들은 자칫 추상적이어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좀 더 실감나게, 또는 권위에 대한 신뢰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범주의 수사학적 표현들이 가지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익숙한 의미로 전이된다.
② 동기 유발을 권장한다.
③ 간절함과 염려를 전한다.
④ 보다 쉬운 이해로 안내한다.

①과 ④는 대중의 이해를 익숙하고 쉬운 방향으로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그리고 ②는 대중이 진
리를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서원을 품을 것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리킨다. ③은 대중이 교법을 제대로 실
천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한 염려의 표현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종경』의 수사
학적 표현들은 대중의 동기와 이해, 실천을 중심에 두고 있다.

Ⅲ. 『대종경』에 나타난 개벽적 성격
Ⅱ장에서는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들을 네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로부터 각 범주의
표현들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대종경』을 단순히 축어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다양한 수사학적 표
현을 사용해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표현들의 중심에 자리한 ‘대중’은 소태산에게 어떤 의미
일까?
첫째, 대중은 소태산에게 교화의 대상인 동시에 동반자이다. 『대종경』 교단품 19장에서는 “우리들의
일이 마치 저 기러기 떼의 일과 같으니, 시절 인연을 따라 인연 있는 동지가 혹은 동에 혹은 서에 교화의
판을 벌이는 것이 저 기러기들이 철을 따라 떼를 지어 혹은 남에 혹은 북에 깃들일 곳을 벌이는 것과 같
다”고 하여, 소태산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나아가 『대종경』을 접하는 공부인들이 서로 기러기 떼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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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반자로서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 대중은 불성을 가진 부처이다. 『대종경』 성리품 29장은 부처를 봉안한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하
는 시찰단 일행에게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는 산업부원 일동을 가리키며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라
고 답하는 소태산의 언행을 담고 있다. 이는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37), ‘일원은 제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38),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39) 등의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불성’에 연관된 이야기이다. 대중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이 불성을 기반으로
성불제중 제생의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와 같이 대중은 교조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동등한 위계의 존재이다.
대중이 가지는 이 두 가지 의미는 ‘개벽을 향한 인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불교의 교리’40)와 맞닿
아 있다. 대중 중심적으로 표현을 구사하는 『대종경』의 양상은 개벽종교 경전으로서의 특색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개벽이란 대전환, 곧 철저하면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지칭한다.41) 나아가 민중들 스스로가 지속
적인 정신수양과 사회운동이라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주체적으로 ‘열어 나간다’고 하는 과
정적 변혁을 의미한다.42)
개벽사상을 표방한 원불교의 개교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스스로의 정신을 개벽할 것을 권유하는 청유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
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청유문에서 청자는 명령이나 지시의 대상이 아닌, 동반
자적 대상이다. 이 점에서 원불교는 개교표어를 통해 대중에게 자립적으로 정신을 개벽하기를 권하고 있
으며, 명령이 아닌 권유를 한다는 점에서 상대인 대중의 주체성43)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
교표어는 개벽사상을 문형(文型)을 통해 보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 지향적으로 사용된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들은 원불교의 개벽사상과 그 성격
을 같이 한다. 『대종경』에서는 대중의 일상생활 내용을 비유적으로 도입하고, 대중이 서원을 내재화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수사법을 사용하며, 대중이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호소와 강조를 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중의 주체적인 이해와 실천을 염려하고 지향하는 것은 소태산이 인격신앙의 교조주의를 극복44)하였음
을 입증한다. 즉, 그는 대중을 자신과 동등한 부처이자 동반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이 가능하도
록 한 『대종경』의 수사학적 표현 방식 자체가 원불교 개벽사상의 실천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소태산은 개벽이 어떠한 절대적인 신 또는 절대적 능력을 가진 절대타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
37)
38)
39)
40)
41)
42)
43)

『원불교교전』, 개교표어.
『정전』, 제1 총서편, 제4절 일원상 서원문.
『정전』, 제1 총서편, 제3절 일원상의 수행.
노길명, 「개벽사상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28,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08, 200쪽.
박맹수, 「동학의 공공성 실천과 그 현대적 모색」,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7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90-91쪽.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모시는사람들, 2018, 125쪽.
조성환은 자신의 미래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한다’고 하는 자주와 자립정신이 개벽사상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조성환,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 삼일독립선언서 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종교교육학연구』59, 한국종교교
육학회, 2019, 6쪽.
44) 류성태는 이 점에 대해, 다른 종교의 경우 교조 자신이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지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류성태, 『원불교해석학』, 원불교출판사, 2007,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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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개벽은 자력과 타력이 함께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45) 『대종경』에 나타난 수사
학적 표현들은 자력과 타력을 매개한다. 소태산의 법설과 대중의 주체적인 자립이 어우러져 각 공부인의
삶에 개벽을 일으키고, 나아가 서로가 밝은 세상의 참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미륵불의 용화 회상’46)
을 이루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다.

Ⅳ. 나오는 말
경전에 수사학적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전은 어디까지나 교
의와 창시자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지, 문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전에서 수사학적 표현이 여러
차례 그것도 다양한 범주에서 사용된다면, 이는 그 경전을 접하는 대중을 향한 수사학의 기능과 효과를
경전의 본래 기능에 부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대종경』에는 범주별 수사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는데, 그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중의 동기 이해 실
천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중에 중심을 둔 표현 방식은 개벽종교로서의 특성을 암
시한다. 수사학적 표현은 본래 진리의 관철과 주체적인 이해를 목적한다. 이 기능은 민중의 주체성과 자
립성을 추구하는 개벽사상과도 부분적이나마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수사학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
실만으로 그 텍스트가 개벽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부분적 유사성으로 인해 수사학적 표
현 자체만으로 개벽적 텍스트라고 인정이 된다면, 개벽과 관련 없는 내용의 텍스트가 개벽적 텍스트로 인
정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형식은 내용과 상호작용할 때라야 본래 기능을 수행한다. 『대종경』은 내용으로서의 원불교 교법을 형
식으로서의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수사학적 표현들은 단순히 ‘기법’에 그치지
않고 대중 중심적으로 구성됨으로써 개벽사상의 연장선에 놓인다. 이 연구에서는 『대종경』의 표현 방식
들이 개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이 ‘개벽’이라는 공통 지점에서 상
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법설을 듣는 대중이 그 법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서
원으로 이를 지속하길 바라는 소태산의 심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위상이 아닌 대중의 낙원생활에
중심을 둔 ‘개인’에서 ‘대중’으로의 개벽이었다.

45) 박광수, 「원불교의 후천개벽(後天開闢) 세계관」,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4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0, 101쪽.
46) 소태산은 『대종경』 전망품 16장에서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들어나는 것이고, 용화회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 곧 처
처 불상(處處佛像) 사사 불공(事事佛供)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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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1)분과 발표 3]

일본 신종교의 개벽운동
‘요나오시’를 중심으로

야규 마코토(柳生眞)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차 례>
Ⅰ. 서론

‘요나오시’에 대하여

Ⅱ .일본 신종교와 ‘요나오시’
1. 천리교(天理敎)
2. 마루야마교(丸山敎)
3. 오오모토(大本)
Ⅲ.결론

Ⅰ. 서론

‘요나오시’에 대하여

사전을 보면 ‘요나오시(世直し: 세상 뜯어고치기)’라는 낱말은 원래 지진이나 벼락을 피하는 주문, 또는
널리 흉사를 경사로 바꾸는 목적으로 일부로 경축하는 주술적 행위, 세상이 나쁜 상태를 고치는 것을 의
미했다. 그리고 에도시대 중기이후 도쿠가와 봉건제 하에서의 무거운 세 부담과 압정, 화폐경제의 침투에
의한 빈부격차의 증대 등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다.
1784년, 다누마 오키토모(田沼意知)1)이 사노 마사코토(佐野政言)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상
사람들은 사노 마사코토의 무덤에 ‘요나오시 대명신(大明神)’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그의 의거(義擧)를 기
렸다. 이렇게 민중의 의식 속에 떠오른 ‘요나오시’의 신은 민중의 요구를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써 주장되게 되면서 19세기에는 ‘요나오시’ 관념이 일본 민중 사이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다.2) 특히 1858
년의 일본 개국 이후 생사(生絲)나 차(茶)의 수출 증가에 따라 물가가 급상승한 것, 당시 막부와 각 번(藩)
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민중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 일본 국내외 정세의 긴장으로 각 번이 군량미를 비
축한 것으로 풍년 때에도 쌀이 유통되지 않게 되면서 쌀값이 폭등한 것 등이 겹치면서

1) 다누마 오키토모(田次意知, 1749-1784)는 다누마 오키츠구(田沼意次, 1719-1788)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 오키츠구는 악화된 도쿠
가와막부의 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혁정치를 주도했다. 상업 자본을 중시한 중상주의적(重商主義的) 정치를 통해 막부 재정을 개선
시켰으나 그 과정에서 뇌물 수수가 횡행되면서 오키츠구와 그를 보좌한 아들 오키토모는 민중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2) 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 <世直し>, 平凡社 https://kotobank.jp/word/世直し-6546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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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오시 잇키(世直し一揆)’라고 불리는 잇키(一揆; 농민봉기

폭동), 우치코와시(악덕상인

고리대

호농 촌리村役人 등에 대한 가옥 파괴, 약탈 등)이 일본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요나오시 잇키 자
체는 종교적 배경이 희박하고 기존의 권력구조 안에서 ‘인정(仁政)’을 요구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흉
년 시의 구휼, 세금 감면 등) 잇키

우치코와시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이익과 정의를 대

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기본적으로는 부잣집을 약탈하더라도 빼앗은 재물은 사물화하지 않고 주변 마을
에 분배하는 등의 윤리성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기존의 사회질서에 도
전하는 행위이며 지도자는 사형 등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한편 ‘요나오시’의 움직임이 ‘에에자나이카(ええじゃないか)’나 ‘오카게마이리(おかげまいり)’라고 불리
는 소동으로 표출될 경우도 있었다. ‘에에자나이카’는 이세 신궁(伊勢神宮) 등 신사의 부적이 하늘에서 내
렸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민중들이 “에에자나이카(좋구나)” 등으로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와
미치듯 춤추는 행동이다. 이 때 “에에자나이카”의 소리와 함께 ‘요나오시’나 정치정세를 노래로 부르기도
한 점에서 사회 변혁을 호소하는 민중운동으로 이해된다. ‘오카게마이리’의 원래 뜻은 신불의 은혜에 보
답하기 위해 신사

절을 참배하는 것이며 특히 이동이 통제되었던 일반 서민들에게 허락된 귀중한 여행

기회(명분)이었던 이세 신궁 순례를 가리켰다. 따라서 ‘에에자나이카’와 전혀 다른 개념이었지만 부적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계기로 가꿈 폭발적 열광적으로 유행한 점에서 (그리고 평상시에 억압받았던 민중들
의 해방 욕구가 그런 식으로 폭발된 점에서도) 흔히 혼동된다.
또 하나 ‘요나오시’와 관련된 사상으로 토착화

토속화된 미륵신앙과 ‘미륵세상(ミロクの世)’ 관념을

들 수 있다. ‘미륵세상’은 당대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히 억압되던 민중들의 소원이 충분히 실현
되는 이상적 세상의 표현이다. 미륵세상이 도래하기 직전에는 큰 재난이나 천변지이가 일어난다는 관념
도 일반적인 것이다. 대지진에 의한 변동의 이미지와 결부되면서 이 세계가 진흙바다가 되고 나서 미륵세
상이 온다고 관념되기도 했다. 미륵세상 관념이 잇키 및 우치코와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
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미륵세상이란 말이 민중투쟁 자료에 나타날 경우에도 지극히 소박한 민중의 변
혁 소원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3)
그러나 신종교에는 ‘미륵’, ‘미륵세상’ 관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중적 산악신앙인
후지코(富士講) 5세 교자(行者; 지도자)인 게츠교 소주(月行劊忡)은 관백(關白) 고노에 모토히로(近衛基熙,
1648-1722)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고 하는 요나오시 사상과 접근한 ‘미로쿠(身祿
=미륵)의 세상‘의 도래를 주장했다.
그의 제자로 6세 교자인 지키교 미로쿠(食行身祿, 본명: 이토 이에이伊藤伊兵衛, 1671-1733)는 그 이
름 자체가 미륵불에서 탄 것이다. 그는 가지기도(加持祈禱)를 부정하고 효도와 자비, 인정을 베풂, 정직
부족(不足)4)과 같은 일상적 윤리를 실행하고, 무익한 살생을 하지 않고, 사민(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서로 협력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아랫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가업에 힘쓰면 선원
대보살(仙元大菩薩; 신격화된 후지산富士山)의 신의(神意)에 맞는다고 가르쳤다. 또 “남녀에 무슨 차등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여 남녀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쌀을 참보살이라고 하면서 신성시하고 후지
3) 安丸良夫,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151-153쪽 참조.
4) 부족(不足)은 남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의 욕망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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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일체라고 주장했다. 미로쿠는 1733(享保18)년에 자기 집 앞에 게시판을 세워 ‘미륵세상’ 도래를 통
지해놓고 후지산의 에보시이와(烏帽子岩) 바위에서 단식행(斷食行)을 하면서 입정했다. 미로쿠의 입정은
가와라반(신문)으로 에도(江戶) 시민에도 금방 알려졌다. 그 이후 후지코는 미로쿠파(身祿派)가 주류를 이
루게 되었고 그의 계통에서 교파신도(敎派神道)의 짓코교(實行敎)

후소교교(扶桑敎)와 마루야마교(丸山

敎) 등이 파생되었다.
‘요나오시’ 사상은 사회질서가 뒤집어지고 전환되기를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었으나 그것을 이론화
조직화

체계화시킨 것은 신종교 교조들이었다. 이 발표에서는 그러한 신종교의 대표적인 예로서, 천리

교(天理敎) 마루야마교(丸山敎) 오오모토(大本)5)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본 신종교와 ‘요나오시’
1. 천리교(天理敎)6)
천리교는 야마토 지역 쇼야시키 마을(大和國庄屋敷村; 현 나라현 덴리시奈良縣天理市)의 쇼야(庄屋)7)
나카야마가(中山家)의 주부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 1798-1887)이 1838(天保9)년에 창시한 신종교이
다. 10월 24일, 미키가 갑자기 신들리고 “나는 으뜸의 신, 진실한 신이다. 이번에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
해 하강했다. 미키를 신의 현신으로 삼겠다.” 라고 말했다. 남편 젠베이(善兵衛)나 집안 사람들들은 온갖
변명으로 사양하려 했으나 결국 10월 26일에 이르러서야 승낙했다. (천리교에서는 이 날을 입교立敎 기
념일로 삼고 있다)
미키는 순산의 신, 만병 치유의 신으로 민중들의 신앙을 모으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높아지자 기
존 종교인이나 의사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특히 1874(明治7)년 이후에는 관헌의 박해가 심해
지고 미키는 18회에 걸쳐 경찰에 끌러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공인화
(公認化)를 서두르는 간부들에 대해 미키는 “법률이 두렵냐? 신이 두렵냐?” “신(月日)이 있어야 이 세계가
있다. 세계가 있어야 개개의 만물의 있다. 개개의 만물이 있어야 각각의 몸이 있다. 몸이 있어야 법률이
있나니 법률이 있어도 마음을 정함이 먼저니라.” 라고 타일기도 했다.
1887(明治20)년 음력 정월 26일에 나카야마 미키가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천리교는 대부분 신
도가 ‘수훈’ 등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 구제받은 사람이 기뻐하여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포교한다는 식으
로 빠른 속도로 교세(敎勢)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1892(明治25)년에 고치현(高知縣) 출신의 사토미 치타
로(里見治太郞)가 조선으로 건너가 부산에서 포교한 것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해외포교에도 적극적이었
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의 반면으로 천리교에 대한 공격

탄압도 한층 심해졌다. 예컨대 1896(明治29)년

5) 일반적으로는 ‘오오모토교(大本敎)’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교단의 정식 명칭에는 ‘敎’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발
표에서도 그것에 따른다.
6) 천리교의 기본적인 용어는 천리교 교회본부에서 일정한 한국어 번역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그것에 의거한다.
7) 쇼야(庄屋)는 부유하고 마을의 지도적 대표적 농가를 말한다. 에도시대에는 지방관 밑에서 해당 마을의 자치 행정을 맡았다. 지역에
따라 나누시(名主), 기모이리(肝煎) 라고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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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내무대신(內務大臣)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의 이름으로 천리교를 겨냥한 소위 내무성비밀훈
령(內務省秘密訓令) 제12호가 내려지기도 했다.
미키는 부자

권력자를 ‘높은 산’, 가난하고 힘없는 밑바닥의 사람들을 ‘골짜기’라고 부르면서 “높은

산에서 살고 있거나 골짜기에서 살고 있거나 같은 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높은 산은 모두를
뽐내고 멋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초기 천리교는 주로 주술적 행위로
병을 고치고 의약을 방해하는 행위, 교회에서 남녀가 “혼효(混淆)”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점 등이 지탄
은 받았지만 인간평등 남녀평등과 그 근거가 되는 천리교의 신화체계 내부에 명치국가의 천황제 절대주
의와 그것을 지탱하던 국가신도와 근본적으로 서로 용납지 못한 요소가 포함되고 있었다.
천리교에서는 ‘요나오시’를 통해 실현되는 이상세계를 ‘즐거운 삶(요키구라시)’으로 표현한다. 이 개념
을 축으로 병의 치유와 마음공부, 인생의 목표와 역사의 목표, 인간관, 역사관, 생사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천리교는 어버이신 천리왕(天理王)이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즐거운 삶’의 세상은 기후가 순하고 농민들은 풍년을 누릴 수 있으며 사람은 병들지
않고 일찍 죽지 않고 쇠하지도 않으며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신의 자식으로서 형제자매이며 남녀

빈부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평등이다. 인간의 몸은

신에게 빌려준 것(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빌린 것)이다. 오직 혼만이 원래 자기 것이고 불멸하며 즐거운 세
상 실형을 향해 환생을 거듭한다고 한다. 천리교에서 죽음을 ‘출직(出直; [일]데나오시)’라고 부른다. 즉
(세상에) 다시 나오기, 다시 시작하기라는 뜻이다. 죽음이란 마치 헌옷을 벗어던지고 신에게 새로운 옷을
빌리고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한다.

2. 마루야마교(丸山敎)
마루야마교는 무사시 지역 이나다 마을(武藏國稻田村; 현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이나다마치稻田町 다치
바나군橘樹郡)의 농민 이토 로쿠로우베이(伊藤六郞兵衛, 1829-1894)가 생가에서 전해져 내려온 후지코
(富士講)을 부흥 개혁시킨 신종교이다. 후지코는 일본의 산악신앙에 하나로 후지산(富士山)의 신을 신앙
한다. 후지 신앙은 에도 시대에 대중화되면서 에도(江戶)를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 지방에서 유행했다.
앞에서 본 지키교 미로쿠도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로쿠로우베이는 1870(明治3)년에 후지산의 신에게
계시를 받아 “천하태평(天下泰平)을 위해 널리 사람을 구제하리라”라는 소원을 세우고 개교(開敎)하기에
이르렀다.
마루야마교는 후지코의 전통을 따라 후지산을 산명등개산(山明藤開山) 또는 후지 센겐(富士仙元) 등으
로 불러 신격화하고 그것을 태양신과 동일시했다. 마루야마교의 특징은 신국사상(神國思想), 농본주의(農
本主義)와 반문명(서양근대)주의가 결부되는 점이다.
로쿠로우베이는 “야소(耶蘇)는 기계 램프라고 하나 일본국은 천국(天國) 일국(日國)이라고 한다.” 라고
비판했다. 즉 서양인은 (일본과 달리) 태양의 신성함을 모르고 큰 기계장치의 램프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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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 텐노(天皇)를 ‘텐노(天農)’라고 쓰면서 농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중하는 세상의 주재자로 표현
했다. 이것은 동시에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 하지 않는 현실의 천황에 대한 신랄힌 비판이기도 했다. 또로
쿠로우베이는 “타이헤이(泰平)을 거꾸로 보면 헤이타이(平泰; =兵隊)이 된다.” 따라서 “텐-카-타이-헤이”
(천하태평)을 거꾸로 읽으면 헤이-타이-카-텐(군대가 이기지 못한다)이 된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즉
군대와 천하태평은 서로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이며 소박하지만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다.
1880년 전후의 몇 년 간, 대장경(大藏卿) 경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1835-1924)이 세이난 전쟁
(西南戰爭) 후의 인플레이션 억제, 지폐 환수 정책을 폈다. 이것에 의해 고치와 쌀 등의 가격이 하락되고
많은 농민들이 몰락했다. 그 이른바 ‘마쓰카타 디플레이션’ 기간 (1882-1890)이 마루야마교의 절정기였
다. 마루야마교는 시즈오카현(靜岡縣) 아이치현(愛知縣) 나가노현(長野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을 중
심으로 융성했다. 마루야마교 신자는 문자 그대로 “세계(世界)는 몰멸(沒滅)되고, 천지(天地)는 궤열(潰裂)
되며, 인축(人畜)은 실개(悉皆)” 망한다. “조만간 이 세상이 멸망하고 태양이 뒤집힌다.” “내년 5월에 이르
면 혼돈된 세계가 되고, 사람과 가축 모두 몽땅 사망하고, 오로지 마루야마코(丸山講)의 신도들만 생존하
고 청량(淸良)한 세상이 된다.” 라고 믿고 경작을 포기하고, 재산을 전부 팔아버리고, 징세를 납부하지 않
고, 징병을 피하고 종교적 열광에 참가해 왔다.8) 즉 이것은 민중의 태업이자 소극적 저항이며 근대화=자
본주의적 원자(原資) 축적 과정에서 몰락해가는 민중들이 로쿠로우베이가 주장한 반 서구화

반 근대

반 군비확대와 ‘오히라키(お開き)’ 즉 농본주의 평화주의의 새로운 세상이 연다고 하는 가르침에 정중히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받은 마루야마교는 1990명(明治20년대 중반(1990)년경)이후 급
격하게 세력을 잃었다. 마루야마교는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1787-1856)의 맥을 이은 호토쿠샤 운
동(報德社運動)과 접근해서 명맥을 유지했다, 오늘날 마루야마교로 평화주의 반핵운동을 추진하는 종교
로 오늘에 이른다.

3. 오오모토(大本)
오오모토는 데구치 나오(出口なお, 1837-1918)와 그 사위인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
1871-1948)의 두 명을 교조로 삼는 특이한 종교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나오를 개조開祖, 오니사부로를
성사聖師로 존칭한다) 데구치 나오는 단바 지역 가미코야마치(丹波國上紺屋町, 현 교토부京都府 후쿠치야
마시福知山市)에서 태어났다. 나오는 10살 때에 아버지를 여위고 쌀가게, 옷가게 등에서 일하고 1855(安
政2)년에는 목수인 세이고로(政五郞)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가난과 인간관계 갈등의 연속이
었다. 1892(明治25)년 음력 정월 5일(양력 2월 3일)에 나오는 본격적으로 ‘간(艮)의 금신(金神)’이라고 하
는 신과 접신(接神) 체험을 했다. 오오모토는 이날을 개교(開敎)의 날로 정하고 있다.
1898(明治31)년, 사전에 여러 차례 계시가 있었던 오니사부로(王仁三郞, 당초는 우에다 기사부로上田
喜三郎)과 첫 만남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오모토 교단에서는 개명적
적

진취적인 오니사부로와 반서구

반근대적이고 토속적인 나오(를 추종하는 원리주의적인 구래의 간부들)과의 내부갈등도 있었다. 그

8) 村上重良・安丸良夫, 『民衆宗教の思想』, 6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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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1914(大正5)년 10월, 나오에게 “오니사부로야말로 미륵신”이라는 신탁이 내림으로써 나오가 오니
사부로의 신격을 인정했다. 이것으로 교단 내부에서 오니사부로의 권위가 확정되고, 나오가 히라가나로
적은 신의 계시(오후데사키)를 오니사부로가 국한혼용문으로 고쳐 쓴 『오오모토 신유(大本神諭)』로 발표
했다.
1918(大正7)년 11월 6일에 개조 데구치 나오가 81세로 서거했다. 1919(大正8)년, 오오모토는 다이
쇼 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 을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언론포교 활동에 나섰다. 특히 전 해군기관학교 교관
의 아사노 와사부로(浅野和三郎)가 신자가 되면서 논객으로도 활약하고 ‘다이쇼 유신(維新)’을 외치고 종
말론을 크게 선전했다.
그러나 오오모토의 종말론과 고급장교가 다수 입교한 점에 위기감을 느낀 당국은 1921년 1월에 당국
은 불경죄와 신문지법 위반으로 오오모토 교단을 수색하고, 데구치 오니사부로와 간부들을 검거했다. (제
1차 오오모토 사건)
사건 후 오니사부로 부부는 교주 교주보를 물러나 장녀 데구치 나오히(出口直日, 1902-1990)에 교주
자리를 물러주었다. 오니사부로는 발행 금지가 된 『오오모토 신유』를 대신하는 교전으로 『영계 이야기
(靈界物語)』의 구술필기를 시작했다.
또 오니사부로는 1924(大正13)년에 무도가 우에시바 모리헤이(植芝盛平, 1883-1969, 합기도 개조)들
을 데리고 몽골로 건너갔다. 달라이라마의 화신을 자칭하고 마적(馬賊) 수령인 노점괴(盧占魁)와 협력해
서 몽골에 신국가를 건설하려 했으나 장작림(張作霖)에게 체포되고 총살 직전까지 같다. 일본에 귀국한
오니사부로는 1925(大正14)년에 인류애선(人類愛善)

만교동근(萬敎同根) 사상을 바탕으로 인류애선회

(人類愛善會)를 설립하고 중국의 홍만회(紅卍會), 이란의 바하이교, 조선의 보천교(普天敎), 베트남의 가오
다이교 등과도 교류 제휴하는 국제운동을 일으키고, 교단으로 에스페란토 운동도 추진했다.
한편 오니사부로는 1934(昭和9)년에는 우파계 사회단체인 쇼와 신생회(昭和新生會)를 조직하고 총재
에 취임했다. 이와 같이 그는 강렬한 국수주의와 세계주의 보편주의 사이의 진폭이 크고 그 본질을 파악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 당국은 오오모토 및 오니사부로의 의도가 국가 전복에 있다고 간주했다. 1935(昭和
10)년, 치안유지법 불경죄에 의해 오오모토에 재차 철저한 탄압을 했다. (제2차 오오모토 사건) 오니사
부로를 비롯하여 오오모토 간부 61명이 기소되고, 신전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며 교단시설은 모두 파
괴되었다. 인류애선회 등 관련 단체도 모두 해산되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치안유지법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불경죄는 대심원까지 가다가 결국 일본의 패전
과 형법 개정으로 불경죄 자체가 소멸되었다.
오니사부로는 1942년에 보석되고 그 후는 도예에 열중하는 나날을 보냈다. 변호사들이 사건의 배상에
대해 상의하고 있을 때 오니사부로는 “이번 사건은 신의 섭리다. (……) 배상을 요구해서 감히 패전 후 국
민의 고혈을 짜는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것으로 인해 오오모토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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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이 원고에서는 일본 개벽종교로 ‘요나오시’를 전면에 내세운 천리교 마루야마교 오오모토를 다루었
다. 원래 ‘요나오시’는 지진, 벼락을 피하는 주문이자 흉한 일을 경사로 바꾸는 것, 세상이 나쁜 상태를 좋
게 고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에도시대 중기 이후, ‘요나오시’는 곤궁하고 억눌린 민중이 새로운 세상을 소원하는 개념이 되
고 요니오시 잇키(봉기 폭동)이나 우치코와시와 결부되었다. 또 ‘요나오시’관념이 ‘에에자나이카’ ‘오카
게마이리’라고 불리는 민중의 소동, 열광적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요나오시’ 관념은 처음에는 민중의 소원 수준에 머물고 사상적 깊이나 체계성 조직성 지
속성이 별로 없었지만, 민중종교의 교조들은 그것을 건져내고 심화시키고 체계화 조직화함으로써 보편
성을 지닌 지속적인 종교운동으로 승화시켰다. 그들이 ‘요나오시’를 기초케 한 사상은 각각 다르다. 나카
야마 미키(천리교)는 독자적인 창조신화와 그것에 기초한 이상세계의 약속이며, 이토 로쿠로우베이(마루
야마교)는 전통적인 후지코 신앙과 결부된 미륵사상이며, 데구치 나오

오니사부로(오오모토)에서는 재

해석된 기기신화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강요되고 메이지 정부의 강권에 의해 추
진된 서구근대화

자본주의화

산업사회화

제국주의

천황 신격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현실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그 대신으로 인간의 평등과 존엄, 농민을 비롯한 하층
민중들이 풍년과 온순한 기후, 무병무사와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이상세계의 도래를 설했다. 그러나 그들
의 이상은 메이지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천황 신격화, 국가신도와 부딪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박해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1945년의 태평양 전쟁 패전을 기다
려야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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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분과 발표 1]

위진남북조 신(神)의 불교적 해석
- 불성과 법신에 대한 초기 중국의 이해 -

김석주 (서울대 미학과 박사수료)

<차

례>

I. 들어가며
II. 형(形)과 신(神)의 관계 : 나무와 불의 비유
III. 「명불론(明佛論)」의 신 해석
1. 『주역』으로부터 도출된 신의 불교적 해석
2. 『법화경(法華經)』과 『유마경(維摩經)』으로부터 도출된 신 해석
3. 「명불론(明佛論)」의 신과 열반(涅槃) 사상
IV. 나가며

I. 들어가며
중국 위진남북조는 현학과 청담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불교가 본격적으로 번역되고 수용되는 시기이다.
수많은 역경가들에 의한 불경 번역은 중국 사상계에 새로운 충격을 주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현학과
불교의 논쟁을 야기하였다. 현학과 불교는 공통적으로 유무(有無), 본말(本末), 체용(體用) 등의 문제에 관
심을 가지는데, 양자는 논점에 따라 서로 유사한 관점을 가지기도 하고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湯用彤 1991). 한편 유교 인사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불교의 흥기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들은 배불론
(排佛論)을 펼치면서, 정치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상적 입장에서도 불교를 비판하였다(Z rcher
2007). 그 비판의 중심은 불교의 인과(因果)와 윤회(輪廻), 공(空)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인
과에 따른 윤회에서 죽음 이후의 영혼[神]의 존재가 부정되면 불교의 모든 주장이 논파된다고 생각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한 것이 신멸론(神滅論)이고, 그 신멸론을 반박한 것이 신불멸론(神不滅論)이다.
이 신멸 신불멸논쟁은 현학과 불교의 유무, 본말, 체용의 문제와 결부된 형신(形神)의 문제로 귀결된다.

II. 형(形)과 신(神)의 관계 : 나무와 불의 비유
이 논쟁은 하승천(何承天)이 혜림(慧琳)의 「백흑론(白黑論)」을 종병(宗炳)에게 보내면서 시작된다
(T52n2102:18a07). 혜림과 하승천의 입장은 형(形)과 신(神)을 ‘나무와 불’로 비유하여 장작이 다 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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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불도 꺼지듯 인간의 육체[形]가 죽으면 정신[神]도 없어진다는 것이다(T52n2102:19a10). 반면 종
병의 스승인 혜원(慧遠)은 「사문불경왕자론(沙門不敬王者論)」 중 ‘형진신불멸(形盡神不滅)’에서 ‘나무와
불’의 비유를 다르게 이해한다.
불이 나무에 전하는 것은 마치 신이 형에 전하는 것과 같고, 불이 다른 나무에 전해지는 것은 신이 다른
형에 전해지는 것과 같다. 앞의 나무와 뒤의 나무는 다르지만 불이 전해질 수 있다면, 불을 옮겨 붙게 하
는 기술이 정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형과 뒤의 형이 다르지만 신이 전해질 수 있다면, 정(情)과
수(數)의 감응이 심오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에 미혹한 사람은 몸[形]이 일생에서 늙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과 정이 함께 없어진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마치 불이 하나의 나무에서 다 타버린 것만을 본 것
과 같다(T52n2102:31c02).
하나의 나무가 다 타버버려도 다른 나무로 불이 옮겨갈 수 있듯 하나의 육체[形]가 죽어도 정신[神]은
다른 육체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神]은 불멸하며 윤회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나무과 불’의
비유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신은 인간의 영혼[魂]이나 마
음[心]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종병은 이 ‘나무와 불’의 비유에서 형과 신을 다르게 이해한다.
불이란 것은 나무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신은 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意)에는 정묘하거나
[精] 거친[ ] 감응이 있어서 이에 따라 형을 얻는다. 정묘한 신이 극치에 이르면, 형을 초월하여 홀로 존
재하여, 형이 없으면서 신만 있는 것을 법신상주(法身常住)라 말한다(T52n2102:20b03).
종병은 ‘나무와 불’의 관계와 ‘형과 신’의 관계가 같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구
도로 본다면 ‘나무와 불’로 비유할 수 있지만, 형과 신이 육체와 정신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말과 체용의 구도로 볼 때, 신멸론에서는 형이 본(本)이자 체(體)가 되고 신이 말(末)이자 용(用)
이 되지만, 신불멸론에서는 신이 본이자 체가 되고 형이 말이자 용이 된다. 즉 신은 형에 따라서 이루어지
는 작용이 아니라 감응에 따라 형에 계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은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어떠한 형에도
부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이 없이 정묘한 신[精神]이 극치에 이르면 법신(法身)으로 상주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보면 종병은 신을 인간의 정신이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신과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종병이 말하는 신은 무엇일까?

III. 「명불론(明佛論)」의 신 해석
종병의 「명불론」의 부제는 ‘신불멸론’이다. 종병은 자신의 주장을 두 가지 방향에서 뒷받침한다. 하나
는 현학의 주요 텍스트인 『주역(周易)』, 『노자(老子)』, 『장자(莊子)』를 비롯하여 『논어(論語)』 등 중국의 주
요 경전을 바탕으로 신명과 성인을 드러냄으로써 신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번역된
불경을 참고하여 중국의 신명과 성인과 다르지 않은 부처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의 이유는
배불론에 대항하면서 불교를 설명하려는 의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배불론의 주요 입장 중 하나는 중국
에는 성인이 있지만 외국에는 성인이 없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할 수 없으면 애초에 논쟁 또는 설득이 가
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병의 신 개념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보편적 신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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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1. 『주역』으로부터 도출된 신의 불교적 해석
「명불론」의 신 개념은 『주역』의 도와 신의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道)라 하고 음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陰陽不測]을 신(神)이라
한다”는 것은 대개 지극한 없음[至無]이 도가 되어 음양이 함께 일체가 되는 것[陰陽兩渾]을 말하기
때문에 ‘일음일양’이라 말하는 것이고, 도에서 비롯하여 다시 정신(精神)으로 들어가서, 음양으로 항
상 드러나 있지만, 음양으로 궁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음양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엄
군평이 말하는 “하나에서 둘이 나온다”[一生二]는 것은 바로 신명(神明)을 말한 것이다. 만약 이 두
구절이 모두 [도와 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정신을 밝히겠는가? 그러나 군생(群生)의
신은 궁극적으로는 [정신과] 같지만, 인연(因緣)에 따라 변화하고 유전(流轉)하여 거칠거나[ ] 정묘한
[妙] 식(識)을 이루나, 근본과 더불어 없어지지 않는다(T52n2102:9b29).

『주역』의 도는 천지(天地) 고저(高低) 귀천 (貴賤) 동정(動靜) 강유(剛柔)와 같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음양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것은 음양이 서로 순환하고 전화(轉化)하는 변화의 원리로 이어진
다. 이러한 생성과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음양이 함께 일체가 되는 것을 바로 도로 본 것이다. 이러한
대대(待對)의 관계로 이해하는 도는 연기(緣起)의 논리와 통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
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T02n99:66c25)”는 것은 음양과 같이 피차(彼此)의 관계로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연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바로 중도(中道)이다. 만약 도가 보편타당하고 무소부재(無所
不在)하게 존재하고 적용되는 것이라면, 불교의 도인 중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역』의 도와
중도를 다르지 않게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병은 신을 도에서 비롯하지만 음양의 현상적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정신일 경우 무형(無形)이기 때문에 인간의 현상적 이해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신은 도와 마찬가지로 보편타당하고 무소부재하게 있기 때문에, 종병은 형에 구속되지 않
는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形]에 따르는 신 역시 있다고 말한다. 무형이지만 신만 있는 법신과 군생의
신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근본적인 신과 함께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군생의 신은 인연에
따라 변화하고 유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識)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몸[形]을 가지
게 되어, 법신과 다른 존재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종병은 신이 형과 대비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신은 형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지만 인연에 따라 생성되는 식과 형
으로 말미암아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의 해석에 따르면, 앞에서 형과 신의 관계에서의 신은 종병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마음[心]이
나 영혼[魂]으로 이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종병은 이러한 마음이나 영혼이 아니라 무형이면서 보편타당
하고 무소부재한 것으로 신을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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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화경(法華經)』과 『유마경(維摩經)』으로부터 도출된 신 해석
「명불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불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법화경(法華經)』이고, 다른 하나
는 『유마경(維摩經)』이다. 종병은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논리로부터 유불도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길을 가는 것임(T52n2102:12a11)을 이끌어내고, ‘일승(一乘)’의 논리로부터 모
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음(T52n2102:9b29)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것은 도와 신으로 설명되
는데(T52n2102:9b29), 어떠한 것도 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존재도 신이 아닐 수 없다는 점
(T52n2102:9b29)을 전제한다. 다만 중생은 인연(因緣)에 따라 정묘하거나[精] 거친[ ] 감응을 받기 때
문에 서로 다른 형이 된다(T52n2102:9b29)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신이라는 점에서
는 같기 때문에,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논리로부터 법신(法身)과
화신(化身)의 관점을 설명한다. 무형(無形) 무생(無生)의 법신과 유형(有形) 정신(精神)의 성인이 서로 다르
지 않다는 것이다. 중생 역시 신이 있으나, 정묘한 신을 가진 성인과 오직 신만 있는 법신과는 달리, 연기
에 따른 감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신은 이미 부처인 경우나 미래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우 모두에 사용되는 개념이 된다.
이 때 형과 신의 관계에서 신을 본체라 하고 형을 작용이라 한다면, 본질적으로 모든 신은 부처가 된다.
왜냐하면 형은 인연에 따라 감응하는 것일 뿐 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부처이거나 미래에
부처라 될 수 있는 중생이거나 모두 본질적으로 부처이다. 또한 ‘신불멸’의 의미와 결부시킨다면, 현상에
서 부처나 중생의 구분과 상관없이 부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바다와 파도’로 설명할 수 있다. 종병의 논리에 따르면 신은 바다와 같은
것이고, 형은 파도와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같으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다이고, 그러한 바다로부
터 바람이나 조류와 같은 인연에 따라 크고 작은 모양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파도이다. 파
도는 끊임없이 생멸변화를 겪지만 근본적으로 바다와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의 파도만을
보면 바다와 다른 무언가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병은 인간의 삶이 억겁의 세월과 비교하
면 지극히 짧은 순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생이라는 파도의 상태라 하더라도 본질인 바다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미 부처라는 것이
성립한다.
『유마경』의 내용도 「명불론」에서 인용된다. 종병은 신을 ‘불이(不二)’의 맥락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신을 ‘불가사의(不可思議)’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유마경』에서도 ‘불가사의해탈(不可思議解脫)’을 말한
다. 종병은 불가사의한 신이 궁극에 이르러 본래의 신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열반[泥洹]’으로 설명하는데,
이 때 해탈과 열반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어떤 것이든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미 열반을
이룬 것이고 부처를 이룬 것이 된다. 앞의 비유와 결부시키면,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바
로 열반인 것이다.
종병은 중국의 여러 성인을 ‘대승보살(大乘菩薩)’과 동류로 화신으로 드러난 존재(T52n2102:12a27)
로 보며,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T52n2102:21b21)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용수(龍樹), 제
바(提婆),

마명(馬鳴),

가전연(迦旃延),

법승(法勝),

산현(山賢),

달마다라(達摩多羅)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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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2n2102:13a22)하면서 대승과 아비달마의 논사들을 신통(神通)한 인재로 설명한다. 대승적 관점에서
부처와 보살이 둘이 아니라면, 성불은 곧 신통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 앞의 비유에서 보면, 이미 바다
와 다르지 않아 신이라는 점에서 막힘없이 통한 상태가 열반이 되는 것이다.

3. 「명불론(明佛論)」의 신과 열반(涅槃) 사상
「명불론」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人可成佛]’는 것과 ‘열반[泥洹]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종병은 법신과 열반을 결부시켜 이해한다.
식은 불멸의 근본을 맑게 할 수 있다. 날마다 비워내는 공부를 배워,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 반드시 무
위(無爲) 무욕(無欲)에 이르게 된다. 욕(欲)과 정(情)에 오직 신만 홀로 비추면, 생(生)에 해당하는 것이 없
게 된다. 생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고, 몸이 없으면서 신만 있는 것을 법신이라 말한다
(T52n2102:18a07).
이렇게 법신에 이르는 것은 군생의 필수 요소인 생과 형이 없으면서 오직 신만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군생의 경우, 어떻게 법신에 이를 수 있을까? 종병은 식으로 맑게 하여 비워내는 공부를 ‘거울과 먼지’로
비유한다.
이제 여기에 밝은 거울이 있는데, 먼지가 쌓인 것이 조금 있으면, 그 비춤은 은은하게 있지만, 많이 쌓
이면 그 비춤은 어슴푸레하게 된다. 먼지가 더 두텁게 쌓이면 비추긴 하지만 어둡다. 그 본래 밝음을 바탕
으로 하기 때문에 거울에 먼지가 껴서 비춰지는 것이 은은함부터 어두움까지 다르다고 해도 이에 따라 거
울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사물은 먼지가 가리는 바에 따라 보이지 않게 되
어 잘못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신의 이치도 이와 같다. 거짓이 신을 더럽혀서, 정묘하거나
거친 식을 이룬다. 식은 신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비록 몸이 죽는다고 해도 식은 없어지지 않는다. 식이 점
점 공하게 되면, 반드시 장차 점점 익혀서 다함에 이르고, 본래의 신을다 이루게 된다. 그것을 열반[泥洹]
이라 이른다(T52n2102:9b29).
종병은 「명불론」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래의 신과 군생의 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진다. 다만 군생은 본래 부터 밝은 거울과 같은 신이 있지만, 그것을 가리는 군생의 요소, 즉 생과 정 때
문에 그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밝음[明]과 어두움[無明]의 대비는 신명(神明) 개념과
결부된다. 성인의 신명이나 천지의 신명은 이러한 본래의 신인 법신이 어떠한 가려지는 바 없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군생은 본래부터 그러한 신명이 있으나 그것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
병은 군생에 있어서 가려진 것이 없어져서 본래 밝은 신이 드러나는 것을 열반으로 이해한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모든 존재는 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신을 내포하거나 신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연기적 관점에서 성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있
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종병은 본래부터 신은 있는 것이고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성불의 원인은 신일 수밖에 없다. 그 신이 어떠한 장애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열반이다. 그렇게
본다면, 종병이 생각하는 신은 성불의 원인으로 ‘불성(佛性)’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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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종병은 그의 글 속에서 단 한 번도 불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논리를 따
르면, 신을 법신이자 불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중 법신은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불성은 그렇
지 않다. 다만 신멸 신불멸 논쟁의 흐름에서 이후 양무제의 「신명성불의(神明成佛義)」에서 종병과 동일한
맥락으로 신과 불성을 연결짓는다. 이 논의는 균정(均正)의 『사론현의(四論玄義)』에서 ‘신명이 성불하지
않았을 때 미혹의 식이 다하지 않은 것을 무명이라 하고, 신명이 이미 성불했다면 무명이 전변하여 밝음
[明]을 이룬다’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원효(元曉)의 『열반종요(涅槃宗要)』에서 불성의 체를 밝힌 6사(師)
중 양무제가 신을 성불의 정인(正因)으로 삼는다고 밝힌다(湯用彤 1991).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종병이
신을 불성으로 명확하게 논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후의 성불의 원인으로 신을 제기하는 위진남북
조의 열반과 불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IV. 나가며
위진남북조의 불교 이해와 관련하여 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사상적으로
불교는 현학과 유교와 상호 교섭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은 인간의 생사 문제와 결부되어
형신의 맥락으로 이해되어 왔다. 형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소멸되는가를 중심으로 논증한다. 반면 신의 불생불멸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 인간
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상존하는 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의 불교 사상에서
주목할 점은 부처의 죽음, 즉 열반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 형신의 논쟁의 흐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으로서의 몸이 없어지더라도 부처는 영원히 존재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부처가 될 수 있는 근거
를 제공한다는 법신과 불성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법신과 불성을 이해
하는 과정에서 중국 전통의 신 개념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을 포함하고 죽은 사
람의 영혼까지도 포괄하며, 천지와 성인의 신명까지도 포함하는 신 개념이 바로 법신과 불성으로 이어진
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열반사상의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을 불교적으로 변
용 해석하여 법신과 불성을 설명한 열반사상의 체계화 과정의 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老子』 『論語』 『莊子』 『周易』
『妙法蓮華經』, T09n0262.
『維摩詰所說經』, T14n0475.
『弘明集』, T52n2102.
湯用彤. 1991. 『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 香港: 商務印書館.
Z rcher, Eric. 2007. Buddhist Conquest of China, Leiden: Brill.

- 167 -

대회 2일차 | 불교분과

[불교분과 발표 2]

초기불교 육식 계율의 진화심리학적 고찰

조성두 (원광대)

<차 례>
I. 머리말
II. 초기불교의 육식 계율
1. 고대 힌두사회의 육식 문화와 초기불교
2. 세 가지 먹을 수 있는 고기(삼종정육)
3. 맛있는 음식에 대한 계율(索美食戒)
III. 육식계율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고찰
Ⅳ. 마치며

I. 머리말
전 세계의 문화전통에서 음식에 대한 금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금기는 특히 육식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이 이슬람의 돼지고기와 힌두의 소고기에 대한 금기이다.
이러한 종교 문화적 음식 금기에 대한 기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가장 흔한 사례는 상
하거나 감염된 육류를 섭취함으로써 얻게 될 수 있는 질병을 회피하기 위해 금기가 생겨났다는 위생학적
관점이다. 중동의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에 대한 이유 중 사막기후에서의 부패 위험성이나 할랄(Halal)식
도축 방법에서 체내의 피를 모두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들이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특정 동물의 희
소성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가치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필요성으로 인해 금기가 생겨난다는 해석이다. 힌
두 문화에서 소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여겨 도축과 섭취를 금지한 전통의 이면에는 농경사회 이후 노동력
으로서의 소의 중요성과 각종 유제품의 원료인 우유를 공급하는 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수많은 형태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생활양식을 만들어온 만큼이나 이러한 실
용적인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다양한 형태의 음식에 대한 금기들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한 금
기들은 비록 처음에는 실용적인 것에서 시작되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실용적인 이유보다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계관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는 특정한 동물에 대한 섭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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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해치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상(不殺生, ahi s )이 생겨나며 전면적인
채식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슬림들의 라마단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예 금식을 해야 한다
는 규례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이다. 진화론
자들은 인류의 유전자, 즉 우리의 몸은 수많은 세월 동안 환경에 적응해온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농
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약 1만년 이전 까지는 인간 종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고기와 식물
을 모두 먹는 잡식동물로 수백만 년을 살아왔다. 인간의 몸은 음식에 대한 갖가지 금기들이 형성되기 이
전의 식생활에 더 가깝게 만들어져 있으며 문명 이후의 1만여년의 세월은 그런 유전자 구조를 바꿀 만큼
의 충분한 세월이 아니었다고 본다. 농경생활의 발달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 곡물로 대표되는 탄수화
물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져 있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적정한 섭취가 필
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육류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 비인도적 축산시스템의
등의 폐해 등을 들어 채식의 비중을 높이고 육류소비를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다른 생명의 살코기를 원한다. 잘 익은 스테이크 한 점을 씹을 때 우리는 오감
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른 생명, 특히 네발 달린 포유류를 살해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는 생명체가 타고난 본능적 욕구와 그것이 야기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에 관해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가르침중 하나이다. 또한 불교가 태동하던 고대 인도사회는 희생제의를 통해 신에게 공동체의 안녕
과 풍요를 비는 베다 전통 속에서 그에 반대하며 불살생(ahi s )을 주창하며 금욕의 극단을 실천하던 자
이나교가 태동하던 시기였다. 양쪽의 극단을 경계하며 중도를 내세운 석가모니 붓다는 육식의 계율에 있
어서도 특유의 인식론적 관점을 보여준다.
본 발표문에서는 행위의 의도를 중시하는 초기불교의 육식계율의 특성과 진화심리학이 주장하는 인간
마음의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수행론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초기불교의 육식 계율
1. 고대 힌두사회의 육식 문화와 초기불교
힌두사회는 쇠고기의 섭취를 금하는 것 이외에도 높은 비율로 채식이 보편화되어있다. 5세기초 인도를
방문했던 법현(法顯)은 『불국기(佛國記)』에서 당시 상위 계급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베다시대를 비롯한 고대 힌두사회에서 육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
며 수많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의가 대규모로 행해졌다. 힌두사회에서 육식에 대한 금지가 보
편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후기 우파니샤드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아힘사의 교의가 불교와 자이나교에
의해 대중화된 아쇼카왕의 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곧 적어도 석가모니 재세시의 초기불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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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육식이 금지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불교에서 육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체
로 대승불교 경전 성립 이후의 시대로 본다.
단, 초기 불교 시대에도 특정고기에 대한 금지는 존재하였다. 이른바 십종육(十種肉)의 금지이다.1) 그
런데 이는 흔히 학자들이 위생학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는 청정한 고기와 불청정한 고기로
나누어 특정한 고기를 금지했던 일반적인 예와 당시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수행자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
한 이유들로 나누어진다. 인육의 금지는 대부분의 문명권에 존재하는 보편적 윤리로 별다른 설명을 요하
지 않는 반면 코끼리와 말의 고기를 금지하였던 것은 왕권과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고기의 경우 당시 힌두사회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된 것으로 하위 카스트의 음식으로 취급되었다.
나머지 금지된 고기들은 모두 숲속에서의 생활이 많은 수행자들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맹수들과 관
련된 것이다. 이 동물들의 고기를 먹으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금지되었던 것들이다. 즉, 이러한
금기들은 특정한 동물들의 문화적 위상이나 수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사실상 탁발로 생계를
유지하는 출가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도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소, 양, 돼지, 닭고기, 생선
등에는 이러한 금기가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세 가지 먹을 수 있는 고기(삼종정육)
이와 같이 육식에 허용적이었던 승단에 육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승단의 분열을
초래한 데바닷따와 당시 붓다의 승단과 경쟁관계에 있던 자이나교와 관련되어있다. 정각 이전의 붓다는
극단적인 고행과 단식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였다. 이는 금욕적 수행을 바탕으로 업을 정화하여 해탈을
추구하는 자이나교 식의 수행방식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성이 깨달음으로 이끌
지 못하며 오히려 건강을 해쳐 올바른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의 전환이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받고
기운을 차린 후 정각을 이루게 된 주요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도사회에는 여전히 극단적 불살생과
금욕적인 수행을 추구하며 일체의 육식을 배격하는 자이나교(니가타)의 수행자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
었다. 자이나교도 출신이었던 씨하장군이 승단에 고기를 공양한 것을 두고 자이나교도들이 비판하였던
것이 그 예이다.2) 또한 승단의 분열을 획책하며 데바닷따가 새로이 제시한 다섯가지 계율3)은 자이나교
에 비해 다소 허용적이었던 승가의 계율에 비해 더 엄격한 계율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승단이 세속화되
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스스로를 보다 청정한 수행자로 돋보이게끔 차별화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붓다는 육식에 대한 위의 두 번의 문제제기에 대해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살생된 것이라고 보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거나 의혹이 없는 세 가지 관점에서 청정한 물고기와 고기는 허용한다.”는 답변으로
삼종정육(三種淨肉)의 조건을 재확인 한다. 이는 비의도적인 살생을 하게 되는 모든 조건들조차도 철저하
게 제어함으로써 죄업을 정화하여 해탈을 추구하는 자이나교와는 달리 행위의 의도를 더욱 중시하는 붓
1) 빨리율장에 따르면 1)인간 2)코끼리 3)말 4)개 5)뱀 6)사자 7)호랑이 8)표범 9)곰 10)하이에나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였다. Vin.
IV., pp216-220.
2) 『마하박가-율장대품』 31.씨하장군, 576-577pp. (Vin. I., pp.237-238)
3) 빨리 율장에서는 1) 숲에서 생활 2) 청식의 금지 3) 분소의 착용 4) 지붕있는 거처 금지 5) 생선과 고기의 금지 등을 제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오분율과 근본설일체유부의 기록에는 소금이나 유제품의 섭취도 금하는 것을 제시하였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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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기본 사상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살생의 장면을 보거나 살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것이 나를
위해 행해진 것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그 생명의 죽음에 내가 책임이 있느
냐 없느냐를 묻는 것임과 동시에 나에게 죄책감 또는 잔인함의 마음이 일어나는가와 관련이 있다.
불교 수행론의 핵심은 오온론과 연기법에서 출발한다. 사성제가 큰 대의를 밝혀놓은 구호와 같은 것이
라면 오온과 연기는 인간존재가 윤회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세세하게 밝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밝히는 마음의 지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행자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각적 욕망과 여러 가
지 심리작용들의 무상함을 알아채면서 그 고리를 끊어나가는 것이 불교수행의 핵심이다. 수많은 계율들
은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기 승단의 계율들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그 조건에 맞게끔 설립되어갔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육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살생의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실질적’ 업보를 중요시하는 자이나교에 비해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제어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논거가 되는 것도 내 안에 그러한 욕망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
문이다. 이는 미식(美食, pa ta-bhojana)에 관한 계율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찾을 수 있다.

3. 맛있는 음식에 대한 계율(索美食戒)
빨리 율장의 속죄죄법(바일제법, P cittiya)의 39번 조항에서는 환자일 때를 제외하고는 맛있는 음식
(美食)을 직접 청하여먹으면 안된다고 금하고 있다. 기름(tela), 꿀(madhu), 설탕(ph

ita), 생선

(maccha), 고기(ma sa)와, 숙소(熟 , sappi), 생소(生 , navan ta), 우유(kh ra), 요구르트(dadhi)
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 일반 재가자들도 쉽게 구해서 먹기 어려운 비싼 음식들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빨리 율장의 인연담에는 여섯무리의 비구가 탁발을 나가 재가자들에게 위의 음식들을 요구하자 이들
을 비난하였다는 이야기와 빚을 내면서까지 위의 음식들을 대접하기 위해 애썼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이
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당시의 재가자들에게도 수행자는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여 식탐을 제어하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식으로 지정된 음식들은 동물성이거나 식물성이거나 모두 열량이 높고
기름진 음식들이라는 점이다.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음식들을 청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는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낫게 할 정도로 평소의 영양상태가 풍족하지는 않
았던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또한 재가신도들은 특별히 붓다와 그 제자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릴 때는
위의 음식들이 포함된 값비싼 공양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례도 많이 보인다.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스리랑카나 남방불교 지역에서는 승가의 식사를 책임지는 재가신도들이 가능한
정기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메뉴가 출가자들의 음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단백 고열
량의 음식을 가끔 섭취해주어야 힘을 내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인식은 붓다가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받고 힘을 내어 정각에 이를 수 있었던 사건과도 상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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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육류와 유제품으로 대표되는 고단백, 고열량의 식품은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필
수적인 영양소이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본능은 고열량 식품들에 대해서는 더욱 탐심을 일으키게 마련
이다. 이에 붓다는 육류를 비롯한 고단백 음식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자
신의 감각적 욕망을 제어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이 음식들을 스스로 찾아먹는 것은 금하였던 것이다.

III. 육식계율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고찰
앞에서 살펴본 육식에 관한 계율의 세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 혹은 그 쾌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동물의 죽음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 동물이 죽었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불
교에서 감정은 오온(五蘊)중 수(受)에 해당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이 들어왔을 때 좋거나 나쁜 감정
이 올라오는 것은 매우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작용이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살면서 습득한 지식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본능에 따른 메시지인 경우가 많다. 진화심리학
에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작용들이 수많은 세월동안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아온 결과물이라고
본다. 즉, 인간이 이성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 굶주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았을 때의 느
낌, 배설물이나 토사물을 보았을 때 올라오는 역겨움 등은 모두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심리적 기제
들이 우리 유전자를 통해 전해져오는 ‘진화된 심리기제’라는 것이다.
이를 육식의 금기와 관련된 감정들로 살펴보면 첫째, 특정한 고기를 금지하는 심리적 기제는 혐오 감정
과 관련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육식을 금지할 때 청정(淸淨)과 부정(不淨)의 관점에서 먹을 수 있는 고
기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더럽다는 것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올 위험이 높은 것들이다. 진화론
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대상은 식물의 독소로부터 시작
해서 동물의 토사물, 배설물, 시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질병에 감염되거나 중독되어 생
명을 위협하는 물질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거부한 개체는 살아남았고 그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개체들은
죽어서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개체들은 그 물질들에 대한 거부반응을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이런 거부감과 혐오감은 인간이 언어와 문명을 만들어 낸 이후 다양한 신화
와 전설, 이야기들이 덧씌워져 종교적, 문화적 금기들로 변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십종육의 경우에는 다른 관점의 해석도 가능하다. 인육과 코끼리 말, 개의 고기를 제외하
면 나머지는 모두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맹수나 독사와 같은 천적들이다. 천적에 대한 공포심은 또 다른 형
태로 우리의 유전자에 입력되어있다. 쥐의 경우 고양이의 오줌냄새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도록 태
어난다. 그런데 고양이의 창자 안에서 번식하는 톡소플라즈마(Toxoplasma)라는 특정한 미생물에 감염
된 쥐들은 고양이의 오줌냄새에 공포반응을 일으키도록 조건화되어있는 편도체에 이상이 생겨 오히려 이
냄새에 이끌리는 이상반응을 보이며 쉽게 잡아먹히게 된다.4) 천적에 대한 공포심을 잃는 것은 생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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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는 일이다. 그러한 공포심은 태생적인 것이며 그 고기를 섭취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도 그러한 본능적
인 공포심에 기반하여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때 쾌감을 느낀다. 이는 유전자에 각인되어 우리의 미각과
후각이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감각이다. 그 쾌감은 그 영양분의 농도가 짙을수록 열량이 높을수록 더욱 강
하게 느껴진다. 또한 이 감각은 그 생물종이 어떤 물질을 주식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
대 고양이과의 육식동물은 식물에서 유래되는 탄수화물의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초식동물들은 동
물성 지방과 단백질에 끌리지 않는다. 이는 맛을 느끼는 혀의 미뢰에 자신에게 필요치 않은 물질을 구분
해내는 미뢰의 존재여부와 관련된다. 각각의 미뢰는 특정한 화학물질을 검출하는 센서이다. 그 센서를 통
해 검출된 신호는 뇌의 편도체로 보내지고 뇌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이로운 물질인지 여부를 판별하여 쾌
/불쾌의 신호로 다시 내보낸다. 인간이 두 가지 맛에 모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잡식성 동물로 진화해왔
기 때문이다.
쾌감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해서 구하게끔 유도하여 생명을 지속하게 만드는
유전자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진화심리학자들의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감은 지속되지 않고 사
라지게 마련이고 다시금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몸을 움직여 사냥감을 찾아나서고 먹이를 찾아나
서는 행동을 하게끔 된다. 이는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과 감각기관(六入, sa yatana)에서 대상을 접촉
(觸, phassa)하였을 때 느낌(受, vedan )이 생겨나고 느낌이 곧 갈애(渴愛, ta h )를 일으킨다는 12연기
법의 설명과도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음식에 대한 갈애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음식이란 단지 몸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을 자각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일부러 강한 쾌감을 주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먹
지 않도록 하는 계율이 성립하였다고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힘사의 바탕이 된 다른 생명체의 아픔과 죽음에 공명하는 감정을 진화론적 시각으로 바
라보면 타자의 행동양식을 모방하고 학습하기 위해 발달된 거울뉴런의 역할로 분석해볼 수 있다. 아힘사
사상이 태동되던 시기의 한 장면을 상상해보자. 브라만교의 희생제의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식욕을 해소하기 위해 소수의 동물을 잡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감정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소와 양들을 보며 인간들은 그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인양 공감하기 시작했다. 공감은 정서적 과정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감정 중추인 변연계와
연관되어있다. 해부학적으로는 변연계와 거울 뉴런계가 뇌도(insula)를 매개로 하여 연결이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때에 이 메카니즘이 작동한다. 시각이나 청각 또는 단지 이야기를 통해
서라도 타인의 고통이 전해지면 마치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대뇌의 대상피질(cingulate cortex)에
서 고통과 연관된 뉴런이 반응을 한다.
거울뉴런은 인간과 가까운 유인원들의 연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인간의 경우 오랜 집단생활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알아채고 행동을 따라하는 학습의 기능을 하며 거울뉴런이 극도로 발달하였다. 이는 본래
는 자신과 가까운 관계 즉, 친족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같은 종의 다른 인류들을 공감하는데 한정되는
감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감각이 극도로 발전 하면서 인간은 인간 이외의 종, 다른 동물들에게 까지

4) 로버트 새폴스키, 「톡소 :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기생생물」, 『지식의 엣지1-마음의 과학』, 미래엔, 2012,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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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 생물체의 이타적 행동을 유전자의 공유정도에 따라 수식으로 풀
어내며 진화심리학의 탄생에 막대한 기여를 한 윌리엄 해밀턴의 포괄적 적합도 이론5)을 무색케 할 정도
로 인간 종은 많은 다른 동물 종들에게 감정이입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래도 인간이 유전적으로
먼 동물보다는 가까운 동물들에게 감정이입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물고기나 곤충
류들에 비해 네발 달린 포유류들의 죽음에 더 강한 연민을 느끼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현상임이 틀림없다. 이는 거울뉴런이 기본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복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Ⅳ. 마치며
붓다의 가르침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하신 것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계율들은 그 길을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 둘씩 생겨났다. 육식과 관
련한 계율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살생에 기여한 것이므로 죄이고 업보를
낳는 것이라는 자이나교의 관점과 달리 기본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는 동물이라는 사실과
때로는 그것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수행자가 육식이 주는 쾌감으로 인한 식
탐에 빠지지 않게 하고, 육식을 위한 살생에 관여함으로써 죄책감이나 잔인성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는 계
율이 만들어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마음들이 모두 조건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며 그 조건들과 그 관계를 바로보고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기법에 기반한 불교의 수행론이다.
이에 필자는 다소 멀게 생각되는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 어떠한 적응적 상황을 통해 심
리적 기제들을 발달시켜왔는지를 밝히는 진화심리학적인 분석에서 그 새로운 적용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자 하였다.

주요 참고문헌

전재성 역주,『마하박가-율장대품』, 『빅쿠비방가-율장 비구계』, 『쭐라박가-율장소품』, 한국빠알리성전협
회, 2014.
공만식, 『불교음식학-음식과 욕망』, 불광출판사, 2018.
서은국,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2014.
프레데릭 J. 시문스, 김병화 역, 『이 고기는 먹지마라』, 돌베개, 2004.(Eat not this flesh : food
avoidances from prehistory to the present)
장대익, 『다윈의 정원』, 바다출판사, 2017.

5) 해밀턴의 법칙은 ‘rB>C’란 조건을 만족시 동물이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정의한다. r은 유전적 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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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분과 발표 3]

불교성전의 진정성

서정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차 례>
Ⅰ. 불교성전의 기준
Ⅱ. 분석미학에서 말하는 진정성
Ⅲ. 명목적 진정성의 입장에서 본 불교성전

Ⅰ. 불교성전의 기준
어떤 텍스트(Text)를 불교의 성전(聖典)1)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붓다의 말,
즉 불설(佛說, Buddha-vacana)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불교의 성전일 것이다. 여기서 붓다의 말은 1차
적으로 붓다의 친설(親說)을 말하겠지만, 붓다가 사용한 언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2)에서, 게다가 여
러 부파(部派)의 입장에서 CE 5세기 이후까지 편집된 아가마(阿含, Agama)와 니까야(Nik ya)에서 친설
을 추출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설로써 초기불교란 가설
(假說)개념3)이고 역사상의 붓다는 성전의 상징적 저자, 그 이상은 아니다.
초기불교도 붓다의 친설이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승경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절대적
인 영향력이 있었던 위경(僞經)이 왜 불교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그 대답이 옹색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불설론에 관하여 법성(法性), 즉 진리와의 부합성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주장과 이
1) 경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경전이라는 단어가 삼장(三藏) 중 경장(經藏)만을 가리키는 뉘앙스가 강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붓다의 말은 언제나 바뀌고 새로이 창작될 수 있다.’는 주장은 율장(律藏)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
이다. 율장도 경장만큼 붓다의 입을 빌려 새로이 창작되고 변형되었다. ‘율장의 경우, 훨씬 후대의 사회에서 일어난 승원의 일상생활
상의 매우 ‘시시한’-적어도 불교의 이상이나 불설의 해명과는 아마 무관한-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대부분 전후의 맥락 없이 붓다를 계
속 불러내고 있으며, 그 문답을 붓다의 말로서 ‘면면히’ 텍스트에 누적해 간다.‘ 下田正弘[2011]2016, 59; 그렇기에 경장만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율장을 포함하기 위해서 성전이란 단어를 쓰고자 한다.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 성전은 불교문헌 중, 붓다의 말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문헌군 전체를 뜻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경 중 하나인 범망경(梵網經) 은 신수대정장(新脩大正藏)에서 율부(律部)
에 있다.
2) 팔리어(Pali語)는 붓다가 직접 사용한 언어가 아니다. “빠알리는 주석(atthakatha)과 상응개념인 ‘성전’을 의미하던 용어로서, 초기 문
헌군에서는 ‘특정언어’로서의 용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후기문헌군에 이르러 복합어 ‘pali-bhasa’에 대한 오해로 점차 고유의
특정언어체계, 즉 ‘Pali語’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 그러나 붓다의 언어와 마가디, 그리고 빠알
리간의 동일시는 오직 테라와다 문헌을 통해서만 지지되는 일종의 ‘종교현상’으로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근거는 (빠알리 문헌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김경래 2012, 77f.
3) 이와 비슷하게 인간붓다라는 개념도 초기불교라는 가설개념에 의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아니다. 다음을 참조. 新田智通
[2013]2017,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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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
법성에 부합하면 불설이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베단타의 말이라도 [불교의 진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올바르게 설해진 것은 모두 불설.’([] : 발표자, 중관심송 , 4장, 56송; 다음에서 재인용 권오민 2009,
101.)이라는

청변(淸弁,

CE6?)의

말도

사실일

것이다.5)

그런데

기꺼이

베단타(Vedanta)의

Vedanta-Sutra도 도교(道敎)의 포박자(抱朴子) 도 불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태도는 좋게 말하자면 다원주의이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혼합주의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불설이라 하고 불교의 성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발표자는 이에 대하여 형식(形式)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불설이라 하자는 것은, 불교성전을 하나의 장르
(Genre)로 이해하는 것이다. 장르에는 형식이 있다. 불교성전의 정형적 형식에 대해서 발표자는 불전재
현(佛典再現)에 관해 고찰하였었다.

경전의 편찬자들은 자신 내면의 사상을 표현할 때, 그 교리적인 면이든, 형식적인 면이든 석존의
삶에 이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다. 그렇기에 수많은 경전들은 석존의 삶을 다시 구성하
고, 그중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석존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경전이 설시되었음을 강
조할 수밖에 없었다. 초전법륜을 넘어 아예 석존이 깨달은 순간을 표현하는
입멸 순간을 다룬

열반경(涅槃經)

화엄경(華嚴經) 이나,

등은 이에 다름 아니다. 대승경전은 편찬자 내면의 어떤 주제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외부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석존의 재현을 통해 표현 되어야 한다. 대승경전의
편찬은 신비적인 내면의 언어가 아니라 본래 형식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자인 석존생애의 궤범을 따
라야만 하는 것이다.(밑줄 발표자, 서정원 2018, 206)

발표자는 불전재현과 같은 아주 외적이고 일정한 형식 이외에 불교성전을 판단할 기준을 문헌학적으
로, 혹은 서지학적으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친설이 불설’이라는 것은 증명이 불가능하
기에, ‘법성에 부합하면 불설’이라는 건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헌연구에서 채택하기에는

4) 불설론에 대해서는 전문 학술지 및 불교계 신문, 잡지에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래에 소개하는 논문
들을 통해 논쟁의 얼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권오민, 2009, 佛說과 非佛說 , 문학 사학 철학 vol.17; 2010 佛說과 非佛說 餘滴 , 문학 사학 철학 vol.21 22. 전자의 연구는
향후 전개된 불설론 논쟁을 일으킨 논문으로, 마성, 전재성, 황순일의 반론과 조성택, 김호성의 옹호 및 안성두의 보충의견 등 중진
불교학자들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비판적 논쟁을 일으켰다. 후자의 논문은 권오민이 자신에 대한 반론과 옹호를 검토하고, 한국불교학
계에서 인도불교의 사료를 취급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에 법보신문은 2018년 지난 30년간 일어난 한국불교학
10대 사건으로 본 논쟁을 다루었다.
황정일, 2015, 부파불교 불설 논쟁으로 본 불설의 의미 , 동아시아불교문화 vol.35; 이 연구는 권오민이 초기, 부파, 대승불교(권오
민은 이러한 구분을 거부한다.)의 전체 교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연구를 구성하는 것에 반해, 인도 부파불교에서 이루어진 불설 논의
로 집중하여 부파의 불설론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권오민의 불설론인 ‘법성에 부합하면 불설’의 타당함은 인정되고 있다.
조은수, 2015, 인도와 중국 불교 경론을 통해 본 “Buddha-vacana”개념의 의미 변천 , 印度哲學 vol.44; 본 연구는 권오민과 황정
일의 연구가 인도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불설이라는 용어가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설이 현장(玄奘)에 이르러 불교(佛敎)로 번역되면서 단순한 붓다의 말이라는 뜻이 교리, 교법이라는 사상적 뜻으로 변
모할 여지가 생겼고, 화엄계통에서 교체(敎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불설이 이해되는 계기
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斎藤明[2011]2015, 안성두 역,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 씨아이알; 본 연구는 일본에서 현대 대승불교에 대한
연구성과를 10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대승불교 시리즈의 전체 서문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설론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승불교 이해에 불설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연구 속 서술 내용은 인도 대승논사들의
불설론, 특히 대승불설론을 소개하고 있다. 황정일의 논문과 같이 읽는다면 인도에서 대, 소승의 불설론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다만 이에 대해서는 중관불교의 전개 중, 청변이 용수(龍樹)나 월칭(月稱)보다 바라문교에 훨씬 유화적인 인물임을 주의해야 한다.
T.R.V. Murti 1974,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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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고 우려가 된다. 그렇기에 불전재현 등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불설’이라는 기준에 맞춰 텍스
트를 불교의 성전이라고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못된 경전제작자’를 상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타종교인이 불교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자
신 종교의 이론을 불전재현이나 ‘여시아문-작례이거’의 형식을 잘 갖추어 성전처럼 꾸며낸다면, 이를 어
떻게 평가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Vedanta-Sutra나 포박자(抱朴子) 의 내용을 붓다가 설한 것처럼 꾸
며내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6) 이에 대해 문헌학과 서지학은 주관적인 사상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대답
을 보류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 보인다. 즉 여기서 성전의 진정성이 문제가 된다.
발표자는 일단 ‘특정한 사상의 충족’ 보다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문헌이 불교의 성전이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정의를 유지하면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미 분석미학에서 말하는 진정성과 관련
한 논의를 가져와 보고자 한다. 분석미학에서는 진품(眞品)과 가품(假品)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진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진정성의 문제는, 가품이 -물론 위조와 의도적 불명(不名)처리를 통한- ‘거짓된’ 것
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여기에서 가치판단을 멈출 수 없는 점에 있다. 왜냐면 가품도 미적 가치를 가지
고 있고, 이 가치는 사회의 맥락에서, 시대적 반영에서, 그리고 다른 예술에 미친 영향에서 진정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한 형식을 갖’추었지만, 친설의 문제에서, 의도의 문제에서 ‘거짓된’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는 불교성전에, 맥락과 반영, 그리고 영향에서는 진정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실마리를 제
공해 준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혼동으로 불교학의 성과를 가치절하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
고자 한다.

Ⅱ. 분석미학에서 말하는 진정성
분석미학의 진정성 논의를 데니스 더튼(Denis Dutton)의 연구를 요약해가며 알아보자.(Denis
Dutton[2003]2018)7) ‘‘진정한’이란 단어가 미학에서 사용될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
에 반해(opposed to) 진정한가?”이다.’(323)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척도가 있다. 바로 명목적 진정성
(Nominal Authenticity)과 표현적 진정성(Expressiv Authenticity)이다. 명목적 진정성은 ‘미적 경험
의 대상이 적절하게 이름 붙여졌음을 보증하기 위해 작품의 근원, 원작자, 대상의 출처에 대한 옳은 정체
확인(identification) 해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323) 반면 표현적 진정성은 ‘한 대상이 가지는 특징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한 개인의 혹은 한 사회의 참된 가치나 믿음의 표현을 그 특징으로 가지’(323)는 것
을 말한다.
명목적 진정성은 얼핏 보기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품성(Authenticity)
은 예술에서 단지 가짜를 발견하여 제거하는 일보다는 더 폭넓은 문제이다. 예술작품의 제작자와 출처를
확인하여 명목적 진정성을 확립하려는, 요컨대 작품이 성립된 방식을 결정하려는 의지는 예술작품을 비
평의 근본적인 규칙들에 입각해 이해하려는 일반적인 욕구이다. 예컨대, 그 작품은 제작자에게 어떤 의미
6) 과문해서겠지만, 이런 경전제작자의 의도를 논한 불교학자는 앨런 콜(Alan Cole)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콜은 경전의 제작자로서 악의
적인 저자에서부터 선의에 찬 저자, 그리고 양쪽에 속하지 않는 저자를 상정한다. 그러고서 초기대승경전에 한하여 말하더라도 완전히
소박하게 선한 저자는 없다고 한다.(Alan Cole 2005, 344.)
7) 이 장에서 ‘’가 있되 출처가 페이지로만 표시된 것은 모두 이 연구의 페이지를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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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 작품이 속하는 확립된 장르는 무엇이었는지? 당대의 감상자들은 그 작품을 통해 무엇을 할 것으
로 기대되었는지? 그들은 그 작품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인지? … 의도라는 것
은 사회적 맥락이나 역사적 시대를 통해서만 발생하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외재적 맥락과 예술가의
의도는 본유적으로(intrinsically) 연관된 것이다.”(325)
표현적 진정성이란 ‘예술작품이 소유한 창발적(emergent) 가치를 언급하는 진정성의 또 다른 개
념’(333)이다. 이에는 당연히 예술작품을 보고 가치를 창발하는 주체인 감상자에 대한 고찰도 아울러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 은 사실 허균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홍길동전 은 저자
라는 명목적 진정성에서 문제가 있지만,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모티프(Motif)로 하여 창발된 수많은 예술
작품은 원작에 문제에 말미암아 모두 진정성에 문제에 휘말리는가? 이에 대해서 홍길동전 에 대하여 명
목적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표현적 진정성에서는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명목적 진정성과 표현적 진정성은 서로 유리(遊離)된 척도가 아니다. 명목적 진정성을 통해 예
술작품의 맥락, 시대, 영향을 정확히 밝힌 상태에서 표현적 진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바
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먼저 불교성전의 명목적 진정성을 밝히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해본다면 자
연스레 그 표현적 진정성에 대한 문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Ⅲ. 명목적 진정성의 입장에서 본 불교성전
다음의 인용문에 명목적 진정성의 문제를 대입해보자.

‘천태의 오시교판(五時敎判)은 허구다’ ‘대승불전은 모두 후대에 편집된 가짜 불전들이다’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능엄경》과 《원각경》 《대승기신론》은 모두 중국에서 조작된 위경(僞經)들이
다’ ‘원효 스님은 자신이 저술한 《금강삼매경》에 스스로 주석을 달았다’ ‘삼론종의 길장은 공사상을
오해하고 있다’ ‘하택 신회는 자신의 종파적 이익을 위해 《육조단경》의 내용을 조작하였다’ ‘선종의
초조 달마는 허구의 인물이다’ ‘《우빠니샤드》의 아뜨만론과 무아설은 그 의미가 같다’ ‘십이연기설에
대한 태생학적 해석은 후대 아비달마 논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작이다’ ……. … 현대 불교학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과거의 스님들은 대부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며, 우
리가 신봉하는 불교 교리는 모두 가짜가 되고 만다.(김성철 2001, 212)

인용문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모두 명목적 진정성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다. 인용문에서 말한 불교학이
성전의 저자를 특정한다든가, 사상적 맥락을 밝히는 행위야말로 불교성전이라는 작품의 명목을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용문처럼 성전이 밝히고 있는 저자와 실제 저자가 다르다는 점 하나만으로,
명목적 진정성에서 작품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건 잘 없는 일이다. 왜냐면 명목이라는 것은 저자 하나만
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고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능엄경(楞嚴經) 이 광저우(廣東)의 북종선승(北宗禪僧)이 저작한 것이든, 원각경(圓覺經)
이 종밀(宗密)의 저술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들 성전이 다른 성전에 비해서 명목적으로 진정하
다고 판단되기는 Ⅰ에서 알아본 것 처럼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친설도, 법성도 비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경전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다.8) 이런 점에서 오히려 정말로 존재하는 명목(名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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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특정이 아니라, 능엄경 이 천여 년 동안 선종(禪宗)을 지탱해온 사실이며, 원각경 이 화엄종(華
嚴宗)의 교과서였다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이다.
즉 작품의 명목이라는 건 작품의 저자, 작품의 사회적 배경, 작품의 사상적 배경, 작품의 후대 영향 등
여러 측면이 다 비평을 위한 사전준비이자 미적 판단을 위한 명목으로 동등하다. 작품의 저자는 명목적
진정성을 밝히기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게다가 작품의 명목 중, 저자라는 것은 특정인으로의 한정 이외에 저자의 의도 또한 포함된 개념이다.
특정 불교성전의 저자가 붓다가 아니더라도 그 의도에 대해서 –보통은- 저자가 확신에 찬 붓다와의 동질
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이 저자의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입장을 붓
다의 사회적, 사상적 맥락에까지 일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자성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앨런 콜(Alan Cole)이 초기 대승경전의 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저자들의 동기는 완전히 소박하게 자선적이지는 않더라도 꽤 따뜻한 것으로 보인다.”(Alan Cole 2005,
344.) 정도로 비평한 것이 불교 교리에 대한 공격이진 않을 것이다.
사실 불교성전의 명목적인 사항이 100% 선명하게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진정하게 고려
되어야 할 요소들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명목적 진정성을 밝히는 것은 미학적 감상의 자세로서 무관심성
(無關心性)의 태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명목적 진정성에서 비추어 볼 때, 불교성전의
감상에서 저자는 –명목으로도 존재하지 않기에- 괄호처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9) 오
히려 저자성의 문제에 끄달려 현대불교학의 성취를 과격하게 거부하는 것이 도둑이 제 발 저린 현상 아닐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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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분과 발표 4]

중국 남북조시대의 국가불교 이해에 대한 재검토

김보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차 례>
Ⅰ. 남북조시대 국가불교에 대한 종래의 이해
Ⅱ. 남조 불교정책의 국가불교 성격 검토
Ⅲ. 북위시대 불교비의 문제
Ⅳ. 돈황본 교단제규 에 나타나는 불교교단의 국가저항적 태도

Ⅰ. 남북조시대 국가불교에 대한 종래의 이해
역사적으로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는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인도
불교와 중국불교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양자의 차이로 꼽는 것이 종교와 국가의 관계이다. 본래 인도는
바라문 계급이 왕보다 우위에 있는 카스트제도의 영향으로 종교가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큰 ‘교주왕
종(敎主王從)’의 형태였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의 출가자 집단인 승가는 그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을 국가로부터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왕주교종’으로 종교자 또한
황제의 치하에 속하는 백성이었고 종교는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적 차이 때문에 중국불교는 불법의 원활한 홍포를 위해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중국불교의 특징을 가리켜 ‘국가불교’라고 칭한다.
중국불교 분야에서 저명한 연구자인 가마타 시게오(鎌田茂雄)는 이런 국가불교에 대해 “중국불교가 이
룩한 최대의 역사적 유산은 국가불교의 형성, 즉 국가권력에 봉사하는 불교교단이나 불교교리를 성립시
켰다는 것”(鎌田茂雄[1984]1992, 19)이라 설명한다. 그는 아마 이처럼 국가불교를 중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중국불교사 시리즈의 서장 제1절의 도입부에 ‘국가권력과 중국불교’
항목을 두었을 것이다. 가마타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교가 이렇게 국가지배체제와 결합하여 국가적 색체
를 농후하게 띠기 시작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북위(北魏, 386-534)시대부터라고 한다.(鎌田茂雄
[1984]1992, 21)
실제로 위서(魏書)

석로지(釋老志) 에는 북위 초대 황제인 도무제(道武帝) 때 사문 법과(法果)가 도

인통(道人統, 이후 사문통沙門統으로 개칭)에 임명되어 승려들을 통제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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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도인통은 불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관청인 감복조(監福曹, 이후 소현조昭玄曹로 개칭)의 장
관이므로 북위 건국 초기부터 승관제(僧官制)가 설치되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불교교단을 통제하
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위의 승관제는 중앙에 감복조와 그 장관인 도인통, 차관 격인 도유나(都維
那)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 각 주에는 그 분서라 할 수 있는 승조(僧曹)가 있어 그 장관에 주(州)사문통이
임명되는 조직체계를 취하고 있었으므로(塚本善隆, 1974b, 76) 전국의 승려들을 체계적으로 통솔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북조불교는 ‘제왕즉여래(帝王卽如來)’ 사상 역시 현격히 드러나는데, 법과는
언제나 “태조는 명철하고 불도를 좋아하므로 바로 당금(當今)의 여래이다. 사문은 당연히 예를 다해야만
한다.”2)고 말했다고 한다. 또 운강석굴의 제16굴부터 20굴에 걸쳐서 문성제(文成帝) 이전 다섯 황제의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석굴이 조성된 것(藤堂恭俊 塩入良道, 1975, 149-150)도 제왕즉여래 사상의
표출이다. 이 제왕즉여래 사상은 국가가 불교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불교의 특징이 현저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조불교의 특징들은 분명히 앞서 가마타가 정의한
“국가권력에 봉사하는 불교”라는 국가불교 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이며, 이런 특징은 북위 분열 이후 동위
(東魏) 북제(北齊)와 서위(西魏) 북주(北周)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이렇게 북조불교를 국가불교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다만 여기서 논자가 다소 동의하기 힘든 점은 남북조시대 국가불교를 논할 때 많은 선행연구들이 남조와
북조를 대비시켜서 북조불교는 남조에 비해 국가불교 색채가 굉장히 강하였고, 이에 반해 남조불교는 국
가불교 성격이 희박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대목이다. 즉 남북조 불교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자 지나치게 양자를 대립적 입장에 놓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보면, “국가권력이 비교적 미약했던 남조에서는 왕법에 대한 불법의 독립성을 주장
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동진(東晋)시대의 혜원(慧遠)은 불교도들의 출세간성을 강조하여 사문불경왕
자론(沙門不敬王者論) 을 지었다. 이에 반해 호족지배의 국가였던 북조에서는 불법과 왕법의 대립이라는
자각도 없이 불교도는 지배자와 결속하여 상호이용의 관계를 맺었다.”(鎌田茂雄[1984]1992, 21)라고 하
거나, “이런 생각[법과의 제왕즉여래]은 한족 왕실의 지배 하에서 강력한 정권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사
문불경왕자론 을 주장했던 강남불교와는 매우 다른, 북조불교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다.”(藤堂恭俊 塩
入良道, 1975, 142), 계속해서 “북방의 승단은 비중국계의 탁발족에 의해 정복된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남방의 승려들과 같은 독립적인 위상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포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들은 정복한 지배자의 힘과 의지에 의존해야만 하였다.”(Ch’en[1964]1991, 165-166), 또 “세속의 권력
과 교권의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북쪽의 불교도가 취한 방식은 남쪽의 혜원이나 그의 후
계자들이 취한 방식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강남의 불교도는 귀족적 정권이나 사회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러나 화북의 불교도는 독재 정권과 거래해야만 했다. 북위에서는 부처의 화신으로 통치하는 황제
를

섬김으로써

불교도의

충성심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식의

소박한

고안을

해냈

다.”(Wright[1971]1994, 85), “남조불교가 청담사상에 젖어 있는 귀족의 현학적 취미에 상응하면서 군
주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문불경왕자의 입장을 지닌 귀족불교의 색채를 갖춘 데 비해서, 북위불교는 군
1) 魏書 卷114, 釋老志 ; 塚本善隆(1974a, 153)
2) 魏書 卷114, 釋老志 ; 塚本善隆(1974a, 155)

- 181 -

대회 2일차 | 불교분과

주권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군주를 현세의 여래(불타)로 숭배하는 국가적 색채를 강하게 갖추었
다.”(이영석, 2010, 83)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이 남조와 북조의 국가 불교 간 관계를 극명히 대비시
킨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북조불교는 제왕즉여래 사상, 불교교단 통제를 위한 승관제 실행 등의 특징
을 지녔기에 국가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남조는 불교교단이 국가로부터 독립
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산혜원이 사문불경왕자론 을 지어 불교승려
의 출세간성을 주장하였고, 이 영향이 후대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즉 앞선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혜원의 사문불경왕자론 저술과 그 영향, 그리고 북조에 비해 남조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했다는 점,
이 2가지 원인만을 근거로 남조는 국가불교 성격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북조의 국가불교 특징들을 남조불교에 대입하였을 때 남조 역시
국가불교 성격에서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북조불교를 국가불교라고 규정지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하므로 이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살펴보도록 하겠
다.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하나 짚어둘 점은 논자가 기존 선행연구들의 견해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
다. 다만 남조와 북조의 국가불교 성격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칫 남조는 국가불교 성격
이 전혀 없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이를 엄밀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
이며, 선행연구들의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엄밀하게 남북조불교를 연구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Ⅱ. 남조 불교정책의 국가불교 성격 검토
우선 제왕즉여래 사상이다. 제왕즉여래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불교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
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불교의 특징이 뚜렷하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
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봉불왕으로 유명한 양무제(梁武帝)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신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리와 계율의 실천에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특히 양무제는 재위 시절 승려들이 술과 고
기를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단주육문(斷酒肉文) 을 발표하였는데, 그 글 가운데서 양무제는 이후 만약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어 여법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양무제 본인이 왕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3) 또한 양무제는 스스로 승관을 거느려 승려의 통제에 관여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백의(白衣)의 승정(僧正)이 되어 승려들을 계율로서 다스리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양무제는 이렇게 자
신이 직접 나서는 이유로써 “이것은 비록 법사의 일이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국왕에게도 역시 부촉하신
것이다”하여 스스로 정당성을 구하고 있다.4) 즉 양무제는 왕이 불교교단을 통제하는 정당성을 스스로 확

3) 廣弘明集 卷26, 斷酒肉文 (T52, p.297c).
4) 續高僧傳 卷5(T50, p.466b). 가마타에 따르면 양무제가 스스로 백의의 승정이 되는 근거를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에서 구한 것이
라는 견해를 제시한다.(鎌田茂雄[1984]1996, 209) 하지만 인왕반야경 은 오히려 위정자의 교단 개입을 거부하는 경전으로 가마타의
이러한 견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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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으로써 직접적인 교단 통제를 시도한 것이다. 양무제 스스로 교단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서 교단 통제의 정당성을 승려가 직접 제공한 북위와는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양쪽 모두 위정자가
불교교단을 통제할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다음으로 남조에서도 북위폐불이나 북주폐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국가차원에서 승려들의 출가
를 금하거나 환속시키는 등 사태(沙汰)를 단행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 집행으
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동진시대 환현(桓玄)은 402년 승려들의 사태를 명하였다. 당시 승려들 가운
데는 부역을 피하거나 죄를 짓고 도망칠 목적으로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지 않고 문란하고 사치스런 생활
을 하는 자들이 있어 폐해가 발생하자, 환현은 이런 자들을 조사하여 환속시키도록 명한 것이다.5) 유송
(劉宋)의 무제(武帝)도 420-422년 사이에 사태의 칙명을 내리는데,6) 이때도 환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려들의 폐단이 문제가 되어 사태가 이루어졌다. 유송 3대 황제인 문제(文帝)도 즉위하여 승려 2,000여
명을 환속시켜 부사(府史)로 삼았고,7) 435년에는 단양윤(丹陽尹) 소모지(蕭摹之)의 상소를 받아 불상과
사탑의 조성을 제한하고 승려를 사태하였다.8) 이어서 효무제(孝武帝)도 458년 당시 승려들의 폐해가 극
에 달하였으므로 승려를 사태하고 엄격한 처벌을 명한다.9) 이처럼 규모면에서 북조에 비할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일 뿐 국가차원의 불교교단 통제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남조 역시 불교정책
에서 국가불교 성격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남조의 승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라이트는 승관제의 확립이 북쪽의 특징적인 전
개라고 하였지만(Wright[1971]1994, 84), 실제로는 남조에서도 북조의 사문통과 같이 승정(僧正, 혹은
승주僧主) 제도를 두어 불교교단을 통제하였다. 또 북위의 승관제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처
럼, 남조의 승관제 역시 중앙에는 도읍승정(都邑僧正)이나 경읍승주(京邑僧主) 등으로 불리는 중앙 승정과
승도(僧都) 혹은 간간히 도유나라고도 불린 차관을 두었으며, 주요 지방 거점에는 주승주(州僧主)를 설치
하였다.(山崎宏, 1942, 481-494) 야마자키 히로시(山崎宏)에 따르면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이미 동진시
대에 승관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므로 승관제 창설의 시기만 놓고 보면 북위와 비슷하거나 오히
려 더 빠를 수도 있다. 남조 역시 분명히 승관제라는 국가불교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Ⅲ. 북위시대 불교비의 문제
다음으로 북조불교를 국가불교라고 규정하였을 때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불교가 국가
지배체제와 결합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국가불교라고 한다면, 북위시대 빈번하게 발생한 불교비(佛
敎匪)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 따른다. 불교비는 불교적 신앙이나 지식과 결합된 무리들이 일으
킨 국가 반란적 성격의 비적(匪賊)을 의미한다. 북위시대에 이러한 불교비는 건국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낙양 천도 전후를 기준으로 천도 이전인 평성 시대에 4건의 반란, 천도 이후 낙양 시대에 6건
5)
6)
7)
8)
9)

高僧傳 卷6(T50, p.360b).; 弘明集 卷12, 廬山慧遠法師與桓玄論料簡沙門書 (T52, p.85a-b).
廣弘明集 卷24 沙汰僧徒詔 (T52, p.272b).
宋書 卷45, 列傳 第5.
宋書 卷97, 列傳 第57.
宋書 卷97, 列傳 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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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란, 도합 10건의 불교적 반란의 기록이 전하고 있다.10)
10건의 불교비는 발생 지역, 원인, 규모 등이 다양한데, 402년 사문 장교(張翹)의 난처럼 특정 부족민
들이 중심이 되어 북위정권에 반기를 든 경우가 있는가 하면, 481년 사문 법수(法秀)의 난처럼 한인 및
호족 관리도 참가하여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515년에는 북위의 종교반란 가운데
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 사문 법경(法慶)의 대승적(大乘賊)의 난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계속된 전쟁과
흉년 등으로 기아와 수탈에 허덕이던 농민 5만 여명과 불교가 급팽창하면서 발생한 교단 내 불량분자들
이 결합하여 봉기한 불교비다. 이 대승적의 난은 북위정권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기성의 불교교단에 대
해서도 사원 파괴 등의 행위로 반감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불교비 가운데는 부족 반란, 농민봉기 등 사문이 주도했다고 보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든 불교비의 전면에 승려의 이름이 내세워져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승적의
난처럼 국가와 더불어 기성의 불교교단에까지도 적대감을 드러낸 대규모의 불교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 승려들 사이에서도 국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았음을 예상케 한다. 특히 대승적
의 난의 원인에 대해서 츠카모토 젠류(塚本善隆)는 오랫동안 승관의 독재적 통제에 대한 승려들 사이에서
의 반감, 구체적으로 북위 승관제의 최고 지위인 사문통은 불교 부흥 이후 오랫동안 양주(凉州) 출신의 승
려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계통의 승려들이 반감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塚本善隆,
1974b, 159) 츠카모토와 마찬가지로 가마타도 불교비의 원인으로 관료와 결탁해 특권계급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지배층 승려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반 승려들과 굶주림과 압제에 저항한 농민들이 함께 봉기한
것으로 바라본다.(鎌田茂雄[1984]1996, 380-381)
그렇다면 북위시대 불교비의 문제는 불교가 국가에 봉사한다는 국가불교 개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빈번한 불교비의 발생은 국가의 교단 개입에 대해 불교교단 내에서도 저항적 태도가 있었다고 이해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즉 북위시대 불교는 불법의 홍포를 위해 국가에 협력하고 그 지배하
에 예속되는 한편, 그러한 예속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도리어 국가에 저항하는 움직임 역시 존재
하였던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Ⅳ. 돈황본 교단제규 에 나타나는 불교교단의 국가저항적 태도
마지막으로 북조에서 국가의 불교교단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강력히 거부하던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문헌이 존재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츠카모토가 돈황사본모지방불교교단제규(燉煌寫本某
地方佛敎敎團制規) (이하 돈황본 교단제규(敎團制規) )라고 임시로 이름 붙여 학계에 소개한 돈황사본으
로 북위 이후에 화북지방의 승단에서 제정된 규칙을 담고 있는 승제(僧制)이며, 전반부와 후반부는 결여
되어 제4-19항의 총 16조항이 남아 있다. 츠카모토에 따르면 이 문헌의 서사연대는 미상이지만, 서체나
내용상으로 추정해보면 서위(西魏, 535-556)나 북주(北周, 557-581)시대의 것으로 보이며 아마 화북의
섬서(陝西)성이나 감숙(甘肅)성 지방에서 행해진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塚本善隆, 1975, 287-289)
10) 북위시대 불교비에 대해서는 塚本善隆(1974b, 141-185)이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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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를 연구한 모로토 타츠오(諸戶立雄)는 돈황본 교단제규 의 모든 조항을 분석하고서 이 문헌
의 가장 특징적 성격으로 “이 제규를 통해 일관되게 엿보이는 것은 필시 북위의 것으로 보이는 승관제나
승려의 명부를 세우는 것(僧尼立籍) 등, 국가 권력의 교단으로의 개입에 대한 강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諸戶立雄, 1990, 92) 즉 북조시대 국가의 교단 개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이 승제에 담
겨있다는 것이다.
관련된 핵심 조항을 보면, 제13항 ‘승가 강유의 행법(僧綱維行法)’은 승가 내에서 소임을 보는 자들의
종류와 행법을 경율에 의거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승가 내에 쟁사가 발생했을 때는 경율에
의해 평정한 마음으로 판단해야만 하며 세속처럼 폭력을 휘두르거나 관부(官府)에 소송해 옳고 그름을 판
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승가의 쟁사는 세속법이 아닌 경과 율에 의거한 승가의 법으로 자율적으
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세속법이 교단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승려의 명부를 세우는 것 역시 본래 정법이 아님을 지적한다. 북위 정권에서 472년 명부에 없
는[無籍] 승려의 단속 명령과 거듭 486년에 각 사원에서 승려들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칙명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국가의 손에 의해 승려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부당하다고 여기
며 반대하는 것이다.(諸戶立雄, 1990, 82)
다음으로 제14항 ‘사원 강유의 행법(寺綱維行法)’은 사원의 삼강(三綱), 즉 상좌(上座) 사주(寺主) 유
나(維那)에 관한 것으로 우선 삼강의 선출은 사원의 승려와 재가자가 함께 논의하여 선발해야하고, 또
마하승기율 을 인용하여 사원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것은 승려들의 외출에 관한 내용인데, 승려가 주(州) 바깥으로 나갈 경
우에는 승가의 허락을 얻은 뒤, 삼강에게 외출증을 받아서 나가야 하며 혹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증
명서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위 정권은 당시 민간을 떠도는 승려 가운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증가하자, 472년 조칙을 내려 승관이 발급한 공문서를 지닌 자만 유행(遊行)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 돈
황본 교단제규 의 규정은 사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한 삼강이 외출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즉
승려의 외출 문제를 국가에 의한 규제 대신 교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것도 북위
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규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諸戶立雄, 1990, 87)
모로토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헌의 제정 시기와 시행 지역을 북위가 동서로 나뉘고 불교의 본
류가 동위로 이동하며 승관제가 약화된 서위시대, 수도 장안에서 멀리 떨어져 국가통제가 미치기 어렵고
자주적인 운영이 행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감숙성의 한 지방, 특히 돈황 지방일 것으로 추정한다.(諸戶立
雄, 1990, 94-95) 처음에 츠카모토가 이 문헌을 서위나 북주시대 섬서성이나 감숙성에서 실행되었을 것
이라고 추정하였는데, 모로토 역시 보다 상세한 논구를 통해 서위시대 감숙성 지방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종래 남북조시대 국가불교에 대해서는 남조 대 북조의 대립구도로 이해되어온 경향이 적지 않다. 하지
만 남조 또한 북조와 동일하게 승관제의 실행, 국가의 지속적인 교단통제, 위정자의 교단통제 의지 등 국
가불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국가불교의 성격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의 교단개입에 대
한 저항의식이 현격히 나타나는 돈황본 교단제규 라는 승제의 존재는 북조불교를 국가불교라고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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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일반적 시각에 분명 반하는 것이며, 중국 남북조시대 국가불교에 대한 이해에 재고의 필요성을 던져준
다. 불교비의 문제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남북조시대 국가불교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았고 복잡한 양
상을 띠고 있었으므로 이분법적 도식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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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례분과 발표 2]

大倧敎 圓佛敎의 제천의례와 易學的 의미

박광수 임병학 (원광대)

<목 차>
1. 대종교의 제천의례와 단군신화 수용(삼신일체 신앙)
1) 선의식(䄠儀式)의 전개와 상징체계
2) 단군신화의 역학적(易學的) 이해
2. 원불교의 법인기도와 팔괘기(八卦旗)
1) 법인기도의 전개와 제천의례적 성격
2) 팔괘기와 주역 의 팔괘도(八卦圖)

1. 대종교의 제천의례와 단군신화 수용(삼신일체 신앙)
1) 선의식(䄠儀式)의 전개와 상징체계
홍암(弘巖) 나철(羅喆, 본명 寅永 1863～1916)은 1909년 ‘단군교(檀君敎)’를 세우고, 1910년 조선이
일본제국에 병합되어 식민지 통치를 당하자 교명을 ‘대종교(大倧敎)’로 바꾸어 단군신앙운동을 전개하였
다.
홍암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백봉(白峯)의 단군신앙을 수용하고 새롭게 삼신일체(三神一體) 신
앙의 교리체계를 정립해 나갔다. 그는 단군신화를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천신(天神)이 인간 세상에 화현
한 성스러운 종교적 사실이며, 단군의 고조선사(古朝鮮史)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여 민중적 참여가 이루
어지는 제천의례를 행하였다.1)
홍암의 선의식 제천의례는 단군을 중심한 삼위일체신앙을 정립하고 종교의 종교적 의례의 기능을 강화
하는 터전이 되었다. 홍암은 제자들과 함께 1916년 8월 4일(음) 서울 경성역(京城驛)을 출발하여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三聖祠) 향하였으며, 8월 15일(음)에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선의식을 거행한 후, 순명
삼조(殉命三條)와 여러 유서를 남기고 폐기법(閉氣法)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1) 박광수, 대종교의 단군신화 수용과 제천의례의 체계 연구 , 종교교육학연구 제29집,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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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에서 홍암이 행한 선의식은 자신의 마지막 의례이며, 종교 제천의례의 표준이 되고 있다.2) 홍암
의 선의식은 군주 중심의 제천의례를 민중참여의 제천의례로 복원한 것이며, 성속의 체계를 중심으로 종
교적 금기사항,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의 요소들 이 담겨 있다. 또한 선의식을 거행한 후 홍암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제천의례의 희생제의적 성격을 보여준 것이다.3)
먼저 대종교의 선의식에 나타난 종교적 금기를 고찰해보면, 홍암은 제천의례를 행할 때 고대로부터 전
해 내려오던 ‘팔관재(八關齋)’, ‘구서(九誓)’, ‘삼법(三法)’ 등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홍암이 언급한 ‘팔
관재’에는 고려 때에 임금과 백성이 한 가지로 한얼께 제사하는 의식으로 여덟 가지 허물 곧 ‘생물을 죽이
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음란하는 것, 망령되게 말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높은 평상에 앉는 것, 비단옷을
입는 것, 함부로 듣고 봄을 즐기는 것’들을 금하자는 예식이 담겨 있다.4)
다음은 의례의 성시(聖時)와 성소(聖所)의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성시(聖時)의 상징성 제천의례를 집
행함에 홍암은 음 8월 15일 추석 자시(子時)가 끝나고 축시(丑時)가 시작되는 새벽 1시에 ‘선의’라는 이름
으로 의식절차를 갖추어 천제를 봉행하였다.5) 그는 성스러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종실록 에서 단군(檀君)에게 제사한 일시와 일치한다.
한편 성소(聖所)의 상징성 홍암이 구월산 삼성사를 제천의례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단군의 역사성과 종
교적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는 중광가(重光歌) 에서 백두산(白頭
山) 보본단(報本壇), 마니산(摩尼山) 제천단(祭天壇), 삼위(三峗) 즉 구월산을 언급하고 있다.6)
홍암이 자신을 희생하는 제의장소로 구월산 삼성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단군이 신이 되
어 다시 하늘로 복귀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선의식의 제천의례를 통한 홍암의 죽음은 천신과 하나되는 과
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가와 민족의 근간인 단군신앙이 위기를 당하게 되자, 홍암은 단군이 어
천(御天)한 장소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인류의 무거운 죄를 대신 갚고 새로운 평화의 개벽시대
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천의례의 희생제의적 성격이다. 홍암은 1916년 음 8월 15일 선의식을 거행한 후 거처에
돌아와 폐기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
으며, 종교가 대도(大道)로서 크게 펼쳐지고 중생이 널리 구제(弘濟)되기를 기원하며 죽음을 선택하였다.
홍암의 희생은 종교를 위해서, 한배검을 위해서, 그리고 천하동포의 죄를 대신 받고자 이루어진 것이기

2) 노 길명은 종교 선의식에 한 종교 사회학적 측면에서 제천의례의 구성과 사회적 기능에 한 분석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반면, 정
경희는 제천의례를 선도수행을 위한 의례적 행위로 보고 있다. 의례에 참여하는 이들이 형식, 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환인환웅단군
등 삼신을 대상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제천의례를 행함으로써 인간내면의 삼진(三眞)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 이욱은 종교의
선의식과 단군의례 에서 선의식의 역사적 변천에 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다. 종교 선의식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적 변화, 의례과정,
진설 및 제기의 사용 등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박광수, 앞의 논문, 43쪽.)
3) 박광수, 한국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 집문당, 2012, 391쪽.
4) 목욕재계하여 새 옷을 갈아입어 육신의 청결과 정성스러운 마음의 자세를 중요시 여겼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다. 그가 남긴 유(密諭) 에서도 금기사항에 한 내용이 나타난다. “진실한 정성은 일찍이 팔관(八關)의 재계(齋誡)가 있었으
며, 두터운 풍속은 또한 구서(九誓)의 예식을 전하고, 삼법(三法)을 힘써 행하여 먼저 욕심 물결의 가라앉힘을 도모하며, 한 뜻을 확실
히 세워 스스로 ‘깨닫는 문(覺門)’이 열림을 얻게 하라.”고 했다.
5) 신철호, 한국중승종교 교조론-홍암 라철 대종사 , 대종교총본사, 1992, 12-16쪽.
6) 역사적으로 보본단(報本壇)은 발해(渤海)때에 제천한 곳이며, 강화섬에 있는 마니산 참성단(塹城壇)은 제천의례의 성지로 여겨지는 중요
한 장소이며, 구월산 삼성사(三聖祠)는 단군사당이 있으며 제천의례를 꾸준히 행해오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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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속(代贖)적 희생제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7) 종교의 구원관은 구원의 주체와 상에 한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 홍암이 천하 동포의 죄를 대신 받고자 한 점에서 그가 행
한 선의식은 대속적 희생의 의미라 하겠다.
삼신일체인 단군에 대한 절적 신앙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를 통한 성속일치의 과정, 수행을 통한 궁
극적 존재와의 합일 등 동양의 신인합일(神人合一)적 요소가 교리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단군신화의 역학적(易學的) 의미
대종교의 신사기 는 삼국유사 나 제왕운기 의 단군과 한민족에 집중된 역사관보다는 규원사화
의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포괄적인 역사관을 담고 있다.8) 대종교경전 의 환인과 환웅에 한 기본적인 설
명은 규원사화 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홍암은 기존 사서(史書)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에 전승되던 규원사
화 의 단군신화를 수용하고, 삼일신고 와 신사기 등의 교서를 중심으로 새롭게 단군사상을 체계화하
였다. 대종교의 단군전승은 천신(天神)뿐만 아니라 지신(地神)과 인간(人間)의 혈연적 관계, 곰과 호랑이
의 토템적 신앙, 신단수 등 성속을 구분 짓는 종교적 상징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대종교의 단군신앙과 사서(史書)의 단군에 대한 기록들이 차이는 있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원
리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易學的)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 이에 단군신화
의9) 내용을 역학적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단군신화의 세계는 삼원적(三元的) 구조를 갖고 있다. 단군신화의 내용 자체가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환웅의 신표(信標)를 천부인(天符印) 세 개로 표현한 점, 그가 거느리는 신이 풍백(風伯), 우
사(雨師), 운사(雲師)의 세 신(神)이라는 점, 그리고 이십일일(二十一日)을 기삼칠일(忌三七日)이라 하여,
삼(三)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삼원적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원적 구조는 주역 의 천지인(天地人) 삼재지도(三才之道)의 논리와 만나게 된다.10) 삼원적세계가 삼
세(三世), 삼재(三才)로 드러난다는 것은 삼원이 삼재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설괘 제2장에서도 ‘성인
이 주역 을 지음에 천도(天道) 지도(地道) 인도(人道)를 세우고 그것이 모두 둘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섯
효로 역(易)이 완성된다.’11)라고 하여, 주역 의 진리를 삼재지도로 논하고 있다.

7) 신형유훈(神兄遺訓) , 종교경전, 837쪽.
8) 특히, 대종교의 신사기 에는 인간의 기원을 나반(那般)과 아만(阿曼)이라는 한 사나이와 한 여인이 짝을 이뤄 그 자손이 나뉘어 황인
종백인종흑인종홍인종남색 인종 등 다섯 빛깔의 종족이 되었으며, 가장 큰 종족인 황인종은 다시 양족(陽族), 간족(干族), 방족(方族),
견족(畎族) 등 네 종족으로 나누어졌다고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류창조 신화는 규원사화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사기 ,
제1장 조화의 내력 참조.)
9) 三國遺事 , 古朝鮮條.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檀君王儉, 立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
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
化爲人. 時神遺靈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女身, 虎不能忌, 不得人身.
熊女子, 無與爲婚故, 每於神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都平壤城, 始稱朝鮮.”
10) 周易 , 繫辭下 , 제10장,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
也.”
11) 周易 , 說卦 , 제2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立天之道曰陰與陽, 立地之道曰柔與剛, 立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
而兩之, 故, 易, 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 易, 六位而成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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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신화에서 언급되는 천(天)과 지(地) 그리고 인(人)은 물리적인 인간과 하늘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은 형이상의 원리의 세계이자 신의 세계이
며, 지는 형이하의 사물의 세계이고, 인은 윤리의 세계, 가치의 세계이다. 그것을 삼재적(三才的) 관점에
서 나타내면 천성(天性)과 지성(地性)이 인성(人性)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그것을 정역(正易) 에서
는 삼극(三極)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하늘은 무극(无極)으로, 땅은 태극(太極)으로, 그리고 인간은 황극
(皇極)으로 규정하였다.12)
주역 의 천지인 삼재지도는 서로 체용(體用)의 관계로 천도(天道)가 본체가 되면 지도(地道, 人道 포
함)가 작용이 되고, 지도가 본체가 되면 인도(人道)가 작용이 된다. 또 인도의 작용을 통해 천도와 지도가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에 삼재지도는 인도로 집약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단군신화에서 천신(天神)과 지
물(地物)이 혼인하여 대인(大人) 단군이 탄생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단군신화가 문자의 형식을 통해 서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웅과 곰의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數)로써 표현하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는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 이러
한 수를 일반적인 계량수와 구분하여 철학적 원리를 표상하는 이수(理數)라고 한다. 이것은 단군신화 전
체가 사상을 담아내는 일종의 상징체계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수는 ‘무릇 인간의 삼백육십 나머지 일을 주관하며’13)의 삼백육십(三百
六十)과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14)의 백(百)과 ‘삼칠일을 꺼리면’15)의 삼칠(三七)이다.
먼저 삼백육십과 백일의 이수적(理數的) 의미를 보면, 주역 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중천건괘(重天乾卦)의 책수는 이백일십육(二百一十六)이고 중지곤괘(重地坤卦)의 책수는 백사십사
(百四十四)이다. 모두 삼백육십(三百六十)이니 1년의 기수에 해당되고”16)

삼백육십은 건책수(乾策數) 이백십육과 곤책수(坤策數) 백사십사를 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책수는
하늘의 작용수로 양효(
땅의 작용수로 음효(

)의 책수 삼십육에 육효(六爻)를 승(乘)하여 이백십육(216)이 되고, 곤책수는
)의 책수 이십사에 육효를 승하여 백사십사(144)가 되는 것이다.17) 삼백육십은

하늘과 땅의 작용을 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역 에서는 삼백육십을 대일원수(大一元數) 삼백(三百)과 무무위수(无无位數) 육십(六十)으로 나누고
있다.18) 이 삼백와 육십을 삼재적(三才的) 구조로 분석하면, 각각 백수와 이십이 드러난다. 이 백을 일원
12)
13)
14)
15)
16)

正易 , 第一張. “擧便无極十, 十便是太極一, 一无十无體, 十无一无用, 合土居中位, 五皇極.”
단군신화 ,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단군신화 , ‘不見日光百日’
단군신화 , ‘忌三七日’
주역 , 계사상 , 제9장, “乾之策, 二百一十有六, 坤之策, 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 二篇之策, 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
物之數也.”
17) 양효(
)와 음효(
)의 策數를 얻기 위해서는 天道의 기본 작용인 四象을 乘하게 된다. 책수가 四象을 기본으로 도출되는 것은
앞의 대연지수에서 논한 바와 같이 天道의 작용이 四象이고, 四象이 易學을 완성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양효(
)의 책수는 九에
四(四象)를 乘하면 三十六(36)이 되고, 음효(
)의 책수는 六에 四를 乘하면 二十四(24)가 된다.
18) 正易 , 十五一言 第十七張～第十八張, 九九吟. “三百六十當朞日, 大一元三百數, 九九中排列. 无无位六十數, 一六宮分張, 單五歸空,
五十五點昭昭. 十五歸空, 四十五點斑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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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一元數)라고 하며, 이십을 무위수(无位數)라고 한다. 이 무위수와 일원수는 체용(體用)의 관계이며, 무
위수는 천지를 나타내는 십오(十五)와 그 작용성을 나타내는 오(五)의 합덕수(合德數))이다.19)
무무위수 육십에서 오를 귀공하면 오십오가 되고, 십오를 귀공하면 사십오가 된다고 한 것은 주역 의
하도(河圖) 오십오와 낙서(洛書) 사십오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수를 합하면 백(百)이 되기 때문에 일원수
가 된다. 하도와 낙서는 주역 의 수리를 논하는 근본으로 단군신화의 수리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대종교 경전인 회삼경 에서도 직접 하도와 낙서의 도상을 그리고, “선천의 셈은 하나로 비롯하여 다
섯으로 중간이 되고, 아홉으로 마치며, 후천의 셈은 둘에서 비롯하여 여섯으로 중간이 되고 열에서 마치
나니, 그러므로 하나 다섯 아홉은 세 홀수라 하고, 둘 여섯 열은 세 짝수라 하느니라.”20)라고 하여, 선천
과 후천으로 그 철학적 의미를 논하고 있다.
또한 삼백육십(三百六十)의 수리는 대종교의 경전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회삼경 에서는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홀수는 가지런하지 않고 짝수는 맞서니,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어긋지고 맞서는 것은 합하는지
라, 그러므로 세 짝수가 태초에 맞게 합하는 도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두 번 불어 일흔 둘이 작은
모음이 되고, 여섯 번 불어 이백일십육이 중간 모음이 되고, 열 번 불어 삼백육십이 큰 모음이 되느
니라.”21)

삼백육십은 정역 의 기수(朞數)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정역 에서는 성인이 밝힌 사력(四曆)의 기수
에 대하여, “요임금의 기수는 366일이며, 순임금의 기수는 365¼일이고, 일부(一夫)의 기수는 375일로
375일에서 15를 존공하면 공자의 기수인 360일이 된다.”22)라고 하여, 360일 역은 공자가 밝힌 정역(正
曆)이며, 366일 역과 365¼일 역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밝힌 양(兩) 윤역(閏曆)이고, 그리고 375일 역은
일부(一夫)가 밝힌 원역(原曆)임을 알 수 있다.23)
다음으로 삼칠(三七)의 의미를 고찰하면, 삼(三)은 그대로 삼원(三元), 삼재(三才)의 구조를 의미 한다
면, 칠(七)은 주역

지뢰복괘 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도를 반복하여 칠일에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기 때문이다.”24)
“쫓아가지 않아도 칠일 만에 얻는다.”25)

19) 이현중, 단군신화
20) 회삼경 , 제八장 세모움, “先天之數는 始一中五하야 而終於九하고, 後天之數는 始二中六하야 而終於十하나니, 故로 一五九를 謂之
三奇오 二六十을 謂之三耦라.”
21) 회삼경 , 제八장 세모움, “奇則不齊하고 耦則待對하니 不齊者는 差하고 待對者는 合이라 故로 三耦ㅣ 爲太元會合之度하나니라. 故
로 二衍而七十二ㅣ 爲小會하고 六衍而二百十六이 爲中會하고 十衍而三百六十이 爲大會하니라.”
22) 金恒, 正易 , 十五一言 , 第六張～第七張, “帝堯之朞는 三百有六旬有六日이니라 帝舜之朞는 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이니라. 一夫
之朞는 三百七十五度니 十五를 尊空하면 正吾夫子之朞로 當朞三百六十日이니라.”
23) 류남상, 주.정역경합편 , 도서출판 연경원, 2014, 214쪽 참조.
24) 주역 , 地雷復卦 , 彖辭, “反復其道七日來復, 天行也.”
25) 주역 , 重雷震卦 , 六二爻辭, “勿逐, 七日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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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은 하늘의 운행 도수(度數)로 쫓아가지 않아도 돌아오는 것이라 하였다. 삼원적 구조와 칠일의 운행
을 승(乘)하면 이십일(二十一)이 되어, 무위수 이십(二十)과 일태극(一太極)의 일(一)이 드러나게 된다.
위에서 고찰한 무위수 이십(二十)과 일원수 백의 관계를 작용을 중심으로 논하면, 이십수가 이십일(二
十一)수부터 작용하기 시작하여 백이라는 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백이라는 수는 작용
의 완성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수이며, 이십일은 그 작용이 시작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수이다. 그렇기 때
문에 곰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수가 백인데도 불구하고, 이십일일(二十一日)만에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26)

2. 원불교의 법인기도와 팔괘기(八卦旗)
1) 법인기도의 전개와 제천의례적 성격
원불교의 집단적, 종교적 의례의 전형적인 모습은 법인기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법인기도는 원불교 창
립 초기에 소태산과 그의 아홉 제자가 함께 일심(一心) 합력(合力)과 영육(靈肉) 쌍전(雙全)의 정신으로 영
광 길룡리에서 시행되었다. 소태산은 구인 제자들과 1919년 3월 26일(음력)에 기도를 시작하여, 10월 6
일까지 정확히 217(216)일간의 기도를 하였으며, 10일간 재계하면서 매월 6일인 음력 6일, 16일, 26일
에 기도를 거행하였다.27)
기도의 장소는 소태산이 제정한 십인(十人) 일단(一團)의 단 조직에 따라 구인 제자의 방위에 따라 중앙
봉을 비롯하여 팔방(八方)의 봉우리를 지정하였다. 중앙봉은 정산 송규, 옥녀봉은 건방(乾方)으로 일산 이
재철, 마촌앞산봉은 간방(艮方)으로 이산 이순순, 촛대봉은 감방(坎方)으로 삼산 김기천, 장다리봉은 진방
(辰方)으로 사산 오창건, 대파리봉은 손방(巽方)으로오산 박세철, 공동묘지봉은 이방(離方)으로 육산 박동
국, 밤나물골봉은 곤방(坤方)으로 칠산 유건, 설레방위봉은 태방(兌方)으로 팔산 김광선이 각각 맡아서 기
도하였다. 즉, 중앙봉을 비롯하여 팔방을 주역 의 팔괘(八卦)의 이름으로 방위를 정하였다.
기도의 진행은 구인 제자들은 각각의 기도처인 봉우리에 단기(團旗)인 팔괘기(八卦旗)를 세우고, 기도
식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향촉과 청수를 진설하고, 헌배와 심고를 올리고, 축문을 낭독한 다음 지정한 주
문을 독송하게 하였다.
법인기도에서 기도인 각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에 천지신명(天地神明)이 감응하였고, 음부
(陰府)공사(公事)가 판결났다고 한 것이다.28) 법인기도를 통해 하늘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제사
를 올린 결과이다. 이는 소태산의 사람과 하늘을 동일시 여기 이러한 사상은 유학의 전통적인 천인합일의
사상과 그 맥락을 같아하고 있다. 법인기도에 나타난 소태산의 신명(神明)사상이 신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신명적 존재임을 밝힌 것이다.29)
26) 단군신화에서 이십일(二十一)의 수는 한국철학에서 난생설화(卵生說話)로 이어지게 된다. 삼국의 건국신화가 모두 알에서 탄생되는 비
밀이 풀어지는 것이다. 알은 21일만에 부화되기 때문이다.
27) 박광수, 앞의 책, 415쪽.
28) 원불교 전서 ,
29) 박광수, 한국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 집문당, 2012, 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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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비 체험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죽음과 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주적 시간의 측면
에서 보면, 우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예견하고, 우주의 개벽을 열기 위한 문열이의 과정으로 법인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 또 개인과 사회의 새로운 정신적 생명의 탄생에 역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건국신
화인 단군신화에서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인고(忍苦)의 수행을 하는 것
과 같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정신적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소태산은 구인제자의 방위를 따라 중앙봉을 비롯하여 8방의 봉우리를 지정한 것은 우주 시방(十方)이
함께하는 성소(聖所)의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계
문(戒文)을 더욱 준수하며, 육신도 자주 목욕재계함으로써 청정함과 정성스러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였
다. 이는 하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바탕에 둔 것이다.
법인기도에 나타난 성속(聖俗)의 구조는 유학의 천지인(天地人) 삼재지도(三才之道)의 합일사상과 불교
의 법계(法界)사상, 그리고 한국 신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명(神明)사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하늘의 별자리 운행도수인 이십팔수(二十八宿)와 천제(天帝)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법인기도의 제
천의례의 성격은 분명하게 나타난다.30)
특히 소태산은 기도 봉우리에 단기인 팔괘기를 세움으로써 우주의 축과 하나가 됨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십인(十人) 일단(一團)은 불교의 법계인 시방세계(十方世界)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팔괘기(八
卦旗)와 팔방(八方)의 봉우리를 팔괘의 방위로 설정한 것은 유학의 천도(天道)를 수용한 것이다.31)
따라서 소태산이 주역 의 팔괘를 그림으로 구려 초기에 법인기도에 사용하였고, 원불교의 초기 조직
인 불법연구회 회기로 팔괘기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 문제는 법인기도가 하늘에 기도를 올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법인기도의 팔괘기와 주역 의 팔괘도(八卦圖)
원불교의 초기 조직인 불법연구회가 창립된 1924년(원기 9년)에 교단 활동의 출발을 선포하면서 팔괘
기를 회기(會旗)로 만들었고, 1940년대까지 불법연구회 행사에 사용하였다.32) 법인기도에 사용된 팔괘
기의 문양을 2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래와 같다.

30) 원불교 교사 , 제1편 개벽의 여명, 제3장 제생의세의 경륜, 4. 첫 조단과 훈련.
31) 박광수, 앞의 책, 431쪽.
32)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한 진리를 담고 있는 팔괘기는 일원상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일원팔괘도(一圓八卦圖)’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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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괘기는 팔괘가 배열된 것으로 주역 에서는 “역(易)이라는 것은 상(象)이니”33)라 하고, “팔괘(八卦)
가 배열을 이루니 상(象)이 그 가운데 있고”34)라고 하여, 주역 의 진리를 함축하는 역(易)은 상(象)인데,
팔괘가 배열된 팔괘도(八卦圖)에 상이 있다고 하였다. 또 계사상 에서는 “하늘에 있어서는 상(象)을 이루
고, 땅에 있어서는 형(形)을 이룬다.”35)고 하고, “상(象)을 이룬 것은 건(乾)이라 하고, 법을 본받는 것은
곤(坤)이라 한다.”36)라고 해, 상(象)은 건도(乾道), 천도(天道)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상(象)을 가지고 있
는 팔괘가 배열된 팔괘도에는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역학사에서 팔괘도는 소옹(邵雍, 1011～1077)이 주장한 복희선천팔괘도와 문왕후천팔괘도가 있으며,
정역 에서 주역

설괘 제6장을 근거로 그린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가 있다.

소강절은 설괘 제3장37)을 근거로 복희선천팔괘도를 확정하였다. 소강절의 설을 계승한 주역본의
(周易本義) 에서는 위 인용문의 팔괘에 대하여 “건남 곤북 이동 감서 진동북 태동남 손서남 간서북으로 진
에서부터 건까지는 순이 되고, 손에서부터 곤까지는 역이 된다.38)”고 하여, 팔괘의 방위를 확정하고, 또
복희팔괘차서 를 통해 팔괘에 1에서 8까지의 수를 배정하여 1건(乾,
(震,

) 5손(巽,

) 6감(坎,

) 7간(艮,

) 8곤(坤,

) 2태(兌,

) 3이(離,

) 4진

)을 논함으로써 복희선천팔괘도를 설명하고 있

다.39)
또 문왕후천팔괘도를 설명하고 있는 설괘 제5장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문장에서는 “상
제가 진괘(

)에서 나오고, 손괘(

극히 길러지고, 태괘(

)에서 가지런해 지고, 이괘(

)에서 말씀을 기뻐하고, 건괘(

)에서 서로 나타나고, 곤괘(

)에서 싸우고, 감괘(

)에서 지

)에서 수고롭고, 간괘(

)

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40)라고 하여, 팔괘의 작용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서 문왕팔괘도에
배치된 팔괘의 철학적 의미와 방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41) 설괘 제5장에서는 팔괘의 방위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팔괘를 그리면 문왕팔괘도가 된다.42)
문왕팔괘도가 천도의 사상작용을 표상하는 낙서와 결부되기 때문에 천도(진리)를 밝히는 주체인 진괘

33)
34)
35)
36)
37)
38)

주역
주역
周易
周易
周易
朱熹,

, 繫辭下 , 제3장, “易者, 象也.”
, 繫辭下 , 제1장, “八卦成列, 象在其中矣.”
, 繫辭上 , 제1장, “在天成象, 在地成形.”
, 繫辭上 , 제5장, “成象之謂乾, 效法之謂坤.”
, 說卦, 제3장,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數往者, 順, 知來者, 逆, 是故, 易, 逆數也.”
周易本義 , 伏羲八卦方位, “乾南坤北 離東坎西 震東北兌東南 巽西南艮西北, 自震至乾爲順, 自巽至坤爲逆.”

39)
40) 周易 , 說卦 , 제5장,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勞乎坎, 成言乎艮.”
41) 周易 , 說卦 , 제5장,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 離也者, 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 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 兌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 戰乎
乾, 乾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 水也. 正北方之卦也, 勞卦也, 萬物之所歸也, 故曰勞乎坎. 艮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
始也, 故曰成言乎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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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과 백성이 곧 하늘인 태괘(

)가 동서의 가로축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문왕팔괘도에서도 팔

괘의 괘상이 안에서 밖으로 향해있지만 그 합은 10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면의 인격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5를 귀체시키는 하늘의 작용으로 양과 양, 음과 음이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것이다.43)
다음으로 정역팔괘도는 설괘 제6장에 근거한 것이다.44) 소강절은 이 인용문을 제5장의 연장선에서
문왕후천팔괘도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45), 정역 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정역팔괘도을 완성하였
다.46)
정역팔괘도의 팔괘를 고찰해보면, ‘신야자(神也者)’의 신(神)은 10건(乾,
일치된 것이라 하겠고, ‘수화상체(水火相逮)’는 4감(坎,
풍불상패(雷風不相悖)’는 6진(震,
氣)’는 8간(艮,
특히 2천(天,

) 3태(兌,

) 1손(巽,

) 9이(離,

) 5중(中,

)이 완전 합덕

)가 서로 만나 합덕된 것이고, ‘뇌

)이 바른 위치에서 작용하는 것이며, ‘산택통기(山澤通

)가 기운이 통하여 합덕되는 것이다.47)

)과 7지(地,

)를 10건(乾,

)과 5중(中,

)의 안쪽에 배치하여 육효중괘인 중천

건괘(重天乾卦) ( , 2天十乾)와 중지곤괘(重地坤卦) ( , 七地5坤)의 괘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육효중
괘는 역도가 완성되고,48) 천인지 삼재지도의 음양이 합덕된 것을 표상하기49) 때문에 정역팔괘도가 음양
이 합덕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또 5곤(

)을 ‘5중’이라 함으로써 10건(

)과 5중(

)이 하도의 가운데

중수(中數)임과 하도와 정역팔괘도의 본체도수가 5임을 밝히고 있다.50)

42)
43) 文王八卦圖에서 八卦의 卦象이 밖을 보고 있는 것은 바로 陽은 陽과, 陰은 陰과 등을 대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다.
陽과 陽, 陰과 陰이 마주보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닌 것이다.
44) 周易 , 說卦 , 제6장,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 動萬物者, 莫疾乎雷, 撓萬物者, 莫疾乎風, 燥萬物者, 莫熯乎火, 說萬物者, 莫說
乎澤, 潤萬物者, 莫潤乎水,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 故, 水火相逮, 雷風, 不相悖, 山澤, 通氣然後, 能變化, 旣成萬物也.”
45) 周易本義 , 說卦 , 제6장 註, “亦用上章之說, 未詳其義.”
46) 柳南相, 임병학, 一夫傳記와 正易哲學 , 도서출판 연경원, 2013, 200쪽.

47) 柳南相, 正易思想의 근본문제 , 논문집 제7권 제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0, 248쪽.
48) 周易 , 說卦 , 제2장, “六畫而成卦.”
49) 周易 , 繫辭下 , 제10장,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
也.”
50) 重地坤卦 ( )에서는 “用六은 영원히 바른 것이 이롭다.”( 重地坤卦 , “用六, 利永貞.”)라 하고, 64괘의 각 효에서 陰爻(
)를 ‘初
)의 理數를 六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여섯 효가 모두 陰爻(
)인 重地
六, 六二, 六三, 六四, 六五, 上六’이라 하여, 陰爻(
坤卦 ( )는 陰陽이 합덕된 地德을 표상하는데, 그것은 河圖가 天地陰陽이 五를 본체로 合德된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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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팔괘도의 철학적 원리를 근거로 법인기도에 사용된 불법연구회의 팔괘기를 고찰하면, 먼저 주
역 의 문왕팔괘도와 불법연구회 팔괘기는 대략적으로 여섯 가지 입장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 불법연구회 팔괘기에 그려진 팔괘가 바라보는 방향이 문왕팔괘도와는 다르다. 문왕팔괘도는 안
에서 밖으로 향해 있지만, 불법연구회 팔괘기의 팔괘는 밖에서 안으로 향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대상 세
계(밖)로 향하는 것을 내 본성(안)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소태산의 가르침이 우리 내면의 본성 불성을 깨
우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통적으로 주역 에서 문왕팔괘도는 수(數)의 이치를 담고 있는 낙서(洛書)와 일치시키고 있다.
낙서는 1 9, 2 8, 3 7, 4 6, 5를 통해 하늘의 사상(四象)작용을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 대종경 과 원불교
교사 에서는 중앙의 상하(上下)와 팔방(八方)으로 나누어 십방(十方)을 밝히고 있다. 9수까지 표상한 문왕
팔괘도와 10수까지 드러낸 대종경 의 가르침은 철학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셋째, 조선의 유사종교 에 기록된 불법연구회 팔괘기는 중괘(重卦, 육효중괘)로 되어 있다. 팔괘기의
팔괘가 삼효단괘(三爻單卦)가 아니라 삼효가 중첩된 육효중괘(六爻重卦)를 사용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다. 단괘(單卦)는 천지인(天地人) 삼재의 구조를 표상한 것이라면, 중괘(重卦)는 삼재(三
才)의 작용원리를 표상한 것이다. 좌산(左山) 이광정은 불법연구회 팔괘기가 처음에는 64괘(중괘)로 만들
어졌다고 하였다.51) 문왕팔괘도에서는 중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넷째, 주역 에서 문왕후천팔괘도는 복희선천팔괘도(伏羲先天八卦圖)와 함께 역학의 선후천론(先後天
論)을 상징하는 팔괘도이지만, 불법연구회 팔괘기에는 이러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종사와 9인 선진의 기도봉에 팔괘(八卦)를 배치한 것이 문왕팔괘도와 전혀 다르게 되어 있
다. 9인 선진의 기도봉과 문왕팔괘도를 연결시키고 있지만, 9인 선진의 기도봉은 중앙과 팔괘를 기준으
로 나이 순서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연구회 팔괘기와 정역 의 팔괘도인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와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일원팔괘도와 정역팔괘도의 그림을 통해 다섯 가지 입장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 일원팔괘도와 정역팔괘도는 모두 팔괘 방향이 밖에서 안을 향해 있다. 복희팔괘도와 문왕팔괘도
는 모두 팔괘의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향해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복희팔괘도와 문왕팔괘도가 팔괘
가 대상 세계를 향해 있어서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이치를 위주로 밝히고 있다면, 일원팔괘도와 정역팔괘
도는 내 안으로 인간 본성의 세계를 향해 있어서 천지신명(天地神明)의 도덕적 원리를 위주로 밝히고 있
다.
둘째, 일원팔괘도와 정역팔괘도가 모두 팔괘이지만 십(十)수까지 표상하고 있다. 대종경 에서는 십방
(十方) 세계를 중앙의 상하와 팔괘의 팔방(八方)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이천(二天) 삼태택(三兌澤,
(七地) 팔간산(八艮山,

) 사감수(四坎水,

) 구이화(九離火,

가하여 십수(十數) 팔괘도를 그리고 있다.
51) 이광정, ‘법문 말씀’,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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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팔괘도(八卦圖)이지만 삼효(三爻)로 구성된 단괘(單卦)로만 그리지 않고, 육효(六爻)로 구성된 중
괘(重卦)를 그리고 있다. 조선의 유사종교 에서는 불법연구회의 팔괘기를 소개하면서 육효중괘로 그려
진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정역팔괘도도 중건(重乾) 중곤(重坤)의 뜻을 가진 이천(二天)과 칠지(七地)를 남
북에 위치시켜 중괘(重卦)가 됨을 그리고 있다. 물론 정역팔괘도 그림에서 이천(二天)과 십건천(十乾天),
칠지(七地)와 오곤지(五坤地)가 서로 중첩되어 육효중괘가 형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
넷째, 팔괘기를 선후천의 문제로 논하지 않고 있다.52) 역학에서 처음 팔괘도의 철학적 의미를 논한 북
송의 소강절은 ‘복희선천팔괘도’와 ‘문왕후천팔괘도’라고 하여, 선천과 후천의 문제로 논한 이래에 팔괘
도에 대한 논의는 모두 선후천이나 선천도(先天圖) 등의 논의에 사용되어왔다.
다섯째, 팔괘도에 수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일원팔괘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를 배치하고 있지는 않
지만, 기도봉에 올라가서 기도한 9인 선진과 대종사가 일산(一山)에서 십산(十山)까지 배열하고 있다. 소
강절은 팔괘도를 선천과 후천으로 논하면서 복희팔괘도는 8수까지 배정하였지만, 문왕팔괘도에는 수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 문왕팔괘도에 수를 배정한 것은 정역 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정역팔괘도
는 십수(十數) 팔괘도로 그리고 있다.
이상에서 불법연구회의 일원팔괘도는 정역 의 정역팔괘도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정역 에서 논하고 있는 3개의 팔괘도에 대하여, 복희팔괘도는 선천, 문왕팔괘도는 선천과 후천의 중간, 정역팔괘도는 후천을 상징한
다고 하기도 하고, 복희팔괘도와 문왕팔괘도은 모두 선천, 정역팔괘도는 후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역 에서는 팔
괘도를 선후천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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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례분과 발표 3]

동학의 천지부모관 연구

박병훈(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目 次>
Ⅰ. 긴가민가의 사이에서[似然非然之間]
Ⅱ. 인간의 부모로서의 하늘과 땅[天生萬民]
Ⅲ. 수운의 천부관天父觀
Ⅳ. 해월의 천지부모관天地父母觀
Ⅴ.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命乃在天/死生在天]
Ⅵ. 맺음말

Ⅰ. 긴가민가의 사이에서[似然非然之間]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는 한말의 격동적 순간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천주를 공경하지 않는가. 죽음에 임박하여 하늘을 부르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며,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고,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는 것은 옛 성인이 말한 바이고 지금까
지 계속하여 남아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지 아닌지의 사이에 처해 있으니, 이는 상세히 알지 못하는
탓이다.1)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고[命乃在天],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天生萬民]는 옛 성인의 말을 사람들이
듣긴 듣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며 결국 하늘을 공경치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용
담유사》에서도 반복된다.

쳔 만민

여쓰니 필슈지직 할거시오 명

텬

여시니 죽을염녀 웨잇시며(<교훈가>)

1) 《東經大全》 <論學問> “曰一世之人, 何不敬天主也. 曰臨死號天, 人之常情, 而命乃在天, 天生萬民, 古之聖人之所謂, 而尙今彌留, 然而似
然非然之間, 未知詳然之故也.”

- 198 -

한국종교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여기서 옛 성인의 말은 곧 유교의 성인들을 말한다. 동학은 유교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면
모를 일신하여 사람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들리도록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란 말이 있지만 동학의 경
우는 유교의 옛 술을 동학이라는 새 부대에 담는 적응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동학은 유교의
연속선 상에 서 있는 것이다. 본고는 천지부모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교와 동학을 잇는 관점을 고찰하
여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동학의 모습을 밝혀 보고자 한다.

Ⅱ. 인간의 부모로서의 하늘과 땅[天生萬民]
“건은 하늘이다. 그렇기에 아버지라 이른다. 곤은 땅이다. 그렇기에 어머니라 이른다.”2) 《주역》에서 보
듯 하늘과 땅을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는 관점은 유교에서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관념이다. 그리
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生]는 것에 있다. 이렇
듯 인간을 낳는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말하자면 ‘낳는 것’이다.”3)
라는 언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서도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나는 자그마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섞이어 있다.”4)라 하여 건부곤모乾父坤母, 곧 천지부모의 관념이 보인다. 또한 하늘과
땅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부모이기도 하다.5) 유교의 만물일체, 물아일체의 사고는 이러한 천지라는 같
은 부모를 둔 데서 기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버이를 섬기는 것[事親]과 같이 하늘을 모셔야 한다[事
天]는 원리가 도출된다.
퇴계退溪는 장재의 <서명>에 대해 설명하며,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으로 인하여 하늘을 섬기는 도리
를 밝힌다”6)란 주자의 말을 언급하고, 이를 “사람이 하늘과 땅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아야 함을 말한 것7)이라 풀이한 쌍봉雙峯 요로饒魯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늘을 부모와 같
이 모셔야 하는 도덕 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에서의 퇴계의 말
을 다소 길게 인용해 보도록 한다.

가만히 생각건대,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라고 하는 것이니, 무릇 천지에는 온갖 생물이 빼곡이
모여 있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크든 작든 간에 다 하늘이 불쌍히 여겨 덮어 주고 아껴줍니다. 하물
며 모습이 닮고 가장 신령하여 천지의 핵심이 되는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
까. 그러나 하늘은 이 마음은 있으나 스스로 베풀지는 못하고, 반드시 가장 신령한 우리 인간들 중
에서도 성스럽고 밝고 으뜸으로 어질며 덕이 신(神)과 인간에 조화될 사람을 특별히 권애하여 임금으
로 삼고, 백성들을 맡아 기를 것을 부탁하여 인애의 정치를 행하게 합니다. 이미 명하고 도와주어
사방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게 하고서도 혹시라도 태만하여 소홀해지는 데서 환란이 발생할까 두려
워하여, 이에 또 이른바 재이(災異)로 견책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신
2)
3)
4)
5)
6)
7)

《周易》 <說卦傳>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周易》 <繫辭下> “天地之大德曰, 生.”
<西銘> “乾稱父, 坤稱母. 予玆藐焉, 乃混然中處.”
<西銘> “民吾同胞, 物吾與也.”
《退溪集》, <聖學十圖 西銘圖> “因事親之誠, 以明事天之道.”
《退溪集》, <聖學十圖 西銘圖> “言人事天地, 當如子之事父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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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각건대, 임금의 하늘에 대한 관계는 자식의 어버이에 대한 관계와 같습니다. 어버이가 자식에게
노하면 자식은 두려워하고 덕을 닦으며 반성하매 노한 일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정
성껏 하여 효도를 바치면 어버이는 그 정성과 효성에 기뻐하여 노했던 일도 아울러 풀리어 흔적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일만 지정하여 이 일에만 두려워하고 덕을 닦으며 반성하고 나머
지 일은 여전히 제멋대로 한다면 효도를 다하는 데 성실하지 못하고 허위로 하는 것이니 어떻게 어
버이의 노여움을 풀고 어버이의 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어버이 섬
기는 마음을 미루어 하늘 섬기는 도를 다하시어 덕을 닦고 반성하지 않는 일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
는 때가 없도록 하소서.8)

하늘을 부모로서 보는 관점을 퇴계는 그야말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낳는 하늘을 이야기하
며 하늘을 인간의 부모와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 보고(“임금의 하늘에 대한 관계는 자식의 어버이에 대한
관계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을 대해야 할 올바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곧 부모가 노하더라도 자
식의 두려워하며 반성하여 덕을 닦음[恐懼修省]으로 인해 그 분노가 풀리듯, 하늘의 분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 풀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위에서는 동중서 식의 재이론을 통해 임금 한 사람의 윤리
적 수성(修省)만을 촉구하는 데 멈추고 있다.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으나 그 관계는 임금 한 사람과만
매개되어 책임이 맡겨진다. 그리고 임금의 잘못이 있을 때 하늘은 재이를 내려 그 한 사람이 잘못을 고치
도록 한다. 그러나 수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부모 자식으로서의 하늘과 인간 관계가 사람들 모두에
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Ⅲ. 수운의 천부관天父觀
수운은 경신년 4월 상제와의 문답 체험을 통해 하늘이 아버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는다.
《도원기서道源記書》에서의 다음 부분이 의미심장하다.

상제 또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선생이 공경스럽게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라고 불렀다.(...)
상제께서 또 가르쳐 말씀하시길, “너는 백의재상을 제수 받겠는가?”
선생이 “상제의 아들로서 어찌 백의재상이 되겠습니까?”하니, 상제가 말씀하셨다. “받지 않겠다면
나의 조화를 받아라.”9)

기존 유교의 입장에서는 천과 인간의 관계는 무척이나 소극적인 것이었다. 천은 말하지 않으며, 인간은
말하지 않는 천을 관찰하여 이치를 도출해 낸다. 그러나 1860 경신년, 천은 먼저 인간 수운에게 말을 걸
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침묵하는 천에서 말하는 천으로의 변모이다.10) 하늘은 인간에게
8) 《退溪集》, <戊辰六條疏> “竊謂天地之大德曰生. 凡天地之間, 含生之類, 總總林林, 若動若植, 若洪若纖, 皆天所悶覆而仁愛, 而況於吾民
之肖象而最靈, 爲天地之心者乎! 然天有是心, 而不能以自施, 必就夫最靈之中, 而尤眷其聖哲元良德恊于神人者, 爲之君, 付之司牧, 以行
其仁愛之政, 旣命之佑之, 而寵綏四方矣. 猶恐其或怠而難生於所忽也. 於是乎又有所謂災異警譴之加焉. (...) 故臣愚以爲君之於天, 猶子之
於親, 親心有怒於子, 子之恐懼修省, 不問所怒與非怒, 事事盡誠而致孝, 則親悅於誠孝, 而所怒之事, 竝與之渾化無痕矣. 不然, 只指定一
事, 而恐懼修省於此, 餘事依舊恣意, 則不誠於致孝而僞爲之, 何以解親怒而得親歡乎! 伏願殿下推事親之心, 以盡事天之道, 無事而不修省,
無時而不恐懼.”(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다.)
9) 《道源記書》 “上帝又曰, ‘汝卽吾子. 爲我呼父也.’ 先生敬敎呼父.(...) 上帝又敎曰, ‘汝除授白衣相乎?’ 先生答曰, ‘以上帝之子, 寧爲白衣相
乎?’ 上帝曰, ‘汝不然則受我造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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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걸며 자신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자식 관계로서의 모습은 <논학문(論學
問)>에서 시천주 주문을 설명하면서 ‘주(主)’의 의미에 대해 하늘님을 높여 부르는 것으로써, 부모와도 같
이 모시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11) 한편으로 다음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세주가 대신사에게 이르기를, “우리 도는 가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를 받아 무위이화無爲
而化하는 것이다. 하늘 섬기길 부모 섬기듯이 할 것이며 사람 섬기길 또 한 하늘 섬기듯이 하라”고
하였다. 여러 과목을 정해놓고 입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준행케 하였다. 제1은 청수淸
水로 정성을 바칠 것이며, 제2는 아침저녁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하늘에 고할 것이며, 제3은
출입할 때 하늘에 고하되 일용과 동작 그리고 말한 것까지도 모두 고해야 한다. 이것이 수도의 첫
길이다.12)

곧 청수와 식고(食告)를 비롯하여 하늘에게 일상의 일들을 고하는 것이, 하늘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
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곧 부모에게 고하듯 하늘에게 먹을 때, 나가고 들어올 때 고하는 것이다. 청수의
경우, 정화수를 떠다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민속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식고는
해월이 그 이치를 잘 알면 도통이 그 가운데 있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13)
수운은 하늘이 인간의 부모라는 연속성을 《불연기연不然其然》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최초의> 비롯된 바로부터 헤아려보면 멀고도 끝없이 머니 이는 역시 아득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된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여기 계시고, 뒤의 후손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다. 미
래로 빗대어보면 이치가 내가 부모로부터 나온 것과 다름이 없으나, 과거로 찾아보자면 사람이 어떻
게 <최초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아! 이와 같은 헤아림이여! 그러함으로 미루어 보면 그러
함이 과연 그러한데, 그렇지 않음을 찾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
가? 태고의 천황씨가 어찌 사람이 되었으며 어찌 왕이 되었는가? 천황씨의 뿌리가 없음이여! 어찌
불연(不然. 까닭을 알기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세간에 누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천황씨의 부모를 상정해 보면 그러하고 그러하고 또 그러한 까닭이다. (...) 이런 까닭에 반드시 그러
하다고 하기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연(其然. 원인을 알 수 있음)이다.
끝없이 빗대어 궁구해 보면 까닭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조물자에게 부
쳐 보면 과연 그러하고 그러하고 또 그러한 이치로다!14)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알기 쉬운 일이다. 자손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은 자손을 낳을 것
이기에 쉽사리 그 무한한 연속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를테면 태초의
인간이라 하는 천황씨를 생각해 보면 그럼 과연 그 부모는 또 어디서 나왔다는 말인가, 부모 없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의문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수운은 이러한 불연(不然)을 기연(其然)으로, 곧 원인을 알
10) 이는 후에 별도로 논구하고자 한다.
11) 《東經大全》, <論學問>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12) 《侍天敎宗繹史》, <大神師執贄> “吾道受其無往不復之理, 无爲而化之者也, 事天如事父母, 事人亦如事天.(...) 立諸科, 使入道者, 各自遵
行, 第一淸水獻誠, 第二朝夕食頃必告天, 第三出入必告天, 以至日用動作云爲, 無事不告, 此爲修道之初程也.
13) 《海月神師法說》 <道訣> “快知食告之理, 則道通在其中者此也.”
14) 《東經大全》 <不然其然> “所自以度之, 則其遠而甚遠, 是亦杳然之事 難測之言. 我思我, 則父母在玆, 後思後, 則子孫存彼. 來世而比之,
則理無異於我思我. 去世而尋之, 則或難分於人爲人. 噫! 如斯之忖度兮! 由其然而看之, 則其然如其然, 探不然而思之, 則不然于不然, 何
者? 太古兮, 天皇氏, 豈爲人! 豈爲王! 斯人之無根兮! 胡不曰不然也. 世間孰能無父母之人! 考其先則其然其然, 又其然之故也. (...) 是故
難必者不然, 易斷者其然. 比之於究其遠, 則不然不然, 又不然之事. 付之於造物者, 則其然其然, 又其然之理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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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어 묘연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는 곧 조물주를 상정하는 것이다. 곧 태
초의 천황씨의 부모는 당연히 하늘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천지부모의 관념은 《동경대전》의 주요 주제
로 계속하여 관통하고 있다.

Ⅳ. 해월의 천지부모관天地父母觀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은 수운의 관점을 이어받으면서도 보다 풍성하게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수운의
우선 해월은 부모와 같이 천을 섬기는 것에 대해 “앞의 성인들이 말하지 않은 일이다. 수운 대선생님이
처음 창시한 큰 도이다”15)라 하여 핵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해월은 선성이 다만 신체 발부를 부모
에게 받은 은혜만 말했을 뿐이며, 천지에게 받은 근본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선성이 알
지 못해서가 아니라 때가 그러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16) 그리고 부모와 천지는 같은 것이다.17) 또한
이는 부부가 천지라는 논리로 이어져서 부부간의 화합, 집안의 화순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된다.18) <내수
도(內修道)> <내칙(內則)>이 중시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하여 부화부순이 동학의 제일 종지이고,
도를 통하고 못 통하는 것이 내외의 화순에 달려 있다고 해월은 강조하는 것이다.19)
수운의 천부에서 더 나아가 해월은 천지부모로의 확대를 꾀한다. 곧 땅에 대한 언급이 수운에게는 부족
했던 반면 해월은 땅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모성적 이미지를 취하고 있다. 수운이 하늘에 대응된다고 한
다면, 해월은 땅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우주에 가득찬 것은 도시 혼원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걷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한가히 있을 때에 한 어린이가 나막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땅을 울리어 놀라
서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나막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었노라.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 어머님의 살이 중한가 버선이 중한가. 이 이치를 바로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체행하면,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신발이 조금도 젖지 아니 할 것이
니라. 이 현묘한 이치를 아는 이가 적으며 행하는 이가 드물 것이니라. 내 오늘 처음으로 대도의 진
담을 말하였노라.20)

해월이 처음으로 말한 대도의 진담은 바로 땅이 어머니라는 것이다.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진실
로 땅의 흙을 밟는 것을 어머니의 살과 같이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혼
원의 한 기운[渾元之一氣]과 연결지어져 있다.21) 이는 구체적으로 통유문을 통해 실천되었다.

15)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前聖未發之事, 水雲大先生主, 始創之大道也.”
16) 《海月神師法說》 <道訣> “先聖但言, 身體髮膚受之於父母之恩, 不明言受之於天地之本故也. 先聖豈曰不知! 時有其時, 運有其運, 不先發
未來之道而然也.”
17) 《海月神師法說》 <道訣> “然則天地卽父母, 父母卽天地, 天地父母初無間焉.”
18) 《海月神師法說》 <道訣> “夫婦卽天地, 天地不和, 斯天厭之, 厭之則生禍, 喜之則降福, 益勉家內和順之地, 如何.”
19) 《海月神師法說》 <夫和婦順> “夫和婦順, 吾道之第一宗旨也, 道之通不通, 都是在內外和不和.”
20) 《海月神師法說》 <誠 敬 信> “宇宙間充滿者, 都是渾元之一氣也. 一步足不敢輕擧也. 余閑居時一小我着 而趨前 其聲鳴地 驚起撫胸曰
‘其兒 聲我胸痛矣’ 惜地如母之肌膚. 母之肌膚所重乎? 一襪子所重乎? 的知此理體此敬畏之心, 雖大雨之中, 初不濕鞋也. 此玄妙之理也,
知者鮮矣, 行者寡矣. 吾今日, 始言大道之眞談也.”
21) 이 지점은 천지부모의 원론적 측면과 연결될 터이나 지면의 한계상 본 발표문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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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나막신은 기운을 해칠 염려가 있고 가죽신은 지나치게 사치스런 폐단이 있으니 일절 금지할
것22)

Ⅴ.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命乃在天/死生在天]
앞서 천생만민과 함께 명내재천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논어(論語)》에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다.
부귀는 하늘에 있다.(《論語》 〈顔淵〉 “死生有命, 富貴在天.”)”란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때 동몽서
로 널리 읽혔던 《명심보감》에도 “死生有命, 富貴在天”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시 ‘사생재천(死生在天)’이란
용어로 동학에서 나타나는데, 보다 분명하게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23)

져인간 초목군

텬 안일넌

불시풍우 원망

삼황오제 성현들도 경텬순텬 안일넌가 효박
당평 졸 만은
근본죠
효박

람

이세상의 불망기본

세상 람 각 위심

호텬 안일넌가

이세상의 불고텬명

님을 우러러셔 됴화듕의

이즐소냐 가련

도 임

단말가

겨스니 은덕은 고
단말가 경텬순텬

엿스라 임군의게 공경

부모님게 공경 면 효 효부 안일넌가 슬푸다 세상

면 충신열
람

고
엿스라

안일넌

세보고 공경 소(《용담유사》 <권학가>)

하늘은 인간을 낳는 존재이면서 한편으로 목숨을 살리고 빼앗을 수도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죽음에 임
해 사람은 하늘을 부른다. 이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운은 사람들이 긴가민가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늘이 인
간의 부모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인 각성을 요구하였다[敬天順天]. 그러나 이는 하늘에 대한
관계만이 아니라 임금과 부모, 스승에 대한 공경까지 함께 겸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넘어간
다24)
천지가 그 부모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 오만년이 지나도록 오래되었으니, 다 천지가 부모임을
알지 못하면 억조창생이 누가 능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는 도로써 공경스럽게 천지를 받들 것
인가. 천지부모를 길이 모셔 잊지 않는 것을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 하며 엷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
여,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극진히 공경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이니라. 그 아들과 딸된
자가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벌을 내리나니, 경계
하고 삼가하라.25)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그 부모가 화를 내듯이 천지 또한 부모로서의 공경을 받지 못하면 벌을 내린다고
하여 항시 엷은 얼음을 밟는 듯 효와 공경을 다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 부모로서 하늘을 섬기느냐 섬기
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2)
23)
24)
25)

《侍天敎宗繹史》 “一木屐有傷氣之慮, 革履有濫奢之弊, 一切禁止事.”
사족으로 ‘인명재천人命在天’이란 말이 현대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와 비슷한 유전을 거쳤을 것이다.
생삼사일(生三事一), 곧 임금, 스승,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하나같이 섬길 것이라는 말이 동학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등장한다.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不知天地其父母之理者, 五萬年久矣. 皆不知天地之父母, 則億兆蒼生, 孰能以孝養父母之道, 敬奉天地乎?
天地父母永侍不忘, 如臨深淵, 如履薄氷然. 至誠至孝, 極盡極敬, 人子之道理也. 爲其子女者, 不敬父母, 則父母大怒, 降罰於其最愛之子
女. 戒之愼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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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금 퇴계를 생각나게 한다. 퇴계는 사천에 의미에 외천畏天의 요소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늘이 이미 나를 도와 흠향하였는데 내가 감히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하늘
이 굽어살피는 뜻을 보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26) 그리하여 무진육조소에서 “모든 일을 다 정성껏
하여 효도를 바치면 어버이는 그 정성과 효성에 기뻐하여 노했던 일도 아울러 풀리어 흔적이 없게 됩니
다.”라고 하였다. 동학의 경천순천의 도덕 원리는 퇴계의 논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Ⅵ. 맺음말
동학은 유교의 부모로서의 하늘과 땅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식고 등을 통해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은
수운이 새로이 덧붙인 것이다. 하늘은 인간의 부모임과 동시에 인간 생명의 주재자이기도 하다. 사람이
하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인간은 하늘의 분노를 사게 되지만, 공구계신과 경천순천의 도덕으로
부모와 같이 하늘을 섬긴다면 하늘의 분노는 옮겨지게 된다. 천지부모와 관련하여 시운, 성인, 도덕의 측
면을 더 심도 있게 살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26) 《退溪集》, <西銘考證講義> “天旣右享我矣. 則我其敢不夙夜畏天之威, 以保天所以降監之意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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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례분과 발표 4]

마테오 리치 천학 (天學)의 철학사적 위상 비판을 위한 시론

염승준(廉勝竣)(원광대)

<차 례>
Ⅰ. 머리말
Ⅱ. 동 서양 도야(cultura) 개념의 변천사
Ⅲ. 마테오 리치의 천학의 철학사적 의미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본 연구는 서양에서 “마음, 영혼 그리고 몸의 돌봄”을 의미했던 “도야”(cultura) 개념이 중세시대에
“신을 향한 숭배”라는 전혀 다른 이질적 의미로 변이 되고 근세에 이르러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으로 평가
받고 있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 에 이르기까지 도야 개념이 갖는 철학
사적 의미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천주실의』 저자인 이탈리아 예수회(Society of Jesus) 소속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와 그의 사상을 계승하는 가톨릭 예수회 선교사의 “천학”(天學)
이 동서양의 종교, 철학, 문화 영역에서 “호혜적 교류 형상의 극점”이라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긍정적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마테오 리치의 천학이 서양철학사에서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중세시대 스콜라철학의 형이상학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유학, 불교, 그리고 도교의 형이상학
각각의 형이상학의 동일성과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을 포괄할 수 있는 동양 전체의 형이상학과 호

혜적 교류의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동서양 형이상학의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선행되어
져야 한다. 『천주실의』에서 “사람이란 그릇은 보잘 것 없어서 천주라는 거대한 도리를 담기에는 부족하
다”는 마테오 리치의 견해는 스콜라 철학 체계에서 형이상학의 주된 탐구대상인 천주와 비교하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조물자와 피조물을 같다고 하는 말을 마귀
루시퍼의 오만한 말”1)이며 “지상의 민(民)이 지상의 군(君)과 망령되게 견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데, 어
1) 『천주실의』, 제4권,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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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천상의 상제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창조자인 천주와 질적으
로 전혀 다른 존재일 뿐이며 신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동일성도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에
내성외왕(內聖外王)과 성불제중(性佛濟衆)을 강조하는 유교나 불교에서 인간의 사명은 신과 같은 절대적
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한 구제와 구원이 목표가 아닌 인간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처럼 마테오 리치와 유교나 불교가 형이상학과 인간관을 달리 하기에
그의 천학에서 천과 인간의 관계가 동양에서의 천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고 인간이 천을 대하는 방식에서
질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마테오 리치의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와 그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그로부터 발원되었다는 천학으로 인해 동서양의 호혜적 교류가 가
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앞서 우리는 철학의 암흑기라고 평가 받는 중세의 시대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사상과 주장이 서양 철학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에 대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상사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위상이 인류 전체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시공간
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중세철학과 고금을 관통하는 동양철학, 종교와의 공
통분모를 학문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
콜라 철학이 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학문적 탐구 대상이야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치, 경제, 권력 그리고 시대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은 없는 철학사에서 등장한 특정 학파에 동양의 고금을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와 위상을 부여 하고자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는 중세시대가 지성사에 있어 사상적 암흑기이며 그 시대 철학이 신학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서양철학사에서 중세 신학의 시녀 역할을 담당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마테오 리치의 천학이 유교, 불교, 도교를 아우를 수 있는 동아시아의 사상과 철학의 공통분
모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서구의 시선대로 동양과
우리의 정신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다.2) 서양의 시선으로 왜곡된 동양과
우리의 정신사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비판적 물음이 꼭 필요한 것이다.3)
칸트는 그의 학문적 경력의 절정기에 집필한 『법 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들』 서문에서 1781년에
출판된 자신의 『순수이성 비판』 이 발행되기 이전까지 어떤 철학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언명
하고 있다. “비판 철학의 발생 이전에는 어떤 철학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방지고, 이기적
이며 그리고 그들의 오래된 체계를 단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방하는 것처럼 들린다.”4) 이
말은 칸트 자신의 비판 철학 이전에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는 말이며, 따라서 칸트 이전의 철학인 예수회
선교사들의 사상적 기반인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 철학 역시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칸트의 견해를
따른다면
는 것이다.

물론 그의 명성과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비판 철학이 갖는 정당한 권위에 따르
서양 철학사에서 철학으로 평가 받지 못하는 스콜라 철학을 중국의 유교와 비교하는 작업

은 그야 말로 아무것도 아닌 작업에 불과하게 된다. 칸트는 “인간의 지성은 수세기 동안 지성이 인식할
2) 한자경, 「서양화의 물결과 우리의 시선: 오리엔탈리즘적 불교관과 유교관의 비판을 겸함」, 『동아시아 근대 담론과 탈오리엔탈리즘』, 원
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HK+) 사업단 제5차 NEAD 국내학술대회, 2018 참고.
3) 한자경, 『성유식론 강해-아뢰야식』, 서울: 서광사, 2019, 7쪽.
4) Eckart F rster, Die 25 Jahre der 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GmbH, 2011,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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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인식의 대상들, 이를테면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 등과 같은 대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
로 광신에 가까운 견해를 표명해 왔다”5)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
학과 스콜라 철학자들의 신 존재 증명을 향한 비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그런 비판은 마테오 리치의
천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칸트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Ⅲ장에서 충분히 해명이 되리라 본다.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 비판 철학 이전에 그 어떤 철학자도 서양철
학사의 핵심 주제인 플라톤(Plat n, B.C.427-B.C.347)의 이데아,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존재 증명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탐구대상을 인간 이성이 과연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인간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부재했다는 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앞서 과연 인간의 이성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칸트 이
전의 그 어떤 철학자도 비판적으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없이 신의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회의적 불신
을 우리는 철학사에서 독단주의와 회의주의로 분류한다. 따라서 인간 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전에 신
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사상적 기반이 된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 철학은 독단론이며, 따라서 그러한 사
상을 기반으로 한 마테오 리치의 “천학” 역시 독단론이라는 멍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홍석은 『초기 근대 서구지식인의 동아시아사상과 지식』에서 마테오 리치를 동아시아 천학의 정초자
로 평가하면서 그가 중국의 유교 경전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역경』 등에 나타난 ‘상
제’와 ‘천’ 개념을 그리스도교의 인격신과 동일시하고 정주의 성리학, 육왕의 심학(心學), 송명 리학(理學)
의 핵심 개념인 리(理) 또는 태극(太極)을 철저히 부정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배타적인 그의 천학에 적응주의니 관용적이며 호혜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가면서 까지 그리고 굳이 그
의 천학 앞에 “동아시아”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가면서 “동아시아 천학”으로 명명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원시유학 이후에 송명시대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를 예수회 선교사들이 그토록 비판했다면,
마테오 리치는 “불교의 공(空)과 도교의 무(無), 그리고 신유학의 태극(太極)-리(理)의 개념이 중국인 본래
의 양능을 오염시켜 가로막고 있으며 순수한 중국인들의 양능은 오로지 고대 유교의 상제신앙에만 나타
나 있다고 주장했다.”6)

동서양의 호혜적 교류 형성의 극점이라는 것이 중국 원시유교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을 이미 배제한 교류라는 점에서도 호혜적 일리가 없으며 시간적, 공
간적, 지역적으로도 그들의 천학이 동아시아 종교나 철학을 포괄할 수 없다.
마테오 리치와 그를 계승하는 소위 호혜적이고 관용적이라고 하는 소위 “예수회 문화적응주의자들”이
중국의 전례인 경천(敬天), 사주(祀祖)에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사천(祀天)의식은
천지만물의 근원을 향해 경건한 예를 표하는 것이지 결코 창천(蒼天)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 의식과 무관
했다”7)는 그들의 주장을 과연 호혜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적응주의적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묻
5) 이마누엘 칸트/염승준 옮김, 『프롤레고메나』, 서울: 책세상, 2013, 19쪽.
6) 김상근,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의 16세기 중국 선교의 배경」,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36-137쪽.
7) 전홍석, 『초기 근대 서구지식인의 동아시아상과 지식체계-예수회 선교사의 유교오리엔트: 호혜적 교류 형상』, 서울: 동과서, 2018, 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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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중국인들의 천을 향한 종교적 행위는 단지 “윤리적 습속”일 뿐
이지 종교적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원시유교의 천에 대한 숭배 이외에 송명의 리학, 불교 또는
도교 등이 갖는 동양의 고유한 형이상학과 종교성을 부정8)하면서 동양만의 고유한 종교성과 형이상학을
습속, 관습, 윤리의 차원으로 격하시킨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동양
형이상학의 빈 자리에 자신들의 신, 형이상학 그리고 종교로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
오 리치와 그의 사상을 계승하는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의 동양의 형이상학에 대한 배타적이고 왜곡된 평
가를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이 동양의 정신사 그리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마테오 리치의 천학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기 위한 시론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 서양철학사
에서 독단론으로 평가 받는 스콜라 철학과 마테오 리치의 천학의 철학사적 위상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마
테오 리치의 천학이 동서양 종교, 철학 그리고 문화의 호혜적 교류에 기여를 했다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 학계에 만연된 주장에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이 문제의식을 미시적 차원에서 서양철학사에
서 ‘도야’ 개념의 수행과 숭배라는 이중적 의미와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도야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을 도용하여 천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마테오 리치의 사상
을 비교함으로써 동서양의 철학, 종교의 교류의 가능성을 굳이 찾는다면 마테오 리치의 천학 보다는 오히
려 서양 근세의 칸트의 비판철학의 형이상학과 그의 인간관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동서양 철학사에서 도야 개념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동일한 기표로서의 중세시대 “신을 대한 숭배”의
의미를 내포했던 도야 개념이 중세 이전과 신학이 지배하게 된 중세시대에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시대 본래 몸, 영혼, 정신의 수양이라는 동양의 도야 개념과 유사성이
있는 도양 개념이 오직 신을 향한 숭배의 의미로 변질 되고 근세 칸트 비판철학에서는 다시 본래의 도야
의 의미로 재생된다.
마테오 리치가 사상적으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에 그가 생각하는 신과 신에 대한 숭배는 중세
이전과 서양 근세의 도야나 숭배 개념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특히 송명 이학에서
의 천(天)에 대한 의식과 숭배는 마테오 리치의 견해는 피상적일 뿐이다. 그가 “유럽에 알려진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 가운데 종교문제에 관해서 나는 고대 중국인들 만큼 순수하며 또한 잘못된 관념이
적은 민족을 본 적이 없다.. … 그들은 줄곧 최고의 신을 숭배해 왔다”9)고 말한 것은 그가 중국의 천과 천
에 대한 숭배를 호혜적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 철학을 기
반으로 한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Ⅱ. 동 서양 도야(cultura) 개념의 변천사
일반적으로 동양의 도야(陶冶)10)개념의 사전적 의미가 ‘도기를 만드는 일과 쇠를 주조하는 일’, 또는
8) 송영배, 『동서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 방식의 차이』, 서울: 논형, 2005, 49쪽. “인격신의 개념이 등장하는 원시 유학사상을 포용함
으로써 유교와 그리스도교 사상 사이의 근원적인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한편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는 송영
배의 주장은 동서철학의 교섭이라는 것이 성리학의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부정한 상태에서의 교섭에 불과하며 동서철학의 교섭에 기여
한 인물로 마테오 리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9)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 중국 선교사Ⅰ』, 신진호 전미경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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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갖지만 비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을 이르
는 말로 ‘수양’, ‘함양’, ‘절차탁마’(切磋琢磨)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동양의 고전 속에서 도야(陶冶) 개념은 도공(陶工)과 야공(冶工) 등 직업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동중서(董仲舒, B.C.176?~B.C.104)에 이르러 비유적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교육과 교화의 의미로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도야 개념은 장자철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진고응(陳鼓應)은 『老莊新論』에서 장자의
「소요유」 편에 대한 해석에서 인간의 마음이 도야를 통해서 속세의 구속에서 벗어 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시공과 예속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열릴 수 있다. 열려진
마음을 도야해야만 비로소 비좁은 속세와 상식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려진 마음은 넒은 사유의
공간이 전제되어야만 도야될 수 있다. 넓은 사유의 공간은 드넓은 내면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게 한다
.”11)
이러한 동양의 도야 개념은 서양에서 사용되는 독일어 ‘Kultur’, 영어 ‘culture’ 그리고 프랑스어
‘culture'의 번역어로 각각 사용된다. 서양에서 도야 개념은 희랍어, 히브리어와 함께 고전 문헌 언어(文
獻言語)이면서 어원학적으로 경작의 의미를 갖는 라틴어 ‘cultura’12)를 차용어로 한다. 동양의 도야 개념
이 도기를 만드는 일이나 쇠를 주조하는 일과 관련된 개념이면서 비유적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의미13)로
사용되었듯이 라틴어 cultura의 1차적 의미가 경작(Bebauung eines Ackers)의 뜻을 가지면서 비유적
으로 ‘정신의 돌봄(Pflege des Geistes)’14) 혹은 ‘정신과 몸의 돌봄(Pflege des K rpers und
Geistes)’, ‘animi culti’(도야된 정신 혹은 영혼)15), ‘cultura animi’(영혼의 교육, 영혼의 도야 혹은 정
신도야), ‘tempora cultiora’(교양있는 시간), ‘cultus litterarum’(문학에의 종사, 문학연구, 학문에의
종사)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키케로16)(Cicero, B.C.106-B.C.43) 이후 ‘cultura animi’
(영혼의 교육, 영혼의 도야 혹은 정신도야)등의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키케로가 ‘정신의 돌봄’을 ‘철학의 특성’(Charakteristik der Philosophie)17) 이라고 말했듯이, 철학
의 본래 사명은 그리스도교 이전에 인간의 정신, 영혼, 마음 그리고 몸을 돌보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신
학이 지배하기 이전까지 중세시대 철학은 이미 동양의 수행적 의미의 ‘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의 특성으로서의 이러한 마음, 영혼, 정신 그리고 몸의 돌봄이라는 도야의 의
미는 중세시대를 거쳐 점차 사라지고 초기 기독교와 중세시대 문필가들에 의해서 cultura 개념이 갖는
10) 도야의 개념에 대해서는 『漢語大 典』,上海: 上海中华印刷厂, 1993, 1042面 참조.
11) 陳鼓應/최진석 옮김, 『老莊新論』, 서울: 소나무, 1992, 214-215쪽. 서양철학에서 시간의 흐름은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종속된
현상들은 형이하자의 세계로 설명한다. 반면에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해방된 세계는 형이상자의 세계로 불멸과 영원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인간은 시공과 예속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장자의 인간관은 그가 “절대의 자유를 추구한 형이상학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장자를 형이상학자로 해석한 것은 한자경, 『명상의 철학적 기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38쪽 참조. 서양 형이상
학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이해는 한자경, 『실체의 연구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서울: 서광사, 2019. 참조.
12) J. Niedermann, Kultur. Werden und Wandlungen des Begriffs und seiner Ersatzbegriffe von Cicero bis Herder,
1941, 20ff;
13) 『汉书』, 「동중서전」: “臣聞命者天之今也, 性者生之質也, 情者人之欲也. 惑夭或壽, 或仁或鄙, 陶冶而成之, 不能粹美.” 『漢語大 典』,
上海: 上海中华印刷厂, 1993, 1042面 참조
14) Cicero, Tusc. Ⅱ, 5, 13.
15) 라틴어 culti는 정신과 영혼의 도야의 결과를 의미한다.
16) 마루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로마의 정치가, 법학자며 수사학자였다. 그는 도덕, 국가, 수사학 그리고 역사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겼
다.
17) Cicero, Tusc, disp. 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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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몸의 돌봄이라는 비유적 의미는 배제되었으며 단지 1차적이고 기본적인 경작의 의미로 사용되거
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를 뜻하는 신본주의 관점에서만 사용하게 되었다.
신학에 종속된 철학의 위상을 중세 이탈리아의 신학자 페투루스 다미아니(Petrus Damiani, ? 1072)는 철학의 사명이 ‘신학의 시녀’(ancilla theologiae, Magd der Theologie)18)가 되는 것이라 주
장했다. 본래 철학의 특징이며 철학의 사명이었던 ‘정신의 돌봄(cultura animi, Pflege des Geistes)’을
위한 스토아적인 요구를 중세의 철학자들은 그리스도교 이외의 이교도적인 가르침으로 간주했지만 16세
기에 이르러서 필리포 베르발알도(Filippo Bervaldo, -?) 에라스무스 폰 로테에르담(Erasmus von
Rotterdam, 1464-1536)19) 그리고 토마스 모루스(Thomas Morus, 1478-1535)20) 등에 의해서 도야
개념은 키테로-르네상스적 의미,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ingenii cultura’(능력의 도야 혹은
재능의 도야)와 ‘anima honestis artibus excolenda’(영혼 혹은 정신은 존경할 만한 기술을 통해서 교
육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재생되어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양의 cultura 개념의 의미는 그리스도교와 키케로-르네상스, 그
리스도교와 비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교와 이교도 간에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가
곧 도야의 방식, 도야의 대상이 되는 정신, 영혼, 마음, 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본질적 차이를 갖게 된다. 동일한 기표로서의 도야 개념은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라틴어
cultura는 ‘숭배’(Verehrung)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cultura Christi’21)는 그리스도 숭배, ‘cultura
Christinae religionis’는 그리스도교 숭배, 그리고 ‘cultura dolorum’는 고통의 숭배를 의미하게 된
다.
서양 고대와 중세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스도교와 이교도 간의 도야 개념에 대한 대립과 혼
재의 메커니즘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고금의 도야 개념의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원시유교의 상제 사상은 서양의 신본주의와 상통하지만 이후 신유교, 특히 성
리학에서 인간의 마음과 몸의 수양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유교를 서양의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본래 유학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 절하하게 된다. 따라서 원시유교의 상제22) 사상은 그리스
도교와 융합될 수 있지만 신유교는 보충되고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세 스콜라철학의 영향
을 받은 마테오 리치가 주장했던 보유론(輔儒論)이다.
전홍석은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회 회원들의 보유론에 대한 견해를 『초기 근대 서구지식인의 동아
시아상과 지식체계』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예수회 회원들은 첫째, “무신론적 성향의 후유인 송대 신
유학(理學, Neo-Confucianism)을 배제하고 그에 앞서서 존재했던 원시유학을 유교-그리스도교 융합

18) 페트루스 다미아니는 철학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Lehramt로서의 권한을 박탈했다. Historisches W rterbuch der Philosophie,
Bd. 1, S. 294.
19)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의 학자로 고대 인본주의를 통한 인간 정신의 참된 도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 Morus는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라틴어 이름이다.
21) I. Baur, Die Geschichte des Wortes <Kultur> und seiner Zusammensetzungen, Diss, M nchen, 1951, S. 13.
22) 그리스도교적 관점과 유교적 관점의 상제기 비록 동일한 기표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본질적 차이를 갖고 있다. 유학자 신후담이
유교적 관점에서 상제는 곧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후담, 『서학변』 「영혼려작」, 65쪽, 473쪽, “今以吾儒之設論之, 則人之可比於
上帝者, 惟有此心耳.” 여기서 신후담은 상제를 심에 비교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
판국, 2008, 25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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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포섭하고자 한다.”23) 둘째, “동아시아 ‘천학’의 정초자 리치는 자연종교(natural religion), 자
연이성(natural reason)의 관점에서 원시유학에는 ‘인격적 유일신’이 존재했지만 송명시대로 넘어오면
서 도교와 불교의 여독으로 중국문화가 타락해 유물론화 무신론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회 회원들의
견해에 따르면 도교와 불교는 “독“이어서 중국문화 타락의 원흉이다. 마테오 리치가 유교로부터 도 불교
를 떼어낸 뒤 유교-그리스도교의 혼합체를 만들고자 할 때, 그 혼합체라는 것이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
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의 철학과 사상을 척도로 삼아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포섭과 배제의 방식에 의한 것
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Ⅲ. 마테오 리치의 천학의 철학사적 의미
(생략)

Ⅳ. 맺음말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장 김동원 신부는 그리스도교 문명과 동아시아 전통의 유 불 도 사상의 통섭 속
에서 출현한 천학은 동아시아학의 선구이자 기초로써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천학은
조선에 전해져 성호 이익으로부터 비평을 받은 이래, 광암 이벽이 1779년 천진암강학에서 천학을 종교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하여 한국천주교회를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천학사상은 안
중근 의사가 천주교에 입문하고 하얼빈 의거 후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간절한 염원으로 저술한 동양평화
론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마테오 리치의 천학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사상적 실천적 원천이라는 견해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추천사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마테오 리치의 천학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사상사적 관계성에 대한 김동원
신부의 견해뿐만 아니라 학계에 만연된 동서양 사상, 철학, 종교의 교류에 있어 마테오 리치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르스 커밍스가 『한국근현대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관념의 파편성’에 대한 언급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부르스 커밍스는 앨러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er)의 역작 『미덕을 본받아』(After
Virtue)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은 잃어버린 총체성의 파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
조하고 있다. 본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을 계승한 스콜라 철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마테오
리치의 형이상학과 인간관은 서양철학사에서 특정한 시기의 신학이 지배한 시대정신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불교, 도교 원시유교의 천 그리고 송대 리학 등의 리(理) 개념에 대한 관념도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시대의 주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피상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파편화된 그의 관념에 과연 동서양의 호혜적 교류의 극점이라는 찬사를 붙이는 것이 과연 타
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23) 전홍석, 『초기 근대 서구지식인의 동아시아사상과 지식체계-예수회 선교사의 유교오리엔트: 호혜적 형상』, 서울: 동과서, 2018, 7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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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길지만 아름다운 문장이며 본 연구의 맺음말에 적합하기에 부루스 커밍스의 말을 인용한다. 그는 한
국 고유의 유교에서 강조하는 마음
각하지 못한 인간 마음의 능력

오직 인간을 유한한 피조물로만 이해하는 마테오 리치가 결코 자

이 중국사람이나 헤브라이 사람과의 다르다는 점과 “한국은 고유하며

외국의 영향을 아낌없이 한국화했다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닌 것” 등을 강조한다.

인용문(생략)24)

굳이 마테오 리치의 천학을 언급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천년을 잇고 있는 미덕으로도 우리는
안중근의 평화론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천년을 잇는 미덕이 있었기에 “도덕적 간언”25)(諫言), “학
생과 학자로 하여금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윤리적 자세”, “한국 노동자와 학생들이 보여주는
민주화를 위한 결연한 투쟁”이 한국현대사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사를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닐까?
서구 근대가 야기한 일국중심,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서구의 재중세화론”을 강조하는 것
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초기 근대 서구지식인의 동아시아사상과 지식체계』의 저자 전
홍석은 탈근대적 “중세화(medievalization)론”을 강조하며 “신중세화체제”가 “문명공동체 범주의 보편
성과 특수성을 잇는 거시적 구도의 결합조직이자 생태학적 관계망을 긍정하는 다양성 속의 조화를 지향”
하며 “세계화의 원심력과 국민국가의 구심력에 대한 균형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오늘날 보편적 세
계성과 특수적 지역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중세화 과정의 재발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
러나 탈근대적 중세화라는 것이 서양 철학사적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으로의 역행이며
퇴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과연 “재중세화론”이라는 개념이 근대의 일국 중심주의와 민족주
의적 배타성을 넘어 생태학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탈근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배타적 일국중심주의와 생태파괴에 근원적 원인을 제공한 근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테오 리치가 중국 원시유교의 형이상학 이외에 불교나 도교의 형이상학을 부정한 것과 달리 부루스
커밍스는 “한국의 형이상학은 실로 동아시아의 여타 지역에서 필적할 상대가 없었다”26)는 점을 강조한
다. 한반도의 미덕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서양으로부터 보충이 필요 없다는 말이겠다. 한반도 조선의 성리
학자들은 “우주를 단일한 유기적 전체, 즉 인간과 그밖의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통일되어 있는, 살아
있는 유기적 전체, 즉 인간과 그밖의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통일되어 있는, 살아있는 물리적 연속체라
고 보았다”라는 견해에서 우리는 충분히 조선시대의 유교로도 생태학적 관계망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
가?
부루스 커밍스가 “물자체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비교와 유추, 은유를 통해서만, 또한 우리 욕망의 대
상이 우리에게 빛을 던질 때 그것을 정찰하는 투시적 자세를 통해서만 우리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말
한 것처럼, 마테오 리치가 이해한 중국 원시유교, 중국 성리학 그리고 그들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상
24) 브루스 커밍스/김동노,이교선,이진준, 한기욱 옮김. 『한국현대사』, 서울: 창비, 2016, 108쪽.
25) 브루스 커밍스/김동노,이교선,이진준, 한기욱 옮김. 『한국현대사』, 서울: 창비, 2016, 28쪽.
26) 브루스 커밍스/김동노,이교선,이진준, 한기욱 옮김. 『한국현대사』, 서울: 창비, 2016,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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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의 그런 유교는 없다. 따라서 그가 “유럽에 알려진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 가운데 종교문제에 관해서 나는 고대 중국인들 만큼 순수하며 또한 잘못된 관념이 적은 민족을 본
적이 없다.. … 그들은 줄곧 최고의 신을 숭배해 왔다”27), 라고 말할 때, 그는 안타깝게도 그가 생각한 중
국의 신, 신을 향한 숭배의 참된 의미를 최소한 비교, 유추, 은유를 통한 투시적 자세로 이해하지 못한 것
이다.

27)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 중국 선교사Ⅰ』, 신진호 전미경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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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2)분과 발표 1]

동학의 근대성과 생명평화사상

안효성 (대전대학교 H-LAC)

<차 례>
Ⅰ. 서론
Ⅱ. 한국의 근대성 문제와 동학
Ⅲ. 다시 개벽과 생명평화
Ⅳ. 결론

Ⅰ. 서론
동학의 개벽 사상은 서양의 근대가 갖는 새 시대 개척의 특성과 가치 장점을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서양의 근대에 내포된 편협함과 폭력성, 반평화적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성속분리의 세속화가 아닌
성속결합적 영성 회복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본 발표는 한국의 근대성 인식에서 동학의 성격과 지위를 어
떻게 판정해야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서양과는 다른 한국의 토착적 근대성을 대표하는 동학의 생명 본위
평화사상이 갖는 역사상의 의의와 현재적 가치를 평가한다.

Ⅱ. 한국의 근대성 문제와 동학
하나의 역사적 시기로서의 ‘근대(近代, modern)’와 그 시대 정신 내지는 시대 특성으로서의 ‘근대성
(modernity, modernism)’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화두이자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그간 비서구권에서는 서양의 특수한 문명사, 서양사의 유별난 연대기적 전개과정을 하나의 보편적 기준
으로 받아들여 온 데서 발생한 문제와 논란이 있어 왔다. 근대 경험과 함께 서구에서는 고대-중세-근대현대로 이어지는 시간적 항렬이 직선적 발전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중세와 근대 사이에
는 단층적 지각변동과도 같은 문명적 대전환이 발생해 전례 없는 비약적인 발전에 도달하게 된다는 신념
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런 교과서적인 역사의 도식이 서구로부터 비서구 사회에 강제되면서, 그러한 역사
의 도식과 고스란히 일치하는 연대기를 갖지 못한 비서구 사회는 후진적 문명이라는 멍에를 짊어져야만
했다. 그 때문에 비서구 사회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구적 근대성의 개념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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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구성하고 서구적 근대성의 요소들을 자신들의 역사에서 억지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에 급급
하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서구적 근대의 맹아로서의 실학의 존재와 개화파로의 연결을 들어 한국의
근대를 설명하는 방법이 한때 유행했었다. 그러나 주자학의 대립물로서 근대적 진취성을 가진 실체적 학
문과 학파로서의 실학이 존재한다는 것의 허구성은 이제는 폭넓게 승인되고 있는 분위기다.1) 따라서 그
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근대성에 대한 논의의 기준을 서구 모델로 집착하지 않으려는 시도들도 엿보이
는데, 김상준의 경우 서양에서 촉발된 성찰적 근대성 이론, 다중근대성론, 대안근대성론 등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중층근대성론(근대성의 역사적 중층 구성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성이란 역사
적으로 몇 개의 중첩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형근대성’이란 1층위, ‘식민-피식민근대성’이란 2층위,
‘지구근대성’이란 3층위에 걸쳐 연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그리고 후기 단계로 갈수록 그 전
개가 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구조상에서 제2층위가 시작되기 전 어느 시점에서 ‘초기근대’가 여러 문
명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시되고, ‘본격근대’는 제2층위가 시작된 대략 1~2세기 이후에 개시된다는
것이 김상준의 주장이다.2)
주목할 것은 원형근대성은 성(聖)이 속(俗)을 통섭하는 구조를 띠면서 출현하고, 그 후 초기근대는 속이
성을 통섭하는 구조하에 성속 통섭 전도 방식으로 출현하는데 이것이 (원형근대성을 뛰어넘은) 일반적인
근대적 통섭구조라는 견해다. 김상준은 야스퍼스가 언급한 소위 기축시대(Axial Age)에 성이 속을 통섭
하는 세계질서가 나타났으며, 불교 유교 유대-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문명과 같은 세계윤리종교 문명이
원형근대성의 담지체였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성속 통섭 전도의 초기근대가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송원 연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성리학이 꽃피던 16~17세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다.3) 또한 그는 한국의 초기근대성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유교적 근대의 모습으로 전개되었으
며, 막판에는 유교적 자원에 크게 의존한 ‘동학(東學)’으로 이어져, 동학을 통해 유교면서 탈유교인 ‘대중
유교’의 형식과 성격으로 초기근대의 한계를 내파하고 근대적 지평을 활짝 열게 되었다고 본다.4) 역사적
근대를 서구적 표준 유형, 특히 자본주의와 등치시키는 관점을 거부하면서, ‘성속 통섭 전도’를 판단의 준
거로 삼는 중층근대성론을 통해 비서구 문명에 근대성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동아시아 원형근대 및 초
기근대까지의 근대성을 유교 원시유교와 성리학 의 탄생과 부침으로 개관하면서, 탈유교적 성격을 갖
고 본격근대로 향해 갔던 동학마저 유교의 연장과 변용으로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역동적 근대성에 일관
성을 부여한 것이 김상준의 독특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5)
1) 김용옥, 『독기학설: 최한기의 삶과 생각』, 통나무, 1990; 김용옥, 『도올심득 동경대전 1』, 통나무, 2004;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개화에서 개벽으로』, 2018 참고.
2)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아카넷, 2011, 34-50쪽 참고.
3) 같은 책, 56-70쪽 참고.
4) 같은 책, 538-543쪽 참고.
5) 윤사순, 조경달, 나종석 등도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학자다. 그들은 동학이 유학에 반대하는 사상은 결코 아니었으며, 기본적
으로 유학의 전통 속에서 등장한 종교였다고 평가한다. 가령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부정하고 평등을 옹호하는 동학의 사상은 사실 유
학 전통에 내재한 만민 평등사상의 급진적 표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식이다. 특히 윤사순은 동학의 시조 최제우의 저작들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이 모두 유교 경전에 연원한다는 것을 들어 동학이 짙은 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윤사순, 「동
학의 유교적 성격」, 『동학사상의 재조명』,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8; 조경달, 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
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08, 48-49; 나종석,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도서출판 b, 2017, 542-543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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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송호근은 『시민의 탄생』에서 한국의 근대를 직접 동학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는 조선의 유
교적 봉건질서를 깨고 신질서의 도래를 이끈 근대인의 원형이 동학도였다고 지명한다. 문자 해독력을 갖
춘 ‘문해인민’에서 양반처럼 백성도 인격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각인민’으로 진화한 주체들이 주로 동학
교문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동학은 ‘인즉천(人卽天)’의 논리로 양반의 전유믈처럼 여겨지던 하늘을
인민의 것으로 인격화했고, ‘수심정기(守心正氣)’로 자신을 하늘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수양을 통
해 천의 내면화와 자기화를 가져온 종교개혁의 일종이었다. 지배층이 전유한 진리[天理]을 만인의 사적
신념 또는 공공의 섭리로 전환시켜 공론장의 주체인 근대적 개인을 출현시켰고, 모든 인간을 하늘처럼 대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계율은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동시에 드높이는 혁명적 사고를
퍼트렸다. 그리고 동학의 확산에 힘입어 평민 공론장의 영향력이 신장되었다. 동학은 기본적으로는 종교
였으나 정치적 저항을 함축하고 있었기에 동학 공간과 운동은 정치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도 하였으며,
『동경대전(東經大全)』이나 『용담유사(龍潭遺詞)』와 같은 경전 교리문과 가사 문학을 유행시켰다는 측면에
서 문예 공론장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송호근은 동학이 천개념의 세속화, 주체적 자
각인민의 탄생, 평민 공론장의 발전과 같은 혁명성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의 근대를 견인했다고 보았다.6)
김상준이나 송호근의 경우 모두 허구적인 실학보다는 다른 경로로부터 한국의 근대를 해명하려 한다는
점과, 그 비중에 대한 판단 차는 있으되 한국적 근대성의 징표를 동학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을 보인다. 그런데 김상준은 동학을 유교의 연장과 내부로 간주하고 유교를 본원으로 삼아 동양적, 한국
적 중층근대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학 자체를 근대인의 원형을 탄생시킨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한국 근대의 견인차로 보는 송호근의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어떤 또 한가
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자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구적 근대성의 내용과 결별하지 못하
고 그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송호근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듯이 하버마스의
담론장 및 공론장 이론에 입각해 인민의 탄생 및 시민의 탄생을 추적해 가는 방식으로 한국의 근대화 과
정을 조명한다.7) 한편 김상준은 본인이 기존의 서구 중심 근대성 이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근대성의
요인과 패턴을 특정한 방식으로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비록 근대성의 함의는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근대
성=합리성’이라는 대전제를 견지하고 새롭게 고안된 준거 틀을 여전히 ‘근대성’이란 이름으로 모든 문화
권에 고루 적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대론을 닮아 있다. 즉 송호근도 김상준도 서구의 주류 근
대성 이론을 답습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통일된 근대성의 개념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셈이
다.
그에 비해 근래 조성환은 근대성 문제에 대한 매우 색다른 견해를 제출하였다. 근대는 세계적으로 동일
한 시대나 하나의 모습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속성을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한 나라나
문명이 오랜 역사적 전통을 확 뒤집어 새로운 가치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
이 공통된 이름으로 지칭하자면 편의상 ‘근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대’는 서양의 ‘modern’
에 대한 번역어에 불과하므로 각 나라에서 그런 격변기의 특성이나 비전을 담은 다양한 개념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신종교들이 한결같이 제창한 용어 ‘개벽’이 그에 해당한
6)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음사, 2013, 5-153쪽 참고.
7) 송호근의 같은 책 및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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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조성환의 주장이다. 또한 조성환에 따르면 동학을 필두로 증산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이
모두 ‘개벽’이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와 유교적 질서와의 긴장 속에서 그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
는 혁명적 대응을 보였기에, 1860년 동학의 탄생을 한국적 근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8) 번역
어로서의 ‘근대’보다는 토착어로서의 근대에 해당하는 용어로 개벽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조성환은 동
학에서 서구식 근대의 성격을 발견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동학의 개벽사상에 담긴 서구 근대의 성격과는
차별화된 특색을 주목하면서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한국적 근대, 즉 한국의 토착 근대의 중대한 가치라고
주장한다. 즉 이성적 합리성이 아닌 시천주(侍天主)의 하늘 지향적 영성과 생명 중시 사상이 우리식 근대,
개벽의 중심 가치라는 것이며 그 점이 한국 역사의 독특함이라는 것이다.9)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양의 근대와 같은 역사상의 일대 문명 전환적 사건이 발생한 비교적 우리 시대의
가장 가까운 시기를 기왕이면 ‘근대’라고 호명하는 쪽을 선호한다. 다만 필자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시대
정신이나 내용적 특성에 있어 모든 나라나 문화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표준이 있어야 한다고까
지 보지는 않는 다원주의적 입장에 선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가까운 문명적 전환의 시기를 근대로 간주
하고, 근대성의 내용, 곧 근대의 얼글이 나라마다 제각각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동학의 출현 시기가
토착적 근대요 동학의 개벽사상이 한국의 근대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조성환의 견해를 지지한다. 조
성환과 같은 관점으로 동학을 기축으로 놓고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을 포착한다는 것은, 서구적 근대에 억
지로 포획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의 특수한 문명사적 전환의 지점과 특색을 자
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의미가 있다. 동학을 굳이 서구적 근대성의 요소들로 평가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동학에 깃든 한국적 근대의 특성은 무엇인가? 동학적 근대성의 의미는 무엇인
가?

Ⅲ. 다시 개벽과 생명평화
동학은 조선 왕조의 명운이 쇠하고 서세동점하는 시대를 맞아, 뿌리 깊은 봉건적 불의를 극복하고 외세
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자원을 되살려내고 서양종교와 사상까지를 포함하여 서양
의 근대 문명과는 다른 차원의 새 문명 후천개벽(다시 개벽) 을 개창하고자 하였다. 동학이 천명한 ‘개
벽’이란 그야말로 아주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하는데, 사고방식의 개벽, 삶의 방식의 개벽, 문명
자체의 개벽을 망라한다. 특히 모든 개벽의 저변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정신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동학의 후천개벽은 생명의 개벽이고 살림의 개벽이라 할 수 있다. 동학은 주자학의 헤게모니가
실효성을 다해가던 조선 후기에, 기존 체제에 저항하고 비판하던 민초들이 각성을 거쳐 역사와 생명의 주
체요 변혁의 주체로 성장한 결과로 등장했다. 동학은 사람을 하늘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모든 존재를 같은

8) 조성환, 앞의 책 참고.
9) 반면에 김용옥은 근대성에 관한 한국의 논의들이 서구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개벽이론은 인류 역사를 굳이 목적론으로 파악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구심을
낼 수 있는가를 보여준 훌륭한 예시라고 격찬한다. 김용옥은 개벽이론에 대해 ‘근대’라는 개념의 단계적 설정을 가하려는 것을
하다고 보며 동학을 근대의 기점으로 파악하려는 논의 자체에 아예 동의하지 않는다. 김용옥, 『도올심득 동경대전 1』, 통나무,
7-21쪽 참고.

동학의
만들어
무의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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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라 여기며 존중하는 높은 인권의식과 만민 만물 평등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천 년 이상을 지
탱해 온 지배 패러다임과 결별하는 파천황적 사상체계이고,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의
기치 아래 민중의 역량을 집중시킨 사회혁명의 일환이었으며, (침탈적 성격에 대한) 반외세적 항거10)와
함께 서양은 물론 종래의 중화문명으로부터도 독자성을 내세우는 확고한 한국적 ‘동(東)’의 정체성 정립
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서양의 근대성과도 상통하는 보편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인격
화된 하늘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성속 분리와 함께 세속화와 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갔던 서양의 근
대와는 정반대의 길인 종교화, 영성화의 길로 나아갔다는 결정적 차이점을 보인다. 게다가 동학은 만물이
우주적 생명체로서의 하늘 동학의 하늘은 외재적 절대신이 아니다 임을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적
극적인 타자 공경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생명 살림의 자기 수양적 문명 전환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하
다.
동학이 추구한 한국적 근대의 방향을, “새로운 형태의 한국학”11)이자, “폭정에 대한 항거이자 외세에
대한 저항이기 이전에 하나의 생명운동”,12) 생명을 가치 중심으로 삼는 “일종의 살림운동”13) 내지는 “살
림문명”14)으로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다. 동학이 한국적, 토착적 근대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면,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그것도 대중적인 인문학 운동 혹은 사상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분명한 선례를 통
해 보여준다는 것이 그 한 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용적으로 볼 때, 하늘과 인간의 상호적 관
계를 전제로 한 영성의 회복과 함양, 우주적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공공성의 윤리 질서 구축, 수양을
통한 자기변화와 그로부터 출발하는 사회변혁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
양의 혁명과 근대 전통을 일면 포함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혁명과 근대라는 용어를 그대
로 적용해 일컫기엔 무리이며 그야말로 ‘개벽’이 실로 적당하다. 동학이 꿈꾼 근대를 일컫자면 그것은 다
름 아닌 ‘개벽’, 그것도 ‘다시 개벽(후천개벽)’이 될 것이다.
동학의 개벽에는 서양의 근대와는 달리 하늘과 자연을 사람의 발밑에 두고 인간의 물질적 번영을 위한
이용 대상과 수단으로 삼는 오만과 편견이 없다. 동학의 개벽은 서양의 근대가 걸어간 폭력과 혼란의 자
취와 그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강하게 부정한다. 동학은 하늘 안에서 만물을 보고 만물 안에서 다시 하늘
을 보는 방식의 생명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명체계에 입각해 만물 개체 안에 깃들어 있는 우주적 생
명력로서의 하늘님을 정성껏 모시고 섬기며 살 것을 권고하는 살림의 실천철학이기에, 필연적으로 생명
보전의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한다. 동학의 최고명제인 ‘시천주(侍天主)’의 사상을 비롯하여, 시천주의 구
체적 실천방법으로서의 ‘수심정기(守心正氣)’,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靈, 外有氣化)’의 생명원리를 존
중하는 시천주의 인식과 태도를 대변하는 ‘사인여천(事人如天)’과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언명, “만사를
아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데 있다[萬事知 食一碗].”는 가르침은 모두 생명과 영성의 본질을 깨우치고

10) 박맹수는 동학을 단순히 서학에 대립하기 위해 성립된 대항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을 왜곡된 관점이라 비판한다. 동학의 ‘동’은 동쪽
이라는 방위로서의 ‘동’의 의미와 한민족의 땅을 특정하는 ‘동’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서학과 동학의 관계에 있어 최제우 본인이 “운도
하나고 도도 같지만, 다만 그 이치에 있어서만 다르다.”고 밝혔듯이 서학에 대해 활짝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동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맹수,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 모시는사람들, 2015, 81쪽 참고.
11) 조성환, 앞의 책, 51쪽.
12) 같은 책, 52쪽.
13) 같은 책, 55쪽.
14) 같은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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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우리의 내면, 일상과 세계에서 회복시키고자 한 동학의 핵심 사상이다. 또한 우리(만물) 안의 하늘
님인 생명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과 개념으로 제시되는 ‘양천주(養天主)’, ‘삼경(三敬: 敬天, 敬人, 敬
物)’, ‘이천식천(以天食天)’, ‘향아설위(向我設位)’, ‘일하는 하늘님’ 등은 동학이 오직 생명의 살림과 평화
를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도 그 안에서 실현하고자 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동학이 노동 활동
을 하늘의 생명 활동과 동일시한다거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도 어떤 폭력과 불
평등도 없이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하려 했던 것은 오늘날의 노동, 여성, 아동 인권과 평등을 추구하는 흐
름과 견주어도 모자랄 것이 없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전봉준에 의해 선포된 무장포고문, 4대명
의15)와 12개조 기율16)의 내용 역시 동학이 과격한 폭력적 거사를 최대한 기피하고 생명 보호와 살림, 평
화를 최우선시했음을 입증해준다.
‘시천주(侍天主)’, ‘인내천(人乃天)’ 개념이 전면에 내세워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 사상에서는 ‘하늘’
과 ‘생명’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예로부터 하늘은 한국인의 영성을 나타내는 대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어의 하늘은 가장 큰 위상과 지평을 의미하며, 하늘님은 그런 하늘의 인격적 표현이
다. 동학에서는 이런 하늘을 최고 개념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을 하늘같이 하고[天] 내 기운을
하늘같이 한다[天].”17)는 식으로 하늘을 동사 개념으로 사용하기까지 함으로써 하늘을 내재화하고 그 가
치를 실용하는 실천적인 하늘지향성을 선보였다. 통념적인 근대화에서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강조됨으
로 성속 분리의 세속화가 동반되는데, 반대로 동학에서는 천의 요소가 강조됨으로써 세속화의 반대인 ‘영
성화’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학은 만물을 하늘처럼 대하는 성스러운 세계, 하늘공동체를 추구함으
로써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동학이 하늘을 준거 삼아 지향한 새로운 문명은 생명이 가치의 중심이 되는 세계다. 동학은 우주를 하
나의 유기체적 생명으로 보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적으로 동등하며, 모두가 한울이기에
평등하게 고귀하다. 이것은 명분적 차별의 윤리 질서하에 위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성리학적
하늘에 비해 공공적인 하늘이라 할 수 있는데, 동학은 공공적 생명으로서의 하늘을 민중들에게 되돌려준
셈이다. 수운 최제우가 내세운 ‘시천주’ 사상은 봉건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로서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사상이었다. 시천주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가 하늘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여기는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인간
만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 만물이 동귀일체(同歸一體)라는 생명 공감의 경지로 확장된다. 시천주 동귀일체
의 사상에서는 남녀, 노소, 귀천, 빈부 간의 일체 차별이 인정될 수가 없다.
시천주 사상의 핵심은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降 侍天主造化
15)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는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
라도 절대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매번 행진해 지나갈 때에는 절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지 말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10리 내로는 절대로 주둔해
서는 아니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박맹수가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에서 직접 찾아내 4대명의라 이름 붙였다.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 소장, 『朝鮮國 東學黨 動靜에 關한 帝國公使館 報告一件』, 문서번호 5문 3류 2항 4호. 박맹수,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
모시는사람들, 2015, 266-267쪽 참고.
16)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하라. 곤궁한 자는 구제하라. 탐관은 추방하라. 따르는 자는 공경하고 복종하라. 굶주린 자는 먹이라. 간
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하라. 도망가는 자는 쫓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제거하라. 거스르는
자는 잘 타이르라. 병자에게는 약을 주라. 불효하는 자는 벌을 주라.”
17) 『천도교회월보』 제2호, 1910. 09. 15. “天我心, 天我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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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永世不忘萬事知)” 21자 주문과 그 해설에 집약되어 있다 할 것이다. 최제우는 ‘시(侍)’, 즉 모신다는 것
을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각자 깨달아 간직하는 것을 뜻한
다.”18)고 풀이한다. 최제우는 우주의 근원을 단순히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내외적으로 체험 가능한 능
동적인 정신의 영적 존재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이 주문의 내용에 의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평이한 방
법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써 능히 군자가 되고 신선이 된다고 함으로써, 민중들에게 새 시대의 영
성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준 것이다.

Ⅳ. 결론
동학은 서양의 근대가 갖는 새 시대 개척의 특성과 가치 장점을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서양의 근대
에 내포된 편협함과 폭력성, 반평화적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록 실패한 혁명이 되어 역사
의 뒤안길에 남고 말았을지라도, 서양적 근대의 한계에 봉착해 새로운 문명의 가치를 모색하고 있는 전
세계 현대인들에게 본원적 생명 가치에 근간한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는 ‘상생문명’의 얼개를 짤 수 있는
방향성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앞으로 더 큰 비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8) 『동경대전』, 「논학문」, “侍者, 內有神靈,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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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2)분과 발표 3]

개벽종교로서 원불교
- 생명을 중심으로 강동현 (육군 35보병사단 원불교 군종장교)

<차 례>
Ⅰ. 머리말
Ⅱ. 개벽종교와 생명
Ⅲ. 원불교 생명운동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원불교 2세기의 성공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少太山 朴重彬,
1891~1943, 이하 소태산)이 개교표어로 주창한 ‘정신개벽(精神開闢)’은 원불교의 시작과 끝이며 혼(魂)
이라고 볼 수 있다. 원불교는 100주년기념대회(서울 / 2016. 5. 1.)에서 ‘정신개벽 서울선언문1)’을 개교
2세기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선언문의 핵심은 은혜, 상생, 평화,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개
벽 실천운동2)’의 구현이다. 과연 이 운동은 성공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정산 송규(鼎山 宋圭,
1900~1962, 이하 정산)3)는 역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4) 지난 역사를 반조함으로서 일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원불교 1세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심불일원상(心佛一圓相)봉
안(1935)’과 ‘정전(正典)발간(1942)’이라고 본다. 심불일원상 봉안은 종교의 체제를 갖춘 선언이며, 정전
발간은 사상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소태산은 종교와 사상의 완성을 불법(佛法)으로 주체 삼았다. 그 결과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내세우며 혁신불교로서 교세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 역사적 흐름은 원불교의 정체성을 혁신불교 입장에
서 해석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
각과 담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체된 교단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마리는
1) 정신개벽 서울선언문 : 과학의 시대, 생명이 존중받는 시대, 평화의 시대, 다가올 미래 등에 대해 원불교가 인류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어떤 미래 지향을 품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불교 2세기 비전 선언문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 기록집」, 원불교 출판사, 2016,
323 ~ 324쪽.
2) 「① 우리는 물질을 선용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상생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②우리는 마음공부와 적공으로 강약이 진화하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③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보은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3) 소태산대종사의 상수제자(上首弟子)이며 소태산대종사의 열반 후 법통을 이은 원불교 후계 종법사.
4)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 하였나니,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이 역사에 나타나는 까닭이니라.’『원불교 전
서』,「원불교 교사」, 원불교 정화사, 1977, 1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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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편찬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산은 소태산에게 조선불교혁신론5)이 순서상 처음인 것을 보고 독
창적인 교리를 첫 순서로 하자고 했다. 이에 소태산은 ‘체모(體貌)만 보지 말고 여러 상황과 동기와 과정
을 보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조선불교혁신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고 하였다.6) 소태산
의 시대인식은 ‘현하(現下)7)’에서 시작한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뜻
이다.
그 맥락에서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벽이란 표현은 19세기부터 민중 사이에 널
리 유포되었고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민중운동의 이념으로 전개되었다.8) 그 결과 동학-천도교-증산교원불교가 모두 의식적으로 개벽이란 개념을 공유9)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개벽을 공유하는 종교를
묶어 개벽종교(또는 개벽파)로 분류하고 있다. 오늘 날 시대정신 고찰에 따른 대안의 결과로 보인다. 개벽
은 소태산의 시대인식과 실천방법의 함축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이해하는 시각
은 소태산의 살아있는 사상의 숨결과 종교의 체모를 확인하는 일면이 될 것이라 본다. 나아가 원불교 2세
기를 그려보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발제는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고찰함에 있어서 개벽종교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생명’을 중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원불교 생명운동인 ‘정신개벽 실천운동’을 고찰하고 원불교 2세기
의 성공 동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개벽종교와 생명
1. 개벽종교의 등장배경
19세기 조선은 대전환의 시기였다. 오구라 기조는 정치의 정체(적폐), 민중의 피폐(민란), 학문의 정체
(理의 강화), 산업의 정체, 독창적인 사상의 발전(철학, 문학), 신흥종교의 출현, 상업의 발달(보부상 네트
워크)된 시대로 밝히고 있으며10) 박맹수는 서세동점(西勢東漸, 서학과 서구문명), 조선왕조의 지배체재모
순(부정부패), 민중의식의 성숙(민란, 사상)을 제시했다.11) 여기서 두 학자의 공통관점이 있다. 비서구적
근대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기타지마 기신은 비서구적 근대란 개념을 토착적 근대(새로운 근대)로 제시했다. 토착적 근대의 핵심은
토착문화의 힘이다. 이 힘은 토착사상과 종교를 통해 새로운 근대를 만들어 내는 사회변혁운동으로 전개
된다는 것이다.12) 19세기 조선도 마찬가지다. 사회변혁운동의 필연성과 당위성은 성립 될 수밖에 없었
5) 소태산의 친저로 1920년(원기5)경 부안 봉래정사에서 초안하여 1935년(원기20) 발간된 원불교 초기교서 중의 하나이며, 불교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 박장식 「평화의 염원」, 원광사, 2006년, 97쪽.
7) 소태산은 개교의 동기에서 ‘현하 과학문명이 발달됨에 따라’라고 표현하여 .시대인식의 시점을 밝히고 있다.
8) 「圓佛敎七十年精神史」, 원광사, 1989년, 39쪽.
9) 조성환,「한국 근대의 탄생」, 모시는 사람들, 2018년, 26쪽.
10) 오구라 기조「19세기와 동학」, 강민석 번역.
11) 박맹수「원불교의 마음운동」
12) 기타지마 기신 「새로운 근대를 찾아서 - 토착적 근대론의 제안 -」, 최다울 / 조성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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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정판이 근대 개벽사상과 종교로 나타났다.
개벽사상의 역사적 유래를 근대로 제한 할 수는 없다. 개벽이란 단어는 《주역》에서 유래하고, 소강절
(邵康節, 1011~1077)의 선후천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대 개벽사상은 기존 개념을
수용한 가운데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선천의 물리개벽(物理開闢)에 대한 후천의 인문개벽(人文開
闢)으로 말이다. 이 인문개벽을 ‘다시개벽’으로 밝힌 선각자가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 이
하 수운)이다.
수운은 1860년에 동학을 창도하여 개벽종교의 첫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농민혁명으로 동세개벽(動世
開闢)을 실천했다. 그 뒤를 이어 증산 강일순(甑山 姜一淳, 1879~1907, 이하 증산)은 천지공사 운동으로
정세개벽(靖世開闢)을 실천하게 된다.13) 박맹수는 수운은 철저한 제도화를 통한 개벽운동, 증산은 철저한
탈제도화 개벽운동을 구현했으며, 소태산은 이를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 정신개벽(精神開闢)운동으로 전
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해 볼 때 개벽종교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민중의 자각과 요구로 등장한 자생적
(토착적) 종교운동인 것이다.

2. 개벽종교의 생명사상
류병덕은 개벽종교는 고조선 시대의 한밝사상에 근거한 풍류(風流)14)에 연원하고 불교 미륵신앙(彌勒
信仰)의 수렴으로 발생 되었다고 본다.15) 김용옥은 한민족의 고유사상인 풍류에 근거하여 민중의 사상기
층(思想基層)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16) 두 학자의 견해를 빌리면 개벽종교의 근원은 풍류로 귀결된다.
풍류의 원형은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祭天儀禮)1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행사의 특징은 ‘하늘(天)
의 공공화(公共化)’이다. 다시 말해 소수(황제)의 하늘에서 모두(민중)의 하늘로 자리매김 시킨 것이다. 생
명의 근원인 하늘의 절대적 가치가 민중에게 균등적 가치로 부여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사상에서 하늘은 생명으로 재해석 된다. ‘하늘의 공공화’는 유기적 생명체로서 하늘과 사
람의 관계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성은 주로 초월성(超越性)과 상즉성(相卽性)으로 나타난다. 동학
의 ‘하늘 한다.’는 표현은 관계성의 극치를 보여 준다. 하늘지향성과18)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압축되어
있으며 공공행위로서 시천주(侍天主)까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운의 종교운동은 생명실천
운동이자 영성회복운동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은 증산과 소태산도 마찬가지다.19)
전통사상에 근원한 개벽종교의 생명사상은 ‘아래로부터의 혁명20)’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구

13) 김지하는 동세개벽은 폭력용인과 정세개벽은 비폭력 평화변혁으로 말한다.
14)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년~미상)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풍류(風流)를 현묘지도(玄妙之道), 삼교포함(三敎包含), 접화군생(接
化群生)으로 밝히고 있다. 김용옥은 ‘현묘(玄妙)=풍(風), 도(道)=류(流)’로 해석하면서 풍류는 우주 생명력(바람)을 추구하는 우리민족의
전통사상과 종교로 정의하고 있다.
15) 류병덕『풍류도와 미륵사상』234쪽.
16) 김용옥은 한국 민중의 사상지층을 풍류-불교-유교-기독교/동학으로 밝히고 고고학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김용옥 「한국
민중의 사상지층」, 위대한 강연에서.
17) 『魏志東夷專』에서 제천행사 시 국중대회(國中大會)를 부여는 영고(迎鼓,) 고구려는 동맹(東盟)이라 했다.
18) 조성환『개화에서 개벽으로』,2018년, 모시는 사람들, 49쪽
19)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유교의 리(理), 불교의 화엄(華嚴), 생태학, 뉴에이지 운동은 생략한다.
20) 위로부터의 개벽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의 표현. 박맹수「동학과 마음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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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조가 제시한 ‘한국적 영성의 네트워크’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상의 순수성 획득, 유지, 쇠락
의 과정에서 한국 사상은 철저한 영성을 견지한다는 것이다.21) 또한 이 영성 네트워크가 한국사상사 전
체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벽종교의 생명사상은 ‘전통 한국적 영성의 네트워크’가
작동한 것이다.

Ⅲ. 원불교 생명운동
1. 정신개벽 실천운동의 정체성
원불교는 2세기의 성공 동력으로‘정신개벽 실천운동’을 제시했다. 이 운동은 원불교의 생명운동이자
영성운동이다.22) 무슨 일이나 성공을 위해서는(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信). 동기부여는 행위의 정당성
이 부여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忿). 정당성을 위해서는 실체에 대한 객관화가 요구된다(疑). 일반적으로
객관화는 실증주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경향이 크다.23) 그러나 본인의 여건상 실증적 연구가 제한되므로
니체(F. W. Nietzsche, 1844~1900)가 밝힌 관점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객관화를 시도 해보고자 한다.
그런 입장에서 백낙청24)의 ‘문명의 대전환과 종교의 역할’이란 논고는 원불교 2세기 정신개벽 실천운
동에 대한 관점주의적 객관화 시도에 몇 가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정립할
때 ‘정신개벽 실천운동25)’의 정당성이 부여 되고26), 둘째 정신개벽의 이중과제론 시각에서 ‘정신개벽 실
천운동’의 현실진단과 미래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27), 셋째 교단의 주체와 지도인의 역할에 따라 ‘정신개
벽 실천운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 된다는 것이다.28)
그 가운데 백낙청이 밝힌‘개벽종교로서 원불교’는 이 논지와 일맥상통한다.29) 그래서 개벽종교의 정체
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개벽종교의 정체성은 앞에서 밝힌 ‘하늘의 공공화’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곧
생명이며, 공공화가 생명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태산은 생명을 ‘일원(一圓)’으로 규정했고,
공공화를 ‘보은(報恩)’으로 제시했다고 본다.30) 백낙청이 대전환기의 원불교 자산으로 제시한 ‘자력양성
21) 오구라 기조는 한국 사상은 개개의 육체적 생명을 초월하는 사상으로서 지성, 이성, 감성으로 설명 할 수 없으며, 오직 영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구라 기조「한국 사상사의 특징」, 조성환 번역.
22) 논지의 전개에 있어서 ‘정신개벽 실천운동은 원불교 생명운동이다.’가 전제가 된다. 앞에서 밝힌 ‘개벽종교의 종교운동은 생명실천운
동이자 영성회복운동이다.’에 근거한다.
23) 실체는 통계학(統計學, statistics)의 처리과정을 거치면 객관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정신개벽 실천운동’은 통계학적 객관화가
제한된다. 아직 시도 된바가 없고 그 자체가 별도의 연구과제이다.
24) 백낙청은 스스로 원불교와 관계를 국외자라 밝히고 있지만 활동적 측면에서(교서 번역사업 참가 등)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본
다. 충분히 관점주의 입장의 객관화의 주체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다.
25) 백낙청은 논고에서 ‘정신개벽운동’이라고 표현했으나 논지의 일관성을 위해 ‘정신개벽 실천운동’으로 통일한다.
26) 논자는 불교의 역사인식이 미흡하고 사회변혁에 박약하다는 로베르토 웅거(Robert Mangabeira Unger)의 지적을 근거로 ‘불법으로
주체’를 삼은 원불교보다 ‘후천개벽’을 계승한 원불교에 주목하고 있다. 소태산의‘현하(現下)’라는 시대인식, ‘물질개벽’이란 시국진단,
‘정신개벽’이란 대응방법은 사회혁명에 적극적인 개벽종교의 전형적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27) 논자는‘정신개벽의 이중과제론(물질개벽의 적응과 극복)’은‘물질개벽시대 = 자본주의시대 = 근대’라는 시대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원불교
는 그 동안 정신개벽운동을 ‘물질개벽의 적응과 극복’으로 동시추구를 했는데 적응의 관점에서 성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
하여‘물질개벽의 극복’의 의지와 경륜이 실종되면 정체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28) 소태산은 교단의 주체와 지도인을 개방시켰다. 이 경륜을 유지해야 ‘생명운동’은 성공할 수 있지만, 전무출신(출가자) 중심으로 운영
되면 종교주의 폐단→ 교단주의→사제주의→권력암투의 과정을 거쳐 실패의 길로 간다고 밝히고 있다.
29) 교단의 주체와 지도인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도 동의한다. 그러나 정신개벽의 이중과제론 시각에서 근대이후 물질극복의 문제에 관해
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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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力養成)과 정교동심(政敎同心)’도 결국은 ‘일원과 보은’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원불교 생명운동은 ‘일원
과 보은’의 깊은 성찰과 실천에서 시작되고, 원불교 2세기의 성공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벽종교로서 원불교의 정체성은 생명에서 시작되고 생명운동으로 구현 된다는 것이다.

2. 정신개벽 실천운동의 전통성
조직의 사회적 기능에서 카츠(Katz)와 칸(Kahn)은 종교를 형상유지조직31)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교
는 사상(교리나 규범)의 사회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실체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의
생명은 사상인 것이다. 소태산도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다.32) 이런 맥락에서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소태산 사상의 혼(魂)인 ‘정신개벽’을 바탕으로 원불교 2세기 비전을 선포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건을 발견 할 수 있다. 동학-증산교-원불교로 이어졌던
개벽종교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3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동학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원불교 재가교도들은 ‘100년성업 10년 대정진 기도’로 구현했
다.33) 재가교도들의 자발적 기도운동은 종교사에 있어서‘아래로부터의 생명혁명’이라 명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운(증산교)의 ‘천지공사와 해원상생’이다. 이를‘근 현대 100년의 해원 상생 치유 화합의
특별천도재’로 구현했다.34) 이 천도재는 과거의 아픔을 위로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동화합(大同和
合)의 생명공사’라 할 수 있다. 셋째 소태산(원불교)의 ‘정신개벽’을 ‘정신개벽 실천운동’으로 대전환을 했
다. 개벽종교의 계승뿐만 아니라 생명운동 실천으로 새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3가지 사건의 전개과정은 ‘정신개벽 실천운동’이 개벽종교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전개도 일치하고 그 내용도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당시 종법사였던 경산 장응철(耕山 張應
哲)은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에서 ‘마음은 천지(天地)를 품고 영겁(永劫)을 함께하며 선악의 조물주이니
정신개벽(精神開闢) 선도하자.’란 법문으로 정통성에 바탕 한 ‘정신개벽 실천운동’을 강조하였다.

Ⅳ. 결론
이 글은 ‘원불교 2세기의 성공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소태산은 종교와 사상의 완
성을 불법(佛法)으로 주체 삼았다. 그 결과 지난 원불교 1세기는 혁신불교로서 정체성을 견지하며 교세성

30) 일원과 보은을 대종경 교의품 4장에서 유추 할 수 있다.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
할지니” 『원불교 전서』,「대종경」, 원불교 정화사, 1977. 113쪽.
31) 형상유지 조직: 세대 간 문화전수 및 교육의 사회화 기능에 초점이 있는 조직
32) 소태산도 사상의 집약체인 정전(正典)을 중요하게 여겼다. 일제의 수난에 못 이겨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 고비만 넘기
면 문제없다. 영 안 되겠거든 정전(正典)이 있으니 정전만 들고 산중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그럴 염려는 없으니 안심하여
라.”라고 했다. 박장식 『평화의 염원』,원불교 출판사,2006. 108쪽.
33) 재가교도로 조직된 4개 단체(청운회, 봉공회, 여성회, 청년회)의 주관으로 10년 동안 실시했다.(2006. 4. 27. ~ 2016. 4. 27.)
34) 세계 각지의 원불교 교도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재난재해 희생영령들의 아픔을 49일간 위로하고 평화를 염원했
다.(2016. 3. 13. ~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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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불교 창립 2세기를 맞이하여 성장 동력으로 주목한 것은 ‘개벽종교로서 원
불교’였다.
먼저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개벽종교와 생명’을 검토했다. 동학을 비롯한 개벽종교
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비서구적 근대(토착적 근대)란 개념에서 살펴봤다. 자생적 사회변혁운동
(토착적 종교운동)의 전개측면에서 ‘개벽’이란 시대인식의 공유 속에 수운은 정세개벽, 증산은 동세개벽,
소태산은 정신개벽으로 사회변혁운동(종교운동)을 주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등장배경을
바탕으로 개벽종교의 핵심사상인 ‘생명(하늘)’을 중심으로 ‘개벽종교로서 원불교’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다. 개벽종교의 생명사상은 한국전통사상(풍류, 제천행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하늘의 공공화’에 근
원 한다는 사실과 ‘정통 한국적 영성 네트워크의 작용’이란 점을 통해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검토 해볼
수 있었다.
다음은 원불교 2세기 성공 동력의 실체조명의 일환으로 원불교 생명운동인 ‘정신개벽 실천운동’을 검
토했다. 그 이유는 이 운동은 원불교 2세기 비전인 ‘정신개벽 서울선언문’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정
신개벽 실천운동’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첫째는 원불교 생명운동으로서 정체성이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해 백낙청의 견해를 관점주의 측면에서 살펴봤다. 이를 통해 객관화 된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개
벽종교의 생명사상으로 정체성을 검증했다. 둘째는 원불교 생명운동으로서 전통성이다. 이 전통성을 입
증하기 위해 ‘정신개벽 실천운동’을 제시한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의 행사를 개벽종교의 핵심사건과 비
교 도출 하였다. 그 결과 동학의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증산교의 ‘천지공사와 해원상생’그리고 원불교의
‘정신개벽’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한사항은 ‘정신개벽 실천운동’의 세부사항
분석이다.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는 원불교 2세기 성공 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정신개벽 실
천운동’은 그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체 된 조직은 미래를 기약 할 수 없다. 소태산은 끊
임없는 시대인식을 통해 사상을 정립과 구현을 위해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불교는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를 통해 훌륭한 2세기 비전을 제시했다. 그 비전구현은 ‘개벽종교로서 원불교’를
이해하고 원불교 생명운동인 ‘정신개벽 실천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가능 할 것이
다. 그러나 한 가지 반문을 하며 이 논고를 마무리 한다. 원불교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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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교분과 발표 1]

개벽불교 : 원불교의 불교 혁신 이념 고찰

허석(許錫)(원광대)

<차 례>
Ⅰ. 머리말
Ⅱ. 원불교의 불교 혁신 내용
Ⅲ. 서구적 근대의 도래와 개벽사상의 전개
Ⅳ. 소태산의 개벽불교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1891-1943)의 대각에 의해 개교한 원불교는 동아시아 근대 불교계의 거대한
개혁의 흐름 속에서 불법(佛法)을 주체로 하되 새로운 차원의 불교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의 이념은 한국 근대종교의 핵심사상인 ‘개벽’의 혁명적 에너지를 접목함으로써 당
시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불교혁신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민중들의 새 시대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자생적’ 개벽사상을 종교적 이념으로 승화시키고, 그 사
상적 핵심을 불교에 연원함으로써 원불교를 개교한 것이다. 이렇듯 원불교가 자생적인 개벽사상과 불교
의 보편사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교혁신 운동을 펼쳤다는 측면에서 원불교의 성격을 개벽불교라
고 명명하고, 개벽불교로서의 원불교가 갖는 불교혁신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1)

1) 원불교를 개벽사상의 흐름에서 고찰한 선구적인 연구로, 김홍철은 수운, 증산, 소태산의 사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원불교를 개벽사상
의 흐름 속에 자리매김 시켰다(김홍철, 원불교의 후천개벽사상: 수운・증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4집,
1980, 67-95쪽). 류병덕도 원불교 사상을 동학사상, 김일부의 정역사상, 증산의 신명사상, 나철의 삼일사상과 함께 한국민중종교의 5
대 맥 중 하나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한국민중종교의 사상적 특징으로는, 민중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주체적 개
벽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류병덕, 근・현대 한국 종교사상사연구 , 마당기획, 2000, 145-214쪽, 268-295쪽). 김지하
도, 소태산의 법신불 일원상과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상이 근대의 대 혼란기를 극복할 문명의 대안이며,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진
리를 시대적이고 사회적 차원으로 일대 화엄(華嚴)하고 개벽(開闢)한 사상이라는 점에서 원불교운동을 일종의 ‘화엄개벽’이라고 평가하
였다(김지하, 일원상개벽에서 화엄개벽으로 ,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009, 1-4쪽). 최근 조성환은, 원불교가 불교개혁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명전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역동적 불교’의 형태를 띤다고 평가했다(조성환, 미래불교로서의 원불교: 개혁을
넘어 개벽으로 , 한일공동학술대회, 2018,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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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불교의 불교 혁신 내용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근대사상사에서 불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 시기 다수
의 사상가들은 서구로부터 유입된 과학기술문명과 그것을 만들어낸 서양의 종교나 철학 사상에 대항하여
새로운 근대문명을 선도할 동아시아 전통의 사상으로써 불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불교가 그러한 임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의 사상과 제도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
에 따라 동아시아 근대불교는 다양한 혁신이념과 활동을 보여 주었다. 원불교도 20세기 초 한반도에서부
터 시작하여 불법을 주체로 한 불교혁신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동아시아 근대불교 혁
신의 한 흐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불교가 보여준 불교 혁신의 사상과 내용은 여타의 혁신운동
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태산은 1916년 대각을 이룬 직후, 석가모니불을 성중성(聖中聖)이라 평가하며 연원을 석가모니불로
정하고 새 회상의 주체를 불법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1919년 불법에 대한 선언 을 통해 미래 불법의
비전과 가치를 선포하였고, 1924년 불법연구회를 창립하여 구체적인 교단 운영을 통해 그 이상을 실현
해 나갔다. 또한 1935년 조선불교혁신론 을 집필하여 혁신의 대요를 밝히고, 일원상을 중심으로 한 새
로운 신앙법과 수행법, 제도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1943년에는 불교정전 을 집필하
였는데, 총 3권 중 권2와 권3은 불교의 경전 6편과 조론 4편이 수록되었고 권1은 조선불교혁신론 의
내용과 함께 원불교의 사상과 교리, 훈련법 등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러한 원불교의 불교 혁신 사상과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태산
의 불교 혁신 사상의 핵심은 법신불 일원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했다는 점이다. 근대기 다수의 불교 혁신
가들은 석가모니불을 숭배함으로써 여타의 미신적인 신앙을 타파하고자 했는데, 소태산은 이러한 석가모
니불 숭배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래 시대에는 석가모니불의 깨달음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
하는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도록 했다. 또한 소태산은 이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 나아
가 견성・성불의 화두로 삼게 하여 종교적 실천에 직접 활용케 하였다.
둘째, 소태산은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는 교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천지・부모・동포・법률의 사은에 보은
하는 것을 새로운 불공법으로 제시하여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불공을 하게 했다. 또한 자력양성・지자본
위・타자녀교육・공도자숭배의 사요를 밝혀서 후천개벽 시대에 무한한 권능을 지니게 된 인류가 균등하게
진보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수행에 있어서는, 소태산은 삼학이 이러한 불교종파 내의 수행법을 통일한
계・정・혜 삼학병진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불교의 견성, 도교 양성, 유교 솔성을 주체로 한 삼학이라는
점도 강조한다.2) 또한 일반적으로 불가에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장(魔障)으로 여기는 ‘알음알이’, 즉 현
실생활에 대한 지식을 자성의 혜와 더불어 연구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일심 수양에 있어서도 정시(定時)
뿐만 아니라 동시(動時)의 공부를 대등하게 보았다. 취사의 범위를 개인적 지계(持戒)로 국한하지 않고,
가정・사회・국가・세계의 윤리・도덕으로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3) 이러
한 점은 소태산이 불법을 주체로 하되 현실 참여적이고 사회 윤리적 측면이 강한 유학의 폭넓은 수용함으

2) 대종경 교의품 5장.
3) 백낙청, 물질개벽 시대의 공부길 ,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 , 모시는사람들, 2016, 5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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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출가자 중심의 수행을 혁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소태산은 이러한 신앙과 수행 교리를 신자들
의 삶에서 사실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두어 치밀한 공부길을 제시하였다.
셋째, 불법연구회의 제도와 활동은 그 어떤 조직보다 평등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는 파격을 보여주었다.
먼저, 조선사회에서 오랜 시간 억압받던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이 두드러졌다. 불법
연구회 창립 대표 발기인 중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고의결기관인 수위단을 남녀 동수로 하였다. 또
한 불법연구회는 학위등급법(學位等級法), 학력고시법(學力考試法), 사업고시법(事業考試法)을 제정하여
모든 신자들의 공부와 사업 간 진행 정도를 점검하여 출가나 재가, 남녀의 차별 없이 오직 그 평가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 한편 운영에 있어서도 ‘교조’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영도력에 의지하여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나 불합리한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조직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중시했다. 그리고 불법연
구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회의와 의사결정은 의견제출, 경위 설명, 토론, 투표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고, 그 내용은 기록을 남겨서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등 투명한 교단 운영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갔다. 나아
가 불법연구회 회원들은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립하고 생한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영육쌍전의 교단 운영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법신불 일원상을 중심으로 한 불보(佛寶)의 혁신, 신앙과 수행의 병진과 훈련법을 제시하여 불
법과 생활의 일치를 지향하는 법보(法寶)의 혁신, 출가・재가, 남・녀의 평등한 제도와 합리적이고 민주적
이며 경제적으로 자립된 교단운영을 통한 승보(僧寶)의 혁신을 추구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원불교의 과
감하고 근본적인 불교 혁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소태산이 불교종단에 소속되
지 않은 채 재가 거사의 신분으로 활동하였고, 불법연구회가 전통불교 교단의 외부에서 불교개혁을 시도
했다는 신분적 자유로움으로 인해 보다 과감한 제도개혁이 가능했다고 평가한다.4) 물론 이러한 점도 하
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라고는 볼 수 없다. 본 발표는 그 핵심을 개벽 사상에서 찾고
자 한다. 즉, 소태산은 대각을 통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문명의 대 전환
을 맞이할 것임을 전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명의 대 전환을 한 마디로 ‘개벽’이라 압
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을 후천개벽시대의 특징으
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Ⅲ. 서구적 근대의 도래와 개벽사상의 전개
근대기 서양은 우월적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합리적, 개방적, 진보적, 논리적인 정신과 사상을 보유
한 문명국이라고 칭하였다. 반면 동양은 미개하고 보수적이며 폐쇄적, 억압적, 비도덕적인 야만이라고 여
겼다. 이에 따라 서양은 소위 문명화라는 이름하에 자신들의 문학, 예술, 철학, 역사, 사회체제를 전 세계
에 전파하고자 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이러한 서구의 문명 전반이 전 세계로 펴져나감에 따라
근대기 세계 각국에서는 식민지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적 근대성(近代性)이 동양
으로 이식되는 과정에서 서양인들이 동양에 관한 편견이나 관념, 가치, 이미지 등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4) 김광식, 백용성과 소태산의 동이에 대한 몇가지 문제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3집, 2015,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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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문학평론가

사이드(Edward

W.

Said,

1935-2003)는

이러한

현상을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이라고 불렀다.5)
물론 강대국이 약소국을 왜곡된 시각과 태도로 대하는 패권의식이 비단 근대기 서양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오리엔탈리즘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서양에
의해 형성된 오리엔탈리즘이 거꾸로 동양인들에게 이식되어, 동양인들이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
는 시선으로 복제되었다는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즉, 동양인 스스로가 서양의 근대 문명을 진보된 문
명이라고 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전통 사상은 미개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른바 ‘복제된 오리
엔탈리즘’의 시각을 통해 동양인들은 서구적 근대성이 갖는 합리, 이성, 실증적 세계관을 우수한 것으로
여기고, 이에 반해 동아시아 전통의 초월성과 종교성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
다.6)
하지만 근대기 한반도에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급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명의 패러
다임이 전개될 것임을 전망하면서, 복제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아닌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문명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자생적인 종교사상이 태동하였다. 그것이 바로 민중들의 새로운 시대
에 대한 열망을 담아 이 땅에서 만들어진 개벽종교 운동이었다. 이는 서구적 근대가 아닌, 민중들의 열망
으로부터 비롯된 주체적 시선으로 자생적 근대성을 추구하려는 종교운동으로써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
愚, 1824-1864)의 동학(東學), 증산 강일순(甑山 姜一淳, 1871-1909)의 증산사상, 소태산의 원불교 운
동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
수운은 1860년 상제와의 문답을 통해 무극대도를 깨닫고 주문(呪文)과 영부(靈府)를 받은 후,7) 천도(天
道)로서 도(道)는 같지만 이치(理)에 있어서는 서학(西學)이 아닌 동(東)으로부터의 새로운 정신문명이라
는 분명한 차이를 밝히며 동학을 창시하였다.8) 그는 인간 마음 밖에 있는 외재적 절대자가 아닌, 우주만
물의 마음 안에 있는 천주를 모시자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제시하였다.9) 동학의 핵심이념 중 하나인
개벽(開闢)은 ‘크게 열림’을 의미하였다. 이 용어는 주로 우주의 시작 또는 태초를 의미했는데, 조선 후기
에 와서 점차 인문적・종교적 의미로 변화되었다. 즉, 개벽을 우주론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개벽
이전의 선천과 개벽 이후의 후천을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또는 혼란의 세계로부터 이상세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인문적 차원으로 본 것이다. 수운은 ‘다시 개벽’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가 접한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을 종교사상으로 승화시켰다.10) 이러한 수운의 개벽사상은 동 시대의 일부 김항(一夫 金恒,
5) Edward W. Said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 교보문고, 2013, 14-15쪽.
6) 한자경, 서양화의 물결과 우리의 시선: 오리엔탈리즘적 불교관과 유교관의 비판을 결함 , 동아시아 근대 담론과 탈오리엔탈리즘 , 인
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제5차 NEAD 국내학술대회, 2018, 78-79쪽.
7)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모시는사람들, 2011, 43쪽.
8) “道卽同也, 理卽非也”( 동경대전 논학문 ).
9) 김지하는 동학사상의 핵심을 “우리 민족 특유의 민중적인 생명 사상을 확고한 중심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유교・불교・노장 사상과
도교와 기독교 등 제 사상의 핵심적인 생명 사상을 통일하되, 특히 민중적인 생명 사상, 민중적인 유교, 민중적 불교, 민중적 도교와
민중적 차원에서 새로 조명된 노장 사상과 선 사상, 민중적 기독교 사상 등의 핵심적인 생명 원리를 창조적으로 통일한 보편적 생명
사상”(김지하, 김지하 이야기 모음: 남녘 땅 뱃노래 , 도서출판 두레, 1985년, 110쪽(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모시
는사람들, 2011, 45쪽 재인용))이라고 보았다. 한민족의 전통을 확고히 계승하면서도 제사상을 민중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서 하나
의 생명원리로 정립한 창조적 사상이자 보편적 사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맹수는 이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와 근
대 과학기술, 근대국가라는 ‘근대성’으로 무장한 서양 열강의 동점에 맞서 이 땅의 사상적 주체를 확립하고자, 민중 사상가 수운에 의
해 성립된 조선의 주체적 근대성의 산물”(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모시는사람들, 2011, 45쪽)이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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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1898)에 의해 역(易)의 차원으로 이론화되는데, 그는 복희역과 문왕역을 선천시대의 역(易)으로 규
정하고, 자신이 만든 역인 ‘정역’(正易)을 후천시대의 새로운 역이라고 하였다.11)
이후, 개벽사상은 증산의 천지공사와 해원상생 운동으로 이어진다. 증산은 수운의 동학(東學) 사상으로
부터 비롯된 1894년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이 조선지배층과 일본군, 지방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
농민군 세력의 연합으로 철저히 탄압되며 민중의 고난과 절망이 극에 달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에 따라
급진적인 혁명 운동(動世開闢)이 아닌 조용한 운동(靖世開闢)을 통해 절망에 빠진 민중들의 아픔을 달래려
고 하였다. 증산은 경전이나 조직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탈제도화(脫制度化)된 모습으로 개벽운동을 전개
해 나갔다.12) 그는 음양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우주의 운행법칙을 ‘운도(運度)’라고 하였는
데, 혼란한 시대의 운도를 뜯어고치는 작업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선천의 혼란한 세상을 후천의
상생의 세상으로 바꾸는 ‘개벽(開闢)’을 맞이해 간다는 것이다.13)
소태산은 수운이나 증산과 직접적인 사제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년기부터 줄곧 그들의 사상을 깊
이 연구하였고, 소태산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당수가 동학이나 증산교에 입문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점으
로 보아 수운과 증산 사상이 소태산에게 상당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소태산
은 수운과 증산을 선지자(先知者)이자 신인(神人)이라고 평가하면서, 원불교가 세상에 드러나면 수운과
증산도 함께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14) 또한 “수운 선생은 해동이 되니 농사 지을 준비
를 하라 하신 것이요, 증산 선생은 농력(農曆)의 절후를 일러 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직접으로 농사법
을 지도”15)하였다는 한 제자의 평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각각 시대상황에 따른 역할과 그 사상적 연
관성을 인정하였다. 원불교에서 개벽사상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계기는, 불법연구회의 교리체계
가 최초로 집대성되었던 육대요령 (1932)의 표지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는 표어가 등
장하면서부터다. 이 표어는 불법연구회의 개교이념을 압축한 것으로써, 물질개벽이라는 시대적 진단과
그에 따른 정신개벽이라는 구세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Ⅳ. 소태산의 개벽불교
개벽을 주창한 수운과 증산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로 천지도수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소태산은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학문명의 발달’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하였고, 개
벽의 의미를 물질과 정신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물질문명이
급속하게 개벽되는 상황에서 그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정신개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과학문명
의 발달’로 인해 물질의 세력은 융성해지는 반면, 정신의 세력은 날로 쇠약해지는 결과 모든 사람이 물질
10)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에서 수운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하여 다시 개벽된 세상이 오고 있음을 선언하
였다. 그는 하원갑(下元甲)의 낡고 모순 된 선천의 시대가 가고, 상원갑(上元甲)의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박맹
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모시는사람들, 2011, 73쪽).
11) 일부의 정역사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정호, 정역에 대하여 , 한국종교 제7집, 1982, 7-27쪽 참고.
12) 박맹수, 한국근대 민중종교의 개벽사상과 원불교의 마음공부 , 동학학보 제11권, 234-235쪽.
13) 나권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에 관한 고찰 , 신종교연구 제24집, 2011, 256-257쪽.
14) 대종경 변의품 31장.
15) 대종경 변의품 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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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태산이 서구적 근대성이 아닌 비서구적이고 주체적인 근대성을 추구했다. 이러한 소태산의 태도는
근대기 이후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른 현대 문명의 폐단을 지적한 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소태산은
회보 36호(1937) 현대문명의 병맥타진 에서 인류사회가 맞게 될 병맥을 여섯 가지로 보았다. 즉, 인류
가 근대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의 풍요와 편리를 얻게 되었지만, 그
에 따르는 심각한 문명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물질문명의 개벽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에 돈의 병, 원망하는 병, 의뢰하는 병, 배울 줄 모른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 없는 병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소태산은 돈의 병을 현대인의 첫 번째 병으로 꼽았다. 이는 자본주의적 근대에 대한 소태
산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16) 즉 근대 이후 전 세계가 유럽식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전 인류가 가치판단의 중심을 돈으로 여기며, 사회적 윤리・도덕의 가치가 경시되는 가치전도 현상, 인정
이 매 마르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인류가 서로 감사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과 이기심・분별심으로 인해 서로를 원망하는 병, 우자(愚者)의 아만심으로
인해 배울 줄 모르는 병, 지자(知者)의 자만자긍심으로 인해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이타적 공심을 발휘하
지 못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공익심이 없는 병을 지적하였다.17) 이는 현대문명이 가져온 생활의 풍요로움
이면에 담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근대를 추구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물질의 개벽을 가져온 과학문명이란 단순히 과학기술에 관한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물질
의 개벽도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문명의 총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물질의 개벽은 과학기술문명을 포함하
여 근대 철학과 종교,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군사 등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광의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회보 41호(1938) 도덕학을 공부함에 대하여 에서는 과학의 범위를 경제학, 정
치학, 법률학, 어학을 비롯하여 철학, 농학, 공학, 상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물리화학, 역사학 등 현대
문명 전반으로 파악하였다. 즉, 과학이란 과학기술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학 등을 아
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이에 반해 ‘도덕’의 영역은 우주의 근본이치와 성품을 단련하여 이를 실천케 하는 종교적 차원을 의미
하였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응한 성품을 비롯하여 불가에서는 견성의 도를 주체
로 말하였고 선가에서는 양성의 도를 주체로 말하였으며 유가에서는 솔성의 도를 주체로 말하였나니 다
못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그 교리를 운전하는 제도는 조금씩 다르다 할지언정 도덕의 원체는 동일한 동근
이지의 도덕학”18)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천지만물 허공법계의 본원인 성품을 대상으로 하여 견성을 주
체로 하는 불가, 양성을 주체로 하는 선가, 솔성을 주체로 하는 유가의 가르침을 도덕학이라고 본 것이다.
소태산은 이러한 과학문명과 도덕문명의 차이를 ‘기술적 정신’과 ‘도덕적 정신’으로 설명하였다. 회보
23호(1936)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에서는 정신의 개념을 ‘기술적 정신’과 ‘도덕적 정신’
으로 나누고, 양자가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정신이지만 운용에 있어서는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
16) 백낙청, 물질개벽 시대의 공부길 ,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 , 모시는사람들, 2016, 55-56쪽.
17) 현대문명의 병맥타진 , 원불교 교고총간 3권, 원불교출판사, 1994, 87-91쪽.
18) 도덕학을 공부함에 대하여 , 원불교 교고총간 3권, 원불교출판사, 1994, 168–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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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술적 정신은 물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정신으로써 물질개벽을 이끄는 분별적 정신의 차원이라
면, 도덕적 정신은 이러한 물질을 구하고 사용하는 정신으로써 분별적 정신의 주체가 되는 무분별적 정
신, 즉 유무초월의 정신을 의미하였다.19) 다시 말해, 과학문명과 도학문명이 하나의 정신에서 비롯되었
지만, 표층적 차원인 기술적 정신에 의해 과학문명이 개벽되었다면, 심층적 차원인 도덕적 정신을 일깨움
으로써 도학문명을 개벽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종의 분별지, 표층의 정신세계를 기술적 정신으로 파악하고, 도덕적 정신을 주
체 삼아 기술적 정신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즉, 표층의 기술적 정신이
단순히 배척하고 지양하고 극복되어야 하는 정신 상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문명을 만들어
낸 원동력으로서 심층마음인 도덕적 정신을 개벽함으로써 기술적 정신이 만들어 내는 물질문명을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이 하나의 정신에서 비롯되
지만, 그 운용에 있어는 심층과 표층이라는 차원의 차이가 발생한다.20) 즉, 정신을 개벽하는 ‘도덕적 정
신’은 물질을 개벽하는 ‘기술적 정신’을 떠나 따로 있지 않으며, 도덕적 정신이 기술적 정신에 내재해 있
으면서도 그것의 심층을 이루는 경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
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상호간의 양립 가능성, 즉 조화와 병진의 길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도학문명의
발전을 위해 물질개벽이라는 과학문명이 배제되거나 터부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정신의 개
벽을 통해 기술적 정신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식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태산은 이러한 도덕적 정신을 가장 원만하게 밝힐 수 있는 종교로 불교를 선택하여 정신개벽의 핵심
사상으로 삼았다. 즉,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21)로서 유(有)적인 현상세계와 무(無)적인 비물질세
계를 초월해 있는 진리의 궁극적 경지를 사유하고 실천하는 도덕적 정신을 깨닫고 양성하며 사용하는 종
교교리와 그것의 실천법의 중심을 불법에 둔 것이다.22) 하지만 전통적인 불교의 교리와 제도로는 기술적
정신이 개벽되는 새 시대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없다고 보고, 불교의 근본진리인 법신불을 주체로 하되
전통적인 불교의 사상과 제도에 대해서는 일대 개벽을 단행함으로써 불법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모습
으로 재구성해 간 것이다. 이를 통해 도덕적 정신이 주체가 되어 기술적 정신을 바르게 사용하여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는 길을 제시하였으며, 서구적 근대성에 적응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중의 과제를
하나의 정신개벽 운동을 통해 구현하려 한 것이다.23)

19)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 원불교 교고총간 2권, 원불교출판사, 1994, 337-339쪽.
20) 이런 의미에서 원불교의 ‘정신개벽’은 세속적인 도덕 정신 운동과 구분된다. 즉, 그 진리관이 유무초월의 경지가 아니라 ‘없는 것’(無) 또
는 ‘있는 것’(有) 차원에서 논해지는 이런저런 종류의 도덕 정신 운동들은, 물론 그 나름의 성과와 의미가 있을지라도, 원불교가 지향하는
‘정신개벽’과는 같은 차원의 운동으로 이해되기 어렵다(이에 대해서는 김도공, 「원불교 정신개벽론의 의미와 그 실천」, 『신종교연구』 제20
집, 63-68쪽. 또는 백낙청, 같은 책, 374-375쪽. 참조).
21)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1절 정신수양.
22) 소태산은 불법을 천하의 큰 도라 하면서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고 평가했다. 즉, 불법이 모든 생령의 근본 성품을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
로 밝혔고, 그것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수행의 교법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백낙청, 문명의 대전환과 종교의 역할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9집, 2016,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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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소태산의 불교 혁신은 그 출발이 불교라는 종교(단체)의 재건을 위함이 아니라, 민중들 한 사람 한 사람
의 영혼과 삶의 구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은 종교단체를 설립하기에 앞서 교화단(敎化團)을
조직하고 저축조합, 방언공사를 통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 속에서 현실 참여적 종교
운동을 시작해 나갔다.24) 그는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닌, 인간을 위하고 모든 생명을 위한 종교를 구상한
것이다. 그러한 소태산의 포부와 경륜은 당시 민중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
시킨 개벽사상과 만나게 되었고, 근본적 진리를 가장 잘 밝힌 불법을 체(體)로 하되 개벽사상을 용(用)으
로 하여 미래 시대의 새로운 불법인 원불교를 개교하였다. 본 발표는 이러한 원불교의 불교 혁신 이념을
‘개벽불교’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불교 혁신의 일면에서 원불교의 정체성을 논해 보았다.

24) 장진영, 박중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 불교평론 제50호, 불교평론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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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교분과 발표 3]

인공지능과 인간
- 신종교 프리메이슨 단원인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

차영선(아주대학교)

<차 례>
I. 서론
II. 생각하는 것이란?
III. 인간과 AI의 근본적 차이
IV. 일원론(기능)과 이원론(본질,속성)
V. 프리메이슨 단원인 데카르트의 송과체

I. 서론
요즘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인간 본질
과 인공지능의 속성을 상호분석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어온 데 카르트의 심신이원론
(mindbody dualism)을 바로잡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입증되는 인간영 혼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또 우리의 지능을 월등히 능가하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인류가 협력하려면 인간이 앞으로 취해 야할 태도는 무엇일까? 를 살펴보면서, 왜 신종교 단체인,
프리메이슨(장미 십자회 Freemasons)의 회원인 데카르트(Ren Descartes 1596-1650)를 비롯해서,
뉴튼, 라이프니 츠, 등과 같은 천재들이 동시대에 많이 배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 늘날 인간이 유일하게 잃어버린 능력이 되는 데카르트의 송과체, 제 3의 눈(Spiritual third eye)이라
고 하는 송과선(pineal gland)이 프리메이슨단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II. 생각하는 것이란?
우선, 요즈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데카르트의 철학적 관점을 살펴보며 인문학의 주 요 키워
드인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나의 위가 비어서 뇌 신경계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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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물질에 의해 배고픔을 생각하게 하는 것과, 알파고가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딥런닝한 것에 의해 학습한
내용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우선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겠다.
- 인간과 인공지능(AI)의 차이
인공지능은 컴퓨터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컴퓨터는 2차 대 전 계산기
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대포를 쏘고 포탄이 떨어지는 거리를 정확히 계산했다. 그 러나 50년을 더 기다려
야했다. 왜냐하면 인공신경망(뉴럴 네트워크, Artificial neural networks)의 문제가, 학습한 것은 잘 배
우지만 새로운 정보 응용력이 부족했고 또 인간 얼 굴과 목소리 인식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업
그레이드해서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그제서야 인간처럼 학습하는 기계로 인지와 추
론, 판단이 가능해진다. 알파고는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수천만 가지 이상
의 수를 입력했고, 수백만 번 이상의 시합을 연습했다. 여기 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끌어들여 빠르게 처리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이 추가되며, 인지, 추론, 판단까지 하는 강 인공지능이다(Strong AI)이다. 예를 들
어, 도우미로봇은 사람처럼 똑같이 표정을 지어 사람과 분간하기 힘들 정도이다. 언 어, 문자, 육성, 얼굴
표정, 옷차림, 말투 등을 이해하고, 이미지들까지 인식해서 사진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데, 인간은 97%를
인식하는데 비해 로봇은 99.96%를 인식해서 로봇이 인 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 따라서 약 인공지능
(Weak AI)은 바둑이라든가 폐암 x-ray 사진 을 판독하고, 사람 얼굴을 구별하며, 스스로 무엇을 할지 판
단하지 않고 인간의 명령에 따라 서 주어진 틀 안에서만 일한다. 반면, 자의식(Artificial
consciousness)을 가진 초인공지능 (Super AI)은, 명령받지 않은 일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기 지능
을 높여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위키백과 “인공지능”) 이때 인간처럼 인공지
능에게 자아나 생각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또 내가 배가 고플 때
나의 위가 비어서 뇌 신경계나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배고픔을 생각하게 하는 인간의 뇌를 중심으로, 우리
는 ‘심신일원론’(유 물론)과 ‘심신이원론’을 언급할 수 있다. ‘심신일원론’(mindbody monism)은 ‘심신
이원 론’(mindbody dualism)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인간의 뇌와 정신을 동일시하며 뇌와 정신을 하나
로 본다. 따라서 인간도 인공지능처럼 물질로써 설명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오늘
날까지 이원론자라고 치부되었다. 데카르트에게 이성적인 사고는 마음의 영 역이고, 배가 고픈 것은 육체
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몸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다고 사람들은 그를 비판했다. 하지만 그가 주장
한 것은 정신과 몸을 연결해주는 것은 뇌지만 뇌 가 정신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뇌는 또 비 물질(정신)
과 물질(육체) 뿐만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 잠재의식과 초월의식 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하다.
이런 현상은 뇌세포라는 물질을 통해서만 나타나지만, 뇌 가 영혼은 아니라는 점이기에 이런 현상들의 주
체는 영혼이다. 데카르트에게 정신은 의식 (consciousness)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의 사유에서는 마
음, 의식, 이성, 생각, 정신, 영 혼이 동일한 개념이지만, 당시 그에게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따라
서 우리가 제 V 장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뇌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로 특히 뇌의 부위 중 데
카르트 가 지목한 부분은 송과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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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간과 AI의 근본적 차이
인간의 뇌는, 좌뇌, 우뇌, 뇌량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유의지와 욕구
인공지능도 자아가 있는 강 인공지능과 초 인공지능까지 가면, 스스로생각하고 배우며 판단하 고 행동
하면서 명령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 거
라는 우려도 생긴다. 하지만 기술개발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수렴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
제 하냐하는 부분이 인공지능 개발과 마찬가지로 연구될 분야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작동
시키고 점검해야 하는 주체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욕망의 차이다.
인공지능은 번식 욕(생식욕, 성욕)과 지배욕 (권력욕), 영생에 대한 욕구와 같은 생존욕구가 없다. 인공지
능은 소통은 가능하다. 하지만 인 간과 같은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생명체를 지배하거나 억
압할 욕구가 없다. 욕망 은 영혼에서 나온다.

2. 인간의 감정과 감성
인간은 희노애락과 같은 삶의 경험을 한다. 그러나 AI는 실제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또 감정적 반응
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도 그 기계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매우 통계 적 수학적이고 기계적이
며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 때문에 영화 <그녀(Her)>에 서와 같이 인공지능(AI) 시스템과 인
간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비이성적인 사랑에 빠질 수는 없다.

3.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직관이나 무의식(잠재의식)도 AI에는 없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은 감각기관에 의해서 바깥 세상을 파
악하지 않고 직관을 통해서 인식한다. 무의식의 힘이란 직관력(intuition), 통찰력 (insight), 상상력
(imagination), 영감(inspiration), 암시(allusion)와 같은 것이다. 이런 힘은 오감(five senses)이 아니
라 육감(sixth sense)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자질이다. 이런 인간의 무의식 기관은
우뇌뿐 아니라 심장에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심장에 있는 심포와 우뇌에는 인류의 모든 정보가 무한대로
담겨있다. 그러면 심포란 무엇인가? 심장을 둘러싼 뇌세포로, 뇌세포(brain cell)와 똑같은 뉴우런 신경
세포체(neuronal nerve cell)가 있다. 심포는 무의식을 주관하고, 습관적 일처리를 하며, 영 구기억장소
가 있고, 의식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 영혼의 자리라고도 하며 여기서 꿈을 꾸 고, 생각지 않고 집을
찾아가 문을 열며, 타이핑할 때 자판을 보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자 동으로 치는 행위를 말한다. 심장
뉴런(Heart Neurons)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뇌(Second Brain 노란부분)라고 하는 심포는 직감(Gut
Feelings=instinct)이 생기는 부위이기도하 다.(Juliette Kando F.I.Chor. 2018)
지금까지 우리는 AI에게 없는 인간의 우뇌의 기능(자유의지와 욕구, 감정과 감성, 무의식과 잠재의식)
을 살펴보면서, AI에게 영혼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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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원론(기능)과 이원론(본질,속성)
한편, 정신과 몸의 본질이 다르다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 을까? 라
고 질문할 수 있다. 데카르트에게 몸과 정신의 관계가 기능상으로 볼 때 심신일원론 (mind body
monism)이라면, 몸과 마음의 관계가 본질(essence)과 속성(attribute)상으로 볼 때는 심신 이원론
(mindbody dualism)이다.

1.일원론(기능)
데카르트가 몸과 마음이 기능(function)상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볼 때 그는 심신일원론
(mindbody monism)자이다. 왜냐하면 그가 『철학 원리』에서 말하기를, 생각한다(think)는 개 념은 이
해(오성understanding), 욕구와 의지(will, want), 감정(feel), 상상력(imagination), 등 을 다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다란 말에 의해서, 나는 우리 안에 서 이루어지는 일을 모
두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의해 즉시 ‘생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 도록 한다. 그런 이유로 단지, 이
해하고(understand), 원하며(want, will), 상상하는(imagine)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feel) 일도, (욕구
나 의지도 여기서는 통합적으로) 생각하다(think)와 동 일한 것이다.” “I take the word ‘thought’ to
cover everything that we are aware of as happening within us, and it counts as ‘thought’
because we are aware of it. That includes not only understanding, willing and imagining,
but also sensory awareness. (『철학 원리』 제 1부 9장)” 즉 통상적으로 사유하는 좌뇌의 이성적 활동
이라고 보는 ‘think’의 개념이 데카르트에게는 몸 을 요구하는 활동적이고도 감각적인 기능과 별도로 분
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해(오 성understanding), 욕구와 의지(will, want), 감정(feel), 상상
력(imagination)과 같은 몸과 결 부된 감각에서 나온 기능은, 우뇌에서 나오는 발상이기도 하다.

2. 이원론(본질,속성)
이제 데카르트는 본질(essence)과 속성(attribute)상으로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심신이원론
(mindbody dualism)자이기도 하다. 그는 ‘기계속의 유령’이라는 그의 말과 같이 영혼을 두뇌 와는 다른
비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몸과 마음을 본질과 속성상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나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도 없으며, 내가 있는 장소도 없다고 가상할 수 있지만, 그
렇다고 해 서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상할 수는 없고 …(중략)…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
체(substance)이 고, 그 본질(essence) 혹은 본성(nature)은 오직 생각하는(think) 것이며, 존재하
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 사물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I
am thinking, therefore I exist, “I would have had no reason to believe that I existed.
This taught me that I was a substance whose whole essence or nature is simply to
think [here=‘to be in conscious mental states’], and which doesn’t need any place, or
depend on any material thing, in order to exist.” (『방법서설』, 제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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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심신(心身) 즉, 마음과 몸을 기능 또는 본질과 속성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데카르
트를 심신일원론자 또는 심신이원론자라고 부를 수 있었다. 또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 분석하는 동안
AI에게 없는 인간만의 고유영역인 우뇌의 기능과 영혼의 존재도 재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컴퓨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도구와 기계를 만들어 활용하며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왔고 인공지
능 역시 그 ‘도구와 기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지금보다 한층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비례해서 인간의 영혼과 마인 드도 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데카르트가 주장한 송과 선에 대해 살펴보겠다.7

V. 프리메이슨 단원인 데카르트의 송과체

1614년 최대의 비밀조직이던 프리메이슨인 장미십자회가 발흥했을 때, 데카르트와 라이프니 츠를 비
롯하여 연금술 등에 매진한 아이작 뉴턴 등, 당대 과학혁명기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접촉하려
고 모여든 곳이 바로 이 신종교 단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17세기 초의 원조 ‘장미십자회의 시조’는,
의사이자 신비주의 철학자인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츠이 다. 장미 십자회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질병을
없애고 지식을 전수’하는 데 있으며, 특히 데 카르트가 당시 신종교인 프리메이슨에 입단하게 되는 동기
는 다음과 같다.

“1619년 11월 10일, 독일의 울름(Ulm)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열정으로 가득 찬, 데카르트가
놀라운 학문의 근본”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건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난다. 아마도 학문에 통합성을
소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론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다. 데카르트는 이때 신비로운 열정으로
가득찬 시기 를 보낸다. 그는 독일에 머물면서 울름의 수학자 요한 파울하버(Faulhaber)의 중계로,
자선의료 활동을 추천하는 장미십자회(Rose Cross)에 가입했다. 둘은 대수학 문제를 놓고 풀면서
실력을 알아보며 친구 가 되는데, 파울하버는 사실 과학자들의 비밀단체인 장미 십자회 소속회원으로
이들은 은밀히 과학을 발전시켜 인간의 질병을 없애고 지식을 전수하는 단체였다.”(Br hier,

mile

[1926]20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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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오늘날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창조성, 융합 성은 물론,
직관력, 예지력, 투시력, 통찰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능력을 얻는데 중요 한 것은 심리 및 내면의
평정이라는 것이다.(Harari, Yuval Noah [2017]2017 121) 신종교 프리메이슨의 중요한 상징이, ‘하나
의 눈(All-seeing eye, single human eye)’인 것도 바로 같은 이치에서 나온다. “데카르트 이후 철학자
들은 이 송과선을 몸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기도 했는데”(위키백과 “르네 데카르
트”), 정확히 말해 송과선은 ‘영혼의 자리(Principal seat of the soul)’, 마음의 눈이다. 솔방울 샘이라
하는 송과체는 뇌 중앙이 1센티 크기의 솔방울만 한 부분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하며, 데카르트는
비밀의 샘, 제 3의 눈, 마음의 자리라고 불렀다. 영적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송과선을 일깨우면 우
리 는 의식을 선명하게 할 수 있다. 12살이 되면 송과체는 말라버리며 완두콩처럼 작아진다. 송 과선이
활성화되면 뇌기능이 향상되며, 건강, 수명, 지적능력 등이 향상될 수 있다. 송과선을 우주에너지의 상승
경로인 차크라라고도 하는데 초월명상이나 단전호흡 복식호흡 등 동양적 수련법들이 많은 프리메이슨 단
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훈련법들이 송과체 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프리
메이슨 장미 십자회가 독특한 특성들에도 불구 하고 그리스도교로 잔존할 수 있었다면, 프리메이슨이 신
비한 밀교집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 처럼 공식 전례의식과 교리와 상징을 지닌 종교단체로서, 또 동양의
심신훈련법을 통한 다른 체제로 그리스도교와 큰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리
메이슨은 초 월자의 인정을 그 가입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원종우 2019, 28), 반그리스도교적이지도 않기에 장미십자회 신비주의 그리스도교 (Rosicrucian
Mystic Christianity)라고 불린다. 고대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플라톤, 이암블리코스(Iamblichus
c.245-c.325) 등도, 데카르트 와 마찬가지로 이 분비샘을 크게 주목하면서 이것을 “영혼의 자리”라고 불
러왔다1). 데카르 트, 라이프니츠는 물론, 뉴턴을 비롯해서 당대 과학혁명기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모여들
었고, 몽테스키외와 볼테르, 루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귀스타브 에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스
탕달,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등도 신종교 프리메이슨 회원이다.(위키백과 “프리메이슨”) 결국 영원히 불가
능한 일인 줄 알았던 연금술을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최초로 성취했듯이2), 프리메이슨의 최종 목표는 씨
앗이 나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신의 모든 권능을 감 싸고 있는 영(Spirit)이 되는 것이다. 또 신
과 같이 되지만 신과 동격은 아닌 인간이,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듯 나무라는 신의 생명 안에 거하여, 신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1) “In his Life of Pythagoras, Iamblichus repeats the statement of Plato that the study of the science of Numbers
tends to awaken that organ in the brain that the ancients described as the “eye of wisdom” - the organ now
known to physiology as the pineal gland. Speaking of the mathematical disciplines, Plato says in The Republic
(Book VII)...” (Wilcock, David 2012, 34)
2) “결국 현대과학에서는 실제로 다른 금속(납)으로 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중이온 가속기로 무거운 원소의 중이온을 떼어내 다른 원
자와 충돌시키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이 중에 금도 포함된 다는 것...” (위키백과 “연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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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교분과 발표 4]

보천교 교리敎理 ‘인의仁義’의 비유교적 특성

유철 (상생문화연구소)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교리 인의의 뜻
3. 교리 인의의 비유교적 특성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일제시대 600만 신도를 가졌다고 알려진 보천교普天敎, 그 거대한 조직의 교주는 차경석車京石이다.
그는 1907년에 증산상제1)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증산상제의 종도가 되었다. 비록 다른 종도에 비해 늦
은 시기에 입문했지만 차경석은 열정적 신앙으로 증산상제의 천지공사에서 중요한 도수를 맡는 등 주요
제자로 인정받았다.
1911년, 증산상제의 종통을 이어받은 고수부는 대흥리 차경석의 집을 본소本所로 하여 교단道門을 개
창하였고 차경석은 자연스럽게 고수부의 교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차경석은 자신의 집이라는 이점과 이
종사촌누이인 고수부와의 인간적 관계를 이용해 고수부의 교단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1918년, 최초의
증산신앙계열인 대흥리 교단은 차경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해 차경석은
교의 핵심 간부 60명(60方主)을 임명하면서 명실상부한 자신의 교단이라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천제天祭
를 지냈다. 2년 뒤인 1921년에 다시 천제를 지내 하늘에 고告한 교의 이름이 ‘보화교’였으며, 그 이름은
곧 ‘보천교’로 바뀌었다. 차경석은 일제하 수백만의 신도를 거느린 보천교의 교주가 된 것이다.
보천교 교주 차경석. 그는 방대한 조직과 수많은 신도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보천교에 맞는 새로운 교리
敎理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교리는 일찍이 그가 믿고 따르던 증산상제의 가르침과는 다른 색체를
띄고 있었다. 증산상제의 가르침과 같은 듯 다른 차경석의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신종교 연구자
들은 1928년 무진년 초에 이루어진 차경석의 도훈道訓인 ‘무진설법戊辰說法’을 계기로 공식화된 보천교
1) 甑山 姜一淳(1871-1909). 1871년 전라도 고부군 객망리에서 태어났으며, 스스로 옥황상제라고 밝히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
지공사를 집행하고, 1909년 어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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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로변경神路變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천교 연구자들은 차경석의 새로운 교리가 ‘유교적
儒敎的’이라고 평가했다. 차경석의 유교적 교리는 곧 그의 ‘변심變心’을 상징한다고도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차경석이 보천교의 교주로서 새로이 만든 교리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보천
교의 교리는 무엇이며, 그 교리의 발생과정을 알아보고, 그 교리가 갖는 성격을 분석해서 과연 그 교리가
‘유교적’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교리 인의의 뜻
보천교는 차경석의 보천교이다. 그리고 보천교의 교주인 차경석은 보천교의 교리를 스스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새로운 교리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천사 선화하신 후 월곡성사께옵서 그 명령을 받어 인의仁義의 교리와 경천敬天, 명덕明德, 정윤正
倫, 애인愛人 사대강령四大綱領으로 국경의 제한과 인종의 차별이 없이 천하창생을 가리쳐 화化케하
사 상생의 주의主義로 대동선경의 락원에 영원한 행복을 한가지로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보천교의
목적된 취지이다.2)

이 구절은 『보천교 교전』 「성사전」의 5장 <교리와 사대강령과 주의와 목적>에서 인용하였다. 새로운
교리의 선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곡성사 즉 차경석이 증산상제가 어천한 후 ‘그 명령을 받아’ 인의
의 교리와 사대강령을 만들었다고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보천교의 교리는 분명히 유교적 개념인 인의이며, 사대강령인 경천, 명덕, 정윤, 애인 등
도 역시 유교의 주요 이념들이다. 그런데 보천교 주요 문서들은 차경석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모두 증산상
제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유훈에 따라 교리를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차경석이 자의적으로 유교적 교리를 선포하였으나 교리의 정당성을 위해 증산상제의 명이라고
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유교적이라고 평가받는 교리들이 실제로는 증산상제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았
기에 증산상제의 명이라고 한 것이다.
과연 차경석이 교리로 설정한 인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1933년 3월 1일 오후 1시에 다음과 같
이 교리를 설법하였다.

인의, 사대강령, 상생, 대동을 명심하라...사람이 물을 때 보천교는 어떠한 주의主義냐 하면 답 왈
우리 주의는 상생 두자라 하라...이 주의를 가지고 전 세상을 같이 살아가자는 주의이다. 상생을 하
자면 어떠한 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느냐 하면 우리 교는 사대교강이 있으니 일왈 경천, 이왈 명덕,
삼왈 정륜, 사왈 애인이다...그러면 교리는 무엇인고 왈 인의仁義라. 인의는 대인대의大仁大義니 오
吾 교리이다. 목적은 무엇인고 대동이다.3)

2) 『교전』 p. 395-6.
3) 『도훈』, p.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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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기록된 보천교 문서에서 교리와 사대강령 등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일 것이다 여기서
차경석이 말하는 보천교의 교리는 ‘인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인의를 ‘대인대의’라고 한 점이다. 그
리고 그 대인대의는 차경석이 스스로 말한 바 증산상제의 ‘유훈’이었다.
차경석은 교리 인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인의, 인仁으로써 생生하고 의義로써 성成하나니 인仁을 행하고 의義를 행함은 사람의 도에 시始
함과 종終함이다. 우리 보천교는 인의를 주장하여 어진 일과 좋은 일로써 이 세상에 잘살아가자는
주의요 장래 대동세계 극락선경을 건설하자는 목적이다. 극락선경은 도덕의 세상을 이름이니 온 세계
가 도덕으로 화化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후천 오만년에 영구히 행락하자는 것이니라.4)

‘인으로 생하고 의로써 성한다’는 구절은 인의에 대한 차경석 특유의 해석이다. 모호하긴 하지만 그 뜻
은 두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인간의 생명은 천지의 인이 내재한 것이며, 삶의 모든 과정은 의로움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은 천이 심어준 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인으로 생한 모든
일의 결과는 의로써 이룬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생과 사, 그 중간의 삶 전체가 인의니, 인간 삶의 시종
이 바로 인의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의의 실천으로 만드는 이상향이 대동의 극락선경이며, 이것이 보천교
의 목적이며, 그 목적으로 하는 극락세계는 바로 ‘도덕’적 이상향이다.
인의에 대한 이러한 풀이는 맹자의 인의사상과 일맥상통하는 해석이다. 즉 맹자가 말하는 인과 의의 관
계인 ‘인에 거하고 의로 길을 삼는다’5)는 말과 ‘인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의로써 삶을 유지한다’고 한 ‘거
인유의居仁由義’와 다르지 않다.6)

3. 교리 인의의 비유교적 특성
1923년에 창간된

보광普光 (1923년 10월 25일 발간) 첫 장에 실린 <선포문>은 보천교 교리에 대

해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천사께옵서 새로운 세계를 대순하사 천지의 현기玄機를 조정하시고 신인의 숙원을 화해하사 선천
의 수數를 닫고 후천무궁의 운運을 여시니 이것이 천지공사이며 우주의 진리를 기초로 하여 신화神
化, 일심, 상생, 거병去病, 해원, 후천선경의 교의敎義를 널리 선포하시니 이것이 만화귀일萬化歸一
이며 후천의 신운新運을 만나 천사의 교의를 신봉하고 선포하여 사해형제와 더불어 장엄한 선경을
개척하고 영세태평의 무량행복을 누리고자 함이 우리 보천교의 목적이요 사명이로다.7)
4) 『교전』 p. 396.
5) 『맹자』 「이루」편 상 10장 “居仁由義”
6) 차경석은 궁극적으로 유교적 교리를 선포했고, 이를 통해 보천교가 세상에 좀 더 떳떳하게 인식되기를 바랐다. 창교 후 갑작스러운 교
의 성장은 일제하에서 일경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교주 차경석은 전국 각지를 도피해야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세간에서는
보천교가 미신난설迷信亂說을 주장한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보천교가 세운 시국대동단은 친일단체로 낙인찍혀 보천교를 대중에게서 더
욱 멀어지게 하였다. 말년에 차경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먼저 인도人道를 알아야 할 터이니 인도는 중中이요 중은 곧 正
이니 중정中正의 도가 인도이다. 인도를 배우고저하면 나의 말을 순응하고 복종하여 시종을 하나같이 하면 말경에는 세상에서 보천교
가 옳다는 허락이 나오리라.”『도훈』, p. 183.
7) 보광 창간호, 첫 장 <선포문> 중에서.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초기 교리중 ‘神化’이다. 신의 조화, 혹은 신의 경지에 이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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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차경석은 이러한 초기의 교리를 부정한다. 초기란
황석산 고천제로 보천교라는 교단명으로 공식화된 1921년부터 1928년 무진설법으로 새로운 교리체계
와 신앙양식을 선포한 시점까지이다. 차경석이 비록 초기의 교리를 부정했지만 증산상제에 대한 신앙과
태을주수행 등의 종교적 양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차경석은 1934년 10월, 촌산지순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증산상제의 교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분명
히 말하고 있다 그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는 교조인 증산상제가 차경석을 만난 후에 ‘나도 만
날 사람을 만났으니 의관을 하겠다’하시고 의관을 완비하신일, 둘째는 1909년 정월 초삼일 고사치성을
올릴 때 그 제를 대행하였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동곡에서 화천하시기 전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천지신명 공판에 정읍사람 차경석을 잘 정리하여 실수가 없다. 사람 잘 알아썼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다.8)
이러한 교통의 전수를 화인하는 것은 자신의 교리 역시 증산상제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는 것
과 같다. 촌산지순이 “지금 보천교의 정당한 교리는 무엇입니까?...교리를 인의仁義라 함은 무엇을 말하
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차경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리는 인의요 교강은 경천 명덕 정윤 애인이라 합니다. 교조의 유훈遺訓에 대인대의는 무병이라
하신 말씀이 계신대...9)

이렇게 본다면 차경석이 교리라 한 인의는 단지 유교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증산상제의
가르침인 ‘대인대의’에서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인 종교학자 촌산의 이러한 물음은 모두 차경석(보
천교)과 증산상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차경석의 대답은 자신의 종교적 근원
과 보천교의 정체성이 모두 증산상제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대강령인 경천敬天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다. 촌산은 ‘경천은 상제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차경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天은 따로 있으니 천이라 함은 신神도 아니요 인人도 아닌 물物이라. 천이 있고 상제가 있다.
우리 교는 삼단三檀이 있는데 제일 단은 천이요, 제이 단은 상제이니, 주체는 상제이고 위에 천이
있다. 상제만 말하면 천은 별개물이 되지만 경천이라 하면 포함된 것이다...천은 본시 허무한 것이요
주체는 옥황상제이니 총재總宰하는 권리가 있다.10)

이 대답의 핵심은 상제의 존재에 대한 차경석의 분명한 긍정과 믿음에 있다. 천은 결코 신이 아니라 물

이 신화는 증산상제의 핵심가르침이자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핵심방향이다. 차경석 역시 이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증산상제가 어천한
후 태동한 보천교에서 그 ‘신화’는 몇몇 신도들에 의해 증산상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신통묘술의 의미로 풀이로 해석되고 이를 추구
하였던 듯하다. 그 결과 보천교는 미신이라거나 허령선천하는 단체로 오해받았고, 차경석은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는 교리가 유교화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8) 『교전』, p. 503-4. 참조.
9) 『교전』, p. 507.
10) 『교전』, p.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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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 것은 상제의 존재성을 물리적 천과 구분하여 인격적, 주재적으로 부각하기위한 것이다. 여기서
사대강령의 하나인 경천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도덕적 개념보다는 옥황상제의 위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다. 이렇게 본다면 차경석을 유교에 함몰된 종교가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차경석은 교리와 교강을 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보천교의 처음 교리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촌
산의 질문에 앞뒤가 맞자 않는 대답을 한다. 즉 촌산은 “증전曾前에 교리를 일심 상생 거병 해원 후천선
경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정당한 교지敎旨가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차경석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정당한 교지가 아닙니다. 이상호의 말인데 교조께서도 선경仙境이란 말씀은 계셨지만은 증년增年
에 나는 은둔하여 있고 이상호가 량해를 득할 시에 자의로 교지라고 名目한 것입니다.11)

이러한 차경석의 대답은 증산상제의 주요 가르침인 해원, 상생, 일심, 후천선경 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들 개념들이 ‘정당한 교리’가 아님을 강조한 것 뿐이지 그 가르침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교조께서도 선경이란 말씀을 하셨다’는 구절은 그 외 나머지 구절들 역시 증산상제의 가르
침임을 인정한 것이다. 즉 이들은 비록 증산상제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이를 자신이 만든 보천교의 교리로
설정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12)
차경석의 의도는 분명하다. 유교의 정통 이념을 교리로 선정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신화, 일심,
거병, 해원, 후천선경 등은 자신의 보천교에서는 ‘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 교리
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유교적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전의 교리를 부정하는 계획적 부정이다. 또 전기
의 보천교를 허영선전하고 신통묘술에 몰두한다고 비판한 것 역시 초기 보천교의 신앙양태나 증산의 가
르침에 대한 근원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초기 보천교 신도들의 미신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거나, 보천교의
새로운 방향인 동양 정종의 도덕과 대비시켜 그 의미를 폄훼하려는 의도적 비판이라고 봐야한다. 왜냐하
면 교리를 변경한 후에도 차경석은 결코 증산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잃지 않았으며, 태을주 수련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경석의 태도는 한편으로 증산상제에 대한 신앙심과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다는 주장을 하면
서, 다른 한편 증산상제의 핵심 가르침들을 교리로 정한 것을 부정하는 등 매우 이중적이다.13) 이러한 이
중적 태도는 인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차경석이 보천교의 교리로 정한 인의가 비록 말년에 도덕
적 개념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발단에서 볼 때 근원은 증산상제의 가르침인 ‘대인대의’에서 찾
아야 한다. 즉 교리 인의는 유교적이면서 비유교적 기원을 갖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차경석은 인의에 대해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아니 실제로 이러한 태도는 이중
11) 『교전』 p. 508.
12) 이는 『교전』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데, 『교전』에서 ‘본교주문’이라고 하여 태을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후천선경(『교전』 p. 463) 일
심(『교전』 p. 527)과 상생(이는 혁신교리의 주의이다.) 등을 강조하고 있다.
13) 이강오에 의하면 차경석의 이중성은 결국 보천교에 두 가지 신앙형태의 싹을 만들었고, 차경석 사후에 보천교가 구파와 신파로 분리
되는 원인이 되었다.(이강오, 「보천교」, p. 43. 참조.)

- 246 -

한국종교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적인가? 논자는 여기서 차경석의 이중적 태도를 변호하고자 한다. 그가 비록 교리를 유교적으로 바꾼 것
은 분명하지만 이는 새로운 교리가 증산상제의 가르침에서 연유한다고 하면서, 다시 공맹의 유교적 의미
로 해석하는 이중적 태도가 아니라 초지일관 증산상제의 가르침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는 논
자의 판단이다. 즉 후일에 ‘인의’가 ‘인의도덕’이라는 유교의 도덕적 이념으로 치우쳤지만 이 역시 증산
상제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산상제는 유가의 폐습을 비판했다. “유는 부유腐儒”14)라는 것이 증산상제의 유교에 대한 인식이었
다. 물론 불교와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비록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
느니라”15)고 하였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참된 도를 전하지 못하고 여러 적폐를 드러내자 이를 경계한 것
이다. 그러나 유불선 전체를 배척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증산상제는 유도, 불도, 선도의 정수를 뽑아 통
합하여 새로운 도를 내세운다.

불도는 형체를 주장하고, 선도는 조화를 주장하고, 유도는 범절을 주장하느니라. 천지의 허무한
기운을 받아 선도가 포태하고 천지의 적멸한 기운을 받아 불도가 양생하고 천지의 이조하는 기운을
받아 유도가 욕대하니 이제 성숙의 관왕冠旺 도수는 도솔천의 천주가 허무(仙) 적멸(佛) 이조(儒)를
모두 통솔하느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술수術數는 내가 쓰기 위하여 내놓은 것이니라.”
하시니라.16)

선도, 불도, 유도의 핵심인 허무, 적멸, 이조를 모두 통솔하여 새로운 도가 나오니 이것이 바로 증산상
제의 무극대도이다. 즉 증산상제의 도는 선천 종교인 유불선, 기독교의 진수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동서 인류 문화를 그 근본에서 통일하는 무극대도이다.17) 특히 유도와 관련하여 증산상제는 ‘범
절’, 즉 ‘사회의 규범이 되는 도덕적 이념’을 강조하며, 그 유교의 이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불지형체佛之形體 선지조화仙之造化 유지범절儒之凡節의 삼도三道를 통일하느니라. 나의 도
道는 사불비불似佛非佛이요, 사선비선似仙非仙이요, 사유비유似儒非儒니라. 내가 유불선 기운을 쏙
뽑아서 선仙에 붙여 놓았느니라.18)
나의 일은 불지형체(佛之形體) 선지조화(仙之造化) 유지범절(儒之凡節)이라야 옳게 가느니라.” 하
시니라.19)

유불선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르침은 내는데 그것은 삼도통일의 무극대도인 ‘仙’道(선도)이다. 위 인용
문에서도 유교의 범절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증산상제의 가르침이 이러하다면 차경석이 교리 인의를 정하면서 증산상제의 가르침을 받들었다고 한
것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들이다. 물론 증산상제의 명령을 받아서 인의를 교리로 정했다는 것은 정
14) 『증산도 도전』 3:105.
15) 『증산도 도전』 2:40.
16) 『증산도 도전』 2:149-150. “佛之形體요 仙之造化요 儒之凡節이니라. 受天地之虛無하여 仙之胞胎하고 受天地之寂滅하여 佛之養生하
고 受天地之以詔하여 儒之浴帶하니冠旺은 兜率 虛無寂滅以詔니라.” 이와 같은 구절은 『보천교 교전』, 「천사편」 10장 經, p.
366-367.에서 참조.
17) 안경전, 『증산도의 진리』, 대전 : 상생출판, 2014, p. 446. 참조.
18) 『증산도 도전』 4:8
19) 『증산도 도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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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증산상제가 차경석에게 명하여 ‘인의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차경석의 인의도덕이 증산상제의 가르침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차
경석이 교리 인의로서 증산상제의 가르침을 이었다고 말하면서, 공맹의 인의도덕설을 강조하는 것은 결
코 이중적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방금 살펴보았듯이 공맹의 인의도덕설은 증산상제가 유도의 옳은 방
향이라고 인정한 ‘유지범절’과 같은 범주이기 때문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기존의 연구가들에게서 차경석의 신로변경과 유교적 교리변경에 대한 많은 주장들을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들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틀림이 없었다. 차경석은 문명 유교적 이념인 ‘인의’를 사용
했고, 사대강령인 경천, 명덕, 정윤, 애인은 모두 유교의 핵심 가르침들이다. 목적을 유교의 이상사회인
대동이라고 했으니 차경석이 증산상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완전히 유교적 이념으로 돌아섰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차경석이 촌산과 인터뷰에서 한 진실한 고백이나, 그 이전 <경고문>과 <12계명>
을 선포할 때 보였던 신앙심은 유교적 교리라는 큰 이벤트에 묻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의에 대한 교리를 말하면서 늘 증산상제의 ‘대인대의’를 거론하고, 『교전』과 『도훈』에서 ‘증산상제의
가르침을 받들고’, ‘명령을 따라’ 인의의 교리를 정했다는 차경석의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차경석은 전기의 교리들을 부정하면서 인의의 교리를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증산상제의 가르
침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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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종교분과 발표 1]

밀교 분노존 예적금강의 한국적 수용과 신앙에 대한 고찰

강향숙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

<차례>
I. 서론
II. 밀교경전에서 예적금강의 이칭과 특징
III. 한국에서 예적금강의 수용과 신앙
IV. 결론

I. 서론
이 논문은 밀교경전에서 분노존 예적금강의 여러 이칭(異稱)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 존격의 한국 내에서
수용과 신앙을 고찰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신중도에 나타난 예적금강의 도상적 특징에 초점을 두어 이
존격의 출현과 수용을 다루었다.1)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예적금강은 19세기에 들어서 나타나
는 존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적금강은 명왕신앙이라는 명목아래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그 흔적
이 나타난다.
본래 명왕은 인도나 티베트에서 불(佛)을 대신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격이다. 밀교경
전에서는 금강부(金剛部)에 속하는 존격들로 대부분 분노상(忿怒像)으로 나타난다. 겉모습은 머리카락을
거꾸로 세우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자세인 전좌세(展左勢)를 공통적으로 취하여 불
(佛)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중생을 위협으로 교화한다.
인도에서 명왕은 힌두교신들을 항복시키는 존격으로 후기 밀교에 이르면 상당히 많은 분노존들의 탄
생과 신앙이 생겨난다. 예적금강 역시 이후에 10분노존 중 하나인 마하발라(Mah bala, 大力)로 발전하
여 어리석음과 원적(怨敵)을 파괴하는 분노존이다. 이처럼 인도에서 명왕은 힌두교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
에서 신앙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 예적금강은 화장실을 수호하고, 여인이 출산 시에 예쁜 아이를 출

1) 김현중(2018), 조선시대 신중도 연구 ; 배상호(2012), 신중신앙의 성립과 신중탱화의 종류와 양식에 관한 연구 ; 김재영(2018), 근
대 신중도에 보이는 예적금강 도상 변화에 대한 시론 ; 김현중(2010), 穢跡金剛 圖像의 硏究 ; 박은경(2017), 근대 신중도 연구 ;
임유해(2009), 中國 穢跡金剛 圖像 硏究 ; 김현중(2013), 조선 후기 穢跡金剛 도상의 연구 ; 이선희(2008), 고산당(古山堂) 축연작
(竺演作) 안양암(安養庵) 신중도(神衆圖)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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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것을 돕는 민간 신앙으로 남아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예적금강은 인도처럼 명왕신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현재는 불법을 옹호
하는 신중신앙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예적금강이 신중신앙으로 포섭되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독
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예적금강은 고려시대부터 불교의식과 관련하여 부정(不淨)한 것들의 침입을
막는 결계(結界)의 역할이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 해 두고 먼저 밀교경전에 나타난 예적금강의 다양한 이칭(異稱)과 특징을 검토한
후, 한국에서 예적금강의 수용과 그 변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밀교경전에서 예적금강의 이칭과 특징
예적금강은 산스끄리뜨어로 uc- u ma(ud- u ma[√ u ])라고 한다. ‘말리다’란 의미의 어근 √ u
에서 파생된 u ma는 불(fire) 또는 불꽃(flame)을 뜻한다.2) 그래서 uc- u ma는 ‘타오르는 불이 내는
소리와 같이 탁탁하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아그니(Agni, 火神)라고도 불린다.3) 인도에서 이
존격은 쿠베라(Kuvera)4) 계통에 속하는 재보신(財寶神)이지만 쉬바( iva)신 신앙이 불교에 강하게 영향
을 미치면서 다른 존격들처럼 쉬바화되었고, 분노존의 성격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5) 이와 같이 예적금강
은 본래 인도에서 아그니, 루드라(Rudra), 쉬바 등과 같은 인도신에 대항하여 성립된 불교의 분노존격으
로 여겨진다.
하지만 예적금강은 산스끄리뜨어 uc- u ma의 음역어인 오추사마 이외에도 한역경전에서 부정결금
강(不淨潔金剛), 화두금강(火頭金剛), 역사(力士), 대력(大力), 예적금강(穢跡金剛) 등 다양한 의미로 지칭된
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이 존격을 가리키는 역어를 시대와 역자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존격과 관련된 경전은 대략 7-8세기 당나라 시대와 11세기 초 송나라 시대에 한역되었다. 가장 이른 시
기인 7세기 아지구다(阿地瞿多)가 한역한 불설다라니집경(佛說陀羅尼集經) 에서 예적금강은 산스끄리뜨
어 uc- u ma의 음역어인 오추사마(烏樞沙摩)로 한역되며, 당시에 이 존격이 부정결금강(不淨潔金剛)으
로도 불렸다는 것을 경전의 협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주를 제외하고 부정결금강이란 표현은
없으며, 그 대신 오추사마금강 금강(金剛) 화두금강(火頭金剛)이 빈번히 사용된다. 이 경전에서 화두금강
은 산스끄리뜨어 어원에서 파생된 탁탁하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불(火)과의 관계를 반영한 해석으로 생각
된다.
오추사마신인주(烏樞沙摩身印呪) 에는 모든 장애를 없애는 주법으로 “오추사마신인주를 십 만번 암송
한 후, 가는 곳마다 훔훔(h

h

)이라고 하며 손가락을 튀켜서 소리를 내면 어떤 악인도 산꼭대기에

2) Sir monier monier-williams(1988), Sanskrit-English Dictionary , pp.1084-1085.
3) Sir monier monier-williams(1988), Sanskrit-English Dictionary , p.174.
4) 쿠베라(Kuvera): 베다시대에는 물체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악귀(惡鬼)라고 하였다. 그 후에는 야차(Y k asas)의 주인이 되어서 부
(富)의 신으로 보게 되었다. 이 천은 설산의 알라카(Alak )라고 하는 도성에 살면서 긴다라의 시중을 받고 있다고 한다.
5) 賴富本宏(1995), 密敎佛像圖典 ,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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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장애하며 뇌란시킬 수 없다고 한다.”6) 이는 탁탁하는 소리로 나타나는 uc- u ma 원어의 의미와
연관된다. 진언의 한 자인 훔은 조복(調伏)을 행하는 존격의 대표적 진언이다. 이 진언의 암송과 손가락을
튀켜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것이 튀겨서 나는 소리’로 나타나는 uc- u ma를 말한다.
또한 오추사마법은 화로(火爐)에 쌀겨, 버드나무 가지, 백개자 등을 태우며 주문을 암송하여 병을 퇴치
하는 작법으로 사용된다. 즉 오추사마는 불을 사용하여 신체의 질병뿐 아니라 귀신들린 병을 치료하는 호
신(護身)의 화두금강으로 표현된다.
화두금강이란 명칭은 8세기 초(A.D.705) 반자밀제(般刺密帝)가 한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
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이하 수능엄경(首楞嚴經) 으로 약칭)에서
도 사용된다. 불설다라니집경(佛說陀羅尼集經) 에서는 화두금강의 의미가 다양한 오추사마작법을 통하
여 설명되었지만, 수능엄경 에서는 오추사마가 화두(火頭)로 불리는 연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다.
“탐욕이 많았던 오추사마는 공왕(空王)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소멸하기 위하여 백해(百骸)와 사지
(四肢)의 차고 더운 기운을 관(觀)하는 수행을 하여서 음심(淫心)을 지혜의 불로 변화시키게 된다. 그때부
터 여러 부처님들이 오추사마를 화두라 하였다고 한다.”7)
또한 이 경전에는 화두 이외에 역사(力士)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화두삼매(火頭三昧)의 힘으로 아라한
을 성취한 오추사마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마다 역사가 되어 마구니와 원적(怨敵)을 항복시키겠다는
대서원(大誓願)을 발하는데, 이때 스스로를 역사(力士)로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8) 따라서 화두금강이
란 머리 위로 타오르는 불을 지닌 오추사마를 일컬으며, 여기서 불은 탐욕의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의 불
로 묘사된다. 역사란 마구니와 원적을 항복시키겠다는 오추사마의 서원에서 비롯된 역할과 활동을 의미
한다.
수능엄경 에서는 오추사마의 수행과 서원의 관점에서 이 존격의 특징을 드러내지만, 이 경전보다 다
소 늦은 수가바라(輸波迦羅)의 한역인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羅經) 에서는 음역어인 오추삽마(烏樞澁
摩), 대력(大力)으로 번역되면서 “만약 더러운 곳이나 부정(不淨)한 곳에 가야 할 때 오추삽마의 진언을 염
송해야 한다”9)는 것으로 미루어 ‘부정한 것으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하는 호신(護身)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금강부(金剛部) 보궐법(補闕法)에서 만다라의 “좌변에 대력(大力)을 안치한다”10)는 내용으로 볼

6) 불설다라니집경권제구(佛說陀羅尼集經卷第九) (大正藏18, 861a-b)
又法高山頂上。更誦是呪滿十萬遍。一切去處但作
。彈指作聲。更無惡人而能當頭為作障惱。
7)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正藏19, 127a-b) 我常先憶，久遠劫前性
多貪欲，有佛出世名曰空王，說多婬人成猛火聚，教我遍觀百骸四 ，諸冷暖氣神光內凝，化多婬心成智慧火，從是諸佛皆呼召我名為火
頭，我以火光三昧力故成阿羅漢。心發大願，諸佛成道，我為力士親伏魔怨。佛問圓通，我以諦觀身心暖觸無礙流通，諸漏既銷生大寶焰登
無上覺斯為第一
8)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正藏19, 127b) 我以火光三昧力故成阿羅
漢。心發大願，諸佛成道，我為力士親伏魔怨。佛問圓通，我以諦觀身心暖觸無礙流通，諸漏既銷生大寶焰登無上覺斯為第一
9)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羅經) (大正藏18, 617a) 若於穢處不淨等處。緣事須往。先誦烏樞澁摩真言作印。印其五處。任意而往。仍須常誦其真
言。不得廢忘。
10)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羅經) (大正藏18, 628a) 東面置執金剛。右邊置明王。左邊置忙莽計。右邊置軍荼利忿怒。左邊置金剛鉤。右邊置棒。
左邊置大力。右邊置拳。左邊置遜婆。右邊置提防伽。左邊置鉢那寧乞差(二合)跛。右邊置忿怒火。右邊近門置金剛可畏眼。右邊近門置金剛無能勝。
曼荼羅外。置本部能辦諸事。諸餘外院及供養法。皆如前說。此是金剛部補闕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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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오추사마가 만다라 금강부에 소속되면서 대력이란 명칭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부(佛部), 연화부(蓮華部), 금강부 등 3부(三部)의 만다라를 설하는 소실지갈라경 에서 오추사
마를 금강부에 소속시켜 대력이란 부른 것은 11세기 초 법현(法賢)의 한역인 유가대교왕경(瑜伽大敎王
經) , 십분노명왕경(十忿怒明王經) 과 같은 후대의 밀교경전에 표현된 대력이란 명칭의 시초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추사마의 역어 중 주목되는 것은 아질달선(阿質達霰)의 한역인 예적금강설신통대만다라니법
술요령문(穢跡金剛說神通大滿陀羅尼法術靈要門) ,

예적금강금백변법경(穢跡金剛禁百變法經) ,

대위력

오추슬마명왕경(大威力烏樞瑟摩明王經) 이다. 경전의 명칭처럼 오추사마는 예적금강, 대위력오추슬마명
왕으로 번역된다.
아질달선의 한역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역어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경전에서 uc- u ma는
오추사마 오추삽마 오추슬마의 음역어나 이 존격의 특징을 드러낸 화두금강 역사 대력으로 번역되었지
만, 아질달선은 이를 예적금강과 대위력오추슬마명왕으로 번역했다.
경전의 한역시기는 모두 A.D.732년으로 동일하며, 역자 역시 아질달선이다. 그런데 역자와 시기와 동
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uc- u ma와 관련된 경전을 이전과는 다르게 예적금강과 대위력오추사마명
왕으로 번역했는가는 흥미롭다.
그 중에서도 예적금강금백변법경 에는 금강이란 표현만 있을 뿐 이전 한역에서 사용된 명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내용 역시 산, 강물, 바다, 천둥, 번개, 폭우 등 자연재해와 연관된 작법이 주가 된다.
다만 귀신을 복종시키는 작법은 이 존격이 귀신들린 병을 없애는 퇴마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금강’이
uc- u ma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게다가 경전의 제목인 예적금강 역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예적금강설신통대만다라니법술요령문 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먼저
이 경전은 초두에 이 경전을 들은 자가 역사(力士)이며, 여래가 열반에 드실 때 오지 않은 나계범왕을 잡
아오는 자가 ‘금강’이다. 이미 선행의 경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uc- u ma는 역사로 번역된 바가 있으
며 이를 통해 역사는 이 존격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역사가 나계범왕을 잡아오는 ‘금강’이
란 점에서 예적금강금백변법경 에서 ‘금강’은 uc- u ma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적금강설신통대만다라니법술요령문 에는 ‘금강’이 자신의 서원을 발하고 ‘대원만다라니신주
예적진언(大圓滿陀羅尼神呪穢跡真言)’을 설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에 역사-금강-예적금강은 동일한 존
격을 지칭하여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적금강의 서원을 통하여 예적금강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 한다.

“만약 세간 중생이 모든 하늘 악마 일체외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단지 나의 주(呪)를
십만 번 외우는 것만으로 내가 스스로 현신(現身)하여 일체 유정으로 하여금 뜻대로 만족하여 영원히
빈궁함을 여의고 항상 안락하게 할 것이다. 그 주(呪)는 이와 같다. 먼저 큰 서원을 말하기를 ‘나무
아본사석가모니불(저는 석가모니불에게 귀의합니다)’라고 하며 여래가 멸한 후에 이 주문을 받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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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불법이 멸하지 않고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게 할 것을 서원합니다.”11)

예적금강의 서원을 요약하면 하늘 악마 일체외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체 유정의 빈궁함을 여의고
안락케 하며, 여래가 멸한 후에 중생을 제도하여 불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후의 내용은 ‘대원만다라니신
주예적진언(大圓滿陀羅尼神呪穢跡真言)’의 염송과 함께 열병, 독, 만병, 도깨비병과 같은 병의 치료, 악한
사람의 항복법, 들짐승이나 야차의 복종법 등을 설한다. 즉 예적금강은 앞서 한역된 경전에서 언급된 병
의 제거, 항복법과 복종법의 작법, 불법의 수호라는 의미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아질달선의 한역 중 대위력오추슬마명왕경 은 예적금강 대신 uc- u ma의 음역인 오추슬마(烏樞瑟
摩) 또는 오추슬마명왕(烏樞瑟摩明王)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추슬마는 uc- u ma의 음역어로 한
자 오추슬마의 ‘슬(瑟)’자만 다를 뿐 이전의 번역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오추슬마에 명왕(明王,
vidy r j )이란 단어를 부가하여 이 존격이 만다라의 구성원 중 명왕에 해당하는 존격임을 드러낸다.
‘오추슬마비밀만다라법’에는 오추슬마명왕이 부처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야차와 아수라 무리, 하리제모
(訶利帝母)와 아들이 이 명왕을 우러러 따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12) 이는 오추슬마명왕에서 사용된
‘명왕’이 단지 ‘명주의 왕’이란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오추슬마명왕이라는 특정한 존격의 그룹을 형성
하였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대위력오추슬마명왕은 위력 있는 명주의 왕일뿐 아니라 오추슬마명왕이란
특정한 존격을 의미한다.
비밀만다라는 제자의 관정의식을 위해 건립된 것으로 제자가 단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의 천마(天魔) 비
나야가(毘那夜迦)가 복종하고 목숨이 다하면 비사문천궁에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오추슬마명왕은 불공(不空)의 한역인

대위노오추삽마의궤경(大威怒烏芻澁 儀軌經) 에서도

‘보현(普賢)의 화신’으로 나타난 명왕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오추사마가 명왕이란 점은 변함이 없지만 대
위노(大威怒)를 부가하여 크게 분노한 오추삽마를 강조한다.
또한 경전에서는 오추삽마를 다음과 같이 분노왕(忿怒王)으로 설명한다. 항복의 호마(護摩)를 행할 때
“화로의 불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이는 분노왕으로써 능히 때를 씻어 깨끗이 제거하리니 비밀인계와 비밀
진언을 염송하라.”13) 이와 같이 대위노오추삽마는 불꽃이 일어나듯 크게 분노한 모습으로 번뇌를 제거한
다는 집약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 외에도 대위노오추삽마는 불공의 한역인 섭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攝無礙大悲心大陀羅尼經) (이하
섭무애경(攝無礙經) 으로 약칭)에서 오추삽마보살(烏芻澁摩菩薩)로 번역되며 그 모습은 대분노상(大忿怒
相)으로 표현된다. 분노왕이란 점에서 대분노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특이한 점은
오추삽마가 명왕이 아니라 보살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추사마를 명왕이 아닌 보살로 번역한

11) 예적금강설신통대만다라니법술요령문(穢跡金剛說神通大滿陀羅尼法術靈要門) (大正藏21, 628a)
若有世間眾生。被諸天惡魔一切外道所惱亂者但誦我呪十萬遍。我自現身令一切有情隨意滿足。永離貧窮常令安樂。其呪如是。先發此大願。南無我本
師釋迦牟尼佛。於如來滅後受持此呪。誓度群生。令佛法不滅久住於世。說是願已。即說大圓滿陀羅尼神呪穢跡真言曰。唵 咶啒㖀摩訶鉢囉(二
合)那 (三音)吻汁吻(四音)微咭微摩那栖(六音)嗚深慕(七音)啒㖀
泮泮泮娑訶
12) 대위력오추슬마명왕경
次右烏樞瑟摩明王。持
拏(唐言棒)以夜叉及 修羅眾。并訶利帝母及其愛子等為侍從。皆瞻仰明王。
13) 대위노오추삽마의궤경(大威怒烏芻澁 儀軌經) (大正藏21, 628a) 火既發光焰 當用忿怒王 瀉垢能淨除 祕契如是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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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경전이다.
섭무애경 에서는 오추삽마를 불공성취불(不空成就佛)의 분노상인 예적금강이라고 하며, 예적은 곧 오
추삽마보살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경전에서는 명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오추삽마를 예적금
강과 동일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1세기 초 송나라 시대 법현(法賢)이 한역한 불설유가대교왕경(佛說瑜伽大敎王經) 과 불
설환화망대유가십분노명왕대명관상의궤경(佛說幻化網大瑜伽十忿怒明王大明觀想儀軌經) 이다. 이 경전은
오추사마와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전개된 형태를 보인다. 대위노오추삽마의궤경 에서 분노왕은 오추
사마만을 지칭했다. 하지만 불설유가대교왕경 에서 분노왕이란 대력분노명왕(大力忿怒明王)으로 불리
는 오추사마를 포함하여 염만득가명왕(焰 得迦明王), 바라연득가명왕(鉢囉研得迦明王), 바나만득가명왕
(鉢訥 得迦明王), 미근난득가명왕(尾覲難得迦明王), 부동존명왕(不動尊明王), 타키명왕(吒枳明王), 니라난
나명왕(儞羅難拏明王), 대력명왕(大力明王) 등 모두 8명의 명왕을 말한다.14) 게다가 불설환화망대유가십
분노명왕대명관상의궤경(佛說幻化網大瑜伽教十忿怒明王大明觀想儀軌經) 에서는 8명의 분노왕 외에 송바
대분노명왕(送婆大忿怒明王), 바아라바다라대분노명왕(嚩日囉播多羅大忿怒明王)이 추가되어 그 수는 10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III. 한국에서 예적금강의 수용과 신앙
한국에서 예적금강의 출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 예적금강은 조선후기에 와서야 신중도에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를 조선시대로 상정하고 있
다. 그러나 신중도 이외에 밀교법구, 불교의례집중에 예적금강과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는 다음의 예로부
터 그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겠다.
도봉서원(道峯書院)에서 출토된 금동금강령(金銅金剛鈴)에 인각(印刻)된 오대명왕 중에는 오추사마명왕
이 포함되어 있다. 금강령에는 오추사마명왕 외에도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 부동명왕(不動明王), 군다리
명왕(軍茶利明王), 항삼세명왕(降三世明王) 등 5명의 명왕이 함께 조각되어 있다. 이는 오추사마명왕이 독
립된 존격으로써 신앙되지는 않았지만 명왕의 그룹으로 형성된 오대명왕 중 하나로 신앙되었음을 의미한
다.15)
명왕은 밀교에서 교령륜신(敎令輪身)이라고 하며, 불(佛)의 명령을 수행하여 중생의 교화(敎化)를 담당
한다. 본래 인도에서 명왕의 역할은 불교에 대항하는 힌두교 신들을 항복시켜 불법에 귀의하게 하는 것이
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삼세명왕이며, 금강정경(金剛頂經)

항삼세품(降三世品) 에는 대자

14) 불설유가대교왕경(佛說瑜伽大敎王經) (大正藏18, 561c)
復次於曼拏羅東門安。焰 得迦明王。南門安鉢囉研得迦明王。西門安鉢訥 得迦明王。北門安尾覲難得迦明王。復次於其四隅安四明王。東北隅安不
動尊明王。
東南隅安吒枳明王。西南隅安儞羅難拏明王。西北隅安大力明王。
15) 고려시대 명왕신앙의 존재는 오대명왕 이외에 공작명왕상과 같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공작명왕은 단독으로 조각된 작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작명왕의 독립된 신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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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大自在天)과 그의 권속을 항복시키는 명왕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명왕은 그 역할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추사마명왕(烏芻沙摩明王)을 비롯한 명
왕은 불교의식과 관련된 밀교법구(密敎法具)나 불상 점안식(點眼式)에 사용되는 진언에 나타나는데 그 목
적이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화와 결계(結界)에 있다.
먼저 금강령은 금강저와 함께 밀교의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법구이다. 밀교의 모든 의식에는 만다라
작법이 수반된다. 의식을 집행하는 아사리는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만다라삼마지(三摩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금강령과 금강저이다.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佛說
最上根本大樂金剛不空三昧大教王經) 에는 대락금강만다라(大樂金剛) 관상에서 금강령과 금강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한다.

아사리는 먼저 모름지기 3종 삼매를 받아야 하고 금강인(金剛印)을 결하고 금강령저(金剛鈴杵)를
[손에] 쥔다. 그 삼마지에 들어가서 만다라를 생각하고 3종 삼매인 성취법을 행해야 한다. 모든 성취
(成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취법은 마땅히 금강령을 흔들어 모든 현성(賢聖)을 경발(警發)해야 한
다. 설령 혹은 의칙 궤범에 대하여 잘못하여 어김이 있다 하여도 모든 허물이 생기지 않으면서 모두
다 원만함을 얻는다.16)

이와 같이 금강령은 삼마지에 들어가서 만다라의 존격들을 소리로 경발시키는 법구로 사용되었다. 또
한 금강령저는 의칙을 행하는데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한다. 특히 금강은 의식
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의식을 방해하는 마군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다. 다라니집경
에는 금강저가 악마를 항복시키는 기장(器仗)으로 설명되는데 오추사마, 즉 화두금강의 무기가 바로 금강
저이다.17)
고려시대 금강령은 표면에 오추사마명왕 등을 인각하여 의식의 법구로 사용됨으로써 의식을 방해하는
마군의 침입을 막아 결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아사리가 삼마지에 들어가 만다라를 관상하면
서 모든 존격을 경발시키고 소청하기 위해 금강령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 오추사마명왕은 금강령에
오대명왕과 함께 인각되어 신앙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예적금강이 오대명왕과 분리되어 신앙된 것을 알
수 있다.
진언집(眞言集) 중 점안문(點眼文)은 불상의 점안식에 사용되는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해예진
언(解穢眞言)은 오추사마명왕과 연관된 진언이다. 오추사마해예법인 의 해예주(解穢呪)는 진언집 의
해예진언과 한자만 다르게 표기할 뿐 동일한 진언이다. 다라니집경

오추사마해예법인제십칠(烏樞沙

摩解穢法印第十七) 에는 해예진언의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진언은 청정(淸淨)의 효험이 있
으며, 모든 악귀와 천마의 신이 요란(嬈亂)할 수 없게 한다.18) 이 뿐만 아니라 불상 점안식(點眼式)의 경
16)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삼(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教王經卷第三) (大正藏8, 798c)
我今說大樂 金剛曼拏羅。 阿 梨先須 受三種三昧 然結金剛印 持金剛鈴杵 入其三摩地 安想曼拏羅。 三種三昧印 當用作成就 一切成就中
最勝成就法。 當振金剛鈴 警發諸賢聖 設或於儀軌 悞有所違缺不生諸過咎 皆悉得圓滿。
17) 불설다라니집경권제구(佛說陀羅尼集經卷第九)
18) 불설다라니집경권제구(佛說陀羅尼集經卷第九) (大正藏18, 863b) 即作此印誦解穢呪。即得清淨所行呪法悉有効驗。若不爾者。令人失
驗。及被殃害面上生瘡。解穢神呪必不得忘。行者每日以香熏身。於道場東壁。張金剛像。敷金剛淨座坐。用吉祥草。如無此草白茅代之。呪師身著赤
衣用赤坐具。然後坐於菖蒲席上。又取黃蔓菁子及白芥子。呪七遍已散著四方。一切惡鬼天魔之神不得嬈亂。呪師向金剛前。以兩手散赤色紫色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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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예진언은 정화의 효험뿐 아니라 일상적인 재료를 성물(聖物)로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진언집
해예진언(解穢眞言)
옴 소리마리 마마리 소소마리 사바하
唵 穌里摩里 摩摩里 穌穌摩里 裟婆訶19)
다라니집경
修利摩利(一)摩摩利摩利(二)修修利(三)莎訶(四)20)

마지막으로 범음산보집(梵音刪補集) 은 수륙재 의식에서 사용되는 의식문을 수록한 불교의례서이다.
이 의식문의 목록 중 권하(卷下)에는 예적단작법(穢跡壇作法)의 의식이 수록되어 있는데 예적단법은 의식
이 행해지는 도량의 결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건립된다. 가영(歌詠)과 헌좌안위(獻座安位)에서는 예적단
작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영(歌詠)
예적의 자비 광명은 끝이 없으니
마군의 업 항복받기 위해 온몸(全身)을 드러냈네.
남전색(藍澱色)과 같은 몸을 못 같은 가시에 묻고
사나운 우렛소리 같은 목소리에 검륜(劒輪)을 물고 있네.
헌좌안위(獻座安位)
이제 저희들이 경건하게 보배 자리 만들어
예적금강 대중들께 두루 드리옵니다.
부디 번뇌와 망상심을 없애고
속히 해탈 보리과를 원만하게 하소서.21)

가영에서는 예적금강이 마군의 업을 항복받기 위해 온몸을 드러내고, 헌좌안위에서는 번뇌와 망상심을
없애고 속히 해탈 보리과를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예적금강은 오대명왕으로부터 분리되어 의식에서 독립적인 의식단으로 예경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음산보집 의 협주에는 10대명왕을 소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대명
왕의 정확한 명칭은 열거되지 않았지만 5대명왕에서 보다 발전된 10대명왕의 존재가 알려져 있다는 것
은 17세기후반-18세기 초에 한국에도 후기밀교의 분노명왕이 어떠한 형태로든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말
해준다.22)
그러나 조선시대 백파 긍선이 편집한 의례집 작법귀감(作法龜鑑) 을 통하여 10대명왕의 명칭뿐만 아

19)
20)
21)
22)

種色華。
龍巖(朝鮮), 眞言集 .
불설다라니집경권제구(佛說陀羅尼集經卷第九) (大正藏18, 863b)
지환(2012); 김두재 옮김, 범음산보집 , p.473.
협주: 법주는 “제가 지금 본존진언을 받들어 선설합니다.”하고 세 번 한 다음 그 끝에 평상시처럼 바라를 세 번 울리는 의식을 한다.
법주는 10대명왕(十大明王)을 세 번 청하고 그 끝에 평상시처럼 바라를 세 번 울리는 의식을 한다. 그때 종두는 그 번을 모시고 단상
에 서 있고 인도는 차를 올리는 게송을 한다. 지환(2012); 김두재 옮김, 범음산보집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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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5대명왕 중의 일존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금강부의 그룹을 형성한 예적금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법귀감 에서 예적금강은 범음산보집 과 마찬가지로 5대명왕 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며, 예적금강이
중심이 된 8금강회(八金剛會)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대명왕 목록 중에서는 예적금강의
후기 발전 모델인 마하마라대명왕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예적금강(대예적금강)
8금강

4보살

10대명왕

청제재금강( 除災金剛)

권보살(眷菩薩)

염만다가대명왕(焰曼怛迦大明王, 동방)

벽독금강( 毒金剛)

삭보살(索菩薩)

바라니야다가대명왕(鉢囉抳也怛迦大明王, 남방)

황수구금강(黃隨求金剛)

애보살(愛菩薩)

바나마다가대명왕(鉢納 怛迦大明王, 서방)

백정수금강(白淨水金剛)

어보살(語菩薩)

미흘나다가대명왕(尾屹曩怛迦大明王, 북방)

적성화금강(赤聲火金剛)

타기라야대명왕(吒枳囉大明王, 동남방)

정제재금강(定除災金剛)

나라낭나대명왕( 攞能拏大明王, 서남방)

자현신금강(紫賢金剛)

마하마라대명왕(摩訶 攞大明王, 서북방)

대신력금강(대신력금강)

아자라나타대명왕(阿左攞曩他大明王, 동북방)
바라파다라대명왕(嚩日囉播多羅大明王, 하방)
오닛사자가라바리제(阿瑟抳灑作訖囉嚩哩帝大明王, 상방)

IV.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적금강은 인도로부터 한국에 수용된 외래 신격이다. 예적금강은 밀교의
존격 분류상 명왕에 속하지만, 한국에서 예적금강은 본래 명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의 교화를
담당하는 교령륜신으로 신앙되지는 못했다.
고려시대 예적금강은 5대명왕과 함께 금강령에 인각되어 명왕신앙으로 출발했다. 예적금강은 금강저
의 무기를 지닌 화두금강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마군을 제어하고, 악마를 항복시키고, 의식에서 삿된 것의
침범을 제어하는 결계이자 이를 보호하는 역할이 두드러졌다. 밀교 경전 중에서는 항복의 호마와 관련하
여 불꽃이 일어나듯 크게 분노한 대위노오추삽마가 번뇌를 제거한다는 대위노오추삽마의궤경 의 특징
과 유사하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예적금강은 불상 점안식에서 악귀나 천마 등을 제어하고 청정하게 하는 해예진언으
로 사용되면서 정화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해예진언의 정화(淨化), 청정(淸淨)은 밀교경전 중 다라니집
경 , 소실지갈라경 에 그 전거를 두고 있다.
또한 예적금강의 10대분노명왕 중 하나인 마하마라대명왕이 예적금강의 발전된 모델이라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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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유가대교왕경 과 불설환화망대유가십분노명왕대명관상의궤경 과 같은 밀교경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예적금강은 여러 밀교경전에서 언급된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
교의식집에서 예적금강을 포함한 10대명왕은 모두 신중대례에 편입되면서 그 특성도 불법을 옹호하고,
재앙을 소멸하거나 복을 내리고,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신앙으로 변천되었다. 이는 예적금강설신
통대만다라니법술요령문 에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겠다는 예적금강의 서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불교에서 예적금강을 포함한 신중은 전각 내 또는 전각 의 문 입구에 봉안
되면서 전각, 수행자, 신도, 의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결계의 의미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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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종교분과 발표 2]

필사본, 샹까라( a kara)의 Tattvaviveka 검토
박영길 (원광대 요가학연구소 연구원)

1. 사본 분석
MSα Tattvavivekaḥ (1848, saṃvat 1905)
Ff.1-4, Devanagari, Paper, 16 23cm, saṃvat 1905.

콜로폰<F3r. 8-9>에 따르면 이 문헌의 서명은 Tattvaviveka이고 저자는 불이론 베단따의 거장 샹까라
< a kara>이고 필사 시기는 Sa vat 1905년으로 서기로 환산하면 1848년이다.

Tattvaviveka는 샹까라의 전집을 비롯한 기존의 출판본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문헌이다. 하지만 내
용 자체는 오장설(pa cako av da)을 비롯해서 갸냐요가(j nayoga of Ved ntin's)의 구성요소 그리
고 오분결합(pa cikara a), 대성구의 의미 등 불이론 계열의 베단따 강요서에서 다루어진 주제이고 특
별히 새로운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을 검토하면 이 사본의 내용과 전개 양상은 샹까라의 위작으로
알려진 Tattvabodha와 거의 일치한다.
이 사본은 전체 4개의 폴리오로 구성되었으며 게송 번호와 단다가 발견되지 않는다. 각 폴리오의 일련
번호는 각 폴리오의 뒷면(v) 상단에 기록된 “서명의 약호” 아래 그리고 왼쪽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필사
본의 재질은 종이이고 종이의 재질이 약간 뭉쳐져 있으므로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
(hand-made paper)로 보이며 크기는 가로 16cm, 세로 28cm로 비교적 큰 편이다.
서체는 정자체로 전문 필사자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폴리오는 11개의 행으로 구성되었
고 한 행 당 음절수는 약 40개이다. 필사과정에서 생긴 몇몇 오류는 동일 필사자에 의해 동일한 필체로 수
정되었는데 수정 방식은 까까빠다이며 불필요한 음절은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다. 필사본의 일반적인 경
향대로 ñ과 n은 ṃ으로 대체되고 v와 b는 혼용되고 있다. 아바그하라는 생략되었으며 tt의 경우 자음 탈
락과 같은 일반적인 현상도 발견된다.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귀경게
1. 네 가지 자격 조건 Sādhanacatuṣṭaya
3. 삼신(
)설 Śarīratraya

2. 진리에 대한 논의 Tattvaviveka
4. 지각 기관 Jñanendiryāṇ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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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 기관 Karmendriyāṇi
6. 세 가지 의식 상태 Avasthātraya
7. 오장(
) Pañcakośa
8. 아뜨만 Ātman
9. 24원리 Caturviśatitattvotpattiprakāra
10. 개아와 이쉬바라의 차별상 Jiveśvara bhedabuddhi
11. 개아와 이쉬바라의 동일성 Jīveśvaraikya 12. 생해탈 Jīvanmukti
13. 업 Karma

MSα Tattvavivekaḥ (1848, saṃvat 1905)
Ff. 1-3, Complete, Devanāgarī, 11L, 38-42Akṣara-s/ Handmade paper, 27.5x16.1cm, saṃvat 1905(1848 AD.)
Colophon: iti śrīmatparamahaṃsaparibrājakācāryaśrīmacchaṃkarācāryaviracitaṃ tat{t}vavivekaḥ saṃpūrṇaṃ
śrīrastu śaṃ1905 śrāvaṇaśuḍa.2.

MSα Tattvavivekaḥ

F1v.

F2v.

F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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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F1v
1
oṃ śrīsaccidānṃdagurave namaḥ oṃ vāsudeveṃdrayogīndraṃ natvā jñānapradaṃ guruṃ
mumukṣuṇāhitārthāya tat{t}vabodho
2
{’}vidhīyate 1 sādhanacatuṣṭayasaṃpannādhikāriṇaṃ mokṣasādhanabhūtaṃ
tat{t}vavivekaprakāraṃ vakṣyāmaḥ sā=
3
dhanacatuṣṭayaṃ kiṃ nityānityavastuvivekaḥ virāgaḥ śamādiṣaṭkasaṃpattiḥ mumukṣutvaṃ ceti
nityavastv ekaṃ
4
brahma tadvyatiriktaṃ sarvam anityaṃ ayam eva nityānityavastuvivekaḥ virāgaḥ kaḥ
ihasvargabhogeṣu icchā=
5
rāhityaṃ śamādiṣatkasaṃpattiḥ kā śamo damas tapas titikṣā śraddhā samādhānaṃ ceti śamaḥ
kaḥ mano nigrahaḥ
6
damaḥ kaḥ cakṣurādibāhyeṃdriyanigrahaḥ tapaḥ kiṃ svadharmānuṣṭhānam eva titikṣā kā
śītoṣṇasukhaduḥkhādi=
7
sahiṣṇutvaṃ śraddhā kīdṛśī guruvedāṃtavākyādiṣu viśvāsaḥ samādhānaṃ kiṃ cittaikāgratā
mumukṣutvaṃ kiṃ
8
mokṣo me bhūyād itīcchā etat sādhanacatuṣṭayavaṃ tas tat{t}vavivekasyādhikāriṇo
bhavaṃti tat{t}vavivekaḥ kaḥ
9
ātmā satyas tad anyat sarvaṃ mithyeti ātmā kaḥ sthūlasūkṣmakāraṇaśarīrād vyatiriktaḥ
pañcakośātītaḥ
10
san avasthātrayasākṣī saccidānaṃdasvarūpaḥ san yas tiṣṭati sa ātmā sthūlaśarīraṃ kiṃ
paṃcīkṛtapaṃ=
11
camahābhūtaiḥ kṛtaṃ satkarmajanyaṃ sukhaduḥkhādibhogāyatanaṃ śarīraṃ jāyate asti
varddhate vipariṇamate
F2r.
1
apakṣīyate vinaśyatīti ṣaḍbhāvavikāravān etat sthūlaśarīram sūkṣmaśarīraṃ kiṃ
apaṃcīkṛtapaṃcamahābhūt=
2
=aiḥ kṛtaṃ satkarmajanyaṃ sukhaduḥkhādi bhogasādhanaṃ
śrotratvakcakṣujihvāghrāṇajñāneṃdriyāṇī paṃca
3
vākpāṇipādapāyuūpasthādikarmeṃdriyāṇi paṃcaprāṇādayaḥ paṃcaprāṇāpānavyāna udānasamāna
mana=
4
=ś caikaṃ buddhiś caikā evaṃ saptadaśakalābhīḥ saha yant tiṣṭhati tat sūkṣmaśārīraṃ
kāraṇaśarīraṃ kiṃ anirvā=
5
=cyānādyavidyārūpaṃ śarīradvayasya kāraṇamātraṃ satsvarūpasya ajñānaṃ nirvikalparūpaṃ
yad asti tat
6
kāraṇaśarīraṃ avasthātrayaṃ kiṃ jāgratsvapnasuṣuptyāvasthāḥ jāgradavasthā kā
śrotrādijñāneṃdriy=
7
=aiḥ śabdādiviṣayān jñāyaṃte iti yaj jāgradavasthā sthūlaśarīrābhimānī ātmā viśva ity ucyate
sva=
8
=pnāvasthā keti cet jāgradavasthāyāṃ yad dṛṣṭaṃ yac chrutaṃ taj janitavāsanayā nidrāsamaye
prapañcaḥ pratīya=
9
=te sā svapnāvasthā sūkṣmaśarīrābhimānī ātmā taijasa ity ucyate suṣuptyavasthā kā ahaṃ
kimapi
10
na jñānāmi sukhena mayā nidrānubhūyate iti yat sā suṣuptyāvasthā kāraṇśarīrābhimānī ātmā
11
prājña ity ucyate pacañkośāḥ ke annamayaḥ prāṇamayaḥ manomayaḥ vijñanamay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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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nandamayaś ceti a=
F2v
=nnamayaḥ kaḥ annarasenaiva bhūtvā annarasenaiva abhivṛddhiṃ prāpya annarūpapṛthivyāṃ
yad vilīyate tad a=
2
=nnamayaḥ kośaḥ sthūlaśarīraṃ prāṇamayaḥ kaḥ prāṇādipañcavāyavaḥ
vāgādikarmeṃdriyapaṃcakaṃ militvā
3
yo bhavati saḥ prāṇamayaḥ kośaḥ manomayaḥ kaḥ manaś ca jñāneṃdriyapañcakaṃ militvā
yo bhavati saḥ manomayaḥ kośaḥ vijñānamayaḥ
4
kaḥ buddhiś ca jñānendriyapañcakaṃ militvā yo bhavati saḥ vijñānamayaḥ kośaḥ
[ānandamayaḥ kaḥ] ājñānam eva ānandamayaḥ kośaḥ eta=
5
t kośapaṃcakaṃ ca {evam eva kāraṇaśarīrabhūtāvidyāsthamalinasattvaṃ priyādivṛttisahitaṃ sa
ānandamayaḥ kośaḥ } madīyaṃ śarīraṃ madīyāḥprāṇāḥ madīyaṃ manaś ca madīyā buddhir
madīyam ajñānam iti sve=
6
=naiva jñāyate tat yathā madīyatvena jñātaṃ kuṇḍalakaṭakagṛhādikaṃ svasmād bhinnaṃ tathā
paṃcakosādikaṃ ca
7
madīyatvena jñātaṃ ātmā na bhavati ātmā kas tarhi saccidānaṃdasvarūpaḥ sat kathaṃ
kālatraye tiṣṭhatī=
8
=ti sat cit kā jñānasvarūpaṃ ānaṃdaḥ kaḥ sukhasvarūpaṃ atha caturviṃśati tattvotpatiṃ
vakṣyāmaḥ brahmāśrāyā sattvarajastamo=
9
=guṇātmikā māyā asti tad ākāśaḥ saṃbhūtaḥ ākāśād vāyuḥ vāyor agniḥ agner āpaḥ adbhyāḥ
10
pṛthivī eteṣāṃ paṃcatattvānaṃ madhye ākāśasya sāttvikāṃśāc chrotreṃdiryaṃ saṃbhūtaṃ
vāyoḥ sāttvikāṃ=
1

F3r
=śāt tvagiṃdiryaṃ eteṣāṃ paṃcatattvānāṃ samaṣṭisāttvikāṃśān
manobuddhyahaṃkāracittāṃtaḥkaraṇani saṃ=
2
=bhūtāni eteṣāṃ paṃcatattvānāṃ samaṣṭisāttvikaṃśāt eteṣāṃ paṃcatattvānāṃ madhye
ākāśasya rājasāṃśāt tvāgiṃdriyaṃ saṃbhūtaṃ vāyo rajasāṃśā=
3
=tpāṇīṃdriyaṃ vahneḥ rājasaṃśāt pādeṃdiryam jalasya rājasāṃśād upastheṃdriyaṃ pṛthvī
rājasāṃśād gudeṃdri=
4
=yaṃ eteṣāṃ paṃcatattvānāṃ samaṣṭirājasāṃśāt prāṇapaṃcakaṃ saṃbhūtaṃ eteṣāṃ
paṃcatatvānāṃ tāmasāṃśāt paṃcī=
5
=kṛtapaṃcatattvāni bhavaṃti paṃcīkaraṇaṃ katham iti cet ucyate eteṣāṃ paṃcamahābhūtānāṃ
tāmasāṃśa=
6
=rūpaṃ ekaikaṃ bhūtaṃ dvidhā vibhajya ekaikaṃ bhūtārddhaṃ pṛtaktūṣṇīṃ vyavasthāpya
aparaṃ aparaṃ arddhaṃ caturddhā vibhajyasvasvārddhabhi=
7
=nneṣu adhesū svabhāgacatuṣṭaya saṃyojanaṃ kāryaṃ tadā pañcīkaraṇaṃ bhavati etebhyaḥ
paṃcīkṛtapaṃcamahā=
8
=bhūtebhyaḥ sthūlaśarīraṃ bhavati piṃḍabrahmāṃḍayor aikyaṃ ca saṃbhūte sthūlaśarīrādau
abhedābhimā=
9
=nī jīvanāmakaṃ brahmapratibiṃbaṃ bhavati sa ca jīvaḥ prakṛtyā svasmāt īśvarabhinnatvaṃ
jānāti avidyo=
10
=pādhiḥ sann ātmā jīva ity ucyate māyopādhiḥ sann īśvara ity ucyate evam upādhibhedāj
jīveśvarabhe=
11
=dadṛṣṭir yāvat paryaṃtaṃ tiṣṭhati tāvat paryaṃtaṃ janmamaraṇādirūpaḥ saṃsāro na
nivarntate tasmāt kāraṇān n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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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v
1
jīveśvarabhedabuddhiḥ svīkāryā nanu sāhaṃkārasya kiṃcijjñasya jīvasya nirahaṃkārasya
sarvajñasye=
2
=śvarasya ca tattvamasīti mahāvākyāt katham abhedabuddhiḥ syāt ubhayor
viruddhadharmākrāṃtatvād iti cen na
3
sthūlaśarīrābhimānī jīvas tvampadavācyo [']rthaḥ upādhinirmuktaṃ samādhidaśāpannaṃ1
śuddhacaitanyaṃ lakṣyam
4
evaṃ sarvajñatvādiviśiṣṭa īśvaras tatpadavācyārthaḥ upādhiśūnyaupādhiśūnyaṃ
śuddhacaitanyaṃ tatpadalakṣyaṃ evaṃ jīveśvarayo=
5
=ś caitanyarūpeṇaṃ abhede bādhakābhāvaḥ evaṃ ca vedāntavākyaiḥ sadgurūpadeśena ca
sarvesv api bhūteṣu yeṣāṃ bra=
6
=hmabuddhir utpannā te jīvanmuktā ity arthaḥ nanu jīvanmuktaḥ kaḥ yathā dehohaṃ puruṣo
[']haṃ brāhmaṇo [']haṃ śūdro
7
[']haṃ strīti dṛḍhaniścayaḥ tathā nāhaṃ brāhmaṇaḥ na śūdraḥ na puruṣaḥ nastrī kiṃtu
asaṅgaḥ saccidānaṃdarūpaḥ
8
prakāśarūpaḥ sarvāṃtaryāmī cidākāśarūpo [']smīti dṛḍhaniścayarūpāparokṣajñānavān
jīvanmuktaḥ
9
brahmaivāham asmīty aparokṣajñānena nikhilakarmabandhavinirmuktaḥ syāt karmāṇi
katividhāni saṃ=
10
=tīti cet āgāmisañcitaprārabdhabhedena trividhāni santi jñānotpattyanantaraṃ jñāninaṃ
dehakṛtaṃ puṇyapā=
11
= parūpaṃ karma yad asti tadāgāmīty abhidhīyate saṃcitaṃ karma kiṃ anaṃtakoṭijanmanāṃ
bījabhūtaṃ yat
F4r
karmajātaṃ pūrvārjitiṃ yat tiṣṭhati tat saṃcitaṃ jñeyaṃ prārabdhaṃ karma kim iti cet idaṃ
śarīram utpādya iha
2
loke eva sukhaduḥkhādibhogapradaṃ yatkarma tatprārabdhaṃ bhogena naṣṭaṃ bhavati
prārabdhakarmaṇāṃ bhogād eva
3
kṣaya iti śruteḥ saṃcitaṃ karma brahmaivāham asmīti niścayātmakajñānena naśyati
āgāmikarmāpi jñā=
4
=nena naśyati āgāmikarmaṇāṃ nalinīdalagatajalavad jñānināṃ saṃbaṃdho nāsti kiṃ ca ye
jñāninaṃ
5
stuvaṃti bhajaṃti arcayaṃti tān pratijñānikṛtaṃ sarvaṃ āgāmi puṇyaṃ gacchati ye ca
jñāninaṃ nidaṃti dviṣayṃti duhkhāpradānaṃ kurvaṃti tān pratijñānikṛtaṃ āgāmipadavācyaṃ
karmapāpātmakaṃ gacchati tathā
6
ca śrutiḥ upayaṃti suhṛdaḥ sādhukṛtyāṃ dviṣaṃtaḥ pāpakṛtyā nīti tathā ca ātmavit saṃsāraṃ
tīrtvā bra=
7
=hmānaṃdam ihaiva prāpnoti tarati śokam ātmavid iti śruteḥ tathā ca smṛtiḥ tanuṃ tyajyetu
vā kāśyāṃ
8
śvapacasya gṛhe 'tha vā jñānasaṃprāptisamaye mukto 'sau vigatāśayaḥ iti
śrimatparamahaṃsapari=
9
brājakācāryaśrīchaṃkarācāryaviracitaṃ tatvavivekaḥ saṃpūrṇaṃ śrīrastu śaṃ 1905 śrāvaṇaśuda
2
1

- 263 -

대회 2일차 | 인도종교분과

2. 교정과 분석
Conventions
Lemmas
*

{}

omitted akṣar-s

[]

additional akṣara-s Σ

all MSs.

illegible akṣara-s

Manuscripts
MSα

Tattvavivekaḥ (1848, saṃvat 1905)

γ

Tattvabodhaḥ (1831, saṃvat 1899)

MS

MSβ

Tattvabodhaḥ (1872, saṃvat 1939)

Books
TbB

TbO

Tattvabodhaḥ (Mumbai 2006)

Tattvabodhaḥ

(Devanagari

text.

Published

by

Unknown)

maṅgala
oṃ śrīsaccidānandagurave namaḥ1)
1) oṃ śrīsaccidānandagurave namaḥ em, oṃ śrīsaccidānaṃdagurave namaḥ MSα ;
śrīhariḥ prīyatāṃ MSβ ; oṃ śrīgaṇeśāya namaḥ MSγ ; missing TbI

1. vāsudevendrayogīndraṃ natvā1) jñānapradaṃ gurum2)
mumukṣuṇāṃ hitārthāya3) tattvabodho4) ’vidhīyate5) 1
1) vāsudevendrayogīndraṃ natvā TbB; oṃ vāsudeveṃdrayogīṃdraṃ natvā MSα ;
śrīhariḥ prīyattāṃ vāsudeveṃdrayogīṃdraṃ natvā MSβ ; vāsudeveṃdrayogīṃdraṃ natvā MSγ .
2) gurum ; guruṃ Σ.
3) mumukṣuṇāṃ hitārthāy MSβ ,γ , TbB; mumukṣuṇāhitārthāya MSα .
4) tattvabodho TbB; tatvabodho MSα , TbB; tatvavodho MSβ ,γ .
5) ’vidhīyate TbB; avagraha omitted Σ.

옴, 쉬리사찟다난다인 스승께 경배합니다 . 바수벤드라요긴드라이고 지혜를 밝히는 스승에게 경배하고서
해탈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진리에 대한 자각 이 설명된다.

2. sādhanacatuṣṭayasaṃpannādhikāriṇaṃ mokṣasādhanabhūtaṃ
tattvavivekaprakāraṃ1) vakṣyāmaḥ

2)

1) tattvavivekaprakāraṃ Σ; tattvaviveka prakāraṃ TbI.
2) Totally omitted MSβ .

네 가지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해탈의 조건이 되는
진리에 대한 탐구의 방법을 우리들은 설명하고자 한다.
3. sādhanacatuṣṭayaṃ1) kiṃ nityānityavastuvivekaḥ2)

ihāmutrārthaphalabhogavirāgaḥ3)

śamādiṣaṭkasaṃpattiḥ4) mumukṣutvaṃ ceti5)
1) sādhanacatuṣṭayaṃ MSγ ; sādhanacatuṣṭaya MSα ,β .
2) nityānityavastuvivekaḥ MSα ; nityānityavastuvivekaḥ1 MSβ ,γ .
3) ihāmutrārthaphalabhogavirāgaḥ ; ihāmutrārthaphalabhogavirāgaḥ 2 MSβ ,γ .virāgaḥ MSα .
4) śamādiṣaṭkasaṃpattiḥ MSα ; śamādiṣaṭkasaṃpattiḥ3 MSγ ; śamadamādiṣaṭkasaṃpattiḥ3 MSβ ;
śamadamādi ṣaṭkasaṃpattiḥ TbI.
5) mumukṣutvaṃ ceti MSα pc(mukṣutvaṃ ceti MSα ac), mumukṣutvaṃ ceti4 MSβ ,γ .

네 가지 자격조건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에 대한 구별, 현세와 내세의 과보와 향락에 대한 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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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ama) 등등의 여섯 조건의 구비, 해탈에 대한 열망이다.
4. nityānityavastuvivekaḥ ko1) nityavastv ekaṃ2) brahma tadvyatiriktaṃ3)
sarvam anityam4) ayam eva nityānityavastuvivekaḥ4)
1)
2)
3)
4)
5)

nityānityavastuvivekaḥ ko ; nityānityavastuvivekaḥ kaḥ MSβ , TbI; omitted MSα , γ .
nityavastv ekaṃ MSα ,β ; nityaṃ vastv ekaṃ MSγ .
tadvyatiriktaṃ MSα , MSγ Pc, MSβ Pc; tat*ytiriktaṃ MSγ Ac; ttadyatiriktaṃ MSβ Ac.
anityam ; anityaṃ MSα ,β ,γ
nityānityavastuvivekaḥ MSα ,γ ; vivekaḥ MSβ .α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의 식별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실재는 오직 브라흐만이고 그것과 별개의 모든 것은 무상하
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의 식별이다.
4-1. virāgaḥ ka1) ihasvargabhogeṣv2) icchārāhityaṃ3)
1) virāgaḥ ka MSβ Pc, virāgha ka MSβ Ac; virāgaḥ kaḥ MSα ,γ , TbI.
2) ihasvargabhogeṣv ; ihasvargabhogeṣu MSα ,γ ; ihā ’mutrārthaphalabhogeṣu MSβ .
3) icchārāhityaṃ MSα ; ichārāhityaṃ MSβ ,γ Pc, ichādirāhityaṃ MSγ Ac.

이욕이란 무엇인가? 지금 생과 천상에서의 향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2 śamādiṣatkasaṃpattiḥ kā1) śamo damas tapas2) titikṣā śraddhā samādhānaṃ ceti3)
1) śamādiṣatkasaṃpattiḥ kā śamādiṣatkasaṃpantiḥ kā MSα ; śamādisādhanasaṃpatiḥ kā MSβ
pc
, samādisādhanasaṃpati kā MSβ ac; śamādisādhanasaṃpati kā MSγ .
2) damas tapas Σ; dama uparama TbI, TbO.
3) ceti MS α ,γ ; cetti MSβ

적정 등 여섯 조건이란 무엇인가? 적정, 고행, 인내, 믿음, 정신 집중이다.
śamaḥ ko1) mano nigrahaḥ2) damaḥ kaḥ3) cakṣurādibāhyendriyanigrahaḥ4) tapaḥ kiṃ5)
svadharmānuṣṭhānam eva6) titikṣā kā śītoṣṇasukhaduḥkhādisahiṣṇutvaṃ
śraddhā kīdṛśī7)
guruvedāntavākyādiṣu viśvāsaḥ8) samādhānaṃ kiṃ9) cittaikāgratā
1)
2)
3)
4)
5)
6)
7)
8)
9)

ko em; śamaḥ kaḥ MSα ,γ ; sama kaḥ MSβ .
mano nigrahaḥ MSα ,γ ,β Pc, mano nigraha MSβ Ac.
damaḥ kaḥ MSα ,β Pc, MSγ Pc, dama ka MSβ Ac, dama kaḥ MSγ Ac.
cakṣurādibāhyeṃdriyanigrahaḥ MSα ,γ ; cakṣurādivā- MSβ
tapaḥ kiṃ MSα ,γ , MSβ Pc, tapa kiṃ MSβ Ac; uparamaḥ kaḥ TbI, TbO.
svadharmānuṣṭhānam eva Σ, TbI, TbO.
kīdṛśī MSα ,β , MSγ Pc, kīśī MSγ Ac.
viśvāsaḥ MSα ,γ ; biśvāsaḥ MSβ Pc; biśvāsa MSβ Ac; viśvāsaḥ śraddhā TbI, TbO.
samādhānaṃ kiṃ MSα ,β , TbI, TbO; śraddhāsamādhānaṃ kiṃ MSγ .

샤마란 무엇인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마란 무엇인가? 눈 등의 외적 감관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빠스란 무엇인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띠띠끄샤란 무엇인가? 추위와 더위, 즐거움고 고통 등을
인내하는 것이다. 쉬라드하란 무엇인가? 스승과 베단따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사마드하라란 무엇인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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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ukṣutvaṃ kiṃ mokṣo me
tattvavivekasyādhikāriṇo3) bhavanti4)

bhūyād1)

itīcchā

etat

sādhanacatuṣṭayam

tatas2)

1) mokṣo me bhūyād MSα ,γ , TbI, TbO; me mokṣo bhūyād MSβ .
2) sādhanacatuṣṭayam tatas TbI, TbO; sādhanacatuṣṭayavaṃtas MSα ,γ ;
sādhanacatuṣṭayavaṃttas MSβ .
3) tattvavivekasyādhikāriṇo TbI, TbO; tatvavivekasyādhikāriṇo MSα ,γ ;
tatvavivekasyā ’dhikāriṇo MSβ pc, tatvavivikasyā ’dhikāriṇo MSβ Ac.
4) bhavaṃti Σ

해탈에 대한 갈망이란 무엇인가? 해탈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하는 것이다. 이상이 네 가지 자격 조건이다.
그 후에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tattvavivekaḥ ko1) ātmā satyas tadanyat sarvaṃ mithyeti2)
1) tattvavivekaḥ ko ; tattvavivekaḥ kaḥ MSγ ,TbI, TbO; tatvavivekaḥ kaḥ MSα , MSβ Pc,
tatvaviveka ka MSβ Ac
2) tadanyat sarvaṃ mithyeti MSα ,β , γ Pc, tadanyat mithyeti γ Ac.

진리의 식별이란 무엇인가? 아뜨만이 진리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ātmā kaḥ1) sthūlasūkṣmakāraṇaśarīrād vyatiriktaḥ pañcakośātītaḥ2) san3)
avasthātrayasākṣī saccidānandasvarūpaḥ san yas tiṣṭhati4) sa ātmā5)
1)
2)
3)
4)
5)

kaḥ MSα ,γ ; ka MSβ .
pañcakośātītaḥ ; paṃcakośātītaḥ Σ .
san MSα ,γ ; missing MSβ .
tiṣṭhati TbI, TbO; tiṣṭati MSΣ .
saccidānandasvarūpaḥ san yas tiṣṭhati sa ātmā ; saccidānaṃdasvarūpaḥ san yas tiṣṭati sa ātmā MS

α;
saccidānaṃdasvarūpaḥ san yaḥ tiṣṭati sa ātmā MSγ ; saccidānaṃdasvarūpas tiṣṭati sa ātmā MSβ .

[그러면] 아뜨만이란 무엇인가? 조대신, 미세신, 원인신과 별개의 존재이고 다섯 가지 덮개(五藏)를 초월한 것이고
세 가지 의식 상태의 증인이고 존재-의식-환희를 본성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뜨만이다.
sthūlaśarīraṃ kiṃ pañcīkṛtapañcamahābhūtaiḥ1) kṛtaṃ satkarmajanyaṃ sukhaduḥkhādibhogāyatanaṃ
śarīraṃ
jāyate asti vardhate2) vipariṇamate apakṣīyate vinaśyatīti3) ṣaḍbhāvavikāravān etat sthūlaśarīram4)
1) pañcīkṛtapañmahābhūtaiḥ TbI, TbO; paṃcīkṛtapaṃcamahābhūtaiḥ Σ .
2) jāyate asti vardhate TbI, TbO; jāyate asti varddhate MSα ; jāyate asti barddhate MSβ ;
asti jāyate varddhateγ ; asti jāyate vardhate TbI, TbO.
3) vinaśyatīti MSα ,γ ; binaśyatīti MSβ .
4) ṣaḍbhāvavikāravān etat sthūlaśarīram MSβ (-vān Etat);
*
ṣaḍbhāvavikāravan tat* sthūlaśarīraṃ MSα ;
vaṃs tat
Pc
ṣaḍbhāvavikāravan sthūlaśarīraṃ MSγ , ṣaḍbhāvavikāravanan sthūlaśarīraṃ MSγ Ac;
ṣaḍbhāvavikāravād etat sthūlaśarīram TbI, TbO.

조대신은 무엇인가? 오분결합의 오대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고 ...즐거움과 고통 등을 느끼는 몸으로 태어나고
존재하고 늙어가고 변해하고 시들고 소멸하는 것과 같은 여섯 개의 변화과정을 겪는 바로 그것이 조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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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ūkṣmaśarīraṃ kiṃ
apaṃcīkṛtapaṃcamahābhūtaiḥ
kṛtaṃ
satkarmajanyaṃ
sukhaduḥkhādibhogasādhanaṃ
śrotratvakcakṣujihvāghrāṇajñāneṃdriyāṇī
paṃca
vākpāṇipādapāyūpasthādikarmeṃdriyāṇi
paṃcaprāṇādayaḥ paṃcaprāṇāpānavyāna udānasamāna manaś caikaṃ buddhiś caikā evaṃ
saptadaśakalābhīḥ saha yat tiṣṭhati tat sūkṣmaśārīraṃ
미세신은 무엇인가? 오분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즐거움과 고통 등을 느끼는 자이고 소리, 감촉, 보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과 다섯 지각기관 그리고 입, 손, 발, 항문, 성기와 같은 행위기관 그리고 쁘라나, 아빠나,
뷔야나, 우다나, 사마나와 같은 오풍 그리고 한 개의 마나스와 붇드히와 같은 17개로 구성되어 존속하는 것이
미세신이다.
kāraṇaśarīraṃ kiṃ anirvācyānādyavidyārūpaṃ śarīradvayasya kāraṇamātraṃ satsvarūpasya ajñānaṃ
nirvikalparūpaṃ yad asti tat kāraṇaśarīraṃ
원인신이란 무엇인가?언표할 수 없고 무시(無始)의 무지를 본성으로 하고 두 신체의 원인이고, 참된 본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분별로 이루어져 존재하는 것 그것이 원인신이다.
avasthātrayaṃ kiṃ jāgratsvapnasuṣuptyāvasthāḥ
세 가지 상태란 무엇인가? 각성위, 몽면위, 숙면위이다.
jāgradavasthā kā
śrotrādijñāneṃdriyaiḥ śabdādiviṣayān jñāyaṃte iti yajyat sā jāgradavasthā sthūlaśarīrābhimānī ātmā
viśva ity ucyate
각성위란 무엇인가? 귀 등의 인식기관들로 소리 등의 대상들을 인식하는 이것이 각성위이고 조대한 신체를 자신으
로 생각하는 자아로 보편위로 말해졌다.
svapnāvasthā keti cet
jāgradavasthāyāṃ yad dṛṣṭaṃ yac chrutaṃ taj janitavāsanayā nidrāsamaye prapañcaḥ pratīyate sā
svapnāvasthā sūkṣmaśarīrābhimānīy ātmā taijasa ity ucyate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고 들었던 것 그것에서 생겨난 습기에 의해서 잠 잘 동안 세상이 경험되는데 그것이 몽면위이
고 미세신을 자신으로 생각하는 자아로 따이자사로 말해졌다.
suṣuptyavasthā kā
ahaṃ kimapi na jñānāmi sukhena mayā nidrānubhūyatea iti yat sā suṣuptyāvasthā
kāraṇśarīrābhimāny ātmā prājña ity ucyate
나는 아무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편하게 잠에 들었다라는 이것이 숙면위이고 미세신을 자신을 아는 자아로
쁘라갸로 말해졌다.
pacañkośāḥ ke nnamayaḥ prāṇamayo manomayo vijñānamaya ānandamayaś ceti
[아뜨만을 가리는] 다섯 덮개(五藏)란 무엇인가? 음식으로 이루어진 것, 생기(生氣)로 이루어진 것, 의근(意根)으로
이루어진 것, 지성으로 이루어진 것, 환희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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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mayaḥ kaḥ annarasenaiva bhūtvānnarasenaivābhivṛddhiṃ1) prāpyānnarūpapṛthivyāṃ2) yad vilīyate
so ’annamayaḥ3) kośaḥ sthūlaśarīraṃ
MSα ;

1) bhūtvānnarasenaivābhivṛddhiṃ em; bhūtvā annarasenaiva abhivṛddhiṃ
annarasenaivābhivṛddhiṃ MSβ .
2) prāpyānnarūpapṛthiviyām em; prāpya annarūpapṛthivyāṃ MSα ,β .
3) so ’ em; tad annamayaḥ MSα ; tadd annamayaḥ MSβ .

bhūtvā

음식으로 이루어진 덮개란 무엇인가? 음식의 정기에 의해 생성되고 음식의 정기로 성장한 후, 음식의 근원인
땅 속으로 소멸되는 그것이 음식으로 구성된 덮개이고 [세 가지 신체 중에서는 ]조대신이다.
prāṇamayaḥ kaḥ prāṇādipañcavāyavo1)
prāṇamayaḥ2) kośaḥ

vāgādikarmendriyapaṃcakaṃ

militvā

yo

bhavati

sa

1) -vāyavo em; -vāyavaḥ MSα ; -vāyava- MSβ .
2) militvā yo bhavati sa prāṇamayaḥ em; militvā prāṇamayaḥ MSα , β .

생기로 이루어진 덮개란 무엇인가? 쁘라나 등 다섯 생기들과 입(口) 등의 다섯 행위기관을 가진 것이 생기로
이루어진 덮개이다.
manaś ca jñāneṃdriyapañcakaṃ militvā yo bhavati sa manomayaḥ1) kośaḥ

manomayaḥ kaḥ

1) militvā yo bhavati sa manomayaḥ em; militvā manomayaḥ MSα , β .

마음으로 이루어진 덮개란 무엇인가? 마나스와 다섯 인식기관과 결합한 것이 마나마야꼬샤이다.
vijñānamayaḥ kaḥ buddhiś ca jñānendriyapañcakaṃ militvā yo bhavati sa vijñānamayaḥ1) kośaḥ
1) militvā yo bhavati sa vijñānamayaḥ em; militvā vijñānamayaḥ MSα , β .

지성으로 이루어진 덮개란 무엇인가? 지성과 다섯 인식기관과 결합한 것이 식소성장이다.
kaḥ1) anādyavidyānirvacyākāraṇaśarirarūpādhīndriyādivṛttibhir

ānandamayaḥ

saha

yattad

2)

ānandamayakośaḥ

evam eva kāraṇaśarīrabhūtāvidyāsthamalinasattvaṃ priyādivṛttisahitaṃ sat ānandamayaḥ kośaḥ3)
1) ānandamayaḥ kaḥ β ; omitted MSα .
2) anādyavidyānirvacyākāraṇaśarirarūpādhīndriyādivṛttibhir saha yattad ānandamayakośaḥ β ;
evam eva kāraṇaśarīrabhūtāvidyāsthamalinasattvaṃ priyādivṛttisahitaṃ sat ānandamayaḥ kośaḥ
B
Tb .; omitted MSα .

환희로 이루어진 덮개란 무엇인가? 무시의 무지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원인신에 부가물과 감관 등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환희소성장이다.
etat kośapañcakaṃ ca madīyaṃ śarīraṃ madīyāḥ prāṇāḥ madīyaṃ manaś ca madīyā buddhir madīyam
ajñānam iti svenaiva jñāyate
tat yathā madīyatvena jñātaṃ kuṇḍalakaṭakagṛhādikaṃ svasmād bhinnaṃ tathā paṃcakosādikaṃ ca
madīyatvena jñātaṃ ātmā na bha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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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설

Oṁ
mātrā

상태
Avasthā

個
Pāda

신체
Śarīra

1

A

Jāgrat 覺

2

U

Svapna

Taijasa光

Sukṣma

3

M

Suṣpti

Prajñā

Kārana

4

Vaiśvanara

Sthūla

오장(설)
Pañca-kośa(vāda)
大

Annamayakośa
Prāṇamayakośa 氣
Manomayakośa
Vijñāmayakosa
Ānandamayakośa

Turīya = Caitanya = Ātman = Brahman = Sat-Cit-Ānanda

ātmā kas tarhi saccidānaṃdasvarūpaḥ sat kathaṃ kālatraye tiṣṭhatīti sat cit kā jñānasvarūpaṃ
sukhasvarūpaṃ

ānaṃdaḥ kaḥ

[그렇다면] 아뜨만이란 무엇인가? 존재-의식-환희를 본성으로 하는 것이다. sat란 무엇인가? 삼세에 존재하는
것이다. cit란 무엇인가? 지혜를 본성으로 하는 것이다. nanda란 무엇인가? 즐거움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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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종교분과 발표3]

불이론 쉬바파의 쉬바의 본성에 관하여

심준보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불이론 쉬바파의 형성
2. IPK와 PH, 그리고 그 저자들
3. IPK와 PH의 쉬바 개념
Ⅲ. 결론

Ⅰ. 서론
본 연구는 웃팔라데바의 자재신재인식송 (IPK)과 크세마라자의 재인식정수 (PH)의 내용을 중심으
로 불이론 쉬바파의 쉬바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불이론적 차원에서 쉬바의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불교의 일심 내지는 불성 개념의 비교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하려 한다.
불이론 쉬바파는 아직은 국내학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학파이기 때문에 이 학파의 형성 과정을 본
론의 처음에서 먼저 짧게 설명하고 아울러 간략히 IPK와 PH, 그리고 그 저자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IPK와 PH에 제시된 쉬바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려 한다.
본 연구는 특히 향후 불교의 일심이나 불성 개념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의
무아론을 절대적 자아를 상정하는 여타의 인도 사상들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불교의 여래장 사상이나
선종의 일심 사상들을 비불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불교를 무아론이기 보다는 불이론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불이론 쉬바파에서 주장하는 쉬바의 개념은 불교의 일심이나 불성과 다른 것이 아니
라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논증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주장에 대
한 향후의 논증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불이론 쉬바파의 쉬바 개념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본론에 앞서 본 연구가 이해하는 불이론 쉬바파의 불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것은 앞서 주장한
불교는 무아론이기 보다는 불이론이라는 구절에서 불이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전통적인 불이론 개념
과 비교하여 철저히 논구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본 연구의 관점만 간략히 제시한다. 불이란 절대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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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로 보지 않는 것, 즉 절대라거나 현상이라거나 하는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현상이 변화하여 나타나더라도 그 현상이 변화하며 나타나는 매 찰나가 영원한 현
재로서 현전한다. 예를 든다면 물결이 순간순간 변화하면서 어떠한 모양(현상)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은 물
(절대)뿐인 것과 같다. 샹카라의 불이론에서는 물결은 물과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닌 마야(샹카라의 표현
에 따르면 미전개의 명색)가 일으킨 것으로 물결과 물은 다른 것이다. 이런 샹카라의 입장을 아비나바굽
타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아비나바굽타는 말한다. 우리의 논쟁은 이원론에 내재한 모순 때문에 [실재가] 하나라는 사실에 기
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법]을 인정하는 그대들의 접근법이다. [반면] 만약 [이원성과 단일
성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명백히 두 가지[구별되는 실체들]일 것이다.1)

“이원론에 내재한 모순”이란 샹키야 이원론에서 푸루샤와 프라크리티가 서로 접촉할 수 없는 것을 말
한다. 이 둘이 접촉하지 못하면 우주의 현현은 없다. 그러나 자족한 존재인 푸루샤가 프라크리티와 결합
할 이유는 없다. 그런 “모순 때문에 [실재가]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은 베단타 일원론을 말한다.
불이론 쉬바파는 이원론도 일원론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원론은 모순이고, 이에 반대하는 일원론 역시 현
상과 다른 절대, 절대와 다른 현상이라는 이원 개념 하에 현상을 부정하고 절대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
록 절대의 일원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원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원과 일원의 상대적 일원으로
서 완전한 일원론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불이론 쉬바파의 불이는 둘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둘이므로 단일하다거나 이원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떠난 것이다. 그러므로 불이론 쉬바파야 말로 완전
한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반야공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사상
의 대표적인 구호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결국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둘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코 논리상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다만 하나와 둘이라는 분별을 떠날 때 구체적인 사실로 체험된다.
그러므로 불이론 쉬바파의 불이란 절대의 일원이나 절대와 현상의 이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일원과
이원, 절대와 현상같은 개념들을 쓸어버림으로서 세계의 진실을 그대로 체험한 것이요, 그런 입장에 대한
이론을 불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불이론은 단지 이론에 그치기 보다는 실천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이
체험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깨달음의 체험에 입각한 관점을 설한다. 그리고 이
불이가 바로 쉬바이다. 본 연구는 이 불이가 불성이나 일심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불이론 쉬바파의 형성
불이론 쉬바파는 불이론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쉬바파를 총칭하기도 하고, 아비나바굽타가 완성한 사상
체계를 말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때로는 카쉬미르 샤이비즘, 쉬바파 일원론, 트리카로도 불린다.
탄트라의 발흥 초기 탄트라 의례는 샤머니즘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준다. 이런 의례는 브라만 상층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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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형태였으나, 점차 탄트라의 의례가 상층계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단의 학자
들이 탄트라 의례의 체험을 전통철학의 틀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비로소 상층계급에게 탄트라가 수용되어
후기의 탄트라는 매우 고준한 철학을 가지게 되었다.
탄트라는 전인도적인 특징이었으나 특히 가장 탄트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탁월한 철학적 업 적을 남
긴 것은 불교와 쉬바교이다. 이것은 타 종교의 탄트라 문헌들이 이 둘에 비해 많이 발굴, 연구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의 문헌이나 연구를 보면 타당한 주장이다. 기존에 불교와 쉬바교 중
어느 쪽이 먼저 탄트라화 되었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논쟁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샌더
슨의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쉬바교가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 거의 지지를 받는 것 같다.
만트라마르가, 즉 만트라의 길이라고도 불리는 탄트라적 쉬바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보수적인 쉬바
파 이원론(샤이바싯단타)과 비사회적, 혹은 반사회적인 의례를 행하던 불이론적 쉬바파들이다. 불이론적
쉬바파들은 쉬바보다는 쉬바의 여성 원리인 샥티를 중시했고, 쉬바에 대한 샥티의 중요성의 강도에 따라
점점 더 좌도적인 성격을 띄었다. 샤이바싯단타의 종교 문헌들을 샤이바아가마라고 하고 불이론 쉬바파
들의 문헌들을 브하이라바탄트라라고 하는데 샌더슨은 탄트라적 쉬바파들의 연구에 획기적 장을 연
1988년도 논문 쉬바교와 탄트라 전통 에서 아래와 같이 탄트라적 쉬바파들의 문헌을 분류함으로 그동
안 불명료하던 그들의 갈래를 정리하였다.

Kālītantra
Trikatantra
śaktitantra
Yāmalatantra
Vidyāpīṭha
Mantrapīṭha
Bhairava tantra
Śaivasiddhānta
Mantramārga

<표.1>만트라의 길(탄트라적 쉬바파)의 구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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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슨에 따르면 도표 내의 보다 좌측과 상위에 있는 문헌군들은 우측과 하위에 있는 문헌군들을 낮은
단계의 계시로 교판하면서, 자신의 문헌이 더 발전된 입문식(d k )을 통해 더 강력하고 보다 비의(秘儀)
적 의례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한다.3) 즉 브하이라바탄트라는 보다 좌도적인 비드야피타
와 만트라피타의 두 문헌군으로 나뉘어 지고, 비드야피타는 보다 좌도적인 샥티탄트라와 보다 온화한 야
말라탄트라의 두 문헌군으로 나뉘고, 샥티탄트라는 보다 좌도적인 칼리탄트라와 트리카탄트라로 나뉜다.
아비나바굽타는 트리카탄트라 문헌을 기반으로 하는 트리카의 체계를 프레임으로 하여 칼리탄트라문
헌의 사상을 형성한 크라마의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탄트라적 쉬바파의 다양한 사상과 의례들을, 샤
이바싯단타의 이원론까지 포함하여 불이론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설함으로써 탄트라적 쉬바파뿐만
아니라 탄트라 전체의 철학을 불이론 관점에서 완성시켰다. 특히 이때 아비나바굽타의 불이론 사상의 핵
심적 철학으로 작동한 것이 재인식론과 진동설이다. 그러므로 아비나바굽타의 불이론 쉬바파 사상은 종
교적으로는 트리카와 크라마의 의례 체계가, 철학적으로는 재인식론과 진동설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이론 쉬바파라고 할 때 브하이라바탄트라를 그 문헌으로 하는 탄트라적 쉬바파를 의미하기
도 하고, 아비나바굽타가 완성한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아비나바굽타가 완성한 체계를 트리카라고
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트리카의 체계를 그의 불이론 쉬바파 사상의 프레임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
불이론 쉬바파를 카쉬미르 샤이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헌들이 19세기 이후 카쉬미르 지역에서 대량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 쉬바파 일원론은 이원론 쉬바파인 샤이바싯단타에 대비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일원이란 명칭은 불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불이론 쉬바파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 IPK와 PH, 그리고 그 저자들
재인식론은 브하이라바탄트라 문헌들의 여러 불이론 탄트라 유파들의 사상들이 아비나바굽타의 불이
론 탄트라 체계에서 통합될 때 철학적 시금석의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다이스코우스키는 다음과 같이
재인식론의 불이론 쉬바파 내의 위치에 대해 말했다.

카쉬미르의 쉬바교의 발전에 있어서 재인식론의 중요성은 카쉬미르의 쉬바 신앙자들이 카쉬미르의
쉬바교의 모든 학파에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라고 간주했던 일원론적 쉬바파의 근본적인 법칙들
을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설명한데 있다. 재인식론을 통해 탄트라파들의 일원론과 관념론은 건전한 논
의와, 철저한 인도철학이라면 어떤 학파라도 대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의 분석을 통해 떠받쳐지게 되
었다. 이 문제들은 인과율의 성질, 변화와 영속의 문제, 절대자와 그 현현에 대한 관계, 그리고 신과
인간의 문제를 포함한다.4)

소마난다(9세기)에서 시작한 재인식론 전통은 그의 제자 웃팔라데바(10세기 전반)에 의해 IPK로 완성
되었다. 그는 자주 재인식주석 (IPVr)과 재인식해설 (IPVi)을 저술했다. IPVr은 IPK와 동시 구성된
심준보
4) Dyczkowski(198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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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으로 양자는 단일한 저술이다. IPVr은 IPK 게송들의 내용과 함축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IPVi는 IPVr보다 긴 주석으로 다양한 논리적 변증들을 보여준다. IPVi는 현재 일부만 전해진다. 아비나
바굽타는 재인식론을 자신의 체계의 형이상학으로 했기 때문에 IPK 주석 자재신재인식주석 (IPV)을 썼
다. 그러나 IPK나 IPV는 복잡한 논리적 변증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나바굽타의 상수제자였던
크세마라자(11세기 초중반)는 논리를 배우지 못한 이들을 위해 논리적 변증을 제외한 IPK의 핵심을 제시
한 PH를 IPV의 지대한 영향 하에 저술하였다.

3. IPK와 PH의 쉬바 개념
IPK와 IPVr Ⅰ.1.2-1.3의 내용은 쉬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중생이 처음부터 존립된 인식자이자 행위자, 진아, 대자재신(즉, 쉬바)을 부정하거나 확증할
있겠는가? (IPK.Ⅰ.1.2)5)
일체 대상들의 존립 근거로서, 자신(진아)의 존립을 아우르며-그렇지 않다면 모든 다양한 대상들
의 존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스스로 빛나며, 그 본성이 특별히 인식자의 본성이며, 앞서서 존립되
고, 태고의, 모든 존재들의 진아는 앎이며 행위이다.(IPVr.Ⅰ.1.2)6)
그러나 그(쉬바)는, 직접적으로 지각됨에도 불구하고, 망상으로 인해 그가 어떤 것인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그의 힘들을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그에 대한 재인식이 보여진다.
(IPK.Ⅰ.1.3)7)
그러나 신은, 내적인 알아차림으로써 확증됨에도 불구하고, 마야로 야기된 망상 때문에 심장에 도
달하지 못하기(즉 비마르샤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한다=확실하고 규정적인 지식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분별적인 형태로는 알려지지 않는다)8) 때문에 그의 재인식이 여기에서 그의 특별한 능력들로
대표되는 재인식의 그 표식의 예를 통해서-변함없는 확실성의 획득의 형태 속에-보여진다.(IPVr.
Ⅰ.1.3)9)

이를 통해 쉬바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① 모든 대상들의 존립 근거로서 쉬바
중생이 쉬바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확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이나 확증의 행위 이전에 이미 쉬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이나 확증의 행위는 쉬바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
터 존립된 인식자와 행위자가 쉬바라고 하는 것이다.
② 쉬바의 인식불가능성
쉬바는 내적인 알아차림으로 확증되지만 이것은 일반적 인식처럼 분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5) Torella(2013), p.85. 본 연구는 IPK와 IPVr의 텍스트로 Torella(2013)을 이용한다. 본문의 문장은 범문을 참조하지 않고 토렐라의
영역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향후 본격적인 논문에서 범문을 직접 번역하면서 더 치밀한 논증을 행할 예정이다. 괄호 속의 내용은
본 연구의 부기이다.
6) Torella(2013), p.86.
7) Torella(2013), p.86.
8) 이 괄호 속 내용 중에 “즉 비마르샤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한다=확실하고 규정적인 지식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분은 토렐라의
부기이고 나머지는 연구자의 부기이다.
9) Torella(2013),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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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분별적 인식이란 쉬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쉬바의 재인식가능성
쉬바는 재인식을 통해 깨달아진다. 재인식에 대해 IPK와 IPVr. Ⅳ. 17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랜 인고 후에 마침내 사랑하는 신랑의 현전에 선 신부와 같이, 그는 그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녀가 그가 누군지 재인식하기 전에는 어떤 기쁨도 그녀에게 주지 않는다. 그 순간 전 까지 마
치 그는 다른 남자처럼 보인다. (IPK. Ⅳ. 17)10)
이 신부의 예는 쉬바에 대한 재인식이 각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IPVr. Ⅳ. 17)

위 내용은 쉬바는 늘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인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
을 말한다. 즉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즉 주객관의 이분적 사고 속에서는 파악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재인
식이란 그와 같은 인식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앎이란 것을 보여준다.
PH는 쉬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원히 다섯 행위를 일으키시고, 의식과 환희이신 진아, 최고의 실재로 빛나시는

쉬바께 경배합

니다. (PH. 귀경송. 1)11)
(우주적)의식은 무위이며 우주 발생의 원인이다.(PH. 1)12)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쉬바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④ 조물주로서의 쉬바
다섯 행위란 우주의 방사, 유지, 귀멸, 은폐, 은총을 말한다. 우주의 방사, 유지, 귀멸이란 우주의 생사
를 말하는 것이고, 은폐란 쉬바가 자신을 우주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진정한 성질이 숨겨지는 것을 말한
다. 은총은 은폐된 쉬바의 진정한 성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 다섯 행위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말하
는 것이고, 이것은 쉬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바는 조물주로 볼 수도 있다.
⑤ 쉬바의 의식성
쉬바는 의식이자 환희이다. 이에 대해 싱은 “상카라의 베단타에서 사용된 일반적 표현은 존재-의식—
환희이다. 재인식론은 존재가 빠져있다. 재인식론은 의식만이 존재이고 실재이기 때문이다. 의식과 존재
는 동의어이다. 존재로 불릴 수 있는 의식을 빼고는 아무 것도 없다.”13)라고 한다. 재인식론은 샹카라 불
이론의 입장처럼 진아, 혹은 실재는 의식성인 것으로 본다.
⑥ 쉬바의 무위성
쉬바 외의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쉬바는 어떠한 존재 원인도 가지지 않는다. 쉬바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원인일 뿐이다.
10)
11)
12)
13)

Torella(2013), p.218.
“nama ivay satata pa cak tya-vidh yine/ cid nandaghana-sv tma-param rth va-bh sane/”
“citi svatantr vi vasiddhihetu ”
Singh(1987),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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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는 IPK와 PH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쉬바의 본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① 모든 대상들의
존립 근거로서 쉬바, ② 쉬바의 인식불가능성, ③ 쉬바의 재인식가능성, ④ 조물주로서의 쉬바, ⑤ 쉬바의
의식성, ⑥ 쉬바의 무위성을 쉬바의 본성으로 제시했다.
이 본성들을 고찰해 볼 때 쉬바는 의식성으로서 그 존재의 원인이 자기 스스로인 무위적 존재이다. 쉬
바가 모든 대상들의 존립 근거라든지, 조물주라고 불리는 이유는 불이론 쉬바파의 입장이 관념론에 입각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대상들, 혹은 존재들이 의식성인 쉬바에 의해 존립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념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은 대상보다도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의식은 대상처
럼 인식될 수 없다. 다만 의식, 혹은 종교적으로 쉬바로 불리는 불이론 쉬바파의 절대는 재인식을 통해서
만 알려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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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종교분과 발표 4]

고락샤 어록 집성 (Gorak avacanasa graha)의 25 주제

김태희(원광대 요가학연구소 연구원)

<차 례>

I. 머리말
1. 고락샤의 어록 집성 (Gorak avacanasa graha>에 대하여
2. 성립 시기와 성립사적 의의
3. 연구 현황
4. 구성
II. 주요 내용 검토

I. 머리말
1. 고락샤의 어록 집성 (Gorak avacanasa graha>에 대하여
고락샤의 어록 집성 <Gorak avacanasa graha, GvS)은 하타요가의 우주론, 인간론, 해탈론, 수행론을
비롯해서 육지요가, 꾼달리니, 짜끄라, 나디, 쁘라나 등의 주요 개념 및 체위, 호흡법, 무드라, 명상 등 25개의
주제를 173개의 게송으로 간결하게 요약한 18-19세기의 강요서(綱要書)이다.
고락샤의 어록 집성 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헌은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고락샤의
것으로 전수되는 요가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한 집성 문헌(compendium)이다. 하지만 이 문헌에 수록된 게
송들은 고락샤의 백송 (G ), 고락샤 선집 (GP), 성자들의 정설 선집 (SsP) 등 고락샤의 것으로 귀속된 문
헌들뿐만 아니라 쉬바상히따 ( S), 하타의 등불 (HP)도 포함하므로 ‘고락샤의 말씀(vacana)’을 모은 것이
아니라 ‘고락샤 전통의 하타요가’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성립 시기와 성립사적 의의
고락샤의 것으로 귀속된 문헌은 대체로 그의 제자 또는 14-15세기 무렵의 영적 제자에 의해 편집된 것으
로 추정되지만 이 문헌은 “ 쉬바상히따 의 가르침에 따르면....”<43송>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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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상히따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헌의 성립 시기는 더 후대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5
세기 문헌인 하타의 등불 을 비롯해서 16세기 문헌인 성자들의 정설 선집 (SsP)1)도 인용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최소 17세기 이후 아마도 18-19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것은 고락샤의 어록 집성 이라
는 제목의 필사본이 대단히 희귀하다는 것인데 불교와 달리 전통이 지속된 하타요가의 경우, 필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높은 문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희귀하다는 것은 인기가 없거나 또는 아
주 늦은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고락샤의 어록 집성 에 담긴 내용만 놓고 보면, 이 문헌은
의심할 여지없는 탁월한 입문서이고 따라서 만약 이 문헌이 중세기에 작성되었다면 수많은 필사본은 물론이
고 주석서와 복주(復註) 등 다양한 모방작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헌이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 문헌의 가치나 의의와 별개로 이 문헌이 아주 늦은 시기에 편집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단순히 후대에 성립된 문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될 이유는 없으며, 성립사적 의의는 오히려 이 문헌이
18-19세기에 성립된 후대 문헌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18-19세기에도 고락샤 계열의 하타요
가가 당시까지 온전하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3. 연구 현황
고락샤의 어록 집성 은 1962년 고라크뿌르에서 출판된 바네르지아의 연구서(Philosophy

of

Gorakhnath with Gorakshvacanasangraha)의 부록<pp. 333-344>에 데바나가리 원문이 수록되면서
처음으로 학계에 공개되었다.2) 바네르지아가 부록으로 수록한 고락샤의 어록 집성 원문의 출처는 수수께끼
인데 아마도 바네르지아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사본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3)

Akshaya Kumar Banerjea(Ed.).
Philosophy of Gorakhnatha with Goraksha-Vacana-Sangrah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82nd.
고락샤의 어록 집성 은 간결하고 훌륭한 하타요가 입문서이지만 번역 등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구성

바네르지아가 수록한 원문에 따르면 이 문헌은 별도의 장절 구분 없이 25개의 주제를 173개의 게송으로
설명하고 있다.4)

* 25주제에 대한 명칭은 바네르지아의 편집본에 의거함.
1) 특히 전반부(1-47)와 후반부(150-164)의 경우 성자들의 정설 선집 에서만 발견되는 게송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문헌이 성
자들의 정설 선집 이후에 편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 이 연구서는 제목과 달리 고락샤의 어록 집성 을 거의 다루지 않고 성자들의 정설 선집 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한편 포이에르슈타인 박사는 고락샤의 어록 집성 을 164개의 게송으로 구성된 문헌이라고 밝혔는데(김재민 2017역, p. 251) 그가
검토했던 원문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4) 여기서는 바네르지아가 수록한 원문의 임시적인 소제목에 의거해서 주제를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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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원성과 불이(不二)성마저 초월한 궁극적 실재
(dvait dvaitavilak a a paramatattvam)
쉬바와 샥띠의 불가분성
(abhinna iva aktitattvam)
샥띠의 전개 순서에 따른 ‘총상(總相)과 별상(別相)적 신체’의 생성
( aktipari makrame a sama ivya ipi dotpatti )
최고의 의식(par sa vit)
일체의 아뜨만, 아뜨만의 진실성
(sarv tmakam tmatattvam)
개아와 최고아의 동일성
(j v tmaparam tmanor abheda )
아뜨만을 앎으로써 해탈함
( tmaj n n mukti )
옴(om) 음절의 비밀
(o k rarahasyam)
신체의 비밀(deharahasyam) : 빈두와 라자스의 결합
인간의 몸속에서 전 우주를 봄
(vya ipi e sama ipi adar anam)
호흡의 비밀( v sarahasyam)
최고의 경지는 자신이 체험해야만 됨
(paramapadasya svasa vedyat )
삼매의 본질(sam dhisvar pam)
육지요가( a a gayoga )
① 아사나( sana)
② 호흡법(pr
y ma)
③ 제감(praty harana)
④ 응념(dh ra )
⑤ 선정(dhay na)
*
마지막의 ⑥ 삼매(sam dhi)는 앞의 54-61에서 설명됨.
열 종류의 야마와 니야마
(da avidhayam s tath da avidhaniyam )
인체 내에 있는 짜끄라(cakra)들
(dehamadhyasthacakr i)
신체 내에 있는 아뜨만 명상점 : 여덟 짜끄라 명상
(dehamadhya tmadhy nasth n ni)
꾼달리니의 각성
(ku alin prabodha )
열 종류의 무드라
(da avidhamudr )
샴브하비 무드라( mbhav mudr )
호흡의 종류(pr
y mabhed )
마음의 소멸(mano laya )
비음명상(n d nusa dh nam)
아바드후따 요기의 특징들
(avadh tayogilak n ni)
참된 스승의 위대함
(sadgurumahim )

1-4
5-11
12-16
17
18-23
24-25
26-29
30-35
36-42
43-47
48-51
52-53
54-61
62-64
65-66
67-71
72-73
74-75
76-77
78-85
86-92
93-103
104-113
114-116
117-123
124-131
132-140
141-149
150-165
166-173

전체 173송 중 126송은 고락샤의 백송 (G ), 쉬바상히따 ( S), 하타의 등불 (HP), 성자들의 정설 선
집 (SsP)과 같은 네 문헌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중에서 ‘궁극적 실재’, ‘쉬바와 샥띠의 불가분성’ 및 말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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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드후따’와 같은 세 주제는 성자들의 정설 선집 (SsP)에서 인용한 것이고 꾼달리니, 열⑽ 무드라, 샴브하
비, 마음의 소멸, 비음명상과 같은 주제는 하타의 등불 (HP)에서 인용한 것이며 옴, 빈두와 라자스의 결합,
육지요가, 여덟 [짜끄라] 명상점, 여섯 짜끄라는 고락샤의 백송 <=200송본 고락샤의 백송 >에서 인용한 것
이다. 한편, 다섯 개의 게송을 쉬바상히따 ( S)에서 인용했는데 43송은 원문에서 쉬바상히따 라는 서명을
밝히고 있다. 그 외 나머지 46송의 출처는 명확치 않다.

II. 주요 내용 검토
1. 이원성과 불이(不二)성마저 초월한 궁극적 실재(dvaitādvaitavilakṣaṇaṃ paramatattvam)
1-4

존재와 비존재[의 범주]를 초월해 있고, 생겨나는 것(utpatti)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n a)도 아니며 일체
의 사유(sarvasa kalpa) 초월해 있는<=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브라흐만이라고 말해졌
다.5)

2. 쉬바와 샥띠의 불가분성(abhinna iva aktitattvam)

5-11

쉬바( iva) 안에 샥띠( akti)가 있고 샥띠 안에 쉬바가 있다. 마치 달과 달빛의 [관계]처럼 쉬바와 샥띠를
별개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6)

3. 샥띠의 전개 순서에 따른 ‘총상(總相)과 별상(別相)적 신체’의 생성( aktipari
sama ivya ipi dotpatti )

makrame a

12-16

‘존귀한 꾼달리니(ku alin )의 창조’는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내적 자아로서 조대 형상을 지닌
것’[의 창조]이고7)
다른 하나의 창조는 편재하는 것이자 ‘포함되거나 포함하는 것을 초월한 미세한 것(s k m )’인데 미혹된
중생의 지력으로는 [양자의] 차이를 알 수 없다.8)

4. 최고의 의식(par sa vit)

17

생명체 속에서(sattve sattve) 일어나는 사유(racan )는 물론이고 진리 속에(tattve tattve) 있는 위대함,
모든 상태에서(bh ve bh ve) 일어나는 움직임, 모든 마음에서(bh se bh se) 벌어지는 심리적 움직임도
모두 ‘최고 의식(par sa vit)의 빛’이다.9)
5) bh v bh vavinirmukta n otpattivivrtjitam
sarvasa kalpan t ta parabrahma tad ucyateGvS.
∥
3.
6) ivasy bhyantare atki akter abhyantare iva
antara naiva j n y c candracandrikayor ivaGvS.
∥
5.
7) s i ku alin khy t dvidh bh gavat tu s
ekadh sth lar p ca lok n
pratyag tmik ∥GvS. 15.
8) apar sarvag s k m vy ptivy pakavarjit
tasy bheda na j n ti mohit pratyayena tuGvS.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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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체의 아뜨만, 아뜨만의 진실성(sarv tmakam tmatattvam)

18-23

진실로 아뜨만이 만물의 근원(m la)이다. 이것은 증거조차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갠지스 강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어찌 갈증이 일어날 것인가?10)

6. 개아와 최고아의 동일성(j v tmaparam tmanor abheda )

24-25

아뜨만( tman), 최고아뜨만(param tman), 지바아뜨만(j v tman)으로 다양하게 말하지만 이 세 가지가
‘[오직 그] 하나’에서 생겼다는 것이 바로 [참된] ‘가르침’( de a)이다.11)

7. 아뜨만을 앎으로써 해탈함( tmaj

n n mukti )

26-29

요가 수행자는, ‘허공처럼 청정하고 달빛처럼 빛나는 아뜨만’을 편재하는 것으로 명상함으로써 해탈할 것
이다.12)

8. 옴(om) 음절의 비밀(o k rarahasyam)

30-35

삼⑶ 세<三世: 과거, 현재, 미래>와 세⑶ 베다<리그, 야주르, 사마>, 세⑶ 세상<화생, 난생, 태생 혹은 천
국, 죽음, 지옥>, 세⑶ 개의 불, 세 성조(聲調: ud tta, anud tta, svarita)가 있는 그곳이 최고의 빛인
옴이다.13)

9. 신체의 비밀(deharahasyam): 빈두와 라자스의 결합

36-42

빈두는 쉬바( iva)이고 라자스는 샥띠( akti)이고, 빈두는 달(indu)이고 라자스는 태양(ravi)인데, 양자가
하나로 될 때만 최고의 경지(해탈)를 얻을 수 있다.14)

10. 인간의 몸속에서 전 우주를 봄(vya ipi

e sama ipi

adar anam)

43-47

쉬바상히따 의 [가르침] 대로 ‘[우주에 있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두] 몸속에 있다는
9) sattve sattve sakalaracan r jate sa vid ek
tattve tattve paramahim sa vid ev vabh ti
bh ve bh ve bahulataral lampa sa vid e
bh se bh se bhajanacatur v hitai sa vid evaGvS.
∥
17.
10) tm khalu vi vam la tatra pram a na ko ’py arthayate
kasya v bhavati pip s ga g srotasi nimagnasyaGvS.
∥
18.
11) tmeti param tmeti j v tmeti vic ra e
tray m aikyasa bh tir* de a iti k rtita GvS.
∥
24.
12) nirmala gagan k ra mar cijalasa nibham*
tm na sarvaga dhy tv yog muktim av pnuy tGvS.
∥
26.
13) traya k l s trayo ved s trayo lok s trayo ’gnadha
traya svar sthit yatra tatpara jyotir om itiGvS.
∥
31.
14) bindu ivo raja aktir bindur ind rajo ravi
ubhayo sa gam d eva pr pyate para padamGvS.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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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아는 자가 ‘몸을 알고 있는 요가 수행자’이다.15)

11. 호흡의 비밀( v sarahasyam)

48-51

인간은 밤낮의 [하루]동안 21,600번의 ‘[함사] 만뜨라’를 항상 염송하는 셈이다.16)

12. 최고의 경지는 자신이 체험해야만 됨(paramapadasya svasa vedyat ) 52-53
달변의 스승[일지라도] 어찌 최고의 경지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연유로 쉬바( iva)는 최고의 경지
를 [각자가 직접] 체험해서 알아야 하는 것으로 말했다.17)

13. 삼매의 본질(sam dhisvar pam)

54-61

개아(j v tman)와 최고아(param tman)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일하고 일체의 사유가 소멸된 그것이 삼
매라고 불린다.18)

14. 육지요가( a a gayoga )

62-64

15. 열 종류의 야마와 니야마(da avidhayam s tath da avidhaniyam ) 78-85
① 불살생(ahi s ), ② 정직(satya), ③ 탐욕하지 않음(asteya),④ 범행(梵行, brahmacarya), ⑤ 동정심
(day ), ⑥ 공정함( rjava), ⑦ 평등심(k am ), ⑧ 꿋꿋함(dh ti), ⑨ 절식(節食, mit h ra), ⑩ 청정
( auca)이 열 야마이다.19)
① 고행(tapas), ② 만족(santo a), ③ 믿음( stikya), ④ 보시(d na), ⑤ 자재신 경배( varap jana), ⑥
올바른 정설을 공부하는 것(siddh nta rava a), ⑦ 부끄러움(hr ), ⑧ 확신(mati), ⑨ 염송(japa), ⑩ 제
사(huti)가 열 니야마로 말해졌다.20)

16. 인체 내에 있는 짜끄라(cakra)들(dehamadhyasthacakr

15) pi amadhye car cara yo j n ti sa yogi ca
pi asa vittir bhavati yath ca ivasa hit
16) a at ni div r trau sahasr y ekavi ati
etat sa khy nvita mantra j vo japati sarvad GvS.
∥
49.
17) v gmin guru samyak katha tatpadam ryyate
tasm d ukta
ivenaiva svasa vedya para padamGvS.
∥
53.
18) yat samatva dvayor atra j v tmaparam tmano
samastana asa kalpa sam dhi so ’bhidh yateGvS.
∥
54.
19) ahi s satyam asteya brahmacarya day rjavam
k am dh ttir mit h ra auca ceti yam da aGvS.
∥
78
20) tapa santo a stikya d nam varap janam
siddh nta rava a caiva hr r mati ca japo huti
da aite niyam prokt yoga stravi radai GvS.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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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몸속에 있는 자아 명상: 아홉 짜끄라 명상(dehamadhya tmadhy nasth n ni) 93-104

18. 꾼달리니의 각성(ku

alin prabodha )

105-113

‘잠자고 있던 꾼달리’가 스승의 은총으로 각성될 때 그 때 모든 연꽃(짜끄라)들은 열리고 결절(granthi)
또한 [뚫어진다].21)

19. 열 종류의 무드라(da avidhamudr

)

114-116

마하무드라, 마하반드하, 마하베드하, 케짜리, 웃디야나, 물라반드하, 잘란드하라로 불리는 반드하,22)
도립행으로 불리는 [무드라], 바즈롤리, 샥띠 자극, 이 열 가지 무드라는 늙음과 죽음을 없앤다23)

20. 샴브하비 무드라( mbhav mudr ) 117-123
내적 표적엔 [의식을] 두고, 외부로 향한 시선이 깜빡임을 떠난 바로 이것이 베다와 논서에서 비밀로 감
추어진 샴브하비 무드라이다.24)

21. 호흡의 종류(pr

y mabhed

)

124-131

쁘라나야마엔 뿌라까[쁘라나야마]와 레짜까[쁘라나야마], 꿈브하까[쁘라나야마]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
졌다. 꿈브하까(kumbhaka )에는 사히따(sahita)[꿈브하까]와 께발라(kevala)[꿈브하까]라는 두 종류가 있
다.25)

22. 마음의 소멸(mano laya )

132-140

‘알아야 할 것’(인식 대상)이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심리적 작용’(m nasa)도 소멸한다. 마음이 소멸될 때
독존의 상태가 남겨진다. 26)

23. 비음명상(n d nusa dh nam)

141-149

해탈좌를 취한 요가 수행자는 샴브하비 무드라를 실행한 후 정신을 집중해서 오른쪽 귀로 ‘내면에 있는
소리’(비음)를 들어야 한다.27)
21) supt guru pras dena yad j garti ku al
tad sarv i padm ni bhidyante granthayo ’pi caGvS.
∥
112
22) mah mudr mah bandho mah vedha ca khecar
u y na m labandha ca bandho j landhar bhidha ∥GvS. 114.
23) kara vipar t khy vajrol aktic lanam
ida hi mudr da ama jar mara an anamGvS.
∥
115.
24) antarlak ya bahird ir nime onme avarjit
e vai mbhav mudr veda stre u gopit ∥GvS. 120.
25) pr y mas tridh prokto recap rakakumbhakai
sahita kevala ceti kumbhako dvividho mata GvS.
∥
124.
26) j eyavastu parity g d vilaya y ti m nasam
manaso vilaye y te kaivalyam ava i yateGsV.
∥
140.
27) mukt sane sthito yog mudr
sandh ya mbhav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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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바드후따 요기의 특징들(avadh tayogilak n ni)

150-165

번뇌의 그물과 파도를 없앰으로써 [무명이라는] 머리카락을 자른 자이고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그가 아바
드후따(avadh ta)로 일컬어진다.28)

25. 참된 스승의 위대함(sadgurumahim )

166-173

위대한 스승의 자비 없이는 ‘마음소멸’을 얻기 힘들다. 여기서 덧붙일 말이나 천만 권의 경전이 더 필요
하겠는가?29)

uy d dak i e kar e n dam anta stham ekadh ∥GvS. 141.
28) kle ap atara g
k ntanena vimu ana
sarv vasth vinirmukta so ’vadh to ’bh dh yateGvS.
∥
150.
29) kim atra bahunoktena strako i atena ca
durlabh cittavi r nti vin guruk p
par mGvS.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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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종교분과 발표 5]

장지영1) 원광대학교 요가학연구소 연구원)

<차 례>
0. 들어가면서
1. 박띠 사상과 이념
2. 박띠 사상의 발생과 전개
3. 박띠요가와 현대요가
4. 나가면서

0. 들어가면서
인도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궁극적으로 해탈을 이상으로 삼아 이곳에 이르는 길을 매우 다양하게 제시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박띠 사상이다. 이 사상은 헌신적인 행위와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좁혀 인격신과 인간의 일치(다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하게 한다. 박띠 사상은 『리그베
다( g-Veda)』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2), 기원 후 300년 사이 『마하바라따(Mahabharata)』
로 대표되는 서사시대 이후 계속 발전3)되어 현 시대의 인도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신앙과 삶의 형태로 존
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인도인들까지도 가장 가까이 종교적 신앙과 삶의 형태로 존속되어 왔다.
이러한 사상은 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전제로 인간의 삶과 존재의 변화 목적을 위해 수행하면서 얻은
신의 은총을 개인의 해탈, 그 이상의 영역인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긍정을 만들기도 한다. 특
히 인도의 영적으로 깨달은 정신적 스승(구루, Guru)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도의 종교와 수행 문화
속에 스며들어 현대요가의 가치가 남아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박띠사상은 인도의 오래된 역사에서 현대
1)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요가학전공 박사수료, 원광대학교 요가학연구소 연구원,
aumtree@hanmail.net
2) N r ya aT rtha(1924-1938), Bhakticandrik . Allahabad:Govt. .
‘bhaktita prameya rutibhya .’(9) ‘헌신은 베다들로부터 알려졌다.’
박띠에 대한 문헌적 기원은 『 veda Samhit 』에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리그베다( veda)에서 박띠의
실천적 의미는 대략 다음의 4가지 범주로 사용되었다. 물질적 번영을 위한 기도의 의미로 그리고
자아를 위한 기도로 행복과 안락에 대한 간구의 의미로 궁극적 목표를 위한 간청의 의미로 사용하
였다. Bhattacharyya, Narendra Nath(1991), Medieval bhakti movements in India:Sri Caitanya quincentenary
commemoration volume,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 58.
3) 라다크리쉬난, 이거룡 옮김. 『인도철학사 Ⅱ』,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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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문화와 가치로 남아있으며, 현대요가와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가치들을 의미하는
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박띠 사상과 이념
인도의 산스끄리뜨 단어 ‘박띠(bhakti)'는 어원 ‘√bhaj’에서 파생되어 ‘분배하다, 공유하다, 헌신하
다, 사랑하다...’ 등의 다수의 의미를 가지며4), 또 하나의 어원은 ‘√bha j’로 '나누다, 분리되다' 의 의미
를 지닌다. 이에 호이에르슈타인(Feuerstein)은 ‘헌신, 사랑, 숭배, 신앙 등’의 의미로 사용하며, 카르만
(John B. Carman)은 박띠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계 내의 물질의 구체화 속에서 해탈을
구하는 것’이며, 모니에르 윌리암스(MonierWilliams)의 산스끄리뜨-영어 사전에는 ‘까르만(karman),
갸냐(j na)와 함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종교적 원칙이나 방법으로서의 믿음, 사랑 혹은 헌신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광수(「힌두교에서의 사랑의 의미」, 225.)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가 없는 상태라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국내 철학자 길희성, 정태성은‘
박띠’를 ‘신애(信愛)’로 번역하여 ‘믿음과 헌신의 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
보면 대체로 신을 향한 인간의 감정적인 정서 상태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다양한 의
미를 가지는 박띠 개념 속에는 신을 향한 인간의 열렬하고 절대적인 헌신과 정서적 사랑의 태도가 내재해
있어, 일반적으로 ‘헌신, 사랑, 경배’의 뜻으로 사용6)한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견해로 끄리슈나 샤르마(Krishna)는 박띠를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도의
종교 사상에 내재하는 하나의 장르적 용어로써만 이해하기도 하였다7). 그리고 현대 서양 철학자 브래들
리(Bradley)는 인격신은 단지 실제적인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만 의미를 지닐 뿐, 최상의 통찰에 대해서
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8). 이러한 주장은 박띠가 특정 종교나 신(특히 비슈누) 그리고 한정적 의미로써의
숭배 형태에서 머무는 한계를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박띠수뜨라의 문헌들에서도 밝히
고 있는 것처럼 박띠를 수행하는 박따들의 수행을 중시하였다. 특히 바가바드 기타 (Bhagavad G t ,
이하 기따)에서는 ‘자아의식의 완전한 제거’의 상태, 즉 3구나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초월해야 한다
는 것으로 박띠를 설명하고 있으며, 『샨딜랴박띠수뜨라』는 ‘신에 대한 지대한 헌신과 신을 향한 사랑’이
라 정의내린다. 또한 미맘사에서는 ‘신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눠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박띠는 그 자체가 수단이냐 혹은 목적이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2. 박띠 사상의 발생과 전개
박띠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9) 베다 기원,
4) ‘to be attached to‘로 ’나누다, 경배하다, 참여하다, 사랑하다, 공급하다. 추구하다. 실행하다. 선택하다. 봉사하다. 존경하다...등’의
뜻을 가진다. S. Sehgal(1991), Encyclopaedia of Hinduism, vol. 1, New Delhi: Sarup & Sons. p. 278.
5) 류경희(2013), 「힌두교와 정서:박띠의 제 측면-힌두교에서 정서의 의미와 기능」,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p. 22.
6) 장지영(2014), 「구원을 위한 요가의 박띠사상」, 한국종교학회 2014년 추계학술발표문. p. 2. (재인용)
7) Krishna Sharma(1987), Bhakti and Bhakti Movement: A New perspective, (New Delhi), pp. 43~44.
8) Bradley(1914), Essays on Truth and Reality, p.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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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 이전인 비아리안 기원, 그리고 이슬람이나 기독교의 영향 등이 주장된다.10) 샤르마(Sharma,
1996:5-6)는 가장 초기 베다 문헌인

리그베다 에 나타나는 여러 신들에 바치는 찬가(수크따)가 박

띠의 좋은 예이고, 비슈누에게 바치는 찬가도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인도기원을 주장한다. 또 베다에 ‘박
띠’란 말이 나타나며 그 여러 의미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한 신에 대한 봉헌의 의미가 있고, 일원론 사상을
제시한 우빠니샤드에도 궁극적 실재(Br hman)나 자아( tman)에 대한 완전한 봉헌의 사상이 담겨 있다
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의미의 박띠는 궁극적 실재를 금욕수행과 신의 은총으로 실현하는 유
신론적 성격을 띠는 슈베따슈베따라 우빠니샤드 에서 처음 나오므로 우빠니샤드에도 은총과 자기복종
(prapatti)교리로서의 박띠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신하(Shinha, 1956: 146) 역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다. 그는 힌두교에서 박띠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며 일부 이슬람이나 기독교의 영향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
기는 하나 인도 내에서는 인도 자체에서 성장한 신앙형태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박띠의 흔적은 신들
에게 바치는 베다 찬가에서 발견되고 이것이 일부 유신론적 성격의 우빠니샤드에서 발전하고 서사시와
뿌라나 그리고 이후 봉헌적 문헌들은 우빠니샤드의 비인격적인 브라흐만을 인격적 신인 이슈와라로 바
꾸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라퀴(Iraqi, 2009:102)는 박띠의 기원을 베다신들에 대한 숭배보다는 바수데바를 신봉하던 바
수바따파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다시기에 브리쉬니(Vrishni)들 사이에 바수(Vasu)란 인물이 있
었는데 그 사후 그가 바수데바로 숭배되었고(기원전 300-400) 이 집단의 신앙이 2세기부터 바가바따 신
앙으로 이어졌다. 후에 바수데바는 『마하바라따』에서 비슈누와 동일시되고 바수데바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끄리슈나가 비슈누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박띠는 마하바라따 의
일부인 바가바드기따 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고 종파적 성격의 문헌인 모든 뿌라나 에
박띠가 나타난다. 특히 박띠의 기본자료로 간주되는 바가바따 뿌라나 (이하 Bh.P.)에서 강조된다. 이
『뿌라나』에 나타나는 ‘바수데브-끄리슈나 박띠’는 정서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띤다.11) 요컨대 위에서 언
급한 학자들의 견해는 박띠가 인도에서 발생하여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후기 힌두 문헌 가운데 일반 힌두 신앙과 종교문화에 보다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텍스
트는 『뿌라나』이다. 힌두 2대 종파인 쉬바파나 비슈누파 등 각 파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기술하고 있는,
종파적 성격의 『뿌라나』는 서력기원 초기 세기 이후 천여 년에 걸쳐 집성된 문헌집으로 주요 열여덟 마
하뿌라나 (Mahapur

a)12)와 보다 지역적, 개별 종파적 성격을 띠는 우빠뿌라나 (Upapur

a)로 분

류된다. 주요 힌두 신들의 본질, 성격, 형상, 우주관 그리고 예배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이 문헌은 힌두
종교사적으로나 인도문헌학적으로 중요한 문헌으로 특히 현 힌두 2대 종파인 샤이비즘( aivism, 쉬바
파)과 바이슈나비즘(Vai navism, 비슈누파)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종교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왔

9) 기원전 12세기 무렵으로 추정.
10) Sharma(1996), p. 4; Daya(2000). pp. 33-36.
11) (Iraqi, 2009:102) ‘강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이 끄리슈나 박띠는 특별한 흥분으로 말을 막히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머리카
락을 쭈뼛하게 만드는 격정적인 정서로 기술된다.’
12) 주요 18『뿌라나』 가운데 Vi u, Narada, Bhagavata, Garuda, Padma, Varaha Pur a 등 여섯『뿌라나』가 비슈누파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뿌라나』는 바가바따 뿌라나』(Bh gavata Pur a)로 수많은 해설서와 주석서가 나와 있다. 쉬바파의 『뿌라나』
로 분류되는 주요 『뿌라나』는 쉬바를 최고의 신으로 찬양하고 있는 Matsya, K rma, Li ga, Vayu, Skanda, Agni Pur a 이다.
『쉬바 뿌라나』( iva Pur a)는 18마하뿌라나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대개 주요 『뿌라나』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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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까푸르(Kapoor 2003, 387)는 힌두 철학과 종파가 형성된 시기를 200-550년 사이로 분류하고 종파
적 성격이 반영된 『뿌라나』를 서사시13)와 같은 완성도를 지닌 제2 유형의 대중문헌으로 규정한다. 학자
들은 가장 초기의 『뿌라나』들이 굽타 시대 4, 5 ,6세기에 형태를 갖추었고 이후 다소의 수정이 이루어졌
다고 보고 있다. 서사시처럼 『뿌라나』도 종파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각 종파들이 사
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찾으려고 자신들의 일부 기록들을 인기 있는 『뿌라나』에 삽입하려 했다.
서사시의 경우처럼 이 과정을 바이슈나바(끄리슈나)가 먼저 시작했고, 뒤이어 사이바가 뒤를 이었다.14)
800년에서 힌두 왕정통치 말인 1200년까지 시기까지 열여덟 『뿌라나』가 확대되고 새로운 『뿌라나』가
만들어졌다. 힌두 왕국이 쇠락하고 무슬림 통치가 시작되는 13세기 이후에도 『뿌라나』 의 첨가는 지속되
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과장되거나 상충되는 자료들이 상당량 첨가되어 『뿌라나』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
기도 했다. 범어 원본과 수많은 지방어본으로 되어 있는 『뿌라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
되고 있는 중요한 힌두 문헌으로 서사시와 함께 문맹, 비문맹을 불문하고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대중들의
진정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뿌라나』가 힌두 종교사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보다
도 박띠 사상인 인격신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강조되며, 신상 숭배 등 의례의 절차, 신상과 사원의 건
축, 순례지 및 순례의례 규정 등등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또 죠쉬(Joshi, 281)는 뿌라나 종교가 이전의 브라흐만교가 상층 세 카스트에 중요성과 특권을 부여
한 것과는 달리 최고의 이상인 해탈의 달성을 모든 카스트 더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개방하고
사회의 취약 계층을 끌어안으려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힌두교의 개방화 민주화, 대중화로 볼 수 있다. 신
에 관한 이야기, 찬양, 예배, 금식, 기타 금욕적 관행들 그리고 여러 신들의 축제 등의 매개를 통해 대중을
교육시킴으로써 덕행과 종교 신앙을 증진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중화의 도구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뿌라나』는 서사시와 함께 인도 예술과 문학전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중세 박띠 경전인 『바가바따뿌라나』15)는 비슈누 신의 아바타들에 대해 박띠(헌신)16)를 주
된 내용으로 하며, 마하뿌라나 들 중의 하나이다.17) 이 문헌에서는 박띠(헌신)의 대상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화신한 신인 끄리슈나가 등장하며 그의 생애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이야기들을 담아, 인간으로서의 삶
의 모든 단계에서의 끄리슈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띠 수행법, 박띠에 대한 분석, 박띠의 유형과 단계
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박띠의 실천을 강조하고, 다르마를 재정립하며, 인간의 형상으로 출현한 신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인도의 종교적 문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다른 박띠 문헌
보다 더 실천적으로 다루어져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18) 바로 인간의 네 가지 목표(욕망, 실리, 의무,
해탈)는 박띠와 비교하면 잡초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기에 ‘신의 이름을 청취, 신을 찬양, 신에 대한 기억,
의식적인 예배, 제식, 신상 앞에 절함, 신을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써의 봉사, 신성에 대한 우정의 느낌, 자
신을 바치는 황홀경의 상태인 자기초월’ 등의 박띠의 아홉 단계를 말하고 있다. 이 아홉 가지 단계19)는
13) 『뿌라나』가 다루는 주요 5주제는 창조, 재창조, 신과 성자들의 계보, 세계의 시대, 왕들의 계보 등이다.
14) Kapoor(2003), p. 387.
15) 류경희(2011), 『남아시아 연구』, 제 17권, 138쪽. ‘이 문헌의 작성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다양하며, 300 A.D.에서
1300 A.D.에 걸쳐 있다. 주로는 800년대 이후로 보는 견해가 많다.’
16) 특히, 비슈누의 아바타(화신)들 중 하나인 끄리슈나에 대한 박띠(헌신)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7) Bryant(2007), pp. 111~113.
18) Kumar Das(2006),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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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헌신으로 계속해서 사다리를 올라가 종국에는 신과 결합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단계적 수행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중세 시대에 박띠사상은 신앙과 종교의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비슈누, 끄리슈나, 라마와 그
들의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15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 절정을 이루었다. 북인도에서는 라마와 끄리슈
나의 숭배를 축으로 갈라져 14세기 말 라마난다(Ranananda)에 의해서 시작되어 카비르(Kabir)에 의해
힌두교의 박띠 사상을 전파하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시크교의 창시자인 나나크(Nanak, 1666-1708), 툴
시 다스(Tulsi Das, 1532-1623)와 함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경외심 그리고 스승(구루)의 존엄성을 강
조하면서 박띠를 전파하였다. 또한 끄리슈나를 열렬히 헌신한 소치는 소녀인 라다를 통한 박띠 운동은 베
단따 철학자인 라마누자 계열의 님바르까(Nimbarka)와 발라바(Vallabha, 1479-1533)에 의해서 박띠
를 종교운동으로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끼르딴 즉 신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끄리슈
나에게 보인 강렬한 감정적인 헌신은 하레 크리슈나(Hare Kri

a) 숭배 사상에 영감을 주어 더욱 확장

시켰다. 서인도에서는 남데브(Namdev, 14세기)와 투쿠람(Tukuram, 17세기)이 자신의 에고를 버리고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주장하는 시를 통해 박띠 사상을 전파하였다. 특히 벵골과 오리사 동부에서 짜
이딴야(1485-1533)에 의해서 끄리슈나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인간의 애욕을 떠난 자(바이라긴,
vair gin)로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박띠 수행자들에 의해서 현대 요가 수행자들인 라마끄리
슈나, 비베까난다. 스리오로빈도 등의 현대요가의 스승(구루)들에 의해서 박띠 사상들이 이어져 왔다.

3. 박띠요가와 현대요가
박띠 사상의 중심은 신을 향한 열렬한 헌신과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들을 떠나
신성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박띠를 수행하는 박따들의 믿음과 행위들은 맹복적인 믿음과 교리
의 숭배로 인해 박띠사상의 본질이 가려지기도 하였다. 이에 박띠 문헌인 『샨딜랴박띠수뜨라』에서는 지
혜(j na)의 요가를 박띠의 목적과 과정에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박띠를 충실히 이행
하는 박띠 요가 수행자(박따)들은 성과 계급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탈의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전의 모든 신의 개념, 무형상의 신과 인격신의 합일을 추구하며, 우주 만물과의 궁
극적 실재와 인간존재의 궁극적 근거인 신에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며 무슨 일을 하든 그
에게 헌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박띠를 통하여 신의 은총으로 합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띠 문헌인 『나라다박띠수뜨라』에서는 신과의 합일의 상태는 벙어리가 맛을 보는 것처럼 말로
할 수 없지만 박따에게 ‘해치지 않음, 진실함, 순수함, 자유, 믿음 등’의 수행이 계발되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일곱 가지의 수행법을 첫째, 경전 공부, 둘째, 자기 절제를 위한 다섯 가지 덕목의 닦음, 셋째, 신에
대한 예배, 넷째, 신의 이름을 찬탄, 다섯째, 완전한 사랑, 여섯째, 자아 의식의 포기, 일곱 번째 신의 은총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20)하고 있다. 제시된 수행법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박띠)하게 되고
19) 호이에르슈타인, 김형준 옮김(2008), 『요가전통』. pp. 111~112. ‘9가지 단계는 루빠 고스와민의 『박띠라사아므리따신두』
(bhaktiras mritasindhu) 속에서도 명석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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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사랑하는 사람)에게 도달한다21)고 말한다.
이처럼 박따들의 열정적인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박띠수뜨라』에서는 벙어리의 미각처럼 말로 표현하
거나 설명할 수 없는 내적 체험을 끄리슈나를 향한 소치는 여인들의 순수하고 열렬한 불륜과 같은 사랑의
예22)로 설명하고 있다. 오직 신만을 바라보고, 자세히 들으며, 말하고, 생각하는 수행은 요가의 집중
(dharana)23)과 명상(dhyana)24)의 실천 수행과 닮아 있다.
이와 같은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사는 참다운 박띠 요가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로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는 자신을 포기하여 완전한 복종으로 헌신하고 모든
행위를 신에게 바치게 되어 결국 참된 신에 대한 사랑은 이타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박띠를 바
르게 추구하여 박띠 요가로서 올바른 수행을 할 때 이 길은 우리가 신을 지각할 수 있게 만든다.

요가를 세계화시킨 라마끄리슈나의 제자인 비베카난다(Vivekananda, 1862년~1902년)는 박띠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25)한다.

“박띠는 신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며, 그것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는 것,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사랑은 이 세계의 어떤 이익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따라서 박띠는 수단이자 결과이고 그 자체로 목적이다.”

박띠 수행은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본질이 신성과 닮아 있음을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신의 선한 측
면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해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띠사상에
서 배우고자 하는 핵심 내용일 것이다. 이와 같이 박띠와 박띠요가는 현실 속에 존재하여 삶과 존재의 변
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박띠 요가 수행으로 얻은 신의 은총은 개인의 구원, 그 이상의 영역까지 존재하
여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긍정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박띠요가가 심리치유뿐 아니라 영적치
유에도 도움이 있음을 곽미자(2006)에 의해서 고찰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박띠는 인도 요가의 스승(요기)들과 제자 그리고 요가의 교단 및 조직의 결속력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된다. 하지만 현대요가는 정신보다는 신체에 집중하고 있어 정신적인 명상과 신체
적인 요가로 개념들을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박띠를 통해 개별적 자아관이 보다 신의
20)박띠의 경전들은 존중해야 하고 그것들에 의해 알게 되는 규정된 행동들을 수행해야 한다.(N,B. 76)
비폭력, 진실함, 순수함, 연민, 믿음 등의 특유의 자질이 계발되어야 한다.(N.B. 78)
끊임없는 경배로써 실현된다.(N.B. 36) 등의 나라다는 7가지의 수행자의 덕목을 밝히고 있다.
21) N.B. 84.
22)yatha vraja gopik n m.(N.B. 21), tatr pi na m h tmya j na vism ty apav da .(N.B. 22), tad vih na j r m
iva.(N.B. 23) ‘브라자의 소치는 여인들에 대한 것과 같다. 그런 경우조차 신의 위대함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린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불륜의 연인들과 같다.’
23) de abandha cittasya dh ra .(Y.S. 4.1) ‘집중은 한 장소, 대상, 생각에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총체가 한 가지
(장소)를 목표로 해서 고정시켰을 때 이것을 집중의 상태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명상의 시작이다. 명상은 집중의 절정이며 집중
과 명상은 거의 분리할 수 없다.
24)tatra pratyaya ekat nat dhy na .(Y.S. 4.2) ‘명상은 그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인식의 흐름’이다. 이는 다라나(집중)의 오랜 수련
다음에 서서히 ‘인식의 흐름’이 더 길어지게 되면 명상이 된다.
25) Vivekananda Swami(2003), ‘Bhakti-yoga’ the yoga of love and devotion, Advaita Ash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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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성으로 변화된다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모순들과 문제들이 변화가 될 것이며, 이
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4. 나가면서
박띠는 누구나가 다 아는 것으로서 보편적이다. 다만 시공간에 따라 다른 개념적 틀에 의해 정의됨으로
써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본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박띠와 인도 사회의 역사적 관계에서 비록 유
신론이 갖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을지라도 개별적인 자아(아뜨만)들이 결
국엔 신에게 이르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그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박띠 요가가 개인의 복리 및 공동체적 의식 확장과 발전까지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자의 견해인 것이다. 이에 짧은 지면으로 박띠와 박띠요가를 설명하는 것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 다음의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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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분과 발표 3]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

이명권(비교종교학 박사/ 중국철학박사)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한반도에서 종교 혹은 종교학을 공부하는 자세
1. 새로운 사회적 변혁을 꿈꾸며
2. 인도와 한국의 사례: 암베드카르와 소태산 박중빈
III. 종교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 할 수 있겠는가?
1. 이념적 기여: 평화와 통일의 가치에 대하여
2. 실천적 구현: 연대와 평화통일
1) 남남갈등과 진보보수 대립의 지양과 극복: 사회적 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2) 통일의 필요성 교육 강화: 통일 편익 교육
3) 통일 문제 인식과 분단극복의 전개
4) 종교가 할 수 있는 통일정책의 제안들
IV. 나아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개념은 삼위 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마치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14:6)라고 했을 때, 예수를 길(道)과 진리(眞)와 생명(生)에서 각각
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이치와도 같다. 불교도 생명 현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석가가 팔정도와
같은 길(道)을 제시하고, 연기(緣起)론에 입각한 공(空)의 진리(眞)를 설하면서도 불살생(生)과 같은 생명
중시 사상은 예수가 말하는 ‘길(道)-진(眞)-생(生)’의 구조와도 상응하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종교적 개념
을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유와 생명 그리고 유기적 통일이다.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
명이다.”(요한11:25)라고 했을 때, ‘부활’은 큰 틀에서 석가가 말한 ‘해탈’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하
다. 그래서 부활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이와 같이 종교는 인간의 ‘자유/구원/해탈’의 문제를 다룰 뿐
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
교가 지니는 유기적 통일은 어떤 속성을 지니는 것인가?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와 하느님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통일체를 이룬다. 불교에서는 불법승(佛法
僧) 삼보(三寶)가 유기적 통일체를 이룬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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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든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1)의 교설이 다양성 속의 유기적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유교
사상에서는 천지인(天地人) 삼재가 유기적 통일성을 이룬다. 이는 도가(道家) 사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따
라서 모든 종교는 사물과 그 현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유기적 통일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
으로서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유기적 통일성이다. 이러한 유기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종교인은 ‘우주적
맥박 소리(Cosmic Heart Beat)’2)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인드라 망으로 구성된
유기적 생명 공동체다. 모든 종교인은 이웃의 아픔, 동족의 아픔, 세계인의 아픔, 더 나아가서 자연과 생
태계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 종교인이 평화와 통일을 부르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의 평화통일 문제는 종교가 다루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민족적 치유와 해방이라는 ‘자유 혹
은 구원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교가 개인의 구원이나 해탈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종교
가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한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통일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는 것이다.

II. 한반도에서 종교 혹은 종교학을 공부하는 자세
한국 역사 속에서 민족 통일 운동과 종교의 상관관계는 깊다. 조선시대에 일본의 침략에 대해 의병운동
을 일으킨 불교를 비롯하여, 특히 한국 근세사에서의 민족 운동은 서학에 대한 항거로서의 동학 정신이
대두 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를 포함한 종교 단체들이 3 1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 활약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보여주는 종교들의 자세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 단체들의 부정적 행태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의 종교는 거듭나야하며 원래 종교들이 처음 탄생하던 당시의 순수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종교인들의 교류는 아주 미미하다. 평화3)와 통일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
는 종교들이 먼저 새롭게 각성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에 앞장서야 한다. 다만 북한이 기독교
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는 ‘자기 부정’의 예수 정신을 되살려 동포애를 발휘하여야 할 것
이고, 불교는 북한의 전통적인 사찰을 중심으로 남북한 종교문화 교류를 우호적으로 증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천도교는 북한에서 최대 규모의 종교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4) 다른 종교에 비해 더욱 용이
1) 화엄사상의 ‘일미진중함시방’은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도 온 우주의 시방세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으로, 영국 시인이자 화가인 윌
리엄 블레이크(1757-1827)가 “한 알의 모래알 속에도 우주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 신비적 통찰과도 유사하다.
2) 이는 또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가 그의 시 <Heartbeat>의 한 시구에서 “그의 거대한 심장 박동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져
작은 맥박이 된다(His giant heartbeat is diverted in us into little pulses).”라고 한 내용도 ‘우주적 맥박’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3) 평화 개념에는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와 이러한 물리적 폭력의 결여를
포함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평화’가 있다. 이것이 평화 개념 연구의 초기 개념이었다면, 그 이후에
갈퉁이 제시한 ‘구조적 평화’ 개념은 ‘물리적 내지 구조적 폭력의 결여’를 언급했다. 이는 사회적 정의의 개념을 내포한 것이다. 본고
에서는 이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포함한 평화 개념을 의미한다. cf. 김승국, 『평화연구의 지평』,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p.13.
4) 임형진, “천도교의 통일 운동과 평화”, 「2016 춘계한국종교학대회 종교 평화 통일」, (한국종교학회, 2016), p.33. 북한의 제1야당이
천도교의 청우당인 것을 감안해도 북한에서의 천도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공식 발표한 신도수가 1만 5천명이고, 전국
의 전교실도 800개나 된다. 남북 분단 이전의 천도교인 수는 300만이었고 그 중 80%가 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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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운동을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천도교가 북한의 이념적 천도교와는 차
이를 가져올 수 있지만 ‘민족 자주의 이상 국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천도교
가 표방하는 ‘동귀일체(同歸一體)’5)는 불교가 말하는 ‘자타불이’의 일체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민
족 동질성뿐만 아니라, 통일 운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1. 새로운 사회적 변혁을 꿈꾸며
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예언자적 기능6)을 수행해 왔다. 예수 또한 유대
민족이 로마 정권에 폭력적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하느님(신)의 법’의 우선성을 주장하면서 비폭력 평
화주의를 외쳤고, 석가 또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와 관습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평등과 해방을
설파한 자비의 수행자였다. 유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공자도 춘추전국의 난세에 예(禮)와 인의(仁義)로 기
울어진 국가를 재건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이처럼 유교 불교 기독교의 창시자들 모두
사랑과 평화와 인의를 외치며 시대적 불평등과 모순에 저항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반도에서 종교를 공부하거나 혹은 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세
로 살아야 할까 하는 과제를 지니게 된다. 사실 힌두교가 일부 교리로 인해 카스트라고 하는 불평등 사회
를 고착화 하는 계기가 되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7) 즉 <베단타
철학>8) 체계에서는 일체의 차별이 없어지는 평등을 주장했고, 오히려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재로 여겨지
는 브라만(Brahman)이 인간 내면의 진실한 자아라고 하는 아트만(Atman)과 다름 아닌 ‘범아일여(梵我
一如)’의 사상을 주장한 것도 힌두 사상의 위대성의 한 단면이다. 구별이나 분별은 있을지라도 인격적 차
별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의 신화적 질서 체계에서 점차 이성 중심의 사고로 전환기를 거치면서 신
화적 내용의 전개에서 내면적 ‘깨달음’을 토대로 한 종교적 각성의 시기를 거쳤고, 그러한 종교적 선각자
들의 대각성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 지속되어 왔다. 한반도에도 새로운 종교 개혁적 차원의 대 각성 운동
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을 위한 모델을 찾아보자면, 우선 그 중 인도
와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2. 인도와 한국의 사례: 암베드카르와 소태산 박중빈
소태산(少太山) 박중빈(1891-1943) 대종사의 생애를 보면, 인도의 암베드카르(1891-1956)9)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측면을 알 수 있다. 양자 모두 인도와 한국이 주변 강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의 야욕에 희생
5) 동귀일체는 천도교에서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한울님의 큰 정신에 따라 한울님과 한 몸이 되자는 것으로, ‘내 마음이 곧 네
마음(吾心卽汝心)’이라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니, 불교의 ‘자타불이’와 힌두교의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과 통한다.
6) 『성서』 미가서 6장 8절에 의하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7) 이명권, 『우파니샤드』, (파주: 한길사, 2013) 참조.
8) 베단타 철학은 ‘베다의 끝’ 혹은 ‘베다의 완성’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우파니샤드’라는 말로도 대신 한다. ‘우파니샤드’는 스승 가
까이에 앉아서 비밀스런 가르침을 전수 받는다‘는 뜻인데, 인도 사상의 기본 경전인 <베다>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재해석 한 내용이라
고 할 수 있다. <베다>의 내용과 해설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cf. 이명권. 『베다』, (파주: 한길사, 2016).
9) 디완찬드 아히르 저, 이명권 역, 『암베드카르』, (서울: 코나투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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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되어 가던 시기 같은 해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남달리 향학열과 구도심에 불탔던 암베드카르는 불
가촉천민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 인사의 도움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으로 유학하여 존 듀이
와 같은 실용주의 사상가 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반면에 소태산은 26세에 대각을 이루고 원불교를
개교(開敎)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인도로 귀국한 암베드카르는 네루 내각에서 인도 초대 법무부 장
관(1947-1951)이 되고, 인도헌법 제헌위원장으로서 오늘날의 현행 인도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불가
촉천민들을 힌두의 카스트에서 해방시켜 신-불교를 창시하여 수백만 명을 신불교로 개종시킨다. 개종의
주된 목적은 차별과 경제 수탈에서의 해방이었다. 소태산의 원불교도 당시의 시대적 사회현상과 그에 따
른 부정적 현실을 간파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10)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류의 정신 구원
활동에 기치를 든 신-불교 운동이었다. 암베드카르의 불가촉천민 해방과 인간 평등 운동은 소태산의 사
회 개혁 운동과 어느 정도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특히 소태산의 간척사업은 민중들의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켰고, ‘영육쌍전(靈肉雙全)’과 같은 종교적 인격 수련은 ‘무아봉공(無我奉公)’이라는 숭고한 공익
정신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암베드카르 또한 기존의 <담마빠다>(Dhamma Pada)와 같은 불경을
경제 정의의 실천 원리에 입각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고양시키는 역할에 큰 일익
을 담당했던 것이다.11)
소태산이 선원(禪院)을 설립하여 신도 훈련을 병행하면서, 전통예법을 혁신하여 ‘신정의례(新定儀禮)’
를 제정하여 생활 규칙으로 삼았던 것도 암베드카르가 신불교도들의 생활수칙을 새롭게 제정했던 원리와
유사하다. 또한 소태산이 1937년에 ‘일원상(一圓相)’ 진리를 선포한 것이나, 암베드카르가 1935년에 ‘욜
라선언’을 선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힌두교에서 신불교로의 개종을 예고한 유명한 선언과 비교된다. 소
태산이 1943년에 <불교정전(佛敎正典)>을 편찬한 것이나 암베드카르가 새로운 불교 경전인 <붓다와 그
의 담마>를 편찬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소태산과 암베드카르, 이들 두 종교 사상가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혁신을 통
한 평등과 통일의 지향성을 배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들 모두 무익한 사회적 관습을 타파하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상생상화(相生相化)’의 도리를 주창하며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태산의 ‘일원상 진리’가 표
방하는 유일(唯一) 평등의 태허(太虛)와 막힘없는 주변성(周邊性), 그리고 무한한 순환성(循環性)에 있듯
이, 암베드카르의 신불교(Neo-Buddhism) 해방운동도 ‘자유-평등-박애’(프랑스 혁명의 원리이긴 하지
만 암베드카르는 이미 이것이 불경 속에 있다고 주장함)의 원리와 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어두운 민족의 역사적 순간 속에서 이들은 모두 신실한 종교적 각성과 신념 속에서 평등과 정의 그리
고 자유와 통일의 원리를 꿈꾸며 사회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10) 소태산의 “정신개벽” 선언은 한국 근대사의 ‘개벽’을 알리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인이 시대와 역사적 과제인 분단의 원한
을 풀고 해원상생의 길을 실천해야 할 종교적 원리를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11) 암베드카르가 불교의 사상을 경제적 원리에 입각하여 재해석한 사례 연구는 그의 저술 <붓다와 그의 담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cf, 이명권,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 불교』, (파주: 한국 학술정보, 2012), pp.23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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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교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 할 수 있겠는가?
한반도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의의와 종교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응답에 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사를 ‘도전과 응답’이라는 공식으로 설명 했다.12)
근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민족 분단의 극복이다. 따라서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은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막중한 응답에 직면해 있다. 남북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1950년의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의 원인은 주변 강대국의 간섭과 야욕의 산물이다. 그 결과 70
년이 넘는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 분단의 상처는 한국인들의 심성에 70여 년간 커다란 영향을
남기며 ‘삶의 양식’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보와 보수’ 혹은 ‘남남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생산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결과를 양산해 왔다.
이에 비해 종교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구원이라는 실
존적 고민에 대한 응답으로 기능해 왔다. 우선 본고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하여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이념적 기여와 실천적 구현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이념적 기여: 평화와 통일의 가치에 대하여
기독교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의 평화사상
은 한국 교회가 평화통일과 실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예수의 평화주의 사
상과 예언자적 사명에서 보여 준 사례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로마 정권에 대한 비폭력 저항정신과 아
가페 사랑의 원리가 대답의 하나다. “원수를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대 명제는 한반도 분단극복의 가능
성으로서의 명제이자 출발점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석가의 평화사상은
한국 불교가 평화통일과 실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붓다의 자비 사상인 동
체대비(同體大悲)와 원효의 화쟁사상(和爭思想)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상(一圓相) 진리와 같은 이념
이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적 동질성을 느끼며 서로 사랑하는 동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개벽”의 정신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념적 원리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종
교적 혁명의 원리다.
유교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이념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는 공자
의 평화사상이 한국의 평화통일과 실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에는
유교의 인의(仁義) 곧 상호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惡之心)이 크게 이념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힌두교의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사상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 이념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
이며, 이슬람의 수피즘(Sufism) 사상도 평화주의와 신비적 연합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13) 뿐만 아니
라, 도가(道家)의 화이부동(和而不同)14) 사상도 한반도 평화 통일 사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훌륭
12) A.J. 토인비 저, 홍사중 역, 『역사의 연구』 (서울: 동서문화사, 2007).
13) 이명권, “이슬람 신비사상과 불교”, 한국불교학 제72집, (한국불교학회, 2014, 12) 참조.
14) 이명권, 『노자 왈 예수 가라사대』, (서울: 열린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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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념이 될 수 있다.

2. 실천적 구현: 연대와 평화통일
종교가 평화통일에 기여 할 수 있는 분야는 이념적 방법 외에도 여러 종교 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실천적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정부 기구와 민간단체들의 협력이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 종교단체
들의 선한 취지를 북한에 전달 설득하여 상설 교류 협력을 얻어내고 종교 단체들의 교류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는 북핵문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15), 남한 정부에서 주도적
인 입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설득작업에 종교 단체가 힘
을 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종교 내부에도 보수와 진보가 통일 노선에 혼선을 이루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종교 단체들이 다른 민간단체보다 앞서서 진일보한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의 연
합정신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남남갈등과 진보보수 대립의 지양과 극복: 사회적 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통일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북한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종전의 인식 방법에는
진보와 보수의 단일한 양상의 대립이 강했다면, 작금에 와서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고립주의
라는 4가지 차원의 방식에서 고려하게 된다. 통일연구원에서 2016년에 실시한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
정체성 인식조사>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북한과의 협력이나 적대를 모두
거부하는 고립주의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1.1%로 다른 군집보다 가장 큰 변수였다. 반면에 자
유주의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은 통일 국가에서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관심이 높았다. 이는 젊은 층과 고
학력층에서 두드려졌다. 한편으로 민족주의와 다문화 사회, 통치방식 등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선, 90%
가까운 응답자가 있었다.16)
바로 이러한 다양한 계층 혹은 집단 간의 상충적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
지만 보수와 진보로 구별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넘어서, 보편적 인류애를 위한 실천과 범종교적 차원에
서 갈등의 치유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실천적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17) 이른바 사회적 통합을 위
한 종교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통일의 필요성 교육 강화: 통일 편익 교육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통일연구원의 보고가 나왔다.18) 조한범 외 4인이 공저한 통일 전
15)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의 결렬 이후 최근 4월 10일에 북한은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4차
전원 회의를 소집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당 및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긴장된 정세 속에서 당의 새
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긴장된 정세’라고 표현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북미 관
계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cf. 연합뉴스 TV “북한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4월 10일).
16) 박종철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 정체성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203-204
17)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을 넘어서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한 예로, 도법스님이 실천한 ‘은빛 순례 단’의 도보행진을 들 수도 있다.
cf. BBS 불교방송 특집,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 (특집 도법스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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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통일 편익의 객관적 결과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정치 부문의 통일 비용과 편익은 금전적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한반
도에서 제도적 차원의 통일을 달성하고, 민주적 정치제도 안착을 위한 비용과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한 편
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부문의 역할은 민주주의, 시장주의, 평화주의, 국제주의라는 4가지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회분야의 통일비용과 편익은 분단해소와 체제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지표를
포함한다. 비용의 지표로는 남남갈등이나 남북 갈등 해소 비용을 포함하여 체제 부적응자의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편익의 측면에서 보면, 남남과 남북 간의 신뢰 형성으로 인한 편익과 남북한 단일 공동체라는
의식 형성으로 인한 편익, 그에 따른 체제 안정감 형성의 편익이 있을 수 있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한 기반 강화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편익이 따른다.19)
경제 분야의 통일 비용과 편익은 선도형 통일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다. 선도형
통일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지역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북한 노동자의 임금 보조와 관련
있다. 통일 연구원에서 실시한 이 연구는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2031년부터 20년간을 가설적으로
설정하여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로 볼 때, 통일에 따른 순편익은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약 3,500조
원에서 4,000조원으로 추정된다.20) 예측과 결과야 어떠하든지 모든 종교인들은 교회나 사찰 등을 통하
여 전 국민적 통일 의식 제고와 통일 편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
이다.

3) 통일 문제 인식과 분단극복의 전개
2016년의 통일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인식에는 크게 5가지
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성실성은 인정하는 편이다. 둘째,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며 안보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것
으로 진단한다. 이점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상황은 조금 변했을지라도 의외다. 셋째,
통일은 현실적이고도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넷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 2016년 당시 응답자의 60%가 통일정책을 모른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현
정부에 와서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섯째,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유보
적이라는 점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모두 강하게 정부의 문제제기를 요구했고, 개성
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찬반과 유보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21)
18) 조한범 외 3인,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 사회, 경제 분야』, (서울: 통일연구원, 2015)
19) ibid, p.90
20) ibid. p.150. 이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가설적 기간으로 추산된 것이지만, 2017년도 GDP 기준에 따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통일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다. 통일이 될 경우 년 11.25%의 경제 성장이 될 것이며, 통일 비용 6%에서
분단 비용 4%를 빼면 순 통일 비용은 2%가 된다. 순 통일비용을 우리나라 GDP로 환산하면 2017년 1조 5,297억 달러의 2%인
305억 9,400달러가 된다. 한편 통일이 되었을 때의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통일 편익을 계산하면, 통일 편익 11.25%에서 순 통일비
용 2%를 빼면, 약 9.25%의 편익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나라 GDP로 환산하면, 순 통일편익은 1,414억 9,725달러가 된다. 연간
11.25%의 통일편익 1,720억 9,125 달러(182조 3200억 원)가 발생한다. cf. 정세현, “EBS특강, 정세현 전장관의 통일 강연”,(모바
일서울신문, 2018,4,29)
21) 박종철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 정체성 인식조사』, pp.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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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가 할 수 있는 통일정책의 제안들
종교가 평화통일에 기여 할 수 있는 요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념적 분야와 실천적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적 이념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면 해답이
나온다. 이념과 실천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이다. 이른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길이다. 화해와 일치, 상생
과 공존이라는 종교 혹은 보편적 이념의 최대의 가치들을 분단 극복의 지혜로 삼아 종교적 연대와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그 가능하고 지속적인 실천적 방안을 고려해 보자.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조기
통일’에서 ‘적극평화’로 전환하고 동시에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전략적 견인’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22) 진정한 견인을 위해서는 압박 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인 햇볕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부
분적인 햇볕 정책’은 물론 의료와 식량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북한 내부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는 종교인들의 역할과 기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종교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의 정신에 입각한 38선의 왕래와 궁극적 철폐를 위한 종전선언의 촉구와 이행. 둘째, 남북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정상화의 촉구와 이행. 셋째,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확대를 위한 남북 종교인
교류 협력 단체 구성. 넷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의 촉구와 이행. 다섯째,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로 개통 촉구와 이행. 여섯째, 소통의 공간 형성으로서의 DMZ유엔평화대학 설립 추진.
이 밖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각 절기별로 종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4월에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날, ‘4,27 DMZ 민+인
간 띠 잇기’ 운동과 같은 행사와,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북한의 불우 어린이 돕기 운동의 일환으
로 ‘통일 어린이 기금 마련’ 행사를 각 교회와 사찰이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6월에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을 기념하면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선언을 되새기고 남북의 통일 방안의 공통성(연방제)을
확인하며, 이산가족의 상봉과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 시키면서 ‘햇
볕 정책’의 좋은 점을 되살리는 일에 종교인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7
월에는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의 날을 창조적으로 재현해 낼 필요가 있다. 이는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공동성명을 낸 것으로, 그 내용은 통일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공동선언이 남북 간에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IV. 나아가는 말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종교는 결코 평화를 떠나서 논의 할 수 없고, 평
화는 한반도 통일의 기본적인 전제다. 따라서 이 3가지 개념은 삼위 일체적이며 동시에 예술적 통합의 속
22) 조성렬,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관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정책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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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다. 예술적 통합이라는 뜻은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관계가 창의적인 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에서 종교와
평화 통일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은 더욱 필수적이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적 조화와 균형은 물
론이고 종교를 포함한 문화 예술 방면 모두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차원에서의 ‘조화와 일치’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구어 내는 지도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
하고도 창의적인 외교역량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평화 통일의 이념과 좌표에 따
른 실천적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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