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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신라의 불교 문화



표충사 소장 향완 용 문양, 펼친 그림
 

청동은입사향완의 받침대를 휘감고 있는 용 모습은 가는 은실로 형태를 나타내되 눈동자와 몸체 윤곽, 뿔, 배, 입부분의 갈기, 

발톱 등에 굵은 은실을 사용함으로써 꿈틀대는 듯 생동감이 넘쳐나 금방이라도 구름을 헤치고 날아오를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듯 은실을 사용하여 회화성 넘쳐나는 문양을 나타낸 기법의 고배형청동은입사향완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기축년명己丑年銘 흥왕사향완興王寺香垸과 통도사 소장 향향완香香垸 등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p.28 참조) 

김창균(미술학부 교수)  

▒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 교육 목적
본교는 견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표지 사진

표충사 소장 청동은입사향완, 1177년, 

높이 27.5cm, 국보 제75호

제호 은 세종 29(1447)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여 

한글로 지은 月印千江之曲에서 집자한 글씨

    정각도량

02 취임인사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 혜원 스님

03                  쉽고, 편안하고, 친근한 정각원 / 법수 스님

04 특별기고  행복과 발원 / 해주 스님

 특집 | 신라의 불교 문화

06 석장사지의 현대적 조명 / 이동헌  

1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탐방 / 노윤상  

15 황룡사 9층 목탑 / 김유식 

17 내 마음의 금언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 문무왕

20 불심의 창  봄이 오는 길목에서 / 김대열 

22                 푸른 봄(靑春), 법을 만나다 / 정주연 

24 열린 마당 티베트 불교문화 소개 / 범국 스님

26 초기 경전의 법문 믿음을 따르는 사람 / 각성 스님 

28 불교와 사회복지  대학생의 미래의 등불, 죽음교육 / 이범수 

31 불교예술의 세계 공양구 중의 으뜸, 고배형청동은입사향완 / 김창균

33 함께 가보는 성지순례 녹야원, 권진勸進불교의 출발지  / 김호성

35 사찰음식 테라피 부드럽고 따뜻한 표고버섯토란탕 / 안필섭 

표지 사진 설명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오는 불전佛前 향공양구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들 수 있는 밀양 표충사 소장의 고배

형청동은입사향완高杯形靑銅銀入絲香垸. 국보 제75호로서 국내에 전하는 고배형청동은입사향완 가운데 조성

시기(1177년)가 가장 빠르고 몸체와 받침대의 비율이 균등하니 균형을 잘 이루어 생김새가 빼어나며, 그릇 

표면에 굵고 가는 은실로 새겨 넣은 문양 또한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활달하고도 섬세한 필치

가 돋보인다. 구연부 윗면에는 흘러가는 모양의 구름무늬가 은입사 되어 있으며, 늘씬하게 아래쪽으로 넓

게 벌어진 나팔 모양의 받침대에 펼쳐져 있는 구름 속 용龍 문양은 사실적이고도 회화성이 뛰어나다.                                                                                        

김창균(미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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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도량 / 취임인사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시방삼세 부처님과

크나크신 원력과 자비로 중생을 제도 섭수하시는 보살님!

불기2560년,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의 상징인 정각원이

설립 된 지 40주년을 맞아, 제13대 원장의 소임을 맡으면서

부처님께 머리 숙여 봉청 발원하옵니다.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끄시며

용기와 위엄으로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는 부처님!

정각원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동악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11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의 화합과 발전에 정신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 높은 서원을 다짐하오니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학이념 구현 불사가 원만 성취되고

학교 발전의 대원을 위해, 

교수는 제자교육과 연구에 진력하며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고

학생은 학업과 진학, 취업을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동국인에게 크신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정각원장 소임을 맡는 동안 

정각원이 대학 사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동국가족 모두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신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용맹 정진하겠사오니,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발원의 인연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일체 중생 모두

탐진치를 벗어나 행복하기를 거룩하신 부처님께 합장 발원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혜원 합장

혜원 스님┃서울 정각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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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안하고, 친근한 정각원 

혹한의 긴 겨울이 지나고 기다리는 봄과 함께 개학을 맞이했는데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실감나

는 요즘입니다.

돌이켜보면 강단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한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올 봄, 새 학

기의 첫 발걸음은 익숙하고 정이든 강단이 아니라 건학이념의 정신이 서려있는 정각원이 되었네요.

옮기는 발걸음에는 사명감이라는 무게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정각원장은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솔선수범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학이념을 구현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비단 정각원장의 몫만은 아닙니다. 대학구성원 모

두의 부단한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정각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정각원에서 다가가는 정각

원으로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각원은 앞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쉽고, 편안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으로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쉽고, 불교는 왠지 모르게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각

원에서 하는 모든 분야의 일을 모든 대학구성원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정각원은 모든 동국인 가족에게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용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

간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친근하게, 정각원은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모든 대학의 구성원에게 친근함을 느낄 수 있

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정각원은 동국인 가족 여러분의 도량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인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 

동국인 가족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하는 일

이 원만성취 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정각원장 법수 합장        

법수 스님┃경주 정각원장



특별기고

4

정
각
도
량·

1
4
5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해마다 말하고 해마다 들을 수 있는 복된 말이다. 복많은 행복을 바라지 

않는 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을 수치로 환산한 행복지수는 일상에서 긍정적 감정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따지는 

긍정경험 지수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한다. 2014년 유엔(UN)이 측정한 긍정경험 지수에 따르면 우

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서 143개국 중 118위로 발표되었다. “나날의 생활에서 즐거운 일

이 많았는가? 많이 웃었는가? 편히 쉬었는가? 존중을 받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토대

로 만든 ‘긍정경험 지수’에서 한국인은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행복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해석으로 ‘행복’이란 생활에서 욕

구가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또 ‘복’이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복

으로서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말한다. 

그러한 ‘복’으로 보통 5가지의 오복을 든다. 여러 가지로 5복을 말하기도 하고 5복의 해석을 달

리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학 <서경>에서 말하는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

德, 고종명考終命이다. 즉 장수, 부유, 건강, 넉넉한 덕德, 그리고 천명을 누리는 것이다. 유호덕과 

고종명은 귀貴와 자손중다로 말하기도 한다. 재물이 많아 부유한 것은 요즈음 금수저 흙수저로 오

르내리는 부모덕이나 사람 잘 만난 인복도 포함된다.

그러면 이러한 오복이 있어 행복하다면 최연장자가 가장 행복한가? 제일 부자가 가장 행복한

가? 신체 강건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가? 자손이 제일 많은 자가 제일 행복한가? 그렇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들어 보자.

첫째로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는 조건부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무상한 것이다. 

해주 스님┃불교학부 교수, 전)서울 정각원장

행복과 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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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행복감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一

切唯心造) 대상 따라 흘러 유전하는 무상한 마음, 망념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설사 선

업을 통해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번뇌가 다하지 못한 유루복인 것이다. 조건 지

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철저히 아는 반야지혜의 마음이라야 항상 즐거운 상락常

樂을 누릴 수 있다.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열반락의 무루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유루복은 비록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에 윤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악도에는 떨어지

지 않는 복덕이다. 인간계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인천복인 것이다. 윤회의 생사고를 면하는 무

루복은 지혜의 복덕[智德]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복덕이다. 지덕은 일체 대상인 육진 경계(색·성·

향·미·촉·법)에 끄달리지 않고 지은 복덕에 탐착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복덕을 만드는 신구의身

口意 삼업의 선업이 지덕을 만드는 바라밀행이 된다. 바라밀행으로 깨달음의 지혜와 지혜의 덕인 

지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지덕을 얻기 위해서는 선지식 인연, 불보살의 인연이 필요하

다. 불보살처럼 되고자 하는 발원에 의해서 보살의 바라밀행으로 상락의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벽예불시 매일 발원하는 행선축원에 담겨있는 고려말 나옹화상의 발원문에도 언제나 반야지

혜로 본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아지길 원한다. 그리고 지혜·자비·원력과 보살행을 보이

는 불보살님을 닮아 교화행을 펼쳐 중생에게 행복을 얻게 하고자 하는 발원이 담겨 있다. 그리고

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삼악도를 면하고 

나의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어지이다. 

이같이 오랜 세월 중생을 교화하여 

필경에는 부처님도 중생도 없어지이다.

아직 완전하게 행복하지 못해 행복을 갈구하는 중생이 있기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필경에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다면 이미 교화 받을 중생이 없으니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불보살님

도 나타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내 이름을 듣거나 내 모습을 보는 이는 다 해탈하여 행

복하여지길 발원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길 기원한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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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캠퍼스가 위치한 이곳 석장동錫杖洞은 자연

지형적으로 옥녀봉에서 내려오는 나지막한 구릉들

과 비교적 완만한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넓고 평탄하게 펼쳐진 비옥한 충적지는 푸

르른 형산강을 향해 열려 있어서 선사시대 이래 현

재까지도 마을과 무덤, 성소의 터전으로 활용되어 

온 명당이다. 이곳의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들도 

반드시 쉬었다가 간다고 하여 ‘금장낙안金丈落雁’이

라는 말이 생긴 금장대金丈臺도 석장동에 있다. 

사실상 경주캠퍼스를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온방골은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마을과 

무덤, 통일신라시대의 절터 등 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 생활관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을 한 곳

에 모아둔 백화점과 같은 곳이다.

석장동의 마을 이름에서 보이는 석장은 『삼국유

사三國遺事』와 같은 오래된 역사문헌에 기록되어 전

하는 고대 신라의 사찰인 석장사지錫杖寺址에 유래

된 것이다. 석장사지는 오래전부터 고고학 및 미술

사학계, 역사학계, 국문학계 등에서 비상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 받아온 곳이다. 특히 이곳 석

장사지에 주석했던 주지스님은 더욱 유명한데, 신

라 최고의 조각승, 불교예술의 장인, 신라의 미켈

란젤로라는 수식어가 항상 이름 앞에 동반되는 바

로 양지良志스님이다.

『삼국유사』에는  「양지사석조良志使錫條」를 별도

로 구분하여 고대의 조각가로서 유일하게 양지스

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미스터리하게도 시대

를 앞서가는 정교하고 색다른 기법과 예술성이 뛰

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지만, 정작 그가 어떠한 사

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즉 그 조

상이나 고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고, 오직 신라 

선덕여왕(善德女王, 632∼646년) 때 홀연히 자취를 나

타낸 사실과 사천왕사四天王寺 탑 기단부의 조각상

을 제작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선덕여왕에서 문무

대왕(文武大王, 661∼680년)의 연대까지는 생존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는 그가 덕망 있는 고승

이었으며, 여러 가지 기예技藝에도 능통하여 상기

한 사천왕사 목탑의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비롯하여 

영묘사靈廟寺의 장육삼존丈六三尊, 천왕상天王像, 

전탑殿塔의 기와 등이 모두 그의 손으로 제작된 작

품으로 알려져 있다. 

양지스님이 주석했던 석장사라는 사명寺名은 바

로 양지스님의 신비한 지팡이에서 유래된 것이다. 

『삼국유사』는 스님이 석장사에 주석하면서 지팡이 

특집 | 신라의 불교 문화

석장사지의 현대적 조명

이동헌┃경주캠퍼스박물관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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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 위에 시주할 포대를 걸어두면, 그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가 시주받을 집에 가서 스스로 흔들어 

소리를 내면 그 집에서 이를 알고 시주를 하며, 포

대가 다 차면 다시 그에게로 날아 돌아온다는 것이

다. 이런 연유로 양지스님이 거주한 사찰의 이름을 

석장사(지팡이 절)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고대의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이 석장사는 현대

에 이르러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신라 사찰임이 증명되었고, 그 위

치는 바로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서쪽 인근의 산 능선에서 확인되었으며, 경주캠퍼

스의 정각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서쪽 직선거리 

1㎞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 석장사지는 1986년 봄

과 1992년 가을 2차에 걸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

스 박물관에서 사역寺域과 규모, 사명寺名 규명, 양

지스님의 주석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석장사지는 후대 중창重創에 의해 양

지스님이 주석하던 당시의 건물터는 심하게 교란

되었고, 석재들도 재사용하여 시대별 유구의 파악

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

정되는 법당지法堂址가 노출되었고, 정면 3칸, 측

면 1칸의 규모가 작은 법당이 확인되었으며, 출토

된 유물로 보아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맥寺脈이 지

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사진1)

그런데 이곳 발굴을 통해서 출토된 유물들 중 조

선시대 도자기 굽바닥 내면에 ‘석장錫杖’이란 묵

서墨書로 써진 명문銘文에 의해 현재 발굴된 절터가 

고대 기록에 보이는 석장사라는 절의 이름과 위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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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발굴 당시 석장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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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절의 주지인 양지

스님과도 연관이 있는 유물들도 발견되었다. 특히 

다량의 탑상문전塔像文塼과 소조신장상塑造神將像편

들의 출토는 당시 조각에 조예가 깊었던 불교 예술 

장인인 양지스님이 주석하면서 진흙을 빚고 벽돌(탑

상문전)을 만들어 삼천불탑三千佛塔을 조성하여 사찰 

안에 안치하였다는 고대 문헌기록을 신빙성이 있게 

잘 가시화시켜 그가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

했던 인물임이 석장사지의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탑상문전은 전탑塼塔에 사

용되는 벽돌(塼)에 탑과 불상을 새긴 문양전이며, 

틀을 만들어 기와를 찍듯 찍어서 제작하였다. 문양

은 불상과 탑이 서로 번갈아가며 배치하여 각각 2

구와 2기씩 표현하였다. 이 벽돌에 나타난 불상은 

대체로 3가지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돌출된 양각적인 표현과 입체감을 강조

하여 형상만을 부각시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 이

와 정반대로 선각형태의 음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불상과 탑을 번갈아가

며 다양하게 안치한 탑상전은 단순한 문양으로 불

상과 탑을 새긴 것은 아닐 것이다. 부처와 탑의 의

미를 동등하게 신성시한 것이며, 탑을 부처의 진정

한 열반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의미일 것이다.(사진 2) 

우리가 탑상문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일부 탑상문전의 상부면에 ‘서북西

北’, ‘층상層上’, ‘서중상西仲上’ 등의 방향과 위치를 

암시하는 명문들이 확인된 것이다. 즉 벽돌들이 삼

천불탑의 부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또한 벽돌을 만들기 전에 미리 전탑에 놓

일 층별 위치를 표시하여 계획적으로 탑을 조성한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탑상문전으로 만들

어진 현존 전탑은 청도 불령사 전탑이 유일하며, 이

것을 통해서 신라 석장사 경내 우뚝 선 삼천불탑의 

장엄한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다. 

한편 탑상문전에 있는 문양 중 아주 독특한 불상

도 있는데, 부처상이라면 있어야 할 연화좌蓮華

특집 | 신라의 불교 문화

사진2. 탑상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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坐가 없는 고행상이다. 부처가 고행을 겪고 난 이후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상이며, 피골이 상접한 모습

을 표현하기 위해 가슴의 갈비뼈가 새겨진 불상이

다. 이러한 고행상은 서역적인 요소의 표현이며, 주

로 인도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

장사지 출토품이 유일하다.(사진3) 

석장사지의 양지스님이 제작한 작품 중에는 이러

한 서역 요소가 많이 확인된다. 석장사지 출토품 중 

탑상문전 이외도 사천왕상이나 신장상으로 보이는 

소조상편들도 함께 다수 확인되었다. 이 소조상들

은 양지스님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사천왕사 

탑의 기단부에 안치하였던 소조 신장상들과 아주 

흡사하다. 양지스님의 소조 신장상은 그 양식적인 

면에서 과거 삼국시대 유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

밀하고, 사실적인 도상과 속성을 보이는 점에서 서

역요소와 중국 당唐 요소가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

고, 작품을 틀로 찍어내는 제작방법 또한 중앙아시

아에서 유행한 방식이다.(사진4)

이외에도 석장사지의 표지적인 출토유물로 언급

할 수 있는 ‘연기법송緣起法頌’의 불경이 새겨진 전돌

이 있다. 탑상문전과 유사하게 불상과 탑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으나, 배열에 있어서 불상과 탑을 각각 

10구와 10기씩 상하로 배치하였고, 탑과 탑 사이에 

4행으로 연기법송이 좌우가 뒤집힌 상태로 음각으

로 처리되었다. 

양지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은 인도에

서 주로 유행하였고, 당시 신라의 불교신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이 연기법송은 탑 안

에 봉안하는 대표적인 법사리이며, 모든 법이 인연

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석가모니 깨달음의 

석장사지의 현대적 조명

사진3. 고행상 탑상문전 사진4. 사천왕사출토 소조신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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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체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진5)

諸法從緣起  모든 존재는 연에서 비롯된다. 

如來說是因  부처님은 그 인연을 말씀하였다. 

彼法因緣盡  모든 존재의 인연 소멸에 관한 

是大沙門說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로다.

이처럼 서역에서 널리 유행하던 법사리 봉안방

식이 경주 석장사지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양지스

님의 국제성과 개방성, 새로운 시대정신과 창조적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

은 양지스님의 출생과 사망 시기, 조상이나 고향 

등이 명확하지 않는 점과 작품의 이국적인 요소 등

에서 중국인이나 서역인, 동남아인 등으로 거론도 

하지만, 분명 경주 석장사에 주석했던 신라의 고

승이며, 신라인의 사랑을 받았던 국제적 예술인이

었다. 

현재 경상북도나 경주시는 정부의 국책주력사업

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문화강국 육성과 한

민족 문화의 재조명과 융성을 위해 수년간 실크로

드관련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라가 낳은 최치원, 혜초, 원측 등의 국제인, 

세계인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지만, 이제는 신라

의 미켈란젤로이며, 신라 최고의 불교예술장인, 범

세계적인 예술가인 석장사의 양지스님에 대한 새

로운 현대적 조명이 필요하다. 또한 신라 최고의 조

각가 양지스님이 머문 석장사 터이지만, 해마다 방

치되어 잡목과 넝쿨, 대나무 등에 의해 그 모습이 

잠겨버린 모습이 항상 안타깝고, 지속적인 정비와 

보존의 필요성을 느낀다. 

사진5. 연기법송명 탑상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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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경주대학을 

경주캠퍼스로 개칭하기 한 해 전인 1983년 4월 10

일 故 황수영 박사(前 동국대학교 총장, 前 국립중앙박물

관장)와 故 장충식 박사(前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등 몇

몇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개관하였다. 우리 캠

퍼스가 위치한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고, 신라의 사회, 정치적 기반이 된 불교가 융

성했던 곳이다. 따라서 박물관의 설립은 경주가 한

국불교문화의 요람이자 성지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불교종립대학이라는 정통

성이 어우러져 탄생한 역사적 염원의 산물이다. 

박물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개관 이전인 1982년

부터 1985년에 걸쳐 경주의 오악五岳 중 중악인 낭

산狼山에 대한 불교유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곳

은 선덕여왕의 무덤, 사천왕사, 망덕사, 황복사, 

능지탑 그리고 신라 말 유학자인 최치원이 책을 읽

었다는 독서당讀書堂이 있는 곳으로 실성왕(實聖王, 

402-417) 때에는 ‘신유림神遊林’이라고 하여 성스

러운 산으로 추앙되었고, 『삼국유사』, 『삼국사기』

에서는 낭산과 관련된 선덕여왕에 대한 일화도 전

해진다. 선덕여왕이 말하길 ‘내가 죽으면 나를 도

리천忉利天 가운데 묻어 주시오’라고 말하여 신하

들이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며 장소를 묻자, 낭산

의 남쪽이라 하였다. 선덕여왕이 죽은 뒤 그의 유

언대로 따라 했는데, 그 뒤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 사천왕사를 지었다. 불교에서는 사천왕

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므로, 그의 유언대로 된 

것이다. 이렇듯 낭산은 경주의 역사, 인문, 지리적

으로 매우 중요한 산으로, 이곳을 첫 번째로 조사

한 것도 우리 박물관의 건립의도에 따른 것이다. 

1990년에는 천룡사天龍寺를 발굴조사하고, 그 

다음 해 천룡사에 산재한 탑재를 모아 복원하였

다. 천룡사는 『삼국유사』에 단월檀越에게 두 딸이 

있어서 이름을 천녀天女, 용녀龍女라 하였는데, 부

부가 두 딸을 위해서 절을 세우고 딸들의 이름을 

따서 천룡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또 천룡

사는 당唐에서 온 사자가 와서 보고 ‘이 절을 파괴

하면 나라가 곧 망하리라’라고 한 신라의 호국도량

이다.

이후 2005년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전문박물관

으로 등록되어,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

으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지난 30

년 동안 많은 학술조사를 수행하여, 큰 학술적 성

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한 석장사

지에 대한 발굴조사로 양지良志스님과 관련된 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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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유사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지금 경주 동천동에 들어선 우방아파트 부지는 

1996년 우리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당시까

지 중국의 조방제를 따라서 경주의 도성이 구획되

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발굴조사를 통해 최초로 확

인하는 성과를 내었다. 조방제는 중국의 주周나라

부터 확립된 도성제로 궁궐과 주작대로朱雀大路를 

중심으로 도로와 가구를 바둑판처럼 구획한 것을 

말한다. 당시 22,000여 평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

져, 도로유구와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을 갖춘 수

혈유구, 적심과 초석을 이용한 기단 건물지, 우물 

등 많은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였다. 도시의 구획

과 범위는 주로 광범위한 면적을 조사하여 확인된 

도로 유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는데, 당시 조

사결과 한 방의 규모는 동서 160m, 남북 125m로 

경주에서도 격자모양의 방의 형태가 최초로 확인

되어, 당시까지 중국의 장안성長安城이나 일본의 

평성경平城京, 평안경平安京에서만 확인되던 신라

의 방리제坊里制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경주지역의 여러 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신라왕경 

발굴조사의 모범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1994년에 실시한 경주시 황남동 376번지 유적

의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신라 6세기 후반에서 9세

기 대에 걸쳐 형성된 생활·생산유적을 조사하였

다. 당시 수혈유구, 우물, 적심석 등 유구 이외에

도 유리와 구리공방지가 발견되었고, 유리와 구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도가니와 그 부산품

인 슬래그도 확인되어 유리, 구리제품의 신라 자

특집 | 신라의 불교 문화

사진1. 박물관 전시실내부 상설



체 생산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고고미술사학과와 함께 본교 

앞 금장대의 수직절벽 윗부분에서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장동 암각화를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그림은 바

위 암면 가로 9m, 세로 1.7m 범위에 검파형劍把形 

그림과 돌검, 돌화살촉, 돌창의 그림, 사람발자국, 

사람이 타고 있는 배(舟), 6개의 구멍을 판 꽃모양 

그림, 기타 해석하기 힘든 여러 기하학문의 바위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암각화에서는 사실적인 

그림과 기하학적인 그림이 공존하고 있는데, 울주 

대곡리 암각화의 다음 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평가

되며, 경주 인근인 칠포리七浦里에서 검파형 그림

이 나타나고 있다. 암각화가 풍요와 다산, 그리고 

당시 주거 집단의 제사의식과 관련된 중심지였다

는 점을 생각하면, 경주캠퍼스의 위치 또한 이와 

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약 30여 회의 정식 조사를 통해 시대

적으로는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역적

으로는 경북일원과 경주를 중심으로 많고 큰 학술

적 업적을 남겼다.

현재 약 70평 정도 규모의 전시실에는 고고유

물, 불교공예품, 불교회화, 석조유물 등을 상설전

시하고 있고, 박물관 앞 야외에는 그동안 수집해 

온 100여 점의 석물들을 야외전시하고 있다. 상실

전시 중인 유물로는 울산 세죽유적에서 출토된 신

석기시대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 원삼국시대 와

질토기瓦質土器, 압형토기鴨形土器, 삼국시대의 고

배와 항아리(壺) 등의 도질토기,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印花文土器 등 토기류, 삼국시대부터 조

선시대까지의 막새, 귀면와, 탑상문전塔像文塼, 누

각문전樓閣文塼 등 와전류瓦塼類, 삼국시대 소조

불, 신라시대의 금동불, 조선후기의 석조불좌상 

등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과 안압지에서 일괄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금동당초문장식구, 연제

교도鉛製鉸刀 등의 공예품, 고려시대 청동경통, 조

선 1653년에 제작된 청동은입사향완 등 불교공예

품, 조선 1759년(乾隆 24년) 제작된 아미타후불도, 

조선 1718년(康熙 57년) 기림사삼세불도祇林寺三世

佛圖 등 불교회화가 있다. (사진1, 사진2)

최근 몇 년간은 높은 사회발전과 경제적 만족도

에 따라서 일반인들의 문화욕구가 확대되었다. 특

히 경주의 경우 신라의 수도였던 전통을 더하여 

경주시민들의 문화의식과 관심도도 매우 높은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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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야외전시중인 교내석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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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의 기능과 활

용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화재 다솜활동을 들 수 있다. ‘다솜’이

란 우리나라 고유어로 애틋한 사랑을 말한다. 이 

활동은 나라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지킴이 사업과 

일맥상통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주시 관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자원봉사 

활동으로 박물관에서 교육받은 대학생들이 중·

고등학생들에게 대상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교육

을 한 후 주변 정화 활동을 함께 하는 활동이다. 단

순한 주변 정화활동이 아닌 지역 중·고등학생과 

우리 대학생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자원봉사참

여자들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한다. 참여자들

의 만족도가 높아 박물관, 전공 관련 대학생, 자원

봉사 참여자,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사회활동으로 박물관의 새로운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주 지역에 소재한 박물관들 가운

데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고 이러한 사회활동을 기

획 추진할 수 있는 박물관은 몇 되지 않으며, 이외

에도 대학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

동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3)

박물관 건립 이후 지금까지 구입하거나, 수증, 

기탁뿐만 아니라, 학술조사와 유물수집 활동 등으

로 회화, 조각, 공예품, 각종 고고유물 등 1,205점

을 소장하게 되었다. 우리 박물관은 불교종립대학

의 건학이념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와 전승, 유물

의 전시 등 우리 자산인 소장품을 보호·관리하

고, 교내 학생들의 교육과 더불어 활용이라는 측

면에 관심을 갖고 작지만 알찬 박물관으로 발전하

고 있다.  

사진3. 다솜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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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 9층 목탑

최근 신라 사원에 대한 연구 경향은 주요 사지

들에 대한 발굴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

존의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와 같

은 문헌사료의 내용을 고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추

가로 밝혀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주 지역의 신라 사원이 약 204개소, 경

주 외 지역까지를 포함하면 약 500개소인 점을 감

안하면 머지않은 시점에 신라 사원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수도인 경주에 

많은 사원을 건립하였다. 신라의 사원은 궁궐과 인

접한 도시의 중심지역 혹은 교통과 군사의 요지에 

주로 건립되었다. 황룡사는 도시의 중심지역에 위

치한 사찰로서 신라 최대의 국찰이자 호국사찰이

며 관리가 파견된 성전사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찰인 황룡사지에서는 호국법회, 팔관회, 국왕

의 간등看燈 행사 등이 거행되었다. 호국경인 인왕

경 호국품에는 “국왕은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수지

해야 한다.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여러 재난이 일

어나거나 외적이 침입하면 백 개의 불상, 보살상, 

나한상을 모시고 백 명의 비구승을 청하여 백 개

의 사자좌에서 이 경을 설하되, 사부대중과 칠중七

衆을 청하여 청법하면 백부귀신이 즐거워하고 국

가를 수호하게 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호국

법회가 열렸던 황룡사의 성격을 이해하게 해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황룡사는 신라 진

흥왕 14년(553년)에 새 궁궐을 지으려다 황룡이 나

타나 계획을 변경하여 절로 고쳐지었다고 한다. 이 

사찰에는 인도 아쇼카왕과의 연기緣起와 관련된 

장육존상(丈六尊像/574년)과 선덕여왕 대에 자장慈

藏스님의 권유로 만들어진 9층 목탑(643년)이 있었

다. 장육존상과 9층 목탑은 모두 신라삼보新羅三

寶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찰이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삼국유사』권3 탑상塔像 조

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건립 목적은 호국을 

위한 것이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안홍安弘이 지은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에 이

르기를, 선덕여왕이 왕이 되었는데, 비록 도는 있

어도 위엄이 없으므로 구한九韓이 침범한다. 만일 

용궁龍宮 남쪽의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의 침범을 누를 수 있으니 1층 일본, 2층 중

화, 3층 오월, 4층 탁라, 5층 응유, 6층 말갈, 7층 

단국, 8층 여적, 9층은 예맥을 진압시킨다.”

탑의 건립에는 백제의 장인 아비지阿非知와 신라

의 용춘龍春이 소장小匠 2백 명을 거느리고 완성하

였다고 한다. 탑의 심초석에는 자장慈藏 스님이 중

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 

9층 목탑은 건립 목적뿐만 아니라 아비지가 처

음 기둥을 세우던 날, 백제가 망하는 형상을 보았

황룡사 9층 목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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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 또한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 탑을 통해 

신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던 위정자들의 열망

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동 기록에는 탑의 높이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

다. 철반鐵盤 이상의 높이가 42척, 그 이하는 183

척이라 하였으므로, 약 80m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실로 엄청난 높이의 건축물이 신라 도성의 한 가

운데에 우뚝 솟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국

적 의미를 담아 건립한 이 목탑은 적의 침입을 관

찰할 수 있는 망루의 역할도 겸비했을 가능성도 

높다. 엄청난 높이로 인해 여러 차례 벼락(698년, 

868년, 953년, 1035년, 1095년)을 맞고 다섯 차례에 

걸쳐 중수한 기록하였다고 전하나, 고려 고종 25

년(1238년) 몽고군에 의해 황룡사가 소실되면서 함

께 불타 없어졌다. 

1964년 12월에는 몰지각한 도굴꾼들에 의해 목

탑의 심초석에 봉안되었던 사리장엄구가 도난당하

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회수되어 국립경

주박물관에 전시중이다. 이 사리장엄구에는 황룡

사 9층 목탑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 

새롭게 발견한 자료 중에는 경문왕 11년(871년)에 탑

을 중수하면서 제작한 사리함과 표면에 새겨진 탑

지가 발견되어 주목받았다. 탑지를 

통해 『삼국유사』의 내용이 사실과 부

합할 뿐만 아니라 신라 경문왕 11년

(871년)에 탑을 중성重成하기 시작하여 

872년에 완료하였다는 내용, 무구정

광無垢淨經과 소석탑小石塔 99구軀를 

안치하고 각 층에는 사리 1매, 다라

니陀羅尼 4종을 안치하였다는 내용 등

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황룡사는 고려시대와 현대에 걸쳐 

두 번의 큰 소실을 겪는 슬픈 역사를 

지닌 곳이 되었다. 지금은 황량한 절터만이 남아 

과거의 위용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신라인들에게

는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던 위대한 사원이었다.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종교와 시대를 초월하

여 당시 웅장하였던 황룡사를 실루엣으로 그려보

는 방편을 구해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편린을 이해해야만 신라인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엑스포 공원 내에 철

제를 이용한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였다. 또한 

황룡사 복원에 관한 깊은 연구결과들이 나온 바 

있다. 2만 5천 평에 달하는 거대한 황룡사는 중문

을 포함한 종루와 경루, 금당과 강당, 황룡사 종 

등이 있었던 신라의 보물창고였다. 황룡사 복원에 

어설픈 정치적 논리 혹은 비역사적 사고가 반영된

다면, 후손들에게 창피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

다. 황룡사의 복원도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조사도 치밀히 진행해야만 한다. 황룡사에서 출토

된 탑지塔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티 없이 

맑은 광명에 비할 만한 지극한 정성으로 탑을 조

성한다면 필시 무한한 공덕을 얻으리라.”란 내용

을 되새겨 볼만 하다. 

황룡사지 출토 찰주 본기

황룡사지 출토 찰주 본기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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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아 있는 구절은 반야

심경의 마지막 진언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이다. 좋은 경전의 글귀를 제

외하고 왜 이런 진언을 말하는지는 내 답사의 길

에서 시작된다.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많

은 사찰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경주로 공주로 부

여로 각지의 사찰들을 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보

았었다.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본 것들이 큰 의미

를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단지 남들처럼 바닷

가에도 가보고 싶고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고 싶

었었다. 어린나이의 치기로 문화재에 그다지 감

흥을 느끼지는 못했었다. 지금의 나는 문화재를 

찾아다니고 그 속에서 나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있지만 어린 시절은 그랬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치기어린 시절에 보았던 문화재들이 얼마나 중요

한 것 이었는지를 말이다. 차츰 답사를 다니며 사

진을 찍고 정리하면서 조금씩 불교와 문화에 대

한 생각을 넓혀갔다. 대학원을 다니던 중 취업을 

하게 된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나는 새로운 프로젝

트를 기획하고 마침내 ‘한국승려들의 중국내 활

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3년간 과제를 수

행하게 되었다. 

명목은 답사팀장의 이름으로 중국을 돌아다니

게 된 것이다. 학술진흥재단 과제의 특성상 9월

에 과제를 시작하기에 방학을 이용하여 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두 달간의 조사와 사전계획, 지

도 준비, 조사장비 구입을 마쳤다. 12월 말에 답

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3개월간의 중국비자 발급

도 마치고 중국으로 가는 배편에 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도 해외조사를 많이 다니셨기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

다. 답사에 동참한 인원은 나와 한지연 교수, 정

성우 선생으로 해외조사는 처음이었던 일행이었

다. 인천을 출발한 배는 밤바다를 가로질러 중국

의 산둥성 웨이하이로 향하는 배였다. 비행기를 

나두고 배를 택한 것은 구법승들이 뱃길을 통해 

구법여정을 했기에 어린 치기에 배를 선택한 것

이었다. 하지만 중국입국에서부터 제동이 걸리

기 시작했다. 입국을 하는 중에 장비가 너무 많다

고 두고 가라는 것이었다. 장비 없이 조사를 할 

수 없기에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중

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그때 문뜩 아버지가 

문무왕┃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내 마음의 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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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금언 

하신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다라와 중국조사를 다니셨기에 많은 고

초를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반야심경』을 외우고 

다니셨다고 하셨다. 나는 그때부터 여정이 힘들

어질 생각을 하면서 제발 40여일의 일정이 무사

하길 빌고 빌었다.

중국 산둥성은 비교적 기후가 온화한 편이라고 

사전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워낙 한국인 관광객도 많은 편이고 식사

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착 첫날 입국하면

서 어긋난 일정이 가이드와의 충돌로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회의 끝에 가이드를 철수 시키고 새로

운 가이드를 요청했다. 새로운 가이드를 기다리

며 안 되는 중국말과 영어로 간신히 식사를 했다.  

새로 온 가이드는 예전에 중국 여행을 같이한 

사장이었다. 심기일전으로 출발하는데 눈이 퍼

붓기 시작했다. 산둥은 연간 눈이 거의 내리지 않

는데 앞이 안보일 정도의 눈이 내리던 것이었다. 

차에는 물론 스노타이어도 체인도 없었고,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 옆으로 눈길에 미끄러져 세워진 

차량들이 많았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가이드

와 기사만을 믿고 가는데 정말 걱정스러웠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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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중간에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이윽고 밤이 되자 가이

드와 고속도로 인근의 도시로 내려가기로 했다. 

고속도로를 내려가는 길도 미끄러워 차는 돌고 

미끄러지고 머릿속으로는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

까 걱정이 앞섰다. 그때부터 속으로 『반야심경』

을 외우기 시작했다. 마지막의 ‘아제아제 바라아

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몇 십번을 외웠는

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부처님의 가피덕분으로 

무사히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는데 통행료를 받는 

사람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날 고속도로가 닫

혀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없었다고 한

다. 그런데 그 지경을 뚫고 도시로 내려갔으니 의

아할 밖에.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무모한 도전

이었는지 모른다. 밤늦은 시간에 간신히 허름한 

호텔방으로 들어가는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쉬

어졌다. 저녁을 먹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대로 진

행할지를 물었는데 팀원들은 팀장의 뜻대로 하겠

다고 했다. 나는 밤늦도록 고민한 끝에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서쪽으로 발길을 향하기로 했다. 밤

새 내린 눈에 정성우 선생은 눈사람을 만들어 놓

았다. 아마 우리 팀의 무사안녕을 기원했으리라. 

길을 나서서 우리는 신라원이 있었다는 청주 용

흥사터를 구경하고 영암사를 거쳐 산둥지역을 벗

어났다. 산둥을 벗어나기 전 나를 위해 상하이로

부터 웨이하이까지 와준 남용걸 사장을 보내고 

허난성을 안내할 가이드와 기사를 만나게 되었는

데 전에 허난성 뤄양에 갔었을 때 뤄양역에서 나

를 맞이해준 가이드였다. 진짜로 부처님의 인연

이 이어지는 심정이었다.

이미 이틀이나 지체된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는데 그날이 동짓날이어서 만두를 

먹어야 한다는 가이드의 강권으로 동지만두를 먹

었다. 그리고 다시 고속도록에 진입하려고 했더

니 눈으로 닫혀서 국도로 서쪽으로 길을 옮겼다. 

엄청나게 느린 속도와 도시 마다 만나는 사람들, 

길마다 지불하는 통행료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일단 일차 목적지는 시안이기에 카이펑 

정주 뤄양을 거쳐서 가야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눈은 내리고, 1차 목적지에는 후발대로 출발하는 

석길암 교수가 추가 물자와 추가 비용을 가지고 

올 말이 정해져 있어서 마음은 급해졌었다. 중간

에 뤄양에서 소림사로 가는 길도 눈으로 오도 가

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반야심경

의 아제아바라아제 덕분인지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었다. 

서안에 도착한 우리 팀은 정성우 선생을 한국

으로 귀국시키고 나서야 일단 한시름을 돌렸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눈은 그 겨울 조사 중에 계속 

내렸고 그럼에도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들의 길에 

내렸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리라. 그 뒤로 우리 조

사팀은 3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몇 해 뒤에는 2년

간의 실크로드 조사를 계속했었다. 눈이 아닌 50

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우리 

팀은 조사를 했으며 성과도 내기 시작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들에게 두루했기 때

문일 것이다. 이제는 해외조사를 잠시 쉬고 있다. 

한국 안으로 눈을 돌려 몇 해간 준비한 ‘경주학’이

라는 주제로 연구의 중심을 잡아 보려한다. 부처

님의 가피가 두루하길 기원하며 



입춘도 훨씬 지났고 긴 겨울 방학도 다 지나갔다. 

참으로 쉼 없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세월이다. 물처럼 세월처럼 몸도 마음도 이 세상에 맡기고 인

연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계절이 바뀔 때면 “세월은 쏜살같다”, “세월은 유수 같다” 하며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하며 이를 찬탄하

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맘때면 떠오르는 선시가 있다. 바로 《학림옥로鶴林玉露》에 기재된 무명의 어떤 비구니의 오

도송인데 이러하다.

종일토록 봄을 찾아 헤맸건만 봄은 보지 못하고 

짚신이 닳도록 구름 맞닿는 언덕까지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뜰 앞의 매화 웃으며 향기풍기네.

봄은 이미 매화가지에 무르익었거늘. 

盡日尋春不見春 芒鞋踏遍隴頭雲 

歸來笑拈梅花臭 春在枝頭已十分 

당대唐代의 이름 모를 비구니의 오도송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이 시는 추운 겨울이 싫어 따뜻한 봄을 기

다렸든, 깨달음을 찾아 여기 저기 헤매었든 결국 그 봄, 그 깨달음은 바로 멀리 있지 않고 자기 마음, 자

지 집 뜰 앞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시에서의 절정은 ‘이십분已十分’에 있다 봄도 깨달음도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

르고 멀리서 찾아 헤매고 있다. 

아울러 이보다 좀 더 깊어진 봄을 노래한 조선시대 허응당虛應堂의 시를 살펴보고자한다.

불심의 창

김대열┃미술학부 교수, 불자교수회장

봄이 오는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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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봄바람 선방 추위 몰아내   

선창을 활짝 열어놓고 즐거이 바깥 구경하네.

얼음이 녹아 계곡의물은 기뻐 소리 내어 흐르고

눈에 쌓였던 산은 홀연히 모습 드러냈네. 

 푸른빛은 골목에 들어 메말랐던 버들가지 물 드리고

붉은 빛은 뜰에 들어 점점이 복사꽃에서 웃고 있네. 

감상에 겨워있다 문득 머리들어보니

아지랑이 넘어 산과 계곡에 푸르름이 깃들었네.

春風吹黜竹房寒 豁開禪窓賞物歡  

氷泮喜聞深澗響 雪鎖驚見遠山顔

靑歸巷柳嚬眉染 紅入園桃笑顔斑

賞極飜然閒擧首 烟中蒼翠數峯巒

밖은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댄다. 그늘진 방안의 창문을 열어젖힌다. 그 훈훈한 온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개울가의 기뻐하는 물소리가 선사의 가슴팍을 뚫고 흘러나간다. 눈을 들어 앞산을 바

라보니 며칠 전까지 눈에 덮였던 산이 어느 새 녹아, 말끔한 모습으로 봄을 맞을 채비다. 도둑처럼 다가

온 봄에 문득 놀라움을 느꼈나 보다. 푸르른 버들가지가 바람에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는데, 

마치 미인의 눈썹처럼 그려지는 것이다. 분홍 빛 복사꽃은 여인의 볼에 돋은 홍조에 비유를 한 것이다. 

선사의 시라기 보다는 여느 세속 시인의 소박한 시적 표현쯤으로도 보인다. 하나 여기서 잠시 머리를 돌

려 먼 산을 보니, 옅은 빛의 안개 자욱한 두어 산봉우리가 태연히, 고고한 자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 보

인다. 초봄의 경치를 세속의 관점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멀리서 관조하는 자

세도 드러낸다. 이 두 가지 자세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자연 속에도 그러하듯, 선사의 마

음속에도 버들과 복사꽃과 고고한 산봉우리들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초봄의 경치가 눈에 환하

게 들어온다.

이제 우리 동악의 언덕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멀리 남산 봉우리에는 안개 자욱이 피어오르

며 파릇파릇 봄기운이 퍼져날 것이다. 이렇게 봄은 우리 곁에 이미 십분 와있다. 지난겨울, 지나가는 겨

울방학을 아쉬워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도, 여름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화살처럼 물결처럼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오늘 여기 이미 와 있는 봄을 알아차려야겠다. 이것이 곧 상선上善이 아니겠는가?  

21

불
심
의 

창

21



22

정
각
도
량·

1
4
5

나에게는 친동생이 없다. 나보다 다섯 살이 많

은 오빠만 한 명 있다. 하지만 만약 내게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동생이 있다면, 청춘들에게 ‘고함’치

는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보다는 부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편 들려주고 싶다. 아끼는 나의 

동생에게 전하는, 그런 애틋한 언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푸를 청靑, 봄 춘春. 청춘; 새싹이 파랗게 돋아

나는 봄철이다. 이십대의 푸름이 저절로 느껴지

는 단어다. 이제 막 푸른 싹이 돋아나는 봄은 늘 

설레고 신선하다. 그러나 가을과 같은 성숙함이

나 무르익음은 없다. 가을에 익은 열매는 달콤하

지만, 익지 않은 봄의 열매는 떫은 법이다. 이렇

게 덜 익은 열매가 떫은 것이 당연하듯, 삶의 경

험이 부족한 우리에게 ‘방황’은 어쩌면 당연한 것

일지 모른다. 나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다지 큰일도 아니었지만, 동시에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이 겹치자 당시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의 1학년, 2학년

의 대학생활은 늘 무겁고, 바쁘고, 불안하고, 초

조했었다.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되

었다. 소위 자기계발 서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책

이었다. 그곳에서 저자는 ‘희망’을 이야기하였고, 

꿈을 찾아 성공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 쉬지 말고 달릴 것

을 조언하였다. 나는 그 책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후로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을 빌려 읽기 시작했

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도 어느새 그들과 같은 ‘성

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해져갔다. 저자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지만, 가치관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

았던 스무 살의 나는 그들을 닮고자 무작정 노력

했고, 그들과 같은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의 방황은 타인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될 수도 없다. 내 

그림에서 잃어버린 퍼즐조각은 내 퍼즐 안에서 찾

아야지, 아무리 비슷한 그림일지라도 그 조각은 

나의 조각이 될 수 없다. 내가 필요한 답은 내 안

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떫은 열매인 청춘에

게는 ‘수많은’ 퍼즐조각보다는, 퍼즐을 맞춰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더욱 필요

하고, 나는 그 원리가 부처님의 법속에 있음을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 나는 결국 혼란스러운 

대학생활을 그만두고 휴학을 결정했다. 2학년을 

마친 시점이었다. 휴학을 하면 더 부지런히 무엇

인가를 할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몸은 더 

많은 휴식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은 편할 날이 없

었다. 

불심의 창

정주연┃불교학과 3학년

푸른 봄(靑春), 법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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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부모님의 조언으로 법륜스님이 지도

법사로 계신 정토수련원에서 ‘깨달음의 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그 때 처음으로 부처님

의 법을 만나게 되었다. 집안 대대로 불교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종교를 물었을 때, 난 늘 “무

교(無)”라고 대답하곤 했다. 가끔씩 부모님을 따라 

사찰에 가긴했지만, 스님들의 염불소리가 도통 무

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디에나 있는 불상을 부처님

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썩 내

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던 단견斷見에 빠져있던 시

절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만난 불법佛法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논

리적이며,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는 우리 삶에 대

한 이야기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 내 마음에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듯 나는 몇 년 만에 상쾌해진 내 마음을 느

낄 수 있었다. 아주 강렬하게 말이다. 내가 쌓아온 

관념들과 그 관념 위에 꾸며놓은 나의 망상들로 

부터 나 스스로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나날들이 떠

올랐다. 그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

고, 다그치기만 했었던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

에 따르고자 애썼고, 그저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맞

추기 바빴던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說法 가운데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四聖諦’는 고제苦諦, 집제集諦, 멸제滅

諦, 도제道諦로 이뤄져있다. 고제는 ‘고통의 현실’

을 말하며, 집제는 ‘고통의 원인’을 말한다. 고집멸

도에서 ‘고제(현실; 果)’가 ‘집제(원인; 因)’보다 먼저 

와있듯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우리가 가진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는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자기

긍정이다. 현실의 내 모습(현실 속의 나)이 내 마음

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해 버리거나 내가 만든 내 

모습(이상 속의 나)을 좇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현재의 내 모습을 인정해야 하

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긍정 후에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

요가 있다.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내 모습이 정말 내

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지를, 그저 남보다 우월하

고 싶은 욕심이나 행복해 보이고 싶은 욕심은 아

닌지를 말이다. 행복은 ‘아주 철저한 주관식’이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농사가 좋

고, 어떤 사람은 산보다 바다가 좋듯이, 개개인의 

행복은 규정지을 수 없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

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각각 다른 퍼즐그

림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은 그림은 이 세상 어디

에도 없다. 그러므로 퍼즐을 맞추다 조각 하나가 

보이지 않더라도, 타인의 퍼즐에서 조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조각들 속에서 천천히 찾아나가

야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조각은 철저히 내 그림 

안에 있는 법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나의 그림을 다른 그림과 비교

할 필요는 없다. 삶이라는 하나의 ‘예술작품’은 다

른 것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의 가르침을 배우면

서 더욱 뚜렷하게 알아가는 중이다. 내 나이 스물

다섯, 앞으로도 수많은 방황이 또 나를 찾아오겠

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

이다. 나의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될 뿐이다. 이렇

게 스스로 만든 방황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청춘

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자신만의 퍼즐을 맞

춰 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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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불교문화 소개

열린 마당

티베트 불교의 기반은 13세기 초반까지 많은 학

자와 논사들을 배출해낸 세계 최초의 대학교 시스

템을 운용한 인도 나란다(Nālandā)대학의 전승에 

있다. 티베트는 법왕이라 칭송받는 7세기 32대 송

첸캄포(Songtsen Gampo)가 네팔과 중국의 공주와 결

혼을 하게 되면서 석가모니 불상이 처음으로 들어

오게 된다. 하지만 27대 하토토리녠첸(Lhathothori 

Gnyan bstan)때 “제불보살명칭경”과  “불설대승장엄

보왕경” 등 몇 권이 먼저 들어 왔지만 당시 티베트

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귀하게 여기고 숭배하였는데 이것이 처음

으로 불교가 전래된 역사이다.

법왕 송첸캄포는 퇸미쌈보타를 인도에 보내 

산스크리트를 모방한 오늘날 티베트 글자인 우

쩬과, 우메 라는 두 가지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

것은 산스크리트 현교와 밀교경전을 번역하여 

티베트어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후 37

대 티송떼젠(Khri srong lde btsan, 742-796)시대에 인

도의 나란다 대학승 샨타락시타와 대스승 빠드

마삼바바, 비말라미뜨라, 까마라실라 등 인도의 

고승 108명 정도를 초청했다. 그들과 함께 티베

트의 역경사 비로짜나와 깝뻬쩨, 쪼로까뤼계첸, 

샹예세데 등은 경전과 논서들을 티베트어로 번

역했으며, 특히 빠드마삼바바는 밀교의 관정을 

주고 가르침을 크게 펼쳤다. 대학승 샨타락시타

는 발심한 7명에게 전계傳戒해 승가의 제도를 처

음 시작했다. 

9세기 초 산스크리트에서 티베트어로 많은 번

역들이 이뤄졌는데 특히 인도와 티베트 학자들

로 구성된 번역위원회는 전문용어들을 표준화 

했고 산스크리트-티베트어 용어사전인 “번역명

의대집(飜譯名義大集, Mahāvyutpatti)”을 편찬했다. 

이 “번역명의대집”은 경론번역의 기초로서 우리 

티벳대장경 역경원에서 한글로 번역중이다.

현교와 밀교원전 모두를 따르며 중관철학의 

견해를 가진 티베트 불교는 토론을 통한 현교와 

밀교를 차례로 공부하며 방학을 이용해 집중명

상수행에 들어간다. 이들의 현교 교학체계는 약 

20년간의 프로그램으로 외우고 토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토론문화는 부처님 당시부

터 외도들과의 논쟁 할 때 가르침의 타당성을 입

증했던 좋은 제도였고 수세기 동안 인도의 불교

대학들에서 사용했던 훌륭한 학습도구였다. 

이 토론문화를 바탕으로 경전과 논서의 핵심

주제를 5가지로 요약하여 겔룩파(Gelukpa)의 경

우 논리학 4년, 반야부 6년, 중관 3년, 구사론 2

년, 율장 3년 등을 단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 

체제는 각 교파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르다.

이 중에서도 논쟁이라는 경쟁 속에서 잘못된 

견해를 부셔주고 풀리지 않은 의심을 해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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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교과목이 

불교 논리학인 “인명학因明學”이다. 이 인명학을 

수학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교과목인 반야부와 

중관, 구사론, 율장 등을 공부하면서 버리고 취

해야 될 것을 원만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

이다. 이러한 논리학 등을 ‘릭람’(rigs lam) 또는 ‘뒤

다’(bsdus grwa)라고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

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 있는데 

각 단계별 마다 치르는 시험이다. 티벳 전통사원

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

하여 학위를 받은 불교학 박사를 ‘게쉐’(Geshe)라

고 한다. 이 ‘게쉐’는 4단계가 있으며 공부의 수

준에 따라 그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현교를 마치고 밀교密敎 공부를 시작하

는데 ‘규메’(Gyu Me)와 ‘규뙤’(Gyu Tὅ)라는 밀교대

학에서 ‘게쉐’들은 원만차제圓滿次第의 일원으로 

1년 동안 학습하고, ‘게쉐’를 받지 못한 스님들은 

생기차제生起次第를 수행하는 일원으로 6년 동안 

밀교승원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밀승경전을 스승

에게 지침과 구전을 받고 밀교의 서적들에 대해 

문聞, 사思, 수修를 하는 밀교의 ‘최톡’(tsog dus)이

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길고도 긴 세월의 현교와 밀교의 수학

을 마치면 주지나 승원장 같은 소임을 맡게 되고 

또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사가 되거나 일반 

학교의 교장이 되기도 하며 불교관련 연구소 등

에서 소임을 보기도 한다. 또한 이 때 부터는 현

교와 밀교를 바탕으로 3년 3개월 3주의 무문관

이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각각의 아담한 돌집

으로 만들어진 토굴이나 동굴 수행처에 들어가 

철저하게 정진하게 된다.

티베트의 수행체계는 인도전승에 따른 체계적

인 교학 과정을 이수하여 “정견正見”을 정립하고, 

그 정견을 바탕으로 밀교 수행을 완성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수습차제론』에서는 열반이란 목적

지에 이르기 위한 준비물인 “복덕자량 과 지혜자

량”을 키우며 “평등심”을 바탕으로 “자비심과 연

민심”을 증장시켜 “보리심”을 일으키고 고통 받

고 있는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제시

한다. 이러한 보리심을 증장시키는 수행법은 많

이 있지만 『보리도차제론』에 의하면 온 중생이 

나의 어머니임을 알아차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수행법과 자신과 상대를 평등하게 사

유하는 법, 상대와 나의 마음을 바꿔서 보는 수

행법 그리고 실천수행으로 “육바라밀”과 “사섭

법”을 제시하지만 경·율·론 삼장 및 37조도

품, 4선정, 4무색계선정, 사성제, 8정도 등은 상

좌부(theravāda)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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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따르는 사람

초기 경전의 법문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면, 사랑스

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다섯 가지 감각

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서,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어라.(Sn 337)

이 시구는 숫따니빠따의 라훌라경에서 부처님

께서 라훌라에게 하신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아함』에서 자신의 출가수행의 목적이 “괴로움

의 소멸, 즉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

셨다. 이점을 고려할 때, 초기불교에서 믿음에 대

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삶의 괴로움을 

종식 시키는 일, 즉 괴로움이 없는 안온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이나, 막연한 관념적 추론에 의해 성취될 수 없는 

실질적인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초기불교에서 믿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saddhā)을 의미한다. 이것은 앙굿따라니

까야에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위사카여, 여기 여인은 여래의 깨달음에 믿음

을 가진다. ‘세존은 공양 받아 마땅하신 분, 바르

게 완전히 깨달으신 분, 지혜와 덕행을 갖추신 분,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 사람들을 지도하

시는 분,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 세상에 존귀

한 부처님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여인은 믿음을 

구족한다.(AN iv, p. 271)”

이러한 믿음은 판단과 통찰력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존께서는 올

바로 원만히 깨달은 자이고, 가르침은 세존에 의

해 잘 설해졌고, 승가는 올바르게 실천한다.’라고 

스승에 대해 신뢰를 한다는 의미이다(MN i, p. 320).

맛지마니까야의 끼따기리경(Kīṭāgirisutta)에 의하

면, 믿음은 최상의 지혜를 성취하는 점진적 수행

의 시작점이다. 다시 말하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는 스승에게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서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에게 귀 기울이고, 가르침

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의미를 규명하고, 가르

침을 통찰하여 수용하고, 열의를 일으키고, 참으

로 정진한다. 그는 정진할 때 최상의 진리를 성취

하고, 지혜로써 꿰뚫어 본다. 

둘째, 초기불교의 믿음은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얻은 청정한 믿음(pasāda)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

남자가 부처님에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고서 오계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선남자는 고귀한 성자들에 의해 사

랑받는 계행들을 수지함으로써 괴로움과 괴로움

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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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에 대해 의심이 없고,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

음을 확립한다.

셋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하면, 그 사람

은 가르침을 따라 五蘊에 대해 ‘무상성’과 ‘무실체

성’을 관찰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괴로움에

서 벗어나게 된다(SN iii, pp. 180f). 부처님께서 라훌

라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

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

상들’을 버려야 한다. 수행자가 감각기능들을 통

해 이 대상들을 인지할 때, 그들 각각에 대해 ‘무상

성’과 ‘무실체성’의 본질을 올바르게 관찰하지 못

하면, 그들에 대한 탐욕, 환희, 갈애 등이 수행자

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탐욕, 환희, 

갈애 등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갈애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에 대한 취착을 형성하게 한다. 그

래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saddhānusārī)은 이 세상 

모든 것들(五蘊)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 믿고, 신뢰한다. 

넷째, 출가자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saddh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초기경전에는 믿음이 없는 사

람들이 생계 때문에 출가한 경우들을 언급하고 있

다. 그들은 교활하고 속이고, 산만하게 말하다 그

들의 감각기능들 또한 단속되지 못하고, 음식의 

절제가 없으며, 알아차림이 없어서 마음이 산만하

고, 통찰지가 없다(AN iii, 199). 그래서 믿음이 없

는 수행자는 정법正法에서 멀어지고, 정법에 확고

부동하지 못하다. 이러한 사람은 출가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불신不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초기경전에는 재가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욕을 하거나, 재가자들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삼

보를 비방하는 행위 등과 같은 8가지 특징을 가진 

출가자들에게 재가자들이 불신不信을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AN iv, 345).

담마빠다에 의하면, 사람들은 미지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 두려움은 욕

심이나 애착에서 생기는 것이다(Dhp 213). 그러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한 사람들은 올바

른 지혜로서 네 가지 고귀한 진리들을 꿰뚫어 보

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궁극의 의지처에 귀의

한 것이다(Dhp 188-192).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위한 일을 살

피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믿음을 심는다

(SN i, p. 102). 믿음은 불사不死의 열매를 길러내는 

씨앗(Sn v. 77)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을 따르

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이 없는 안

온한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매 순간 실

질적으로 행복을 체감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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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성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는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된다. 또한 그

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와 접촉하고 호흡하는 과정을 거치며 미래 사회 일원으로서 필요한 조

건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경영하기를 원하는 터전의 진출을 스스로 돕는다.

그들에게 대학생활은 학교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희망 아래 삶을 준비하여 사회로 진입하는 마지막 요람搖籃의 시기이다. 그들은 사회가 부드럽게 요람을 

밀어주는 ‘충분히 좋은 엄마’처럼 ‘충분히 좋은 사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욕구와 희망을 실현할 시작의 발판을 놓아줄 정도만이라면 고마울 따름이다.  

대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이래 사회로부터 전래되어온 미래 꿈의 실현 방도를 목표 삼

아 심혈을 기울이며 준비해 왔다. 그러나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 세대를 몰아넣는 현대 한국 상황은 많

은 대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게 하고 있다.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진 취업의 어려움은 

성인으로서  사회적 꿈의 실현 첫 번째 단계부터 좌절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고난은 이전부터 품어오던 

가치관에 회의를 품게 하고, 자기 효능감은 상실돼 가고 있다. 

대학생은 청소년기1) 후기인 20~24세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는 생

존의 필수 조건인 취업 문제는 부모 가족관계의 갈등, 실연, 성적 부진으로 인한 좌절, 친구와의 이별, 

사회제도의 모순 등에 의한 사건과 함께 크고, 작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구직 실패와 같은 

사건의 여파로 자기감(self-entity)과 실존적 의미를 상실하기 쉽다. 보다 혼란스러운 경우, 정체성 혼란에 

빠지기 쉬우며 무실체감(non-entity)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갈등, 좌절, 비행 등으로 정상적 발달 궤

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기대보다는 단념에, 희망보다 절망으로 빠지기 쉽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에 닥

치면 그 지점을 자신을 조율하며 극복해 나가야 할 발판으로 삼기 어렵다. 그들은 그러한 위기를 반전시

1) 현대 사회에서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12, 3세부터 신체적 성장이 거의 끝나는 23, 4세까지를 가리킨다. 

이범수┃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불교와 사회복지

대학생의 미래의 등불, 죽음교육



켜 발전적 기회로 대처하기보다 위협으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위기에 과잉 반응을 보

이고, 그럴수록 긴밀하게 사회적 요구를 알아채야 함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충동을 조절

하지 못하여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철퇴하여 사회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집단 보다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들에게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공공연하고 현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시기는 개인적 우화경향성2) 때문에 자칫 충동과 착각으로 삶을 낭

비하거나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다. 따라서 궁지에 몰린 많은 20대 청소년들에게 도피처

로서 죽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도 한다.

궁지에 몰린 인간의 삶을 구원할 요소 중 하나에는 개인 삶의 의미의 통합과 일치가 있다. 자신의 뜻

과 선택에 따라 투자한 삶의 시간과 과정만이 자신만의 삶에 의미를 갖게 하며, 그로부터 복구의 힘을 역

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의미 있는 삶에 전념해 살아 본 인간만이 삶의  포식飽食에서 오는 희열을 맛보

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어머니의 배속부터 시작한 주변과

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통해 자기감이 형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 성인의 삶을 지탱할 자기 정체성

으로 성장한다.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의 위기는 자기감을 훼손되고 삶의 의미체계를 상실하는 것에서 

온다. 그들의 위기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단지 실존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충분하다는 것

을 인정할 때 극복될 수 있다. 잃어버린 자기감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으로 생의 의미를 다지는 방안에 그

들을 흠뻑 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의미체계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방안에는 죽음교육이 있다. 

죽음교육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죽음에 의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생존함이 익숙한 터라 본능적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생존을 위협하는 죽음을 대상화對象化하여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이다. 이렇듯 뻔한 진실을 부정하는 모순은 전체 삶의 의미

체계를 혼란하게 하며 현재의 삶에 온전히 시간과 역량을 투여함을 방해한다. 

이를 타파할 방안으로는 죽음을 주체적이고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과 비춰보며 사는 거울과 같은 용도

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살다가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죽음과 마주치는 순관順觀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죽음 인식을 수용하며 그를 기반으로 여명을 설계하는 역관逆觀으로 삶을 돌아

보는 방안이다.  

2)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매우 독특한 것이라 믿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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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에서도 필자는 학부생들을 상대로 개설한 ‘불교와 실존과 죽음’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죽음교육

을 실시한 바 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성제四聖諦와 삼법인三法印, 티벳 사자의 서, 임종과 호스피스, 의

사소통, 상장례, 유족심리와 애도, 자애명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죽음교육을 통해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의 현상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자신에게 통합되지 않아 자

기감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특히 부모·형제·자매 등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삶을 방

해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요인을 해체하기 위해 불교의 오온과 무상과 공의 개념을 어

떻게 적용시키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각하게 하여  죽음을 가치 있는 삶

을 위해 유용하는 방안이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시종일관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초기 진행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예기수명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등의 죽음 수용에 대한 거부의식을 약하게 드러냈다. 죽음에 관

한 주제를 의식하고 자의로 신청한 과목이었으므로 회기를 거듭하며 죽음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

고 자신들의 예기수명을 상정하는 과정에 함입하기 시작하였다. 수업 과정에서 사적이며 내밀한 신변사

나 가정사를 발표하는 수강생들의 노출을 통하여 수업집단 분위기가 고양되었고 집단 응집력은 회기가 

더해가며 강해졌다. 

이러한 과정은 수강생들에게 죽음이란 한계상황을 의식하여 막연히 긴 여생을 가졌다는 생각에서 벗

어나 여명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그 한계시간에 대한 자각은 부모·형제·가족의 소중

함과의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으며, 그를 통해 자기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부각하는 효

과를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부상한 자기 존재감을 바탕으로 미래와 이어지는 현재의 삶에 집중

하는 의미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죽음교육은 청소년 시기인 대학시절에 자기감을 공고히 해주고, 정체성과 부모형제를 비롯한 

주변인과의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확립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확보된 자기감은 자신 고유의 역할과 입

장을 공고히 하고 자존감과 의미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바탕으로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대

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설계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견디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교육을 통해 한정된 삶에 대한 인식을 거울삼아 비추며 살아나가

는 방안은 결국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정옥분(2013). 『영아발달』, 학지사 ; 황옥자(1994) 『불교아동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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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이란 여러 불교의식 가운데 불·법·승 삼

보에 대해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물

을 올리는 의식으로서, 불전佛殿에서 공양의식을 

행할 때에는 향을 비롯하여 꽃, 차, 등, 과일 등 다

섯 가지 공양물을 갖추고 오공양게五供養偈나 운심

공양진언運心供養眞言, 운심게運心偈 등을 독송하면

서 공양의 뜻을 알린다. 이때의 공양의식은 반드시 

마음을 돌려 참회하고 진실된 참회를 부처님 전에 

아뢰는 운심공양이 되어야 하며, 청정한 마음자세

를 갖추었을 때라야만 진정으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보살 전 공양의식 때 사

용되는 공양구란 스님들에게 올리는 반승飯僧 행사

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는 매우 중요한 법구法

具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여러 공양물들 가운데 향을 사르는데 쓰이는 향

완은 더럽고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향의 의미가 마

음의 때까지도 말끔하게 씻어준다는 의미로 확대

되어 마음 속 번뇌나 티끌을 불살라 정화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향로는 꽃과 마찬가

지로 남에게 기쁨과 평화를 베푸는 뜻도 담겨져 있

다. 따라서 부처님께 예경하기에 앞서 먼저 향을 

사르는 일은 사찰의 기본예절로서 일반화 되었으

며, 모든 공양구 중 언제나 중심부를 차지하는 향

완을 조성하는데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오는 불전佛前 향공양구 가

운데 가장 으뜸은 구연부口緣部 아래쪽에 “온 우주

에 존재하는 모두 함께 진리를 얻게 하기 위해 이 

향완을 만들었다(法界生亡共增菩提之願以鑄成靑銅香垸

一部)”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밀양 표충사 소장의 

고배형청동은입사향완(高杯形靑銅銀入絲香垸, 사진 1)

을 들 수 있다. 국보 제75호로서 국내에 전하는 고

배형청동은입사향완 가운데 조성시기(1177년 ; 大定 

17年)가 가장 빠르고 몸체와 받침대의 비율이 균등

하니 균형을 잘 이루어 생김새가 빼어나며, 그릇 

표면에 굵고 가는 은실로 새겨 넣은 문양 또한 마

치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활달하고도 섬세한 

필치가 돋보인다. 구연부 윗면에는 흘러가는 모양

의 구름무늬가 은입사 되어 있으며, 늘씬하게 아래

김창균┃미술학부 교수

供養具 중의 으뜸, 高杯形靑銅銀入絲香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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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표충사 소장 청동은입사향완,  1177년, 높이 27.5, 
         국보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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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넓게 벌어진 나팔 모양의 받침대에 펼쳐져 

있는 구름 속 용龍 문양은 사실적이고도 회화성이 

뛰어나다. 특히 받침대를 휘감고 있는 용 모습(사진 

1-1)은 가는 은실로 형태를 나타내되 눈동자와 몸

체 윤곽, 뿔, 배, 입부분의 갈기, 발톱 등에 굵은 은

실을 사용함으로써 꿈틀대는 듯 생동감이 넘쳐나 

금방이라도 구름을 헤치고 날아오를 것만 같은 느

낌을 준다. 

이렇듯 은실을 사용하여 회화성 넘쳐나는 문양을 

나타낸 기법의 고배형청동은입사향완은 삼성미술

관 리움 소장의 기축년명己丑年銘 흥왕사향완(興王寺

香垸, 사진2)과 통도사 소장 향향완(香香垸, 사진3) 등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1. 표충사 소장 향완 용 문양 펼친 그림

사진3. 통도사 소장 청동은입사향완, 고려, 높이 
33, 보물 제334호

사진2.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기축년명 청동은입
사향완, 고려, 높이 38.1, 국보 제214호

불교예술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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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사르나트(Sarnath, 녹야원)로 갔다. 릭

샤왈라(인력거 운전사)가 데려다 준 곳이 대각회

(Maha Bodhi Society)의 법당이다. 1931년에 지은 건

물인데, 좋다. 크게 지어놓았다. 그 초입에 아나가

리카 담마팔라(Anagarika Dhammapala, 1864∼1933)

의 동상이 서있다. 담마팔라는 대각회의 창설자인

데, 스리랑카 불교부흥의 아버지이다. 뿐만 아니

라, 근대 인도에서 힌두교도들로부터 불교성지를 

되찾고 보존하는 일을 했던 선각자다. 나는 무엇

보다도 그분이야말로 붓다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의 

정신을 잘 구현했던 분이라 생각한다. 

대각회 참배 후, 녹야원으로 향했다. 처음 왔던 

1999년 여름과는 달리, 더러 보수를 한 흔적이 보

인다. 곳곳에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고 있기도 했

다. 벌써 티벳불교도들은 다르마라지카 탑(Dharm 

arajika Stupa) 앞에 앉아서 독경을 하고 있다. 그들

은 깔고 앉을 천막 같은 것을 준비해 왔

다. 우리도 그 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를 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등잔

에 불을 밝혀 놓았고, 촛불을 켜 두었다. 

다메크 스투파(Dhamekh Stupa)로 갔다. 

역시 일군의 불자들이 스님의 인도 하에 

경을 읽는다. 태국분들인가 싶어서 보니, 

문자가 다르다. 나중에 물어 보니, 미얀

마에서 오신 불자들이라 한다. 그분들의 

독경이 끝나고, 나 혼자 합장하고 우리말 

『반야심경』을 한 번 왼다.

다메크 스투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또 

남방의 스님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수십 명의 불

자들과 함께 독경을 하고 있다. 모두들 경건하다. 

고마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의미에서인

지는 몰라도, 힌두교도도 시크교도도 녹야원에 들

어와서 참배(?) 내지 참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최초로 다섯 비구들에게 당

신의 가르침을 설하신 곳이다. 그러나 그것은 쉽

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설법으로 나아가기 전,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얻은 깨

달음에 대해서 내가 애써 설법을 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

신 것이다. 이는 허무이다. 쓸데없는 일이고, 소용

없는 짓이라고 하는 인식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

다. 의욕이 꺾이고, 풀이 죽는다. 나아가는 발걸음

이 아니라, 후퇴하는 발걸음이다. 

정히 불교의 위기이자, 중생의 위기가 아닐 수 

김호성┃불교학부 교수

함께 가보는 성지순례

녹야원, 권진勸進불교의 출발지

사르나트 녹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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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만약 그렇게 그 마음 그대로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면, 불교는 없었을 것이다. 많은 중생들

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되었

을까? 다 제 업業대로 살았을 것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업대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라, 우리가 추호의 수

행이나 반성도 없는 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라, 

조금도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조금도 무상無常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라, 그저 욕

망에 내 몸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라.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범

천(梵天, Brahma)의 권청(勸請, 권유)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부처님,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애써 

설해주신다면, 알아들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의懐疑는 악마로, 회의의 극복은 범천의 권청

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

다. 문학적 표현인데,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설법

을 하기 전에 회의가 있었고 그것을 잘 극복했다

는 이야기다. 

그야 어떻든지,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

처님께서 희망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그래도 내

가 열심히 설하면, 그 중에는 알아듣는 자가 있으

리라.”는 희망이야말로, 설하는 입장에 있는 자에

게는, 선생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마음이다. 이 마

음이 없으면, 선생 노릇은 못한다. 일본의 종교학

자 야마오리 테츠오(山折哲雄) 선생의 말처럼, ‘선

생은 언젠가 한 번은 제자에게 배반당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배반을 당한 이후, 다시 제자에게 믿음

을 줄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믿지 않고서는 스

승도 가르침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럴 때 스승의 마

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이다. “그래도 내 

제자들 중에는 내 뜻을 이해하는 자가 있으리라.”

는 희망 말이다. 

녹야원은 바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서 성립한 

성지이다. 전법륜轉法輪의 성지이며, 권진불교의 

성지다.(권진은 용맹정진을 권유한다는 의미이니, 전도, 

전법, 포교와 같은 뜻의 말이다. 출전은 『관무량수경』이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부처님의 법륜을 다시 굴

리고자 하는가? 여기 녹야원에서 깊은 반성의 염

念을 가져본다. 내가 전할 뿐 아니라, 나로부터 전

해 받은 법을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나로부터 

법을 받은 그)에게 일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법을 강조하는 분을 우

리 불교계에서는 잘 만나기 힘든 것 같다. 오해하

지 말기를…. 전법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

다. 전법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다. 다만 “당

신들 역시 내가 당신에게 전하듯이, 다른 사람에

게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전법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다. 

내 기억으로는 불광사의 광덕(光德, 1927∼1999)

스님이 그런 분이셨다. 전법을 무엇보다도 강조하

셨다. 그래서 지금 불광사의 불광연구원에서 내는 

논문집 이름이 『전법학연구』인데, 그 역시 깊은 의

미가 있는 이름이라 할 것이다. 

법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해

진 법이 다시 전해지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

이다.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가 되어야 한

다. 그것이 초전법륜의 정신인데, 그것은 다시 ‘전

도傳道의 선언’에 잘 나타나 있음은 주지하는 바가 

아닌가.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하나하나 

흩어져서 법을 전하러 가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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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기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 당시 승단에서 음

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다. 당

시 수행자들이 음식을 얻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걸

식乞食이었고, 부처님을 따르는 비구比丘 승단도 

걸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였다. 출가한 남성을 

비구라고 하는데, 이 ‘비구(bhikkhu)’라는 말도 ‘걸

식하다(bhikkhate)’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 먹는 모든 음식물은 일반인들이 만든 것

이므로 ‘사찰음식’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초기 불교

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심지어 『율장』에서는 주요한 금기 사항으로 ‘소

금의 휴대’를 꼽고 있는데, 걸식으로 보시 받은 음

식에 당시로서는 귀한 소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경

계하였다. 이는 조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간

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리라

는 개념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상윳타 니카야』(Saṃyutta-nikāya)에는 걸식에 대한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바라문 :  존자 고타마여! 나도 걸식자(bhikkha 

ka)고, 당신도 걸식자(bhikkhaka)입니

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 :  다른 이에게 걸식하는 것이 같다고 

해서 걸식자(bhikkhaka)인 것은 아니

다. 악취 나는 가르침을 따른다면 

걸식수행자(bhikkhu ; 비구)가 아니

다. 선행(puñña)과 악행(pāpa)을 버리

고 범행을 행하여 슬기롭게 세상에

서 살아가는 자야 말로 걸식수행자

라고 부른다.

이 내용을 곱씹어 보면 무조건 걸식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구가 아니다. 

걸식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

를 바라는 선행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악행을 

버리고 범행을 행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러한 마음

사찰 음식 테라피

안필섭┃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부드럽고 따뜻한 표고버섯토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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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을 가지고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수

행자의 조건이라면, 걸식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

을 가지고 수행을 행한다면, 수행을 유지하기 위

한 청정한 음식의 조리와 섭취는 문제 될 것이 없

을 것 같다. 즉, 음식의 조리와 섭취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행과 악행을 버리고 범행을 

행하는 마음가짐이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음식

을 준비하고 섭취함으로써 수행을 지속하는 것일

까?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

로, 여기에서는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자 한다.

언젠가 사찰음식의 조사를 하려고 경남 창원을 

방문했을 때, 도심 선원 한 곳에서 공양주 보살 한 

분을 만났다. 50대인 이 보살은 십 년째 공양주 소

임을 맡고 있었는데, 처음 소임을 맡게 된 계기는 

큰스님의 법문이었다고 한다. 다른 지방에 계시다

가 창원에 수행처를 마련하게 된 큰스님을 가까이

에서 모시게 되어 더없이 기뻤던 보살은 스님의 

법문을 빠짐없이 듣고 싶다는 염원으로 선원의 공

양주를 자임하였다고 했다. 부족한 실력은 틈틈이 

채워가면서 소임을 맡은 지 벌써 10년째, 먹는 이

를 항상 생각하면서 정갈한 공양을 준비한다. 그

러면서도 법문을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공덕도 바라지 않는다. 

특히 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더라도 먹는 이

를 고려하여 조리방법을 달리한다는 이야기를 듣

고 감동했던 기억이 난다. 공양주 보살은 평소에

는 칼칼한 음식을 선호하는 스님을 위해 청고추

를 사용하다가도, 스님께서 출타하시면 고추를 

빼고 조리한다. 또 좋은 표고버섯이 생겼을 때는 

주로 표고전을 부치지만, 이가 좋지 못한 큰스님

을 위해 표고를 잘게 다져 토란과 함께 부드러운 

탕을 끓여 곁들인다. 이처럼 상대방을 항상 배려

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적어도 이 공양주 보살에게 있어서 공

양이란 그저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공양을 받는 이와 함께하는 마음의 수행이라 

생각한다. 

표고버섯토란탕 만들기

①  토란은 껍질을 벗겨 소금으로 문지른 

후 씻는다.

②  냄비에 토란과 쌀뜨물, 소금을 넣고 토

란이 물러질 때까지 삶은 후 건져서 찬

물로 헹군다.

③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어내고 여섯 등분 

한다.

④  믹서에 들깨와 물을 갈아 들깨즙을 만

든다.

⑤  냄비에 토란과 표고버섯, 채수, 들깨즙

을 넣고 약한 불에 삼십 분정도 끓인

다.(채수는 무,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중간 불

에 한 시간 정도 끓인 후 걸러내어 만든다.)

⑥ 불을 끄고 죽염으로 간을 한다. 



귀의 삼보하옵고,

거룩한 삼보의 언덕, 한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이 누리를 비춥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위신력에 힘입어 개교한 동국대학교가 금년 건학 1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발현하고 학문의 이상에 도달하고자 정진하는 동국대학교는 세간을 평화와 행복누리로 

만들고자 하는 원력으로 ‘봉축연등’ 불사를 권선합니다.

함께 해주신 봉축연등불사는 무량대복전을 일구어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 권선합니다

※ 연등은 ‘가족등’으로 신청가능하며,   

    동참자는 1년 동안 축원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가능)

◆ 발원등 종류와 동참금

구 분 종   류 동참금

법
당
안

(1년등)

동국발전등(東國發展燈) 100만원 이상

동국인재등(東國人材燈) 50만원 이상

소원성취등(所願成就燈) 30만원 이상

가족행복등(家族幸福燈) 10만원 이상

영가등(靈駕燈) 10만원 이상

법당밖(30일등) 10만원 이하

  NO.                       연 등 신 청 서 영 수 증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NO.

주 소
자
택
□□□-□□□

연 락 처 ☎ 휴대폰
 성명 : 

발 원 등 동참금

입 금
계 좌

서울 : 신한은행 140-007-601532(예금주 : 정각원)
경주 : 신한은행 140-006-619051(예금주 :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창금              원

관 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납부일자 : 2016.    .    .

 지으신 무량대복은 학교
 발전으로 회향됩니다.

정각원
02)2260-3016~8

054)770-2016, 2924

소 득
공 제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