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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最大의 王室發願 불화

현재 전해지는 고려시대 불교회화 170여점 가운데 화기畵記가 남아있는 불화는 30여 점이다. 그러나 발원자發願者, 

시주자施主者, 화가를 알 수 있는 불화는 모두 23점에 불과하다. 이 23점의 불화는 왕실·무신 등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비롯하여 승려, 향도,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발원자와 시주자로 참여하여 왕실의 안녕과 

수명장수壽命長壽, 정토왕생淨土往生 등을 기원하며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함께 발원 조성한 것이다. 

23점의 불화 가운데 일본 카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는 왕숙비王叔妃가 발원한 유일한 왕실발원王室發願 불화로 숙비 

개인이 아닌 왕실의 안녕과 충렬왕 및 세자의 추선공양 등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미술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불화는 현재 화기가 남아있지 않지만, 1812년 9월 7일 카가미진자(鏡神社)를 방문한 과학자 타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가 

남긴 『測量日記』 기진명寄進銘에 의하여 1310년 5월 왕숙비를 발원주로 하여 왕의 지필묵紙筆墨의 수납을 담당하던 

액정국掖庭局의 종9품 관리인 내반종사內班從事 김우문金祐文과 함께 이계李桂·임순林順·최승崔昇 등 4인의 화가가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카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는 왕실발원 불화답게 관세음보살 형태의 위엄, 화려한 색채, 유려한 필선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문양 또한 정교하고 세련됨을 느낄 수 있다. 분홍빛 군의裙衣에는 몸체 전체에 귀갑문龜甲紋을 시문하고 좌우상하 

대칭되게 연꽃과 연잎을 표현하고 있으며 흰색 요의腰衣의 몸체에는 금니로 연꽃과 국화꽃 문양을, 단에는 흰색 바탕에 

토황색으로 채색한 연화당초문을 볼 수 있으며 관세음보살 팔에 걸쳐진 띠에는 보상화당초무늬가 매우 아름답게 

베풀어졌다.
[畵記]

畵成至大三年五月日 願主王叔妃

畵師內班從事金祐文翰畵直待詔李桂同林順同

宋連色員外中郞崔昇等四人

고승희 /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초빙교수, 미술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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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관음도 세부
군의 부분 : 귀갑무늬와 연꽃무늬

수월관음도 세부
요의 부분 : 연화당초무늬, 
팔띠 부분 : 보상화당초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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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괴慚愧

유교와 불교는 인간관이나 세계관이 서로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향점도 다르다. 그러나 공

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이다. 

『논어』에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러워할 줄 알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 ― 이라 하였고 나라가 

유지되는 네 가지 근본인 “사유四維”로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들고 있다. ‘부끄러움’을 유교에서는 도덕

성의 원천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의 하나로 중요시 한 것이다. 그래서 “몰염치沒廉恥” “파렴치破廉恥”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법률적 처벌 여부에 상관없이 그 행위자가 사람답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말로 쓰

인다. 인간다움의 근본 중 하나가 바로 부끄러움이라 하였던 것이다. 『맹자孟子』 는 이를 “수오지심羞惡

之心”이라 인간다움의 네 가지 기본덕목인 “사단四端 :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

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 하였다.  “수오지심”은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맹자는 말하였다.

이 “수오지심”과 같은 개념이 불교에서는 “참괴慙愧”라고 할 수 있다. 『구사론俱舍論』에서 ‘참慚’은 “스

스로를 살펴 스스로의 과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괴愧’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여 스스로의 과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하였다.

『중아함경中阿含經』 「참괴경慚愧經」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비구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랑과 공경을 해치느니라. 사랑과 공경이 없으면 믿음을 

해치고, 믿음이 없으면 바른 사유를 해치고, 바른 사유가 없으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해치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없으면 모든 근의 보호와 계의 보호, 뉘우치지 않음, 즐

거움, 기쁨, 쉼, 안락, 실다운 소견과 참다운 앎과 악을 싫어함과 욕심 없음과 해탈을 해치

며, 해탈이 없으면 열반을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참괴’를 해탈과 열반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華嚴經』 「정행품淨行品」에서는

“------ 마땅히 일체중생이 부끄러워함을 갖춰서 모든 근을 보호하기를 원할지니

 ------ 마땅히 일체중생이 부끄러워함 없음을 떠나서 대자비의 길에 머물기를 원할지

법수 스님┃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정각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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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수행을 함에 그 시작은 발심이고 발심은 참회懺悔로부터 시작된다. 그 참회는 바로 참괴라는 자신의 

과실을 부끄러워하는 근본 마음에 기초하는 것이다. 또한 이 참괴는 수행과정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 

발심하고 정진케하는 근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끄러움’은 수행자의 근본 마음이고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남을 속이고 법을 속이고 부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철스님도 임종게에서  

 “생평기광남녀군生平欺誑男女群 미천죄업과수미彌天罪業過須彌”

라고 까지 말씀하시어 수행자의 근본이 참괴요 참회임을 강조하시지 않았는가. 

『잡아함경雜阿含經』 「참괴경」에서 부처님께서

“내 오늘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는데 어떤 비구가 마

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미혹하고 어지러워 감관이 흩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도 역시 가

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 걸식하다가 나를 보자 곧 마음을 단속하였다. 그가 누

구인가?-------

착하고 착하다. 너는 나를 보고는 스스로 마음을 거두고 모든 감관을 바로 잡을 수 있었구

나. 비구여, 그것이 법이니 그렇게 하여야 한다. 비구를 보더라도 스스로 단속하여야 하고,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를 보더라도 그렇게 모든 감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늘 이익

과 안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어 

마음이 혼란하여 모든 감관이 흩어졌던 비구가 부처님을 뵙자 기쁜 마음과 함께 부끄러움이 들어 곧 

바로 마음을 바로하고 모든 감관을 바로 잡은 것을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다.

나는 매일 가사를 입고 부처님께 절을 한다. 아!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다.  

참괴慚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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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불교의 선구자로 현 세대에도 귀감이 되는 

호국성사 사명대사의 다례재가 10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되었다. 원래 

사명대사 성상 앞에서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태

풍 콩레이로 인한 우천 관계로 정각원 법당에서 

이루어졌다. 2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다례재는 

법고와 명종, 삼귀의례, 반야심경, 행장소개, 봉

행사, 추모 법어, 종사영반, 헌향 및 헌다, 십념, 

발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호국대성 홍제존자 사명대사(1544-1610)는 용

맹정진하여 확철대오한 도인이었지만, 임진왜란

으로 국가와 백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가사와 석장을 내려놓고 전장터에 뛰어

들어 나라와 백성을 구했다. 숭유억불의 시대였

지만, 대승보살도 정신으로 호국안민의 대의를 

실천하셨다.

동국대학교는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사명대사

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대승보살도 정신을 

본받아 진정한 호국불교를 실천하고자 다례재를 

봉행하였다, 

이사장 자광스님께서는 추모 법어에서 “동국대 

교정에 사명대사의 성상이 모셔져 있기에, 사명

대사의 열반일을 맞이해 동국 다례재를 봉행하고 

호국불교의 참뜻을 선양하고자 한다.”며 “부처님

께서는 『인왕경』에서 반야바라밀에 기초한 호법

으로써 진정한 호국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다. 

국가가 있고나서 종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에, 이번 다례재를 계기로 조국과 역사에 대해 다

시 한 번 되새겨보고 국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

자.”고 취지를 밝혔다.

유럽 대학과의 학술교류와 협정을 위해 출장 

중인 보광 총장스님을 대신하여 봉행사를 대독한 

김성훈 교무부총장은 “현대 물질문명사회에서 사

명대사의 호국정신과 그 실천의 가르침을 선양하

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사명대사의 호국정신

을 선양하고자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었다. 

사명대사의 대승보살 정신을 본받아서 진정한 호

국불교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사영반에 이어 헌향·헌다를 하면서 참석 대

중 모두는 사명대사의 호국안민의 대의를 이어받

아, 호법에 바탕을 둔 진정한 호국불교를 실현하

여 국가와 사회를 더욱 이롭게 할 것을 다함께 발

원하였다.

한편 사명대사 성상은 1968년 5월 11일 정부 

특집Ⅰ | 사명대사 다례재

호국대성	사명대사	동국	다례재를	봉행하면서	
호법	호국할	것을	발원하다

묘주 스님┃서울 정각원장

주도로 동국대 중문 앞에 건립되었다. 당시 덕산 

이한상 거사가 600만원을 기부했고, 송영수 선

생이 조각하고, 이희승 선생의 발문을 서예가 김

충현 선생이 써서 새겼다. 동상 제막식에는 박정

희 대통령 부부와 국회의장, 조계종 종정 고암스

님 등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사명대

사님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이후 (사)사명대사기

념사업회 등에서 매년 6월초마다 추모식을 봉행

해 오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올해 5월 11일에 사명대사 

동상 건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추모식을 가

졌다. 또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자, 

올해부터 열반일인 음력 8월 26일 408주기 추모 

다례재를 시작으로 매년 여법하게 봉행하기로 하

였다.

 ※   아래 발원문은 다례재에서 참석자 모두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한 내용입니다.

시방과 삼세에 가득한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호국대성 사명대사 동국 다례재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호법 호국할 것을 일심 발원하옵니다.

국가가 있고나서 종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진정한 호국불교의 전통을 잘 이어서 현대

사회에 기여하고 불교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의 원천이시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부모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듯이, 보편적인 바른 진리를 

잘 알아야 국가와 민족에 대한 호국안민의 대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법을 보호하고 실천하며, 호법에 바탕을 둔 진정한 호국불교로써 사회를 이롭게 하겠습

니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현대사회의 탈종교화 상황에서 부처님 혜명을 잇고 널리 전

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귀한 진리를 잘 공부하고, 반야바라밀에 기초하여 마음 수행을 하

고, 대승보살의 길을 가겠습니다. 

연기, 중도사상의 높은 진리를 실천하여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

는 불국토를 건설하겠습니다.

방편을 통하여 진실에 도달하는 법이기에, 각자의 직업을 훌륭한 방편으로 삼아서 복을 짓

고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남산 동악을 항상 큰 빛으로 비추어주시는 부처님!

저희들의 호법 호국의 발원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크신 가피를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호국대성 사명대사 동국 다례재를 봉행하면서 호법 호국할 것을 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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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이하 ABC사업

단)은 2018년 10월 5일 국회도서관에서 “『석보상

절』 주해본 완간의 의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기조강연을 포함한 6개 주제가 

발표되고 논의된 이 학술회의는 불교학과 국어학

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ABC사업단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

불교조계종·동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2012년 

3월부터 『석보상절』 총 24권 가운데 현존하는 10

권(권제3·6·9·11·13·19·20·21·23·24)에 대

한 주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석보상절釋譜詳節』(보물 제523호)은 석가모니 부

처님의 생애와 주요 설법을 한글로 편찬한 최초

의 책이다. ‘석보’는 석가모니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조선전기 세종 28년(1446) 소

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 심씨가 죽자, 세종은 

그 명복을 빌기 위해 둘째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에게 불교 서적을 참고해 석가모니 일대기를 

한글로 편찬하게 했다. 세종은 이 『석보상절』을 

읽고 즉위 29년(1447)에 찬가讚歌를 지었는데, 이

것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월인천강지

곡’은 부처가 태어나고 교화한 자취를 칭송한 노

래라는 뜻이다.

『석보상절』의 가치는 이웃나라 일본에도 알려

져 있다. 일본인 가와세 유키오(河瀨幸夫)는 일본

어판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세종이 지은 불

교 찬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한 ‘월인석보月印釋譜’ 등 남

아 있는 우리 고문헌에서 『석보상절』의 사라진 조

각들을 찾아냈고, 7년 여 작업 끝에 2013년 요코

하마의 학술 전문 출판사 슌푸샤(春風社)를 통해 

일본어판 ‘석보상절’을 완간했다. “석보상절은 아

시아 불교의 천년을 들여다보는 창窓과 같다. 중

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보물

이다.”라는 그의 지적만으로도 『석보상절』이 지

닌 역사적, 문헌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석보상절』은 불교가 탄압받고 소외받았

던 조선전기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와 함께 

편찬 되어 그 가치와 위상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

은 건국과 동시에 유교입국儒敎立國의 기치를 내

세우고 불교를 탄압하였다. 종파와 공인사찰을 

축소시키고, 토지와 노비조차도 국가로 귀속시

켰다. 세종은 재위 11년(1429) “부녀자의 사찰寺刹 

출입과 승려의 과부집 출입 금지” 등의 금령禁令

을 광화문 등에 내걸자는 사헌부의 계청啓請을 허

락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불교가 지닌 유구한 전

통과 종교적 가치까지 탄압하고 소외시킬 수는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익

혔지만, 오랜 세월부터 형성된 정서적 DNA는 불

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해불전 

간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세조조차도 즉위 후 

양녕대군에게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이 양무

제梁武帝와 비교해 어떻습니까?”라고 물을 정도

로 호불군주護佛君主였다. 더욱이 1447년(세종 29) 

왕위에 등극하기 전 신미信眉, 김수온金守溫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남제南齊의 승우僧祐가 편찬한 

『석가보釋迦譜』와 당唐의 도선道詵이 편찬한 『석

가씨보釋迦氏譜』를 참조하여 새롭게 『석보상절』을 

편찬하고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석보상절』 전편全篇은 모두 24권으로 추정되

지만, 아쉽게도 현재 10권만이 남아있는 실정이

다. 현전하는 원간본으로는 국립도서관 소장의 

권6, 권9, 권13, 권19, 동국대 도서관 소장의 권

23, 권24, 호암미술관 소장의 권20, 권21이 있

다. 특히 국립도서관 소장의 4책은 본문과 난상

欄上에 묵서로 교정까지 되어 있어서, 이 책 간년

의 추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구리로 주조된 한자 활자[갑인자甲寅字]와 한글 활

자로 인쇄된 활자본이다. 책의 내용은 석가족의 

연출緣出로부터 석가모니의 전세 이야기, 그리고 

현세에서의 석가모니의 탄생, 성장, 출가, 성불, 

멸도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와 석가모니 사후

의 경률經律의 결집結集, 불법佛法의 유포 등에 관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아미타경阿彌陀經』, 

『약사경藥師經』, 『법화경法華經』, 『지장경地藏經』 등 

석가모니가 설법한 주요 불경 내용이 석가의 일

대기 속에 함께 실려 있어 기존에 중국에서 편찬

되었던 『석가보』 등과 편찬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 

준다.

유려한 문장을 자랑하는 이 책은 풍부한 어휘

와 최초의 국문활자본 등으로 그동안 국어학 분

야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91년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한글

고전역주사업계획’에 의해  『석보상절』의 역주본

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역주는 『석보상

절』이 담고 있는 국어학적 관점에서는 일정한 가

치를 인정받았지만, 불교학적 이해와 분석은 매

우 소홀하여 미완의 성과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

다. 

『석보상절』의 편찬순서는 팔상도八相圖·도솔

래의兜率來儀·비람강생毘藍降生·사문유관四門遊

觀·유성출가踰城出家·설산수도雪山修道·수하항

마樹下降魔·녹원전법鹿苑轉法·쌍림열반雙林涅槃

의 순서를 따랐다. 이와 같은 서술 구조에서도 보

이듯이, 『아미타경阿彌陀經』·『법화경法華經』 등 주

요 불교 경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의 이야

기 속에 함께 편재되어 있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온전한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번

역과 이해를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춘 다음에 국어학적 해독이 더해져야만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교학의 토양를 제

공하여 『석보상절』의 이해를 풍성하게 넓혀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주해 작업을 시도하였다. 『석

보상절』 주해는 불교학과 국어학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술적인 전문성을 담아내는 동시

에 알기 쉬운 현대 국어로 풀어쓰기를 하였다. 그

리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

기 쉽게 『석보상절』의 불교학적 의미와 가치를 규

명하는 동시에 최근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 역시 

반영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석보상절』 주해본은 

언해불서의 표준 자료화, 불교문화의 보급, 나

아가 한국학의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어 학제 간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에까지 그 의미를 더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석보상절』 주해본은 ‘훈민정

음’문자문화의 교육 자료로서, 국어교육적인 활

오경후┃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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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석보상절』은 우리글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처음 간행된 산문집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언어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으로, 『훈민

정음』 언해본·해례본과 함께 중세국어 강독의 기

본 텍스트가 바로 『석보상절』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석보상절』은, 그 본연의 가치

와 달리 사회적 주변 여건들에 의해 점차 주목받

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국어 교육의 현실

과 함께 종교적 문제가 은연중 개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보상절』이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

처님의 일생과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기에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하여 부담스러운 존재

가 된 것이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에

서 마야부인 전생담인 녹모부인의 이야기에 이르

기까지,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기에 

그 문장 표현이 풍부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스토

리텔링의 불교문화 콘텐츠이기도 하다. 또한 부처

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담고 있으므로, 불교경전 

언해본의 기본 어휘 용례집의 기능이 되기도 한

다. 종합해 보면 『석보상절』은 15세기 모든 언해본

의 기본 어휘집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점에도 점점 외면당하는 『석보상절』의 

현실은 우리에게 그것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

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석보상

절』을 활용한 국어와 문학의 연계 교육 방안을 간

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국어교육과 『석보상절』의 활용

『석보상절』은 국어교과 국어사 ‘(중세국어)문법’ 

교육에서 주로 학습되어 왔다.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는 국어지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국어사이다. 하

지만 국어 교육 전체에서 국어사 교육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

른 문법 교과서에서 국어사를 ‘부록’으로 처리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에게 유익함과 함께 흥미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학습자에게 국어지식의 습득과 함께, 단순 암기식

용가치가 대단히 많은 문헌일 뿐만 아니라 스토

리텔링에 기여할 만한 풍부한 불교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석보상절』 주해본은 불

교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석보

상절』 불교 및 국어주해를 위해 정승석 원장을 중

심으로 약 50여 명의 국어학·불교학 관련학자

들이 참여하여 주해뿐만 아니라 윤독회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헌이 

지닌 특수성과 난이도를 감안한다면 지식과 재주

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석

보상절』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학자로

서의 사명감, 학문의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주해본을 완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

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의 관심과 후

원이 디딤돌이 되었다. 이들 관계기관의 지원은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독자적 전통을 자랑

하는 문화강국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석보

상절』 주해본 간행사업은 어쩌면 수많은 국가지

원 사업가운데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

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우수하다는 자

부심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물질적 성과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업적을 쌓은 것이다. 더욱이 

불교학의 중심지인 동국대학교의 정체성과 학문

적 발전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은 『석보상절』에 이어 

『월인석보月印釋譜』에 대한 국어 및 불교주해 작

업 역시 진행하고 있고, 언해불전에 대한 지속적

인 현대어 풀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동국대학

교 불교학술원은 앞으로도 한국불교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한국

불교에 기초한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대중화

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효신 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석보상절』과	국어교육✽

특집Ⅱ | 석보상절 주해본 완간 『석보상절』과 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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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한 대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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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자의 입장을 통해 나와는 사유의 다양성과 

동시에 그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배울 수 있다. 따

라서 『석보상절』이야말로 유익성과 흥미성을 다 

갖춘 문헌으로, 문학과 국어사 연계 수업에 가장 

적합한 교재라 할 수 있다. 

2.2 문학과 국어사 연계 수업 방안

문학작품과 연계된 국어사 수업의 기대 효과는, 

중세국어 어휘의 사전적 정의 및 형태, 통사적 특

징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그 텍스트의 주제를 통

해 사유의 힘을 기르는 데 둘 수 있다. 『석보상절』

의 다양한 이야기 구성은 〈녹모부인 이야기〉, 〈인

욕태자 이야기〉처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

생 전체 내용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한 대화의 예

시만으로 위 (1)에 언급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

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아래 (2)는 야수다라와 목련존자의 대화 중 한 

대목이다.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인 라후라를 출가

시키고자 목련존자에게 가비라국으로 가 그를 데

려오라는 명을 내린다. 그 사실을 안 부처님의 부

인인 야수다라는 방문을 잠근 채 숨어버린다. 그

러자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방에 들어가, 라후라

가 출가하여 도를 깨쳐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며 

그녀를 설득하고자 한다. 그러나 야수다라는 그것

에 수긍할 수 없는, 본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

한다.

(2) 耶輸ㅣ 니샤 如來 太子ㅅ 時節에 나 

겨집 사시니 내 太子 셤기 하 셤기

 야  번도 디만 일 업수니 妻眷 외얀 

디 三年이 몯 차 이셔 世間 리시고 城 나마 逃亡

샤 車匿이 돌아 보내샤 盟誓샤 道理 일워

 도라오리라 시고 鹿皮옷 니브샤 미친 사 

티 묏고래 수머 겨샤 여슷  苦行샤 부텨 

외야 나라해 도라오샤도 올아 아니샤 아

랫 恩惠 니저 리샤 길  사과 티 너기시

니 나 어버 여희오 그 브터 사로 우

리 어 아리 외고 입게 외야 人生 즐거 

디 업고 주구믈 기드리노니 목수미 므거 거실

 손 죽디 몯야 셟고 애왇븐 들 머거 갓가

로 사니노니 비록 사 무레 사니고도 즁
마도 몯호다 셜 人生이 어딋던 이 니 이

시리고 이제  내 아 려 가려 시니 

眷屬 외셔 셜 일도 이러쎠 【眷屬 가
시며 子息이며 죵이며 집 사 다 眷屬이라 

니라】 太子ㅣ 道理 일우샤 걔 慈悲호라 
시니 慈悲 衆生 便安케 시 거시어늘 

이제 도  어 아 여희에 시니 

셜 잀 中에도 離別 니 업스니 【離別은 여흴 

씨라】 일로 혜여 보건덴 므슴 慈悲 겨시거뇨 고 

目連이려 니샤 도라가 世尊 내 들 펴

아 쇼셔. <6:4ㄱ-6ㄱ>   

[풀이] 야수다라가 이르시기를, “여래께서 태자

였던 시절에 나를 아내로 삼으셔서, 내가 태자 섬

기기를 하늘같이 하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

으니, 가족이 된 지 3년이 채 되지도 못해서 세간

을 버리시고, 성을 넘어 출가하시어, 차닉이를 돌

려 보내시고, 맹세하시기를 ‘도리를 이루어야 돌

아올 것이다’라고 하시고, 사슴가죽으로 된 옷을 

입으시고, 미친 사람같이 산골에 숨어 지내시어 6

년을 고행하시어 부처가 된 다음에 나라에 돌아오

셨어도, 나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아 옛날의 은혜

를 잊어 버리시고 길에 다니는 사람과 같이 여기

셨습니다. 나는 부모를 여의고 남에게 붙어 살되, 

우리 모자가 외롭고 고달프게 되어, 인생에 즐거

이 아닌 참여 학습을 통해 스스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1) 바로 문

학과 국어의 연계 수업이다. 

  

2.1  문학과 국어사 수업의 유의점

통합적인 연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실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국어와 문법 수업

의 학습 내용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교육부고시제2015-

74호)의 국어사 교육이 포함된 문법과 문학의 교

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1)과 같다. 

(1 가) 국어사

국어의 변화를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의 세부 사

항을 자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사용하며, 시기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한다.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되,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

점을 둔다.

(1 나) 문학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기를 지도할 때에

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인물, 집단, 세계 등과 

관련된 작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수용과 생산 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1가)는 국어사 교육 측면으로, 학습자의 부담

을 줄여주기 위해 그 텍스트의 시기를 중세 국어

와 현대 국어로 한정하여, 쉽게 전급할 수 있는 널

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나)의 문학 교육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인물 등에 대한 작품으로 다양한 삶의 이해

도를 높이는 학습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문학 작품과 연계된 국어사 수업의 그 기

대 효과는, 중세국어의 어휘의 사전적 정의 및 형

태, 통사적 특징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그 텍스트

의 주제를 통해 사유의 힘을 기르는 데 둘 수 있

다. 

『석보상절』은 비록 불교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

다 하더라도, 이야기 형식의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그 가족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종의 설화 및 

전기집이다. 여기에는 부처님 생전의 이야기를 다

룬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 〈라훌라의 

출가 이야기〉, 〈우전왕의 불상 조성이야기〉, 〈석

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이야기〉, 〈사리탑 공양 이

야기〉, 〈법장 결집 이야기〉, 〈도리천위모설법 이

야기〉 및 마야부인 전생 설화인 〈녹모부인 이야

기〉, 부처님 전생 설화인 〈인욕태자 이야기〉 등등

이 나온다. 

주인공이 겪는 우여곡절의 서사 과정은 긴장감

으로 흥미를 유발시키고, 인과법 또는 인연법 테

두리에서 담고 있는 도덕적 교훈은 선 지향의 삶

으로 이끌어준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대립하

1)   장윤희(2002)에서는 고전문학 해석에서 잘못된 국어사 지식으로 범해지는 오류들을 제시하여, 그것들을 동시에 

병행해야만 국어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짐을 강조하고 있다.

특집Ⅱ | 석보상절 주해본 완간 『석보상절』과 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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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설명을 해 준다.

 

④	대우법의	실현	양상 

주로 ‘쇼셔’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체대우법

(-시-), 청자대우법(--), 객체대우법()의 3가

지 양상이 다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目連이 려 니샤’에서 나타나듯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대우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기 편찬자 세조는 저경의 경우와 달리 목련

존자보다는 야수다라를 상위자로 서술하고 있다. 

만약 저경의 ‘白目連曰’을 그대로 옮겼다면, 존칭 

동사인 ‘다’로 ‘보’의 활용형이 실현되어야

만 하지만, 여기에서는 ‘니다’의 ‘니샤’로 표

기하고 있다. 

  

⑤	어형의	형태적	분석  

‘애왇븐’은 ‘한스럽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어형은 접미사 ‘--’가 결합한 파생어

로 보이나 그 어근인 ‘*애왇-’이 나타나지 않는

다. 다만, 이와 같은 계열로 추정되는 ‘애와티-/애

와치-’가 『두시언해』 초·중간본 등에 나타나는

데, 명사 ‘애(勞心)’에 강세접미사 ‘-왇()-’이 결

합한 후 사동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

이다. 따라서 ‘애왇븐’은 ‘애왇-’에 접미사 ‘--’

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고 

1995:85 참조)

  

⑥	현대어와	연계한	의미	추측 

‘갓가로’, ‘외고 입게 외야(=외롭고 고달프

게 되어)’처럼 현대어와 연계하여 사전적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어휘들과 현대어와 그 의미 영

역이 다른 어휘 ‘셜(=독한)’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디만 일(실수), 외얀 디(된 지), 

손(손수), 무레(무리에), 즁마도(짐승만도), 걔

(자기가), 도(도리어)’ 등 그 어형과 의미에 대한 

분석과 소급 작업을 시도해 본다. 

3. 맺음말

이상에서 『석보상절』을 활용한 국어교육 방

안 중에서 문학과 국어사의 연계 수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석보상절』의 협주 문

형들의 풀이 구조에 대한 재검토는 또 다른 작

업 결과물을 이룰 수 있다. 특히 ‘마하파자파

티’(대애도大愛道)에 대한 협주해석은 편찬자의 

고의적인 오류로 보여 눈길이 간다. “大愛道ㅣ 

摩耶夫人ㅅ 兄니미시니 양 摩耶夫人만 몯
실 버근 夫人이 외시니라”(대애도는 마야부

인의 언니이시니, 모습이 마야부인만 못하시므로 둘

째 부인이 되었다)<6:1ㄱ-ㄴ>로 나오는데, 이것

은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불교문헌에서 대애

도는 마야부인의 여동생으로 나온다. 그러나 

석보상절의 편찬자는 대애도가 ‘언니지만 얼

굴이 동생 마야부인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정

반왕의 둘째부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것

은 <용비어천가>의 형식에서 나타나듯,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그 가치를 높

이려 한 측면과 연결된다. 즉, 장자가 아닌 삼

자였던 부친 세종의 정당성을 강조한 아들 세

조의 효심이 작용한 듯 보인다.

덧붙여, 『석보상절』에 등재된 풍부한 어휘와 

상세한 협주해석을 바탕으로 15세기의 국어사

전과 불교사전으로서도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다. 

 

운 뜻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목숨

이 중요한 것이어서, 직접 죽지 못하여 독하고 분

한 마음을 먹어 독하게 살아가니, 비록 사람의 무

리에 살지만 짐승만도 못합니다. 인생에 고통스러

운 일이 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

습니까? 이제 또 내 아들을 데려 가려고 하시니, 

가족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일도 이럴 수 있겠습니

까? 【권속眷屬은 아내와 자식과 종과 집안 사람을 

다 권속이라 한다】 태자는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

가 자비롭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중생을 편안하

게 하는 것인데 지금 도로 남의 어미와 아들과 여

의게 하시니 고통스러운 일 중에서도 이별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별離別은 여의는 것이다】 이

것으로 헤아려 보면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하고 

목련에게 이르시기를, “돌아가서 부처님께 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2)

먼저, 문학 수업과 연계한 방식이다. 위 예문에 

대한 전후 상황을 제시해 준 뒤, 화자의 심경에 대

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그러면서 본인

과 다른 상대방의 견해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

며, 그것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해 준다. 그 후, 각자가 의미 있다고 판단

되는 문장을 선택하여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한다. 

 

①	문장	선택

“太子ㅣ 道理 일우샤 걔 慈悲호라 시니 

慈悲 衆生 便安케 시 거시어늘 이제 도

  어 아 여희에 시니 셜 잀 

中에도 離別 니 업스니 일로 혜여 보건덴 므

슴 慈悲 겨시거뇨”(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가 자

비롭다 하시니 자비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인데 지

금 도로 남의 어미와 아들을 이별하게 하시니 고통스러운 

일 중에서도 이별 같은 것이 없으니, 이것으로 헤아려 보

면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②	위	주제(자비)에	대한	생각	나누기	

야수다라가 “자비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중생들을 편안하게 함은 무엇

을 말하는가? 어머니이자 재가자인 야수다라의 

입장과 출가수행자인 부처님 견해의 차이는 어디

에서 비롯되는가? 

  

③	주제	범위를	확대하여	생각해	보기(	종교에	

귀의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종교를 가지는 목적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데 있다고 한다. 그렇

다면 나의 편안함과 상대방의 편안함은 다른가? 

같은가? 

다음, 국어사 수업과 연계한 방식이다.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과정을 거친 후, 학습자 스스

로 문장 분석을 해 보게 한다. 그 후 제시문의 대

우법3) 실현 양상과 15세기 국어의 어휘들에 대한 

2)   김성주(2017:53-59) 참조. 

3)   대우법은 학자에 따라 경어법, 존대법, 공대법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필자는 “말할이가 대인 관계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것”이 대우법이라는 서정수(1884, 1994)의 주장을 지지한다. 높낮이의 기준이 아니라 그에 

알맞은 말로 상대방을 대우를 하는, 말의 예법이 바로 대우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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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결정

적 살해 동기는 ‘무시 받았다’는 분노에서 비롯되

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살인자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게임비 1,000원을 돌려받지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했다. 범인은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에 수 십개의 칼자국을 남겼다. 분노

를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폭발적으로 분노하

는 분노조절장애인 것이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

원시켰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도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남편도 모두 분노범죄에 의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914건 가운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

지른 사건이 39.1%로 집계되었다. 분노 살인이 하

루에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개인의 문제인 것처

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한

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인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경전에 다양하게 있는

데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인욕이다. 상대가 분노

로 타오르고 있을 때 바른 인욕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분노에 대한 인욕은 

자기 자신과 상대를 잘 보호하는 것이다. 더 나아

가 자신과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

의 분노에 다시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는 점차 커

져서 서로에게 큰 해를 만들 수 있다. 

인욕은 상대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자신과 상대를 위하여 참는 

것이 인욕의 본성이다. 제석천(Sakka)이 아수라

(Asura)왕을 묶어 출입문 곁에 두었는데 아수라

왕이 제석천이 드나들 때마다 욕을 하고 화를 내

었다. 제석천은 마냥 참기만 하자 천신들은 제석

천이 아수라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

다. 제석천은 대답하였다. 

“두려워해 참는 것 아니고  또한 그 힘

이 모자람도 아니다.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상대하겠는가?” 

상대가 두렵거나 힘이 없어서 인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큰 힘을 가졌으면서 열등한 자

에게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참음이 된다. 힘이 없이 어떻게 참을 

수 있으랴.”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다. 

“나보다 센 이에게  참는 것 그것은 두

려워서 참는 것이요

안양규┃불교학부 교수

분노조절	장애와	인욕

내 마음의 금언 

15

내 

마
음
의 

금
언 

나와 같은 이에게  참는 것  그것은 다

투기의 참는 것이며

나보다 못한 이에게  참는 것 그것은 

최상의 참음이다.”

최상의 인욕은 적대자가 나보다 더 약하여 공

격하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참

는 것이다. 분노를 유발하는 약자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인욕이라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인욕은 분노를 인내하며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불의不義 및 불선不善의 행위를 당

하더라도 분노로 갚지 말라는 것이다. 도적이 

무고한 나의 손발을 날카로운 톱칼로 하나씩 절

단하더라도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내지 않을 때 

비로소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대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

았는데도 상대방이 비방하게 되면 쉽게 분노하

게 된다. 내가 베푼 선의에 대해 악행으로 되받

으면 우리는 울분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러

나 붓다는 미워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가르친다. 

바른 인내, 즉 인욕은 분노의 마음이 사라져야 

가능하다. 

『부루나경富樓那經』에 부처님의 제자인 부루나

가 인욕의 좋은 본보기로 묘사되고 있다. 서방西

方의 수로나輸盧那 사람들이 면전에서 거칠고 모

질며 심한 말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해도, 손이나 

돌로 때리지는 않는 것을 생각하며 부루나는 수

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고 생각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손이나 돌로 때린다

면 마땅히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비록 손

이나 돌로 나를 때리지만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만

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저에게 해를 

입힌다고 해도, 비록 칼이나 몽둥이로 내게 해를 

입혔지만 죽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

고 대답한다. 

“세존이시여, 만일 서방의 수로나 사

람들이 혹 저를 죽인다면, 저는 ‘모든 

세존의 제자들은 몸을 싫어하여 혹 칼

로 자살하기도 하고 독약毒藥을 먹기

도 하며 노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몸을 던지기도 한

다. 저 서방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썩어 무너질 나의 

몸을 조그마한 방편으로써 곧 해탈하

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대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자신

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분노가 활활 타오

른다. 말로 모함하고 비방하면 더 참기 어렵다. 

부루나는 아직 욕설에 머물고 손이나 돌로 자

신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며 참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

며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감사해 한다고 인

욕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상대방이 어떠한 해

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심지어 죽일지라도 미

워하지 말고 좋게 생각할 수 있다면 최상의 인

욕을 완성한 것이다. 인욕은 미움에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

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인욕을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악행을 

인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분노로 대하게 

된다. 상대를 향해 인욕하지 않으면 상대를 향

해 폭력적인 공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분노조절 장애와 인욕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불교는 ‘배움’의 종교이다. 단순하게 믿는 종교는 아

니다. 하지만 믿음이 등한시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은 아니다.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삼귀의三歸依와 오계五戒의 수지’가 요구된다. 

삼귀의는 ① ‘부처님’과 ② ‘부처님의 가르침’과 ③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청정한 스

님들’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오계는 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② 남의 것을 허락없이 취하지 않으

며, ③ 거짓말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고, ④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성윤리를 지키고, ⑤ 술이나 마

약을 멀리하는 깨어있는 삶을 지킨다는 맹세와 실천을 말한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맹목적이거나 이기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불교는 ‘배움’의 종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올바른 믿음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배움이 먼저일 수도 있고, 믿음이 먼저

일 수도 있다. 배움을 통해 흔들림 없는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고, 믿음을 통해 배움으로 

나아가 흔들림 없는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 가도 된다.

하지만 불교는 단순한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믿음(信)’, ‘배움(解)’, ‘실천(行)’, ‘경험

(證)’의 단계로 올바른 믿음을 성취하게 한다. 신해행증을 통해 성취된 믿음을 ‘무너지지 않는 믿음’, ‘흔

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는 믿고, 배운 바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실천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결과

가 나와 남에게 두루 퍼지게 된다. 

그럼 왜 불교는 단순하게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배우고, 실천하고, 경험할 것을 요구할까. 불교

를 믿는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단순히 불교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불자佛子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면 불교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 

‘불자’는 고대 인도어인 빨리어로 ‘붓다뿟따(buddhaputta)’라고 한다. 한자로는 ‘佛子’라고 쓴다. 의미

는 ‘부처님의 아들/자식’이다. 그래서 불자는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자란 ‘자

라나서 붓다가 될 사람’이란 의미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잘 자라나서 독립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부처

님의 대자대비로 잘 배워 장차 부처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불자가 갖는 의미이다. 그

불심의 창

이필원┃파라미타칼리지 교양기초교육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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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우리는 ‘나는 부처님 자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힘이 들고 의지하고 싶을 때 

부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해도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감싸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부처님은 언제

나 나를 크나큰 자비로움으로 감싸안고 계신 존재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렵고 공포가 일어나면 

자신 곧 부처님을 떠올리고, 그 가르침을 떠올리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을 떠올려라. 그러면 곧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혹은 유혹에 흔들릴 때 부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어렵

지 않게 극복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나는 부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갖고 있는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아들인 라훌라에게 주신 유산이 있다. 그 내용은 7가지 보물

이다. ① 믿음 ② 계율 ③ 양심 ④ 부끄러움 ⑤ 다문(많이 배움) ⑥ 보시 ⑦ 지혜이다. 

이 일곱 가지를 잘 지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부처님의 자식인 것이다. 자식은 유산을 물려

받는 존재가 아닌가. ‘부유함의 경’에서는 “무엇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입니까?”라는 질문에 부처님

께서는 “믿음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이다”라고 답하신다. 

부처님께서 정등각을 성취한 뒤, 전법을 선언하실 때 “불사의 문이 열렸다. 낡은 믿음을 버리고 귀 있

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그 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우리는 불사 즉 죽음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노잣돈의 경’에서는 ‘믿음이 노잣돈’이란 가르침이 

나온다. 곧 믿음이 불사의 세계, 올바른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사용되는 노잣돈이란 의미이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불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 믿음을 잘 가꾸어 부처가 되는 자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믿음을 잘 가꾸는 것이 ‘배움(다문)’이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한다.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 부

처님이 하신 행동, 말씀, 생각을 내가 따라 배워야 한다. 자식이 부모님을 따라 행동하면서 성인이 되

듯이,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서 부처의 길을 가야 한다. 부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부처의 행(佛

行)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하는 불자가 되는 것, 이것이 불자가 지녀야 할 신앙의 기본이 아

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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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15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지수를 나타냈다. 다른 나라 아동들과 달리 한국의 아동들이 이와 

같은 불행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원인으로는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원, 선행학습으로 

인한 중압감에 우울, 가족과 또래 간의 갈등까지 겹쳐있어 아동이 짊어져야 할 과업이 점차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4, 11, 4). 이러한 아동의 불행한 심리상태는 우울·불안 등과 같은 정서문제

와 공격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

키기 쉽다. 

그러한 사회적 부적응의 대표적인 하나로 자살의 경우, ‘건강통계 2015’에 따르면, 10~19세 아동·

청소년 평균 자살률이 OECD 상위 20개 국가 중 여학생은 2위, 남학생은 18위의 참담한 조사결과를 나

타냈다. 실제, 한국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목되는 ‘자살’과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해본 결과, 9세~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고, 해당 응답자의 1/4이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 독립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아동기의 경우,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불안으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

욱 주지해야 할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계층의 아동보다 사회·정

서적인 어려움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학습부진, 비행, 가출, 범죄 등의 환경에 처할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영향과 조건은 인식 주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므로, 아

동 스스로의 스트레스 대처 기재와 같은 내적요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한동안 이러한 내

적 요인 중 높은 자존감이 정서적 고통을 덜 보이며, 우울에 덜 취약하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가 생겨도 나쁜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실패를 객관

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어기제가 작용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자존감의 한계를 보완하며 건강한 형태의 자기 수용으로서 내면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자비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자기자비는 2500년 전통의 불교 사상에서 기인한 용어로 고통을 겪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열린 마당

동원 스님┃사회대학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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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건강 괜찮아 ― 특효약은 “자기자비(Self-Compassion)”

되었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돌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기자

비의 연구는 동서양의 이론과 기법을 접목하려는 시도와 함께 최근 들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비慈悲는 ‘한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비의 마음은 다른 사

람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알아차려주면서 그들의 고통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를 염원하는 태도

를 말한다. 즉,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스

스로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기자비는 자신의 부적절함 또는 다양한 결점 때

문에 스스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대신, 실패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친절하고 이해하는 

애정어린태도로 임한다. 이와 같이 자기자비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용서하고, 자신의 한계와 불완

전함을 수용하며,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과 연결된 느낌을 

주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든다.

따라서 자기자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

고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으로부터 안

정된 상태로의 회복을 돕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자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온함의 경험은 외부로부

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시작된 자기자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 정서지능, 사회적 연결감이 높

게 나타났으며, 자기자비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비판, 우울, 불안, 반추, 사고억제, 완벽주의, 섭

식장애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 

긍정적인 정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자기자비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막는 역할뿐

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자원으로서 긍정적 정서를 확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자

기자비를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불교계와 학계의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한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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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필섭┃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행위로	결정된다

배금주의(拜金主義, mammonism)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흔히 ‘황금만능주의’라고도 불렀던 이

러한 사고방식은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킨 최악의 

단점이라고도 한다. 즉, 단순히 인간 행동의 결

과물일 뿐인 상품, 화폐, 자본 등이 숭배의 대상

이 되어 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모든 가치를 

그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해져서 사회적 변혁이 심한 한

국 사회는 그야말로 배금주의가 시대를 대표하

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배금주의가 위험한 것은 돈이 있고 없

음에 따라 강자와 약자가 나뉘고, 강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하여 또 다른 돈을 벌어들이기 위

해 사회 정의나 윤리는 도외시하는 풍조가 만연

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나 사회는 몇몇 

소수의 전유물이 되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팽배해져 종

국에는 사회가 몰락해버리게 된다. 돈을 신격화

하는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처럼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의 잘못된 

사고방식은 부처님의 시대에도 존재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브라흐마니즘’(brahmanism)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말로 한다면 ‘제식주의’ 정

도로 번역할 수 있는 브라흐마니즘은 쉽게 말하

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네 가

지 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게 사명을 부과하는 것이

다. 브라만은 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관장하여 이

를 통해 사회를 존속시키는 사명을 지녔고, 크샤

트리아는 전쟁과 정치를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사명을 지녔다. 바이샤는 농업 등에 종사해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

업에 종사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사명을 지녔으

며, 수드라는 다른 모든 계급들을 보조하여 사회

를 떠받드는 사명을 지녔다. 또한 브라만 이외의 

계급에게는 브라만을 포함한 보다 상위 계급에 

대해 존경하고 봉사해야할 사명을 부과하고 있

다. 즉,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관계 없이 그

저 출생에 따라 자신의 직분이 정해져버리는 결

정론적인 사고 방식이다.

부처님 당시, 코살라(kosalā)국의 잇차낭갈

라(icchānaṇgala)라는 브라만 마을에 와셋타

(vāseṭṭha)와 바라드와자(bhāradvāja)라는 두 브라만 

청년이 논쟁을 벌였다. 그들이 논쟁을 벌인 이유

는 바로 ‘브라만’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었

다. 바라드와자는 자신의 조상들은 아버지와 어

머니 쪽 집안 모두 7대를 걸쳐 브라만 혈통이었

으므로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집안사람들은 의

초기 경전의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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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여지없이 브라만이라고 말했지만 와셋타의 

견해는 이와 달랐다. 와셋타는 계행戒行을 갖추

고 계율을 지키리라 약속한 자야말로 바라문이

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둘 사이의 견해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

고, 이들은 결국 사캬족 출신의 수행자 고타마가 

부근 숲 속에 있으니 깨달은 자인 그에게 이 문

제를 물어보도록 하자고 합의하기에 이른다. 세

존께서 계신 곳을 찾은 이들 두 청년은 인사를 

드린 후 자신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공부를 했고, 

어떠한 사람에게 배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들이 지닌 의문에 대해 질문하

였다.

“고타마시여, 우리는 출생에 대한 논

쟁을 벌였는데, ‘태생에 따라 바라문

이 된다’고 바라드와자는 말하지만 저

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

로 깨달은 분으로 널리 알려진 세존께 

여쭈어보려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듣고 세존께서는 모든 생명의 

출생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식물은 스스

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벌레 또한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크고 작은 네 발 짐승 역

시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뱀, 물고

기, 새 들 역시 각각 출생에 따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셨다. 인간 역시 출생에 따른 특징

을 지니고 있는데, 하지만 식물이나 벌레, 네 발 

짐승이나 뱀, 물고기, 새들이 그러하듯 인간 내

에서는 출생에 기인한 특징의 다양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신체 각 부위에는 태생에 따

라 개별적으로 발현되는 다양한 특징, 즉, 어떤 

사람은 팔이 여섯 개라던 지, 어떤 사람은 젖꼭

지가 열두 개라던 지, 어떤 사람은 눈이 네 개라

던지 하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인간의 구별

은 몸 자체라기보다는 명칭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 가운데 있는 구별은 단지 명칭일 

뿐입니다. 인간 가운데서 소를 치며 살

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 

인간 가운데서 남의 일을 해주고 살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드라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주지 않는 것을 빼앗아 살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지 바

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바라문을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출생과 가계 때문에 그를 바라문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아무 것에

도 집착하지 않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

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라문인 와셋타와 바라

드와자는 세존께 경의를 표하고 귀의하여 재가신

자가 되었다고 한다.  

원문인용 :   대림스님 역, 『맛지마 니까야』, 
                초기불전연구원.

행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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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수행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화

두 참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간화선, 오로지 앉

아서 이미 증득한 것을 확인하는 묵조선, 남방불

교의 위빠사나와  염불선 등등이 알려져 있다. 그

런데 이 외에도 중국 천태종의 지의智顗스님의 

지관止觀수행법이 있다. 이것을 천태지관天台止觀

이라 부르고, 북방불교의 지관수행법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수행법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

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연구되

어 왔다. 특히 알아차림의 명상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인 

MBSR,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치료인 

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인 DBT와 수용전념치

료인 ACT 등이 핵심적인 치료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간화선을 통한 심리치료의 영역

도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명상법은 우울

증과 불안, 공황장애, 스트레스와 많은 정신적인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수행법이 연구되어 정신질

환의 치료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천태지관의 

수행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천태지관에는 사종삼매四種三昧나 십승관법十乘

觀法의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25방편이 

있다. 25방편은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는 구오연

具五緣, 오욕을 꾸짖는 가오욕呵五欲, 다섯 가지 

마음의 덮개(번뇌)를 버리는 기오개棄五蓋, 다섯 

가지로 좌선을 하기위해 조절해야 하는 조오사調

五事, 다섯 가지로 마음을 다잡는 행오법行五法 등

으로 불리는 각 5법의 5항이다. 즉 구오연의 계

를 지키고 옷과 음식을 청정하게 하고 세속의 인

연을 그만두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서 몸과 호

흡과 마음을 조절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 마음의 5가지 욕망을 책망하고 수행을 격려하

면서 정진하는 것이다. 

이 25가지 준비사항은 묵조선과 간화선, 위빠

사나, 염불선 등등의 수행을 하기 위해 공통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25방편을 갖춘 다음에는 4종삼매를 수

행한다. 이러한 4종삼매는 어떤 특정한 경전이나 

논서論書에만 근거하고 있지 않고 여러 경론 속에 

설해져 있는 수행법을 종합한 것이다. 불교의 모

든 실천방법을 총 정리하고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상좌삼매常坐三昧는 항상 앉는 삼매로서, 

『문수소설경』에 의한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명기

되어 있고, 90일을 한 기간으로 오로지 좌선을 

하고 부수적으로 염불수행을 겸하고 있다. 특히 

피로, 질병, 수면 등의 내외의 장애가 생겼을 때

만 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애를 없앤다. 앉

아서 수행하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혜명 스님┃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조교수

불교 수행의 길잡이

다양한	수행법과	천태지관天台止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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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수행법은 간화선의 앉는 형식과 90일

간의 안거기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묵

조선의 앉는 방법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상행삼매常行三昧는 항상 걷는 삼매로서, 

반주삼매般舟三昧이고 90일을 한 기간으로 하여 

걸음걸이마다 소리소리마다 생각생각마다 오직 

아미타불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법당 안

을 걸어 다니면서 아미타불을 관하는 것이다. 아

미타불과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수행법

이다.

이 수행법은 중국 정토종과 많은 관련성을 가

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토왕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흥미로

운 점으로, 고려말 태고 보우와 나옹혜근 스님은 

중국의 임제종의 법맥을 직접 들여왔을 뿐만 아

니라, 철저한 간화선 수행자였는데, 두 스님 모

두 염불 화두선을 주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

미타불을 찾는 수행자에게 무자 화두를 제시하는 

대신 간절히 아미타불을 찾으라고 권한다. 그러

다가 성숙해지면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과 염불이 다르지 않

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는 반은 앉고 반은 걷

는 삼매로서, 2가지 방법 가운데 법화삼매행법은 

법화참법法華懺法으로 되어 있고, 21일을 한 기간

으로 불상주위를 돌며 좌선하는 것이 교대로 행

해진다. 그 사이에 예불, 참회, 경전독송 등이 행

해진다. 『보현관경』과 특히 『법화경』을 좋아하는 

행자에게 좋은 방법이다. 법화삼매와 같이 반행

반좌삼매에 속해있는 방등삼매는 7일을 한 기간

으로 하여 대방등다라니大方等陀羅尼를 외우면서 

한번 돌면서 한번 다라니를 외우는데 총 120번 

돌고 나서 물러나 앉아 좌선을 하는 진언밀교에 

속할 수 있는 행법이다. 때로는 앉고 때로는 걷

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수행법이고 경전의 

독송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진언을 즐겨 외우는 

수행자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는 앉고 걷는 것에 구

애받지 않는 삼매로서,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형식에 구속 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관

하는 수행이다. 자유롭게 어디서나 수행하기를 

좋아하는 행자에게 좋은 방법이다. 이 수행법은 

선종의 조사선과 간화선의 양식과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이렇게 4종삼매는 좌선과 염불수행, 밀교적 수

행,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일상생활의 수행이라

는 4가지 수행법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

날 다양한 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수행

법만을 강조하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모든 근기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앉는 것을 좋아

하는 분은 상좌삼매를 하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상행삼매를 하며, 앉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반행반좌삼매를 하면 된다. 그리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비행비

좌삼매를 하면 된다.

4가지 수행법의 다양성은 근기에 맞추어 어떤 

한 가지의 수행법을 채택하여 정진하는데 있어서 

그 순일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수행법과 천태지관天台止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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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채는 특히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마늘과 파를 포함하여 부추, 흥거, 달래를 말한다. 그러나 2,500

년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경율의 그 식물들이 오늘날 파, 마늘 등과 꼭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파의 

경우만 해도 지금은 양파, 쪽파, 대파 등등 다양한 파들이 있어 경율의 그 파가 오늘 날의 어떤 파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마늘, 부추나 달래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흥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데 

순무처럼 생겨서 끈적한 흰 색 액체가 나면서 맛이 파와 마늘처럼 자극적이다. 필자는 이것을 인도에서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흔히 식용하는 식물이라고 한다. 여하간 오신채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많이 생산

케 하는 음식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은 파와 마늘을 상용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속가에서 공양을 하는 경우 오신계에 거의 접촉된

다고 볼 수 있다. 오신계는 소소계에 속하지만 엄정한 계율 수지를 철칙으로 하는 승단에서 이것은 곤

란한 문제를 야기한다. 현대 사회는 예전과 달리 스님들이 민가에서 공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

기 때문이다. 또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재가신도들 역시 5계나 십선업 등의 계율뿐만 아니라 대승보

살계를 받게 되었는데 점차 10중 48경계로 성립되는 대승보살계 중에서 오신계는 48경계에 속한다. 대

승불교권에 속한 한국 불자로서, 또 대승보살계를 수지한 대승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오신채 식

용은 심중의 부담감을 일으킨다. 

오신계가 초기 경율에 나타나는 인연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

나는 냄새로 인한 대중 화합의 방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어떤 재가신도가 매일 일정량의 

마늘을 승원에 보시하였는데 마침 이 사람이 타지에 가게 되어 승원에 보시를 하지 않게 되자 비구니 

스님이 마음대로 그의 마늘 밭에 가서 마늘을 뽑아오면서 마늘밭이 훼손되었고 이에 재가신도들의 비

난이 고조하자 제정되었다. 이것은 마늘 그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비구니 스님의 탐욕에서 비롯된 계

율이다. 후자는 어떤 비구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멀리 떨어져서 듣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그 연유를 

묻자 마늘을 먹어 혹여 그 냄새가 부처님께 누를 끼칠까 두려워서 라고 대답한데서 제정되었다. 부처님

은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마늘의 독특한 냄새로 인하여 법문이 안 들리는 곳에 가게 되므로 이에 

마늘을 먹지 말라 하셨던 것이다. 

이런 오신계의 제정 인연을 통해 오히려 초기 승단에서는 마늘을 먹는 것이 원래 문제가 안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늘이 대표하는 오신채의 독특한 강정 및 강장효과가 알려진 것은 대승경전에서이다. 『능

가경』은 “모든 중생이 삼매를 닦을 때는 마땅히 세간의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끊어야 하나니 오신채를 

사찰 음식 테라피

심준보┃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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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혀 먹으면 음란심이 생기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더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대승

불교의 이러한 입장은 다분히 당시 힌두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힌두브라만은 채식을 하며 

오신채를 먹지 않는 것을 청정행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승불교 역시 당시의 대중들의 관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더욱 엄격히 오신채의 식용 금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오신채를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산에 혼자 있어 보면 이런 저런 말이 필요 없이 저절로 알게 된

다. 1년 전부터 필자는 산골에 수련원을 지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고기나 오신채를 먹게 되면 어김없

이 『능가경』의 법문이 옳은 말씀이구나를 체감하게 된다. 

독신 생활을 하며 사회의 잡무에서 벗어난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

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한다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넘치는 

에너지는 상당한 번뇌를 야기한다. 그러니 이미 팬 장작을 끄집어내어 다시 패게 되어 장작이 성냥개

비처럼 얇아지게 된다. 한 번 생각해 보라. 달밤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는 모습을. 기가 막힐 일

이다. 

필자는 수련원에 복순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암컷을 한 마리 키우고 있다. 혈통이 좋은 개라 전 주인

이 때가 되면 접을 붙여 새끼를 놓아 좋은 값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년부터 이 개가 

한사코 새끼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캐를 붙여주어도 합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필자는 이를 농담삼아 복순이는 정절견이다 하면서 수련원에 있을 만하다고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했다. 하물며 개도 이런데 수행자가 달밤에 장작이나 패고 있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인가? 하지

만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 이것은 관념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생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오신채 뿐만 아니라 음식의 양도 넘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하고 있다. 수행이 행

을 닦는 일이라면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가장 기본에 속한 일이다. 필자는 하타요가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불살생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일로는 음식 조

절을 들고 있다. 음식이 조절되지 않으면 하타요가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타요가의 대표적 경전인 『하타요가프라디피카』는 음식의 종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만 결론은 소화가 잘되는 음식이다. 소화가 잘된다는 것은 여분의 에너지가 남지 않고 수행하기에 딱 

알맞은 분량의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기 음식이나 권장되는 음식의 구체적 종류보

다도 탐심이나 진심, 치심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탐심으로 먹는다는 것은 과식을 말하고 

진심으로 먹는 것은 급히 먹는 것을 말하고 치심으로 먹는다는 것은 양을 모르고 먹는 것이다. 이런 탐

진치식은 소위 상다리가 휘어지게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흔히 요즘의 뷔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수행자는 오신채는 물론 음식의 양을 잘 조절하여 수행에 꼭 필요한 에너지만큼의 양만 취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약으로 음식을 먹는 법이다.  

오신계의 심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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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니 죽원竹園을 찾으라 하였다. 바로 죽원으

로 달려가 부처님께 묘법을 듣고 제자 되기를 간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죽원은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사원으로서 석존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장소인데 대나무 모양의 8석주는 죽림정

사竹林精舍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법화경』을 설

한 곳은 죽림정사이며 법화사상에서는 교주가 석

가세존이 화신불化身佛이라면 우주본체의 교주 

본불님은 바로 다보불多寶佛인 것이다. 

다보불의 명호名號는 『법화경』에서 우주본체의 

여래如來로 불려 지는데 이는 곧 이불병좌二佛竝坐 

근본으로서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사상적 

조형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한편, 『묘법연화경』 「화성유품化城喩品」에는 ‘아

승지겁에 대통지승여래가 20소겁 뒤에 도리천의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올라 시방十方의 대범천왕

과 범천왕에게 설법을 하시는데 이때 16명의 왕

자가 출가하여 사미沙彌로 있다가 수행 정진하여 

성불成佛하였다. 그 때 16부처님은 16방위별로 각

기 다른 우주 세계의 여래如來로서 화化한다.’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형 사상체계는 곧 조형

언어로 표출하게 되는데, 대나무 석주위에 한 송

이 연꽃이 앙련仰蓮 형태로서 탑 상륜부의 보륜옥

개를 받치고 있다. 「화성유품」 내용에서 16여래는 

다보탑의 한 송이 연꽃을 구성하고 있는 16연꽃

잎과 연계할 수 있으며, 3단구조의 옥신부 중심 

한 송이 연꽃조형은 ‘묘법妙法’은 곧 ‘연화蓮花’라

는 상징의 주체 형상인 한 송이 연꽃으로 함축하

여 상징화 한 것이다. 

또한 한 송이 연꽃 위에 다시 8각 대석을 두고 

그 위에 구름형의 8석주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장화형 운공, 혹은 한 송이 연꽃의 수술로 볼 수

가 있으나 상징적 형상화를 재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스러운 서기瑞氣로서 천상의 뭉게구

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불국사 범영

루의 운공석주(일명 계자각석주)와 부석사 무량수

전의 운공첨차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뭉개 구름모양을 건물 구조에 접목시켜 

이상세계의 신비성을 갖게 하여 상서로운 징조를 

표출하였다.

흔히 장인들이 쓰는 용어나 목조구조의 명칭을 

말할 때 사상적 의미를 무시하는 용어들이 있는

데 그 예로서 수덕사 대웅전의 우미량(소꼬리), 목

조건물 공포부의 쇠서(소혀), 건물 난간의 계자각

(닭다리) 등이다.

이러한 명칭은 기념물적 건물이나 권위건물에

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다. 즉, 우주의 이상적인 

체계로서 환희적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지개, 여러 

가지 구름의 아름다운 형상, 만다라화, 꽃비, 광

명, 서기 등의 조형언어로 표출한다.

따라서 『법화경』 사상이 다보탑 조형예술에 직

접적인 의미를 부여한 신라인의 간절한 염원이 

무엇인가, 조형예술정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통일신라시대統一

新羅時代를 대표하는 석조건축石造建築일 뿐만 아

니라 그 구조적 기묘함과 형태의 수려함이 우리

나라 석조건축미술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탑상塔像의 명칭이 분명하고 편년이 확실함으

로써 시대적 조형양식의 특징을 비교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탑이며, 다보탑에 대한 사상성思想

性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견보탑품見寶塔品」에

서 명쾌히 해석되고 있다.

통일신라 불교 사원의 독보적 건축양식인 불국

사 다보탑에 대하여 조형예술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조성배경도 중요하지만 조형사상의 인식

은 더욱더 강조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묘법연화경』의 변상도變相圖를 제작

할 기회가 되어 법화경에 대한 사상성을 법화경 

11품 「견보탑품」에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일면으로 다보탑의 조형 해석도 가능하였다. 한

편 『팔상록』에서도 교리적인 면에서 다보탑 조형

사상과 연관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라 석탑의 일반적 구조는 2기단 3층 석탑으

로 볼 때, 다보탑의 기단 층수와 탑신부 층수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하 

2중 기단 위에 3층탑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

다. 

고유섭선생은 기단 위에 방각方閣이 있고 방각 

위에 팔각원형의 보식부寶飾部가 있으며 그 위에 

보식상륜이 있는 형식으로 보았다. 여기서 「마하

승지율부의 조탑법組塔法」을 따르기도 하지만 방

형 자체가 기단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

단 갑석을 옥개석으로 보기보다는 옥개형 갑석

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부 기단의 옥개형 갑석위에는 4각의 난

간을 돌려 장엄하였고 그 난간 안에 8각 석

주를 중심으로 배흘림 기둥형 8석주를 둘러 

세웠고 그 위에 갑석을 두고 다시 석주를 중

심으로 죽절형竹節形 8석주를 둘러 세웠다.

『팔상록八相錄』에서는 ‘왕사성에는 사리불

과 목견련이라는 총명한 바라문이 있어 묘법

妙法을 듣거든 서로 알려주자고 맹세하였는

데 노상路上에서 수도승에게  묘법을 구하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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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다보탑의 조형 언어불교예술의 세계

불국사	다보탑의	조형	언어

정병국┃미술학과 조교수

다보탑의 대나무 8기둥과 연꽃

다보탑상부불국사 다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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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것을 구태여 말해야 하는 필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어느 역사학자는 ‘인도’라는 

하나의 용어를 일러, 우리의 조망 너머 초월론적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인도의 역사를 탐구한다는 것은 도버

의 반짝이는 흰 절벽처럼 잘 정돈된 단

층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 지층이 아

닌, 수많은 지진 충격파로 인해 여러 시

대의 여러 암반층들이 마구 뒤섞인 어떤 

거대하고도 불규칙한 절벽 옆으로 항해

하는 것과 흡사하다.” (Denys Forest)

사실 필자는 기억의 창고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간 가라앉은 공허한 지평들을 반년도 더 지난 후에 

다시 회상하기란 참 곤혹스러웠다. “그저 좋았던” 인

도성지순례의 추억들을 환기하는 데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9일 동

안 동참했던 인도 

성지순례에서 동료

들이 찍어 둔 사진

의 도움이 컸다. 

그때의 성지순

례는 부처님의 발

자취를 따라 비하

르 주를 한 바퀴 

도는 여정이었고, 며칠 만에 비로소 라자기르(왕

사성)에 입성했다. 영축산 독수리봉의 설법단, 빔

비사라왕이 유폐된 감옥터, 왕의 마차길, 죽림정

사, 나란다 박물관를 둘러 본 후, 옛 나란다 대학 

유적지로 향했다. 

나란다의 기원은 정확히 언제쯤인지 알 수는 없

고, 다만 아쇼카왕이 사리불의 탑을 참배한 후 승

원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우리에게 잘 알

려진 나가르주나, 바수반두, 다르마끼르띠 등이 이

곳에서 활약했다. 본격적인 불교대학으로 발전한 

것은 굽타 왕조시대, 즉 5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7세기에 이곳에서 수학했던 당나라의 현장과 의

정에 따르면, 사방 수 킬로미터의 높고 붉은 담벽

과 4층 높이의 누각이 에워싸인 하나의 거대한 승

원은 서쪽으로 난 하나의 문과 내부에는 큰 사원

이 8군데 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스

님들이 상주했던 명실상부한 국제적 불교종합대

학이었다고 한다. 특히, 고구려 출신 스님 9명과 

신라의 혜업, 아리야발마 등 우리나라 스님이 20

명 넘게 유학했다고 고승전에는 기록하고 있다. 

이후 12세기 말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으로 나란

다 승원은 거의 폐허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

라졌고, 수 세기가 흐른 후, 1861년 영국의 알렉

산더 커닝햄의 발굴 조사를 통해 이곳이 나란다 

승원의 유적지라고 밝혀졌다. 20세기에 이르러 

수차례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시행되어 현재에 

동광 스님┃불교학과 박사과정

우리	선조들이	다녀간	그	길

-	인도	나란다	대학의	어제와	오늘	-

우리 선조들이 다녀간 그 길함께 가보는 성지순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일행이 보고 있는 모습

은 폐허가 된 유적지를 복원한 모습이다.

이곳을 학술조사 차 수차례 다녀간 주경미 교

수는 올 때마다 뭔가 자꾸 바뀐다고 한다. 전에는 

한 눈에 전체를 조망하기 좋았는데, 이젠 약간 높

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나란다

의 옛 사진 자료와 비교하는 충남대 주경미 교수) 필자

도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미로처럼 된 통로로 이

어진 승방에서 붉은 벽돌 가운데 옆 사진과 같은 

2015년에 구워진 벽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 

그럼 나중에 다시 왔을 때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나란다 유적지를 보겠구나! 생각했다.

현재의 나란다 대학

우리는 나란다 승원 유적지를 떠나 인근의 현 

나란다 대학으로 향했다. 2010년에 비하르 주정

부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출연 기금으로 현 

나란다 대학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기

금이 잘 이행되지 않아 현재는 약간 정체되어 있

다고 판카즈 총장(아래 사진에서 중절모를 쓰고 계신 

분)은 우리에게 설명했다. 

판카즈는 서울대 최병헌 교수님 아래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편을 잡았

으며, 그 당시 제자분과 결혼해 현 나란다 대학

의 책임자로 있다. 우리 일행은 총장 사택에서 한

국인 사모님이 준비한 풍성한 인도식 다과를 제

공받고 환담했다. 현재 3명의 교수와 한국인 여

학생 한 명을 포한한 20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 

전원 기숙사를 제공하며, 1년 학비가 100만원 정

도라 참 싸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제1차 경전 

결집을 했던 칠엽동굴이 바로 보인다.

이상에서 필자는 인도성지순례 가운데 극히 일

부분만 기술했다. 필자가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것

은 인도를 모른다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번 순례

는 불교미술사 전공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해 가

는 곳 마다 그분들의 해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

고, 또한 최병헌 교수님께서 붓다의 생애를 학문

적으로 말씀하시면, 뒤이어 김호성 교수님께서 

신심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경전 해설을 꼭 하셨

다. 한마디로 성지순례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

다. 나란다 유적지의 승방을 둘러보면서, 우리 대

부분은 이곳이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방이라면서 

각자 사진들을 찍었다. 맞다! 하고 많은 일들을 

놔두고, 불교라는 공통의 전공으로 살아가는 우

리 일행들은 숙세의 그 고귀한 인연이 있지 않으

면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리라! 불교인식론의 거

장 디그나가 이후 나란다에 입성했던 다르마끼르

띠의 결기에 찬 말로써 이 글을 마치고 한다. 

누구도 이전에 지나가지 않았고, 누구도 이후

에 오지 않는구나.

그리하여 이 길은 새로운 발자국이 전혀 찍혀 

있지 않구나.

오, 나 혼자만 있는 것인가? 아, 그렇구나! 알겠다.

선조들이 열었던 그 길이 지금은 풀들만 무성

하구나.

그렇다면 다른 넓고도 편안한 그런 길을 나는 

뒤에 확실히 남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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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불교적 해법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 온 사회

적 이슈는 단연 고령화이다. 2017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노인인구가 차지하였

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불과 10여년도 남지 않

은 2026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통계 추정치를 적용하면,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고

작 26년 정도만 걸리는 셈이다. 이는 프랑스 154

년, 미국 88년, 독일 78년 등 선진고령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

도이다. 고령화에 대한 정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시각이 혼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쉽게 이 혼

재된 시각들이 반영된 상징적인 용어들을 일상적

으로 접하게 된다. ‘age wave,’ ‘silver tsunami,’ 

‘age quake,’ ‘gray dawn’ 등이 대표적인 예이

며, 주로 의존적인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증가

를 걱정하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용어들이다. 

반면에 ‘elder boom,’ ‘age boom,’ 그리고 ‘silver 

revolution’는 노인세대 내 다양성과 세대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다. 이렇

듯 노인의 증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양한 신조어들이 분화되어 온 것이다. 노인의 영

향력이 생활 곳곳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급증하는 노인세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

인가가 곧 미래 사회의 제도적 지연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을 대하는 사

회문화를 되짚어보는 작업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 간략하게나마 

한국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해 온 불교적 관점에서 

노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고령사회에 유용한 

사회문화적 자산을 논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논함에 있어, 우리가 가

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효孝 문화이다. 초등

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장유유서長幼有序’ 즉 

나이에 의한 서열을 중요시 생각하며, 이를 생활

에서는 노인 공경으로 행동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는 부모부양이 주요 정책적 아젠다로 연결된다.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하는데 있어서도, 에스핑 앤

더슨(Esping-Andersen)은 가족부양 우선주의 문

화를 복지국가 유형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명하

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의 의무는 중요한 

도덕적 잣대로 기능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

로도 국가의 최소 부양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최

소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자격조건으로 기

능해왔다. 다시 말해 성인자식의 노부모 부양능

력 유무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준거라는 것이다. 이에 효가 약화

되고 있는 최근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부양 기피 시 국가가 부양비에 대한 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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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싱가포

르 역시 부모부양법(Parents Maintenance Act)이

라는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

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인식에 자리잡고 

사회로 확대되어 마침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가 된다. 이에 사회문화

적 차원에서 불경에서 설하고 있는 효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노

인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탐색하고

자 한다.

우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효의 개념을 이해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부모부양 부담

에 대한 척도로만 효의 개념을 한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자산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교적 효와 달

리 불교에서 말하는 효는 단순히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만 하는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다 도

덕적 차원에서 효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불교

는 인간관계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불교적 인재상에는 은혜를 알고 이를 갚을 줄 

알아야 공경할 만한 사람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선지식으로 설하고 있다(박광준, 2010). 즉 지

은과 보은의 윤리로 효를 설명하며, 은혜를 베풀

고 갚는 것 역시 서로의 존재가 상호의존적으로 

공생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연기설과 일

맥상통하며 결국 효는 이타적인 보살사상으로 가

족 내 실천인 것이다. 

또 다른 불교의 효 개념은 업業사상에서 출발

한다(조보각 외, 2012). 인간의 업은 삶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인간의 업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윤

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작용한다. 

주체적인 수행과 노력에 의해 선업과 악업이 명

확하게 구분되고, 선업은 효, 복덕으로 이어지고 

악업은 불효 그리고 죄로 이어지는 규범의 구조

화를 완성한다.    

불경 중에는 효의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설하며,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부

모은중경』이 있다. 뱃속에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

혜,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신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쓴 것은 감키시고 단 것은 

뱉아 먹이신 은혜, 젖먹이고 양육하신 은혜, 자식

을 마른자리로 자신은 진자리로 양보하신 은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은혜, 자식을 위해서 나쁜 

일도 하시는 은혜, 먼 길 떠나는 자식을 걱정하는 

은혜, 영원히 염려하고 사랑해주시는 은혜를 일

일이 열거하며 효를 강조하고 있다(김호성, 2001). 

『부모은난보경』은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으

로 생계를 유지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며, 부모에

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부모의 은

혜를 잊지 않고, 부모의 병환을 돌보는 것을 효의 

실천으로 제시한다(박광준, 2010). 

『불설우란분경』에는 목건련 존자가 아귀 지옥

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 수행스님들의 

위신력을 빌어 구하는 방편이 나오는데, 이는 오

늘날의 우란분절, 백중의 근원이다. 다시 말해 우

란분절에 공양을 올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천상을 기원하고 살아계신 부모의 복락을 기도하

는 불교의 의식은 불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법도로써 효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단지 인지의 수준이 아닌 

행위를 제도화함으로써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 만큼 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적 효가 더욱 특별한 것은 

부모의 뜻에 일방적으로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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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모를  참된 생활로 인도하는 점에서 고차원

적이고 상호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불설효자경』과 『부모은난보경』에는 부모로 하

여금 자비를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

고 설한다(박광준, 2010). 불교의 효는 유교와 비교

해서 부모를 초월한 보다 상위개념의 사회적 실천

을 강조함으로써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수직적으

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법의 세계

로 인도하는 실천적 행위가 효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교적 효는 부모 자식의 관계도 

호혜평등의 수평적 원리 안에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인연으로 묶여있으며 이에 모두가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설한다. 이는 핵심교리

인 연기설에 입각하여 보편적인 인류 가치로서의 

효를 불교적 세계관으로 승화한 것이다. 

붓다는 『대방편불보은경』에서 모든 중생에 대

한 자비의 실천으로, “여래는 본래 자고 죽는 동

안 일체의 중생이 일찍이 부처님의 부모였으며, 

여래 역시 일찍이 모든 중생의 부모였다”라고 설

하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특

히 주목할 부분이다. 불교는 효의 대상을 본인의 

부모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실천을 강조

하는 것이 고유한 특징이다. 『부모은중경』에는 부

모에 대한 지극한 공경의 예를 올리고, 길을 가다 

만난 유해遺骸를 향해서 큰절을 하시며, “전생에 

여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여래의 부모도 되

었을 것이니 예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

고 설하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효와 분명

한 차이가 있다. 즉 붓다의 가르침에서 강조하신 

효는 모든 생명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름 

모를 유해에까지 확장된 공경은 사실상 모든 생

명을 포괄하는 것이고, 이는 불교의 고유한 세계

관인 자비와 연결된다. 승가僧伽란 일반적으로 알

려진 것처럼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새로이 받아들

이고 스승을 모시는 것을 전제로 승가에서는 제

자들이 노스승의 노후를 보살펴왔다. 이는 부모

에 대한 효가 승가로 확대 실천돼왔음을 증명하

는 것이다. 또한 승가에서 나이 많은 스승들이 극

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신체의 

노쇠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수행으로 

얻어진 지혜에 대한 나름의 존경이 있었기 때문

이다. 

『신모희견경』에는 나이들어 비록 신체는 노쇠

해지지만 정신능력은 더 우월해지거나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한 붓다의 가르침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계산이나 기억력과 같은 유동성 

지능은 저하되지만 축적된 경험이나 지혜와 같은 

문제해결 능력인 결정적 지능은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음이 이미 증명되

어 왔다.  

불교적 효는 인간이 추구하는 보다 보편적인 

진리로서 고령사회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고

령사회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분명 나의 부모

를 포함한 한국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

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불교적 효는 

우리가 극복해야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부양부

담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위상도 사회참여를 통한 실천적 역량으

로 결정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효를 실천하게 하는 적극적인 

가족 중심의 포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일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의 불교적 해법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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