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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
한국불교학이란 무엇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불교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앞서 한국불교란 과연 무
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불교 라는 개념의 모호함
에서 비롯되는 것일 듯 싶다. 우선 한국불교 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현
재까지 유일무이하게 한국인들에게만 있어온 불교라는 의미를 함축하
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행자들과 학자들이 수
행하고 연구해왔던 불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한국불교 와 한국에서의 불교 라는 서로 다른 용어로 구
분하고, 이 두 가지를 한국학이라는 좀더 넓은 영역에서 함께 다루고
자 한다.
이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다
름이 아니라 한국불교에 있어서 승가제도의 현대화 및 세속화에 관련
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승가에서는 학승이 불교학을 전담했다. 소수
의 이론적 훈련을 마친 학승(學僧)들만이 사회와 동떨어진 산사(山寺)
에서 방대한 경전을 연구하고 주석(註釋)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 이 글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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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과정과 더불어 학승의 전통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공
교롭게도 승가의 전통과는 무관한 현대의 교육제도에서도 여전히 전
통적 학승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화된 불교교육제도 속에
서도 많은 부분은 옛날의 학승들이 이룩해 놓은 불교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화된 불교교육체계인 대학에서 맡고 있는 한국불교학의 범주에
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불교연구 는 물론 한국의 바깥에서 외국인에
의해 진행되어온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 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여기서 가능한 한 두 가지 모두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불교학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관심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자
한다.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관심사를 반영하려는 한국인 학자
와, 불교의 보편적 호소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자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여야 할 문제는 한국불교학의 사회적 특징이
다. 학문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능이다. 과거 50년 동안 한국의 사
회적 분위기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학문을 탐구하기에 적합하지 못했
다. 분단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여기에서 파생된 정치적, 이데올
로기적 압력은 한국학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에 지속되어 왔던 냉전이라는 국제적 위기상황은 한국을 결코 가
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마구 솟구쳐
나온 권리주장과 한국전쟁 이후의 피폐함, 그리고 그에 따른 절망감
등도 극복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한국학 역시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학문이 애국심과 반공 그리고 반일감정과 뒤섞여 있
다고까지 하면 과장일는지 모르지만,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
명하다.
아울러 현대에 이르러서는 경쟁위주의 입시제도가 대학의 학문을 멍
들게 하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과 현대화라는 소모적이고 열광적인 사
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등교육과 학문적 훈련마저도 세속화와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한국불교학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3

산업화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배움과 학문을 포함하는 인문
적 가치들은 변방으로 밀려나고 모든 사회적 자원은 오로지 경제발전
을 향해서만 치닫고 있다. 이 동안에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불
교학적 자원들 역시 심각할 정도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 50년 동안의 한국불교학을 논하면서 우리는, 그간 한국에서 이
뤄낸 학문적 수준과 연관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요소들을 고려
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감과 똑 같은 궤적 속에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폭넓게 자리잡
고 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립된 상아탑에 안주할 수 없
다. 학자들은 사회적 힘의 네트워크, 불교용어를 빌려쓰면 연기(緣起)
의 그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Ⅱ. 전통적인 한국불교학 연구: 강원 중심 불교학의
전통성과 과도기적 성격
먼저 수행자 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한국불교학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한국 불교학의 전통성과 과도기적 성격
이 함께 드러난다. 승가중심의 불교학은 과거 250여 년간 변함없이 유
지되어 왔던 승가의 교육과정(강원 이력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계는,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혁적인
의식을 지닌 승려들에 의해 적절히 재조정되거나 아니면 박물관의 화
석화된 유물처럼 전시되던가 그저 골방에 던져진 채 아무도 거들 떠
보지 않는 사장품(死藏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변했다.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농경사회에서 사업사회를
거쳐 요즘엔 정보화 사회라는 구호가 전혀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되었
다. 왼 나라에 핸드폰과 인터넷이 흘러 넘치고 개인용 컴퓨터의 소유
유무를 인구조사에 집어넣을 정도이다. 하지만 선(禪)을 중심으로 해
온 한국의 수행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삼백여년 동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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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을 의식적으로 개혁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
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 선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내부에서조차 임박한 개혁의 물결을 감지하고 전통의 탄력성을 시험
대에 올리고 있다. 예컨대 2000년 11월 7일 화요일자 <불교신문>에는
강원 필수과목 확정이라는 제하에 교직자 총회에서 유식 등의 8과목
을 추가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아무튼 최근에 전통적인 수행방법 즉 화두선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출가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에도 30여 개 이상의
禪院을 운영하는 반면 강원은 여전히 1976년도의 22군데에서 전혀 늘
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단순한 숫자상의 비교만으로도 한
국의 승려 교육이 여전히 학술적 이력과정보다는 참선수행에 치중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승가의
전통적인 불교교육방법인 강원의 불교학 연구는 어떠한 것일까?
조계종의 강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수행자들에게 부여되는 교육과정
은, 250여년 전에 정해진 것이며 거의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연원은 조선시대의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
1729)선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문하로 금산에 모여든 천여
명이 넘는 학승들을 교육하기 위해 강원의 이력과정이 만들어졌다한
다. 한국불교백년사 에 실려 있는 기록은 당시의 정황을 소상히 전해
준다.
看經制度는 어느 時代에 마련된 것을 未詳이나 전설에 依하면
즉 世尊六十七代 法孫 喚惺志安禪師가 全北金溝(今 金堤) 金山寺
에 千有余名의 學人을 堤接할 때라 한다. 그 제도란 것은 講下 학
인을 兩派로 구분하여 一은은 讀書派로 二는 看經派로 나누었다.
다시 독서파 중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나니 甲은 沙彌科 즉 初發心
自警과 緇門 三卷을 受持하는 者이다. 乙은 四集科 즉 書狀, 都序,
禪要, 節要 四冊을 독송하는 者이다. 第二 看經派는 此中에서 다
시 三科로 분류되나니 一은 즉 楞嚴, 起信, 般若, 圓覺 四敎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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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는 華嚴一部 玄談 三玄十地에 會玄記를 겸수하는 大科이며 三
은 拈頌, 傳燈 兩部에 속하는 格外科이다. 此中에 독서파는 각 개
인 才分에 의하여 每朝 受學으로부터 終夜토록 謹讀하다가 翌朝
講師 앞에서 背誦한 후 다시 受學할 뿐이고 간경파에 在하여서는
그 절차가 逈異하여 四敎派의 楞嚴으로 위시하여 내지 拈頌, 傳燈
까지 각자 履歷에 의하여 初日에는 各자가 經首幾張씩을 議定하
고 講師前에 告陣한 후 講堂으로 回來하여 모두 長衫 위에 가사를
受하고 默坐硏究하다가 午供 후면 ⋯前記 소정학과 외에 다시 隨
意科가 있나니 가령 法華, 涅槃, 維摩, 地藏經 등을 자기 생각에
따라 涉獵하기도 하고 또 다시 外書 受學도 무방하다 한다.1)

위의 인용문을 통해 선수행자들이 그들의 법맥(法脈)과 고유한 수행
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독서파에게는 중국고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또 독신으로
생활하는 승가의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학문적 수준만 요
구되었다. 반면에 간경파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이 학문적 소양이 요구
되었다. 그리고 독서파나 간경파 어느 쪽이든 전통에 부응하려는 확고
한 의지는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내에서는 이러한 전통
이 너무 선(禪) 중심적이고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전통적인 강원식 학업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버스웰
(Buswell)은 讀書와 看經의 두 파(派)가 네 개의 과(科)로 표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인 불교학은 환성지안에 의해 기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과정을 적절히 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그 자체 변화
를 겪게 되었다. 이 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인(學人)들은 표준
화된 강원의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兩派는 와해되어
네 개의 科로 구분된 하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되었다. 먼저
기초교육과정의 沙彌科가 있는데, 2년에 걸쳐 기초적인 문헌을 읽
는 기간이다. 그 이후로 강원수행자는 3년 과정의 四集科와 4년
1) 한국불교백년사 제1권(민족사, 1960), 1-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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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四敎科를 거쳐 마지막으로 3년 과정의 大敎科에서 끝을
맺는다. 강원에 막 들어선 초심자(初心者)가 이 모든 과정을 수료
하기 위해서는 도합 12년이 소요된다.2)

이상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승가의 학문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송
광사에서 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던 버스웰은, 한국에서의 수
행자 생활에 대해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의 인류학적 관찰결과
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강원의 교육은 전통 유교의 서당식 교육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서당교육은 기계적으로 외우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
러한 교육방식에서 공부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문헌에 사용된
중국어와 한국어를 어떻게 읽는지 그 방식을 배우는 것과 관련되
어 있을 뿐, 승려들 간에 서로 어떤 생각을 주고받거나 토론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었다. 결국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 무관심한 학업 태도는 학인들에게 한국불교에 앞서
는 인도와 중국의 불교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학이나 역사 예술 등의 세속적인 지
식은 승가의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3)

강원의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심각한 결함도 문제이지만,
한국의 불교 수행자들이 학문적 이력과정에는 아예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더 간과할 수 없이 큰 문제이다. 한국에서 불교
에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누구도 선원(禪院)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강
원(講院)에서 학문적 과정을 밟을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주저 없이 선원/ 선방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을 위주로
하는 강원의 전통은 이를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들해지고 말
았다.
2) Busw ell, 1992, T he Zen Monastic Experience: Buddhist Practice in
Contemporary Korea, (Princeton : Princeton Univ . Press ) pp.98- 99
3) Busw ell, 위의 책,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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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육과정의 부족한 점과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보정(補正)하기
위해, 최근에는 승가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세속적인 지식을 교육과정에 편입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학인들의 관
심부족과 낮은 수준의 강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획을 밀고 나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대학
교육제도를 승가에 도입하려던 애초의 취지를 살려 무리 없이 운영하
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아마도 대학이라는 현대적인
교육제도가 전통적인 승단의 강원 이력과정을 넘겨받아 새로운 학문
을 시작한 것은 역사적 필연인지도 모른다.
실질적 학문으로서 불교학은 일제의 침탈과 함께 시작되었다. 1906
년 개혁적 성향의 스님들이 장차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 현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립
대학인 동국대학교는, 사실 과거 혜화전문대학에서 승려들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불교학과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학은 1922
년과 1944년 두 차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문을 닫아걸어야 했
다. 두 번의 폐교는 사실 3·1 독립 운동과 2차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가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
불교학의 경우만 두고 본다면,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 대학 차원에서
학술적 연구가 가능했지만 또 바로 그들에 의해 두 번이나 교문의 빗
장을 닫아걸어야만 했으니 공과를 따지자면 반반인 셈이다. 일제에 대
한 평가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해방 이후 한국의 불교학계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Ⅲ. 현대의 한국 불교학 연구: 세 단계의 발전과
일반적 경향
현재의 한국 불교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불교 관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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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분과들이며, 실제로 불교학은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문의 하나
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분과적(分科的) 연구 형태가 실
제로 불교학 연구의 진흥에 있어 전통적인 승가의 강원제도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은, 비록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한국 불교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서로 다른 이념의 영향 그리고 제도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종파적 경향은 상당부분 제거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대학의 불교 교육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 불교학계는 대략 미술사
를 포함한 역사학과 종교학 그리고 교리를 주로 다루고 있는 철학의
세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다 최근 십여년간 사회학과 사회복지
학, 인류학 등이 새로운 불교 연구 접근법을 제시, 개발해 옴으로써
불교학계가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지난 오십여년 동안 한국불교학의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4) . 그리고 단순히 각 단계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1980년대 이후로 한국의 불교학계
는 점차 많은 업적을 산출해 내고 또 다양한 학문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1) 첫 번째 단계: 계몽기(1945～1960)
계몽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불교학 초창기라 할 이 단계를 이끈
한국 불교학의 일 세대는 대부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불교 학자와
역사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일본식의 학문방법을 답습하여 주
로 과거의 이름난 한국 승려나 주요한 불교사적 사건들을 다뤘다. 해
방후의 참담한 가난과 한국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 몇몇 한국 불교학
자들이 약간의 불교 입문서와 개론서를 출판해냈다. 불교학 입문서로
김동화의 불교학 개론 과 화엄학 입문서라 할 수 있는 김잉석의 화
4) 정병조, 1995, 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 대원
정사, 429- 450쪽) 참조.
5) 자세한 통계수치상의 변화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허남진, 1995, 서양
철학 수용기의 동양철학 연구 현황과 과제: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
5호: 175-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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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학 개론 등이 이 시기의 주요 업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들은 불교학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정체(正體)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를 쓸어버리고
손상된 한민족의 영광을 되살려 보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불교학자들은 중국불교나 일본불교에 대비해서 한국 불
교를 연구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동화는 신라 불교의
특성 (1959)에서, 조명기는 신라 불교의 이념과 역사 (1962)에서 각각
한국 불교의 특징을 호국불교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불
교만의 특성을 찾으려는 연구 성향은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불교학에 내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반면 한우근과 이기백 같은 역사학자들은 각각 조선 시대(1392- 1910)
와 신라 시대(기원전 57년～기원후 935년)의 정책을 연구하여 불교와
현실 정치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 냈다. 한우근은 왕조 초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왕조의 정책들에 관심을 가졌고,
이기백은 군주의 전제적 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화엄사상이 담당
했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부터 불교의 정치 사회적 이념을 두고
불교 학자들과 사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불교학자들은
불교가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던 반면에, 역
사가들은 불교의 교리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성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
였다.
2) 두 번째 단계: 해석 작업 기(1961～1979)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그리고 당시 군부가 선동하였던 민족주의의
물결 속에서 이 시기의 학자들은 사실상 불교학의 모든 분야에서 해
석적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러한 광신적 애국주의와 불교중심
주의는 그 당시의 학계를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계 역
시 이러한 병폐를 여전히 털어 내지 못하고 있다.
몇몇 선구적인 학자들이 불교학의 모든 분야를 사실상 개척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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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당시를 대표했던 학자로 이기영(1922～
1996)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경성제국대학교(지금의
서울대학교)를 거쳐 벨기에의 루뱅대학(Louvin University )에서 라모
뜨(Etienne Lamotte)의 지도를 받았다. 이후 불교 분야의 성장에 토대
를 마련한 그의 기념비적 저작인 원효사상 (1967)은 아직까지도 판매
되고 있는 스터디셀러이다. 그는 1974년에 불교연구재단인 한국 불교
연구원을 설립하였는데, 이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한국 불교학계를 선
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대학수준의 강의를 정기
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지를 발간하고 격년으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
이 불교학보(J ournal of B uddhism ) 와 한국불교학(K orean B uddhist
S tudies) 이라는 두 가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필자는 이 두 학술지가
한국 불교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학술지는 지금까
지도 한국 내의 불교학 관련 논문들을 싣고 있는데, 이 두 학술지에 실린
각 분야의 논문 수를 헤아려봄으로써 이 시기의 한국불교학의 동향을 조
감할 수 있을 것이다. 창간되던 해부터 1997년까지 불교학보 는 32권,
한국불교학 은 20권을 돌파하여 도합 52권이 발간되었고 503편의 논문
이 수록되었다. 이 논문들은 주로 민족불교 분야와 불교 문학 등을 포함하
는 불교관련 분야, 그리고 불교미술 분야 등 불교학의 세 가지 주요 분야
를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민족불교 분야에서는 동아시아의 두 불교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불교를 다루고 있으며, 인도불교의 경우는 오직 31편의 논문만
올라 있고 그것도 인도불교 초기의 학파들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반
면 전체 503편의 논문 가운데 삼분의 일에 해당되는 175편의 논문이
한국 역사 속의 불교를 다루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
운데 반이 넘는 105편은 삼국시대를 포함한 신라시대, 42편은 고려시
대, 28편은 조선시대의 불교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이다. 그리고 전체
논문 가운데 나머지 삼분의 이는 대부분 중국에서 시작하고 발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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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 대승불교 종파들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화엄종에 대한 연구가 26편, 천태종 혹은 법화종에 대
한 연구가 20편, 선종에 대한 연구가 33편으로 많은 수를 점하고 있
다. 그리고 밀교에 대한 연구는 9편, 반야교에 대한 연구는 20편, 정토
종에 대한 연구는 14편, 유식학파에 관한 연구는 25편이고 기타 41편
정도가 실려 있다. 이상의 통계적인 사실을 통해 이 당시의 학문적 접
근 방식이 역사적이고 종파 중심적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한 업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먼저 법정스님
과 고 서경수 교수가 함께 우리말로 편찬한 불교성전 이 그것이다.
엄청난 양의 한문불경을 읽기 편한 한글로 요약해낸 이 저작은 이후
불경의 한글 번역에 있어 표준이 되는 형식을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독교의 성경이 이미 백여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번
역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불경의 한글 번역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충족시킨 작
품이라는 점에서 한국 불교가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1976년에 동국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현
대화와 불교 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를 들 수 있다. 이 학
술대회는 한국의 학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고 할만하다.
이전의 학술대회와는 달리 이 대회는 15개의 불교학 영역을 포괄하여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국 불교의 특수성뿐 아니라 불교가
현대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와 미래를 준비하는 불교의 작업에 대해서
도 논의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지난 불교학의 계몽적 시기를 세계화와
여러 학문 분과를 아우르는 접근 방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불교학
시기로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된다.
3) 세 번째 단계: 현대의 다학문적 다문화적 접근법을 향하여
(1980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학문 분과를 아우르는 접근 방식으로 대표되는 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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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로 한국불교학은 점차 일본풍의 학문 방식을 극복해 나
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겨우 백
여명의 학자들이 담당해 내기에는 힘겨운 일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한
국의 불교학자들은 아직도 맹목적 민족주의와 불교 중심주의라는 지
난 시대의 부담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필자는 사실 한국 불교학계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구
분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겨우 세기
가 바뀌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몇몇 학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불교에
접근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학문적 악습(惡習)을 극복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
요즘 학자들이 심리학이나 물리학, 윤리학, 환경관련 문제 등의 다
양한 학문을 통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이 동안에 이뤄진 불교의례의 현대적 발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
재 우리말로 기도문을 염송(念誦)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한자로 정형화된 기도문을 대체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향에 부응하여 승려들은 대도시로 진출해서 붇
다의 가르침을 도시 주민들에게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산
중에 있는 사찰들이 점차 관광지화 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또 이와 관련해서 1986년에 문경 봉암사에서 참선하는 승려들이 봉암
사 주변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저항했던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대에 들어서 불교학은 민중불교라 불리는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몇몇 소수의 사회운동가들과
대학의 학자들이 불교의 교리를 노동문제, 빈곤, 소외, 권위주의, 경제
윤리 등의 사회문제에 적용해 보려 시도하였다. 이들은 타성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승가와 상아탑의 구태(舊態)에 저항하고 부처님의 진
정한 가르침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중생들의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불교의 신앙 형식을 개혁하고자 한다. 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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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운동이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는 1987년에 발행된

불교와 과학 (동국대학교 학술대회 논문집)과

1989년에 편찬된 민중불교의 탐구 (법성 편)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불교학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세계화 시대, 한국불교학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불교학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 한국학을 세
계화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점검해 보고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한국의 종교신자 가운데 불교신도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불교학자층이 상대적 얇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1995년도판 국가 통계연감에 따르면 남한의 전체
인구 가운데 불교신자 1040만명, 개신교신자가 880만, 그리고 카톨릭
신자가 300만명으로 나타나 있다.6) 대충 어림잡아 봐도 전체 종교신
자 가운데 반수정도가 불교를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학자 겸 관료들을 존경하던 전통문화가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오지만
나는 좀더 많은 학자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국의 광범위한 불교신자들의 요구에 학문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포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학자들의 지적인 설득만
이 전투적인 기독교신자들의 공격적 전도와 비관용성에 대처할 수 있
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받아온 불교신자들 그 두 집단 사이의 대립충돌이 임박한 가운데, 종
교집단의 맹목적 불관용을 깨우쳐 줘야 하는 불교학자들의 역할은 더
욱 중요하다.
6) Yun Seung - young , 1996, Outline of Religious Culture, (Religious Culture
of Korea, 7- 37,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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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학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 대해 또 하나 언급해 둘 것
이 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불교학자들 역시 지금껏
전통적인 한국불교라는 좁은 틀에만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원효와 지눌 그리고 휴정과 만해
등 몇몇 이름난 인물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출간된 한국불교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국불교를 연구하
는 사학자들이 신라와 고려시대의 걸출한 승려들의 행적에만 관심을
모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 이제 불교학자들은 인식의 지평을 넓
혀 여타의 학승들은 물론이고 이름 없는 다수의 대중들까지 인식의
범위 속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는 지나칠 만큼 학문
의 장에 들어와 있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요르겐슨(Jorgenson)의 지적은 적절한 듯 싶다.
그는 한국불교에서 보이는 민족주의적 학문풍토는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일본불교의 학풍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8)
과거의 문제점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
일까? 우선, 불교를 국가라는 체제로부터 가능한 멀찌감치 떼어놔야
하며,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한국불교사를 쓰려는 태
도를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일본식민지의 유산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호국불교(護國佛敎)라든가 회통불교(會通佛敎)라는 담론을 폐
기 처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어느 종파다 어느 문중이다 하는 지칭
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범위를 넓혀
수도승이라는 소수의 엘리트와 기성의 전통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까
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9)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한국의 불교학계는 불교와 관련된 서구학계
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좀더 밀도있는 관심을 필요로 한다. 사실 한국
7) 이봉춘, 1994, 한국불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 , 45- 64쪽)
8) Jorg enson , 1997, Korean Buddhist historiography : Lessons from the
Past for the Future, ( 불교연구 14: 187- 260쪽) 참조.
9) Jorg enson의 위의 글 가운데 254-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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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국내와 국외의 학계 모두에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
구의 한국학 전공자들은 조선시대의 학문적 성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
다. 버스웰은 중국과 한국의 선 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서 뛰어난 승려
의 역할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10) 또 그는 현대 한국의 선사들
이 보이는 수행자로서의 생활이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선에
비해 값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 그리고 그레이슨
(Grayson)은 일본선(Zen)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한국의
선(s n) 전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국의 선은 일본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불교적 수행의
전통 역시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강하다고 소개하고 있다.12)
한국문명의 전반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영어권 서
적으로 1993년에 피터 리(Peter H. Lee)가 편집한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이 있다. 이 책의 편집자는 제1권 가운데 1/ 3에
해당되는 분량을 한국불교사의 전개과정을 소개하는데 할애함으로써
한국사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한국의 한 학자는, 불교철학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철학전
반에 진지한 학문적 노력과 실증적인 연구 방법론, 그리고 연구를 지
원하는 탄탄한 재정적 후원을 바탕으로 서구의 학자들은 장차 이 분
야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13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불교학자들은 이 분야에서 이루어 놓은 서구학자들의 학
문적 업적에 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국불교학은 학문적 지평, 구체적으로는 특히 연구 방법론에 대한

10) Busw ell, 1989, T he F ormation of Ch ' 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 he Vajrasam dhis tra, A Buddhist Apocryphon , Princeton Univ . Press
11) Busw ell, 1992, T he Zen Monastic Experience: Buddhist Practice in
Contemporary Korea, (Princeton : Princeton Univ . Press ) pp.217- 223
12) Grayson , 1988, T he Importance of the Study of Korean Religions and
their Role in Inter - Religious Dialogue, (Korean Journal 28.8: 16- 26) p.22
13)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4)의 첫머리에 실린 김충열 전 고려대
교수의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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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선, 불교학분야의 사학자와 철학자들은
한국의 불교 전통에 대한 보다 성숙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의 학
문적 업적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교사학자들은 철학
적 교리에 대한 분석은 제쳐두고 역사적 기록만을 다루고 있으며, 또
불교철학자들은 역사적 문맥은 도외시한 체 사유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선 서로간의 대화의 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
편인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불교학은 학제간의 연구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
의 불교학자들은 토속신앙과 유교문화, 그리고 불교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져 경직되어 있다. 이들 분야의 기원과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학문에서는 이들 전통 가
운데 하나만을 유독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14) 아울러 한국불교사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중국불교에 대한 심도 깊은 역사적 연구가 필수적이
다. 불교가 고대 일본으로 전해지고 발달하는 과정에 한국 사상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는 정작 상세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15)
세 번째로 한국의 불교계는 불교적 개념의 의미와 그것들이 한국불
교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불교
철학자들은 대개 철학적 개념의 역사적 위치, 의미와 구조 그리고 역할
은 무시한 체 그것들을 개괄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다.16)
네 번째로 한국의 불교학 전문가들은 불교 의례와 수행생활 등 불
교적 신행의 영역에까지 학문적 영역을 넓혀야 한다. 불교의례라는 행
위는 역사적으로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고
14) Inoue Hideo(tr . Robert E. Buswell), 1989, T he Reception of Buddhism in
Korea and its Impact on Indigeneous Culture, (Ed. Lewis R. Lancaste
and C. S . Yu,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 New Cultura
Patterns , Berkeley : Asian Humanities Press, 27- 78) p.70
15) Grayson , 위의 책, p.22
16) 손영식, 1995, 오늘날 한국철학에서 두 가지 쟁점 (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예문서원, 293- 324쪽) 가운데 306- 3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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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학자들은 고려시대가 한국불교의 황금기로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가 왕실의 지원아래 정기적으로 다양한 불교의례
가 행해지던 시기였다. 세계에서 유일한 종교실험무대인 오늘날의 한
국에서17 ), 불교는 수행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으로 일반 신도들
의 죽은 조상을 제사지내고 또 그러한 행위가 사찰의 주요한 수입원
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보완
적인 것일 뿐이다.
현대 한국불교의 주된 흐름은 역시 선불교이고, 깨달음이라는 개념
을 둘러싸고 벌어진 돈점논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불교학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 역시 이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한국불교학은
수행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비록 깨달음이 선
의 목표 곧 最高善(summum bonum)이기는 하지만, 깨달음은 수행생
활이라는 제도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수행과정에 따라 닦아 얻어진
양상일 뿐이다. 사실 불교수행이라는 모든 문화적 맥락은 교리와 행위
가 서로 얽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생활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는 깨달음의 의미를 이해할 도리가 없다.18)

Ⅴ. 맺음말
한 때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강원중심의 불교학이 대학중심의
불교학으로 옮겨가게 되었듯이, 세계화의 물결은 분과 중심의 불교학
을 다시 학제간의 연구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불교교육이 빗장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계화 역시 역설적이게도 불교학, 한국학 넓게는 인
문학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세계화 시
17) Grayson 1989, Korea: A Religious History , (Oxford: Clarendon Press
p.16
18) Busw ell, 1992, pp.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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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자연스럽게 세계화가 당위적인 명제로 강요된 시대에 민족주의
적 색채가 짙은 한국학, 혹은 한국불교학을 세계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류가 기존의 불교학을 반성하
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새로운 불교학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불교학에 가장
무거운 굴레로 작용했던 종파와 문중 그리고 민족이라는 집단의식에
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
드시 물려받아야만 하는 혹은 반드시 후세에 전해야만 하는 우리들
자신만의 고유한 민족성이나 전통이 있어야만 하겠다는 걱정에서 탈
피하는 것이다. 민족성은 결코 자기동질적 사회의 함수로 환원 될 수
없으며,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적 전통들이 공유하고 보전해 온 상호
관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각 문화 사이를 가로지르는 학문과
지식의 역학관계야말로 인간적 가치를 새롭게 하는 창고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9)

세계화 시대에 민족성의 의미는 고유성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 즉 참여성 에 있는 것이다. 우리
는 이제 전통을 해체 (de- construct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통
을 해체 한다함은,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갈아엎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한 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내는 적극적인
행동방식이다. 화엄불교학에서 이야기하듯 괴상(壞相)과 성상(成相)은

19) Michael M. J. Fischer , 1986, Ethnicity and the Post- Modern Arts o
Memory , (Ed. James Clifford and George E. Marcus , Writing Culture
T he Poetics and Politics Ethnography , Univ . of California Press , 1986
p.201.
...ethnicity cannot be reduced to identical sociological functions ,
... ethnicity is a process of inter - reference betw een tw o or more
cultural traditions , and ... these dynamics of intercultural
knowledg e provide reservoirs for renewing humane values .
Ethnic memory is thus , or ought to be, future, not past ,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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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맞물려 도는 緣起의 力動的 모습이다. 또 집단기억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극히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것만큼이나 신
화적인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는 그들이 지금 마
주치고 있는 상황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
라진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전통은 늘 다시 읽
히고 기억은 새로워지며 민족성은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에게 남은 한 가지 과제가 있다면, 세계화 시대인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일 뿐이다.

20

특집

참고문헌
이봉춘, 1994, 한국불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 , 45- 64쪽)
정병조, 1995, 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 대원정사, 429- 450쪽)
허남진, 1995, 서양철학 수용기의 동양철학 연구 현황과 과제: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 5호: 175- 190쪽)
Buswell, 1992, The Z en M onastic Exp erience: B uddhist Practice in
Contemp orary K ore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Grayson, 1988, The Importance of the Study of Korean Religions
and their Role in Inter - Religious Dialogue, (Korean Journal
28.8: 16- 26)
_______, 1989, K orea: A R elig ious H istory , (Oxford: Clarendon Press)
Inoue Hideo (tr. Robert E. Buswell), 1989, The Reception of Buddhism
in Korea and its Impact on Indigeneous Culture, (Ed. Lewis
R. Lancaster and C. S. Yu, Introduction of B uddhism to
K orea: N ew Cultural Patterns,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27- 78)
Jorgenson, 1997, Korean Buddhist historiography : Lessons from the
Past for the Future, ( 불교연구 14: 187- 260쪽)
Michael M. J. Fischer, 1986, Ethnicity and the Post - Modern Arts of
Memory , (Ed. James Clifford and George E. Marcus, Writing
Culture: The P oetics and P olitics E thnog raph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Yun Seung- young, 1996, Outline of Religious Culture(R elig ious
Culture of K orea, 7- 37,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