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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불교 의례의 과제와 제언

송 현 주
*

Ⅰ. 머리말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의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近代 韓國佛敎1) 이후 왕성했던 佛敎改革의

논의 중 상당부분이 의례의 개혁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봐도 한

국불교에서 의례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당

시 제기되었던 의례의 개혁논의는 현재까지도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상 아직 그때의 의례개혁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재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반적 분위기는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바

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의 하나가 의례의 정비와 포교의 강화이다.

분명히 대중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의례는 한국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생존전략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의례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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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불교사에서 근대불교는 넓게는 開港(1876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의 시기를 말하고, 좁게는 1895년 승려의 都城出入禁止解制로부터 1945년 해방

이 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며, 현

대한국불교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朴敬勛, 近

世佛敎의 硏究 , 佛敎史學會 編, 近代韓國佛敎史論 (民族社, 1988); 柳炳德, 日

帝時代의 佛敎 , 佛敎史學會 編, 近代韓國佛敎史論 (民族社, 1988); 金敬執, 한

국근대불교사 (경서원, 1998), pp .13-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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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문제의 역사적 뿌

리와 범위가 매우 깊고 또 넓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례에 내포된 교리

적 혼란과 중첩에서 시작하여, 의례의 내용과 기원, 목적도 모르는 채

행해왔던 오랜 관행, 그것을 방치하고도 살아낼 수 있었던 불교의 역사

적 생존능력, 그리고 이제는 의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다른

관점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교의례의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해결방안을 둘러싼 논의들, 그리고 구체적 결과로 나타난 몇가지

현대 불교의례의 변용과 성과물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불교의례가

안고 있는 문제와 그 전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먼저 그

논의들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불교의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점검한 후 그에 대한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의례논의의 배경

1. 근대불교에서 의례의 문제

한국불교에서 의례가 오늘날 지적하는 하나의 문제로 등장한 것은

근대불교에서부터이다. 물론 근대불교 이전에도 의례가 존재하고 있었

고 따라서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의례정비의 노력이 있었지만,2) 오늘

날 제시되는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그 모태가 되었던 것

은 근대불교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현대불교에서 논의하는 의례 문제들은 근대불교시기에 제기되었던

2) 洪潤植, 近代韓國佛敎의 信仰儀禮와 民衆佛敎 崇山朴吉眞博士古稀記念 韓國近

代宗敎思想史 (원광대출판국, 1984), pp .483- 95. 이 글에 의하면 18세기 이후 근

대 이전의 시기에 儀禮佛敎에 대한 비판과 함께 儀禮要集의 整備가 몇차례 이룩

되었다. 그것은 梵音集 , 作法龜鑑 , 同音集 , 一判集 등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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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과 문제상황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불교는 근대불교의 연장이며, 또한 근대불교시기에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과제로 떠안고 있는 시기로 보인다. 따라서 그 논의

에 필연적으로 근대불교시기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근대불교에서 의례가 문제로 등장하여 논의되고 그 구체적 해결방

안이 모색되는 데에는 몇가지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다. 당시는 넓게는

한국의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재편되는 시기이자, 좁게는 한국의 宗

敎文化地圖가 새로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한국의 불교를 그 이전의 시

대와 근대로 구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僧侶都城出入禁

止의 解禁事件이다. 근대사회를 맞아 한국의 불교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抑佛制度에서의 해방으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가능성의 계기

를 부여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 기회였다. 그

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 그 이전의 시대들 즉 왕조의 운명과 한 종교

의 운명이 함께 하던 시대가 아닌, 이제 종교가 하나의 독자적이고 경

쟁적인 집단으로서 스스로 그 존립의 운명을 감당해나가야 하는 이른

바 宗敎多元社會時代3)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역으로 심각한 위기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이제 불교는 기존의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와 같이 새로 수입되는 종교상품들과 종교시장

에서 경쟁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불교시기에 불교의 중요한 특징은 다종교상황을 맞아

다른 종교들을 의식하고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

기에는 日帝下라는 정치적·시대적 상황과 日本佛敎의 상륙과 전파라

는 보다 복합적 상황이 가세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한국불교계의

초기 반응은 아무래도 불교의 당시상황과 그 존립에 대한 심각한 위

기감이었다.

3) 근대적 의미의 宗敎多元社會는 1886년 韓佛條約으로 인해 信敎自由 즉 종교의

자유가 허용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종교가 왕조나 국가의 지

원이 아닌 공평한 경쟁시장의 원리에 의해 타종교와 공존해야 하고 또 자율적으

로 생존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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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대한국불교의 시기는 유달리 改革佛敎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당시 한국불교는 개혁을 통해 자체정비를 모색함으로써 새

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나고자 했다. 이 때 매우 중요한 개혁의

한 부분이 바로 의례의 개혁이었다. 그때 의례를 개혁하거나 개선, 혹

은 보완하고자 했던 중요한 인물로 韓龍雲, 白龍城, 權相老, 李能和 등

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주장했던 불교의례의 개혁 혹은 변화의 노력

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4)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각각의 개성을 담은 의례개혁의 노력은 1931

년 佛子必覽 5), 그리고 그것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1935년 釋

門儀範 6)의 탄생과 더불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각양각색의

의례개혁 논의들은 이 문헌의 발간과 더불어 통일되고, 한국불교계는

이 문헌을 모범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듯이 보였다.

2. 석문의범 의 의미

근대불교의례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요구는 일단 석문의범 이라는

근대불교의례의 집대성 문헌이 발간됨으로써 잠정적으로 일단락된 듯

한 느낌을 준다. 석문의범 은 安震湖에 의해 편찬된 불교의식집으로

발간 이후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서로 자리매김했다.

이 문헌의 上·下編의 序文은 각각 權相老와 金泰洽이 썼으며 그

두 사람은 석문의범 을 공동감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석문의

범 의 前身인 불자필람 의 편찬과 발간에도 깊숙하게 관여하였다. 그

런데 불자필람 에는 한용운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7) 당시 한국불교

4)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拙稿, 근대한국불교 개혁운동에서 의례의 문제 - 한

용운, 이능화, 백용성, 권상노를 중심으로 , 종교와 문화 제 6호(서울대학교 종

교문제연구소, 2000), pp .157- 83 참조.
5) 安震湖, 佛子必覽 (京城: 卍商會, 1931).
6) 安震湖, 釋門儀範 (京城: 卍商會, 1935).
7) 불자필람 의 발간의 취지 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震湖 講伯의 熱心編成

과 退耕, 大隱 두 大德의 校正勤勞와 韓龍雲氏의 深深後援은 어찌 부처의 힘을 얻

208



현대 한국불교 의례의 과제와 제언

계는 불자필람 과 그것의 확대계승인 석문의범 의 성립에 뜻을 모

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석문의범 이 한

국불교의례의 유일한 典範으로 기능해온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

다.8) 석문의범 이 성립되어 출간되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당시 근

대불교의 의례문제에 대한 대안, 혹은 나름의 해답이 정비되었음을 의

미하며, 석문의범 이 의미하는 바의 의례개혁노선에 대체로 모든 한

국불교계가 따랐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근대불교시기의 왕성하지만 다

양한 갈래로 진행된 의례개혁의 논의들은 일단락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석문의범 이 당시 근대불교의례의 개혁논의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지금도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석문

의범 이 지니는 문헌적,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이 문헌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한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 문헌은 근대불교시기에 제기된 다양한 의례개혁 논의중

에서 가장 급진적인 한용운의 노선도, 또 불교의례의 현대화를 모색하

고 여러 가지 선구적 포교와 한글화를 시도한 백용성의 노선도 아니

며, 전통적 의례의 복구와 정비를 내세운 -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 권상노와 이능화의 노선에 가장 다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권상노와 이능화 역시 시대를 앞서서 당시 불

교계를 이끌었던 인물들 답게 불교의례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대안

들을 시도했다. 예컨대 권상노의 讚佛歌 제작이나 이능화의 擬定佛式

花婚法 9) 등은 매우 선구적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전통의

식의 복구와 체계화에 중점이 있었고, 그 기본적 골격과 구성은 남겨

어 作法供養함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고 있다. 崔就墟, 發刊의 趣旨 , 安震湖

編, 佛子必覽 , 앞의 책.
8) 鎌田茂雄, 한국불교사 , 신현숙 역(민족사, 1988), p .248; 全東赫, 韓國密敎につ

いての一考察 - 釋門儀範 からみた現代韓國佛敎儀禮とその密敎的 性格 (豊山學

報 第 32 , 1987, 東京: 豊山宗學硏修所) 참조.
9) 尙玄居士, 擬定佛式花婚法 , 朝鮮佛敎叢報 第 4號(19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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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채 약간의 시대적 변용을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불자필람 과

석문의범 의 내용은 사실상 조선시대까지 전해내려온 여러 불교의식

문들을 조합해놓은 것 이상의 성격을 지닐 수 없었다. 즉 석문의범은

당시 개혁적 진영에 섰던 - 한용운과 백용성으로 대표되는 - 사람들

의 변혁의 이상을 담아내지 못했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례의 현대화, 간소화, 생활화, 대중화, 한글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근대불교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속되면서 해방 이후의 현대 한국불교계

에 똑같은 의례개혁의 필요성을 남겨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의미있는 것은 석문의범 이후 한국불교의 현실이

이 문헌 안에 갇혀있을 수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후

현대불교는 꾸준히 나름의 원칙과 시대변화에 따라 석문의범 을 넘어

서 새로운 의례의 변화, 또는 계발과 정립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그것

은 많은 부분에서 한용운과 백용성의 의례개혁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석문의범 이 지닌 의의는 그 시대의 틀 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일이지만, 현대의 시각에 비추어볼 때 의례의 복고적 정비라는 그 입

장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석문의범 을 넘어서

해방후 한국불교는 의례의 문제에 그다지 전념할 상황이 아니었다.

佛敎淨化 사건으로 불교계는 일단의 대규모 분규에 휘말려있었다. 이

로 인해 한 동안 불교계는 내부의 수습에 몰두할 뿐, 대외적 포교나

사회적 실천 등을 고려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불교의례에 대한 정비와 변화를 모색하는 움

직임이 있었고, 그것은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현대 한국의 불교의례에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어 나갔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불교의

禮佛儀式의 변화와 정비이다. 현재 朝夕禮佛에서 사용하는 예불문은 대

부분 上壇(佛菩薩을 모셔놓은 단)의 경우 七頂禮를, 그리고 中壇(神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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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셔놓은 단)의 경우에는 般若心經 의 독송의례가 행해진다. 그런

데 이 두 의식의 의식문과 형식은 석문의범 의 禮敬儀式 조항에 있는

의식문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현대에 들어 새로이 정비, 시행된 것들

이다.10) 이는 현대에 들어서 기존의 의식과 달리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의례가 요청되었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의례와 관련하여 현대 한국불교에서 또 하나의 큰 의미를 지닌 것

은 최근(1998년) 大韓佛敎曹溪宗이 교단 차원에서 통일법요집 을 발

간한 것이다.11) 이 문헌은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아 산만하게 유통되

던 한국불교의례를 정형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석문의범 이후 변

화한 불교 현실에 대한 구체적 반응의 의미를 지닌다. 통일법요집 은

그 업적 면에서 석문의범 을 계승하는 것이자 그 내용 면에서는 그

것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며, 이제 더 이상 석문의범 식 의례는 현대사

회에 부조화, 부적절하다는 고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일법요집 의 완성과 발간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의

불교의례에 여전히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 통일법요집 은 많은 현대 한국불교의 의례문제에 대한 일차적 대

응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여러 가지 의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Ⅲ. 현대 불교의례 논의 현황과 과제

1. 불교의 상황과 의례 개선논의

근대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불교계에서도 불교가 전반적으로 위기

10) 이에 대해 拙稿, 現代 韓國佛敎 禮佛의 性格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哲

學博士學位論文, 1999) 참조.
1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1998). 대한불교조계종은

1995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법요집 을 만들어 1998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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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혹은 침체기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일제의 정치적 영향력과

일본불교와의 직접적 갈등양상도 대부분 청산되었지만 여전히 한국불

교가 스스로를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주목할만한 것은 한국불교가 위기 혹은 침체기라고 하는 입장의 논

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타종교에 비해 불교신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거나, 신도의 구성이 노

령화되고 있다거나, 신도의 조직력, 응집력이 떨어진다거나, 불교의 대

(對)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하다거나 등이다. 1987년 발표된 한 보고서

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부터 불교의 교세, 불교인의 의식변화를 분

석한 결과, 개신교와 천주교인수가 불교인수를 월등히 능가했다고 한

다. 또 여러 불교운동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이미지가

일반에게 주는 인상은 밝지 않으며, 안정적이지 못한 종단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2) 또 1989년 발표된 한 설문조사는 한국

불교의 사회적 위치는 타종교와 비교할 때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95%가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교가 사회적으로 하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3) 1999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은 불자인

구의 감소추세, 불자들의 신행활동 참여 부재,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 등의 현상적 측면에서 停滯期를 지나 이제는 沈滯期로 접어들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한다.14)

12) 鄭柄朝, 韓國社會의 變動과 佛敎 , 社會變動과 韓國의 宗敎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연구논총 87- 3, 1987), p .153, 167. 이 때 밝힌 당시 종교인구수는 불교인

7,400,000/ 기독교인 6,800,000/ 천주교인 2,200,000이다.
13) 반면에 동등하다 (7 .14%)와 지도적 위치에 있다 (3.17% )라고 답한 사람은

10.31%였다(기타응답 8.73% ). 설문대상은 30- 50세의 남녀로서 포교현상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법사, 청년단체회장 및 유관단체 지도자였다. 오원명, 사

회 및 불교에 관한 전국불교지도자(재가)의 의식조사연구 , 한국불교사회연구소

편, 불교와 한국사회 (한국불교사회연구소, 1989), p .87.
14)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교인구 비율은 80년대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다. 즉

1982년 통계청 조사에서 29.0%이던 불교인구는 1995년 통계청 주택 및 인구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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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한국불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논자의 입장

과 시각에 따라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에 대

한 이와 같은 위기적 진단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서 공통된 지적이

다. 또한 흥미롭게도 많은 경우, 한국불교 위기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불교자체 내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의례가 매우 중요한 한

요소로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있었던 불교 제도개혁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불교의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종 불교의례의 재정비, 의례

의 한글화, 법회의례의 대중화, 불교생활의식의 대중화15)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곧 의례의 개선이 불교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생각과, 또 반대로 의례의 문제가 이와 같은 사태유발의 한 원인

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대불교의 위기와 의례의 문제는 이처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지 않

을 수도 있다. 한국불교의 문제가 단순히 의례의 문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의례의 문제가 한국불교의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2. 개선 논의의 구체적 내용

이와 같이 한국불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의례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

반적 추세에 부응하여,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의례의 변화를 모색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일반적으로 현대 불교의례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의례형식의 통일, 의례형식과

내용의 개선, 새로운 의례의 계발, 불교의례의 내용에 대한 교리적 반

성과 정비이다.

서스 조사에서는 23.2%로 줄어들었다. 또한 불교인구는 감소될 뿐만 아니라 노

령화되고 있으며, 불교 각 종단의 성직자의 수, 종교시설의 수적 측면에서도 상당

한 열세로 돌아서고 있다. 金應喆, 佛子의 宗敎意識 및 行態 變化에 관한 硏究

(한국종교학회 1999년 추계발표회 발표문, 1999), p .2, 13, 19- 20.
15) 정병조, 앞의 글,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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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례형식의 통일

의례가 하나로 통일되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장 기본

적 문제이다. 종교의례를 정의할 때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정형화(定型化)의 요소16)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도 불교

의례가 널리 실행되어왔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최근까지도 한국불교 의례는 통일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각 사찰은 각각의 법요집과 의례집을 통해 의례를 시행해왔다. 물론

그들 의례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각각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의례내용들이 혼란을 불러일으켜왔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불교에

서는

出家日, 涅槃日, 受戒式, 結制, 解制 法要式, 奉佛式, 打鐘式, 住持離-
就任式, 施賞式 등의 행사도 각 절마다 각기 다르다. 또한 일반 신도단체

의 경우... 60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법회식순을 비교해본 바 각

단체마다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三歸依 , 四弘誓願 에서 전통의

식과 노래가 혼재하고 있고 讀經에서 한글독송과 한문독송이 혼재하고

있으며, 독경의 종류도 般若心經 , 金剛經 , 法性偈 등이 사용되어 불

일치하고 있다. 17)

따라서 한국불교의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각종 불교의식의 정비와 통

일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불교의례가 하나로 통일, 체계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무엇

보다 의식(儀式)의 혼돈이 곧 의식(意識)의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기

16) 종교의례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는 宗敎觀念 혹은 宗敎意識을 基調로 한 定型

的 行動體系 이다. 그런데 이 정형성은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어진 체계임

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의례의 정의를 내릴 때 가장 기본적 요소는 定型性과 反

復性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의례란 자기가 가진 종교적 감정을 표출하고, 궁극적

으로는 일정한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적·공간적으로 반복전승되고

정형화된 행위의 集積 을 말한다. 竹中信常, 儀禮硏究への一時論 , 日本宗敎學會

宗敎硏究 第 43卷 第 4輯 203(1970), pp .84- 6 참조.
17) 정병조, 앞의 글, pp .1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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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같은 불교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식을 행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18) 그리고

그것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종교적 행위양식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없음으로써 교단의 유지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종교의

례가 한 종교집단의 보존 내지 기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의

례의 혼돈은 집단의 존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불교의례의 통일은 한국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일정수준의 통일성을

유지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따라서 조직화된 역량의 발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19) 그것은 결국 한국불교의 교단적 정체성을 유

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례의 통일 문제는 의례 문제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인 만큼, 아래의 구체적 논의들 즉 의례형식과 내용의 개

선, 새로운 의례의 계발, 불교의례에 대한 교리적 반성 등의 문제 속

에 관통하고 있다.

(2) 의례형식과 내용의 개선

의례형식과 내용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儀禮의 現代化라는 캐치프

레이즈로 대변된다. 여기에는 의례의 간소화, 한글화, 법회형식과 내용

의 개선, 의례 분위기 개선, 讚佛歌 및 儀禮象徵(莊嚴物)의 개선 등 다

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의례의 현대화는 전통적 의례의 복원

이나 변용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전통적 의

례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편의

상 현대화, 한글화, 법회의식의 문제, 찬불가의 순서로 나누어 살펴보

자.

① 의례의 현대화 - 간소화, 단일화

의례의 현대화라는 말은 현대 한국불교의례의 개선을 대표하는 슬

18) 김호성 편저, 한글불교의식집 (민족사, 1993), 머리말.
19) 김응철, 앞의 글,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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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이다.20) 그런만큼 그 속에는 구체적인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초점이 다소 달라지기도 한다.

蔡印幻은 전통적인 불교의식 가운데 개선되거나 현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 네가지를 꼽았다. 첫째, 불교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인 건

물과 각종 시설들을 개조하는 구조적 현대화, 둘째, 불교의식을 집행

하며 법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기성관념을 개선하는 현대화, 셋째, 불

교의식에 필요한 각종 의식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사용하는 현대

화, 넷째, 불교의식에 있어서의 음악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 불교의식

이 전반적으로 통일성있게 집행될 수 있는 현대화이다.21)

黃晟起는 불교의식의 현대화의 두가지 기본원칙으로 簡素化, 그리고

儀式을 현대인의 생활감각에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간소화란 불교의

식이 너무 복잡하여 儀式主義宗敎化되고 또 긴 시간을 소요하여 오히

려 해이하고 문란하게 됨으로써 신성엄숙해야할 분위기를 해치므로

그 내용에서 번잡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을 현대인의 생활

감각에 맞춘다는 것은 佛前의 讀經과 梵唄가 이미 오래 전의 역사적

전승들이고 승려 중심으로 전문화된 것이어서 오늘날의 일반인들에게

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

어가면, 신앙의 다양한 대상의 淨化, 동일한 의식내용의 단일화, 聖歌

의 제정, 의식에서 사용하는 형식 즉 樂器類 등에 대해 취사선택할 것

등을 들었다.22)

20) 1970년대에 열렸던 중요한 세미나 20여회 가운데 현대화 라는 이름이 들어간

세미나는 16회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의해 1970년대 불교계가 가장 역점을 두었

던 부분이 현대속에 불교를 적응시키려는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병조, 앞의

글, p .165.
21) 蔡印幻, 불교의식의 현대화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새로운 정신문화

의 창조와 불교 (우리출판사, 1994), pp .143- 44.
22) 黃晟起, 佛敎思想의 本質과 韓國佛敎의 諸問題 (保林社, 1989), pp .268- 73. 이

글에서 다양한 신앙대상의 정화란 七星과 山神崇拜 등의 신앙을 정리해야한다는

것이며, 동일한 의식내용의 단일화란 奠施食, 觀音施食, 華嚴施食 등 이름은 여럿

이지만 그 내용과 목적은 동일한 것들을 단일화해야한다는 말이다. 또한 의식에

서 사용하는 樂器類 중에 목탁과 요령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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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宗梵은 사원에서의 주거생활문제, 도시사원에서의 아침 예불시간

(3:00- 4:00) 문제, 念佛, 呪力은 도시불교와 생활불교를 정착시켜감에

있어 새로운 방법으로 권장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등의 제안을 했다.23)

그렇지만 불교의례의 개혁이 오늘날 불교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는 데 이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洪潤植은 의례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같은 현대화 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4) 그가 의례의 현대화를 반대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의례가 갖는 특질은 行爲的이고 表現的이란 형식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의례를 행함은 그 의례를 정당화시킬 무엇인가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의례의 형식이란 의식의 절차, 의식집행의 行爲

的 要素 및 音聲的 要素, 신앙대상인 불상 및 불화, 그리고 건축의 양

식 및 가람의 배치, 貢物 등이다. 그런데 불교의 현대화란 불교가 현

대문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 불교의 특징을 어떻게 살리

느냐하는 것이다. 오늘날 불교의례가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종교적 감

명을 안겨주지 못하고 따분하고 미신적이란 비난을 듣게 된 것은 낡

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결여된 불교적 특징에 있다. 25)

그가 지적한 의례의 불교적 특징들은 범패, 불교미술, 儀式作法 등

이다. 특히 범패는 慈悲·圓滿·淸淨 등과 같은 불교적 특성을 지닌

선율을 갖고 있음으로써 매우 중요한 불교의례요소이다.26)

이렇게 볼 때, 범패와 염불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선율이라고 보

는 개선의 입장과 그것이 매우 고유한 불교의례의 특성이므로 길이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이 학자들간에 상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범패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교의 현대화 논의에는 이와 유사한 입장의

23) 徐宗梵, 현행 불교의식의 문제점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새로운 정신

문화의 창조와 불교 (우리출판사, 1994), p .139.
24) 洪潤植, 儀禮面으로 본 佛敎의 現代化 ,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 제

2집(1975), pp .142- 43.
25) 위의 글, pp .142- 3 .
26) 위의 글,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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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불교현대화 논의에는 양자를 절충하는 의

견들이 또한 종종 나타난다. 채인환은 불교의식의 현대화에서 기본적

인 것이 溫故知新하는 정신이다. 즉 전통적인 본래의 불교의식이 지니

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계승해나가는 기본태도는 견지되어야 한다.

불교가 한계도 없이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불교의

특색을 잃게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고 하여 불교의례 현대화의 한

계를 경계하였다.27) 鄭柄朝도 역시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현대화

라는 정확한 개념의 정립이다. 일부 청년단체나, 불교사회운동의 양태

를 볼 때 현대화는 다분히 서구식 방법론과 혼동되는 듯한 인상이 짙

다. 街頭布敎를 시도한다던지, 대규모의 集會를 자주 연다든지, 전통법

회의식의 간략화 내지 생략 등은 결코 바람직한 불교현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불교가 간직한 전통의 토대위에 이와 같은 논의

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28)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례 현대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불교본질의 회복이라

는 문제로 귀결되어, 단지 형식의 현대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 지적에 일치하고 있다.29) 이렇게 볼 때, 현단계

불교의례의 현대화 문제에서 관건은 전통의례의 보존·계승과 시대에

맞게 현대화해야 할 부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② 의례의 한글화

의례의 한글화 문제는 현대화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오늘날 한국불교를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불교의례가 대부분 한문이나

다라니로 되어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교현대화

27) 채인환, 앞의 글, p .143.
28) 정병조, 앞의 글, pp .165- 66.
29) 황성기 역시 의식의 현대화에 선행해서 불교전반의 제도와 정신적인 면이 개선되

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황성기, 앞의 책,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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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많은 논의들이 의례의 한글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

다.

불교의례가 한글화되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으

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의례에 사용되는 언어는 일차적으로

그 나라의 국어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어느 민족을

보더라도 자기 언어가 있는 민족은 그 민족의 전통적 종교의 사상과 의

식문화를 자기 언어체계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불교가 민족종교로서

민족의 사상과 정서, 얼과 문화를 계승, 발전, 전승하려면 무엇보다도

불교의 사상인 경전과 민족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불교의식을 우

리 민족의 일상적이고 주체적인 언어로 담아내어야 한다. 30)

또 그렇게 되어야만 불교의례는 의미전달이라는 일차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한글화가 됨으로써 집전하는 이도 그 의식문의 깊은 뜻을 바

로 관할 수[誦文觀義] 있을 뿐 아니라, 동참하는 이들도 다 쉽게 그 뜻

을 이해하고 함께 독송할 수 있음으로써 신앙적인 공감대를 더 쉽게 형

성하며, 또한 자기 신앙의 내면을 더 쉽게 표면화하게 됨으로써 의식이

바로 생활의 창조와 믿음의 표현과 직결될 수 있다. 31) 의례가 의미를

관찰하도록 定例化한 것이며 의식의 목적은 의미의 관찰에 있는 것 32)

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불교의례의 주(主) 언어는 당연히 대중과 의사소

통될 수 있는 한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한문

과 다라니 위주의 전통적 의례는 의례참여자에게 대부분의 내용이 의미

30) 벽암, 한글 불공의식에 대하여 , 벽암·현능·김호성 공편, 한글과 불교의식

(백화도량, 1993), pp .103- 4; 불교의례의 한글화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천주교회의

典禮의 한글화의 역사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천주교회는 1962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한 것을 토대로, 1964년 한국교회를 위한 전례개혁 율령 의 인

준을 받아 미사 때나 성사 집행에 한글의식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원순

한국천주교회사 (탐구당, 1970 초판, 1980 재판), p .262; 또 한국천주교회의 대

부분(95.6%)의 신도는 라틴어 미사문의 한글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

리신학연구소 사목조사컨설팅센터, 가톨릭의 한국화에 관한 신자들의 인식과 태

도 , 우리사상연구소,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 (서광사, 1997), pp .634- 7
31) 채인환, 앞의 글, p .146.
32) 김호성, 앞의 책, pp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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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른채 진행됨으로써 자칫하면 佛敎儀式의 呪術化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의식은 대부분 그 형태가 승려위주로 되어버림으로

써 대중이 신앙의 공감대를 갖고 동참하여 신앙을 심화, 확대시키기 어

려우며33) 따라서 의식의 주체인 대중을 그 의미구조에서 배제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 의식을 집행하는 승려 자신도 그 문

장이나 다라니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34) 의례의

의미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의식문의 한글화가 지체되

어 온 것은 왜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 하

나는 불교의례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진행될 때 그 의

례가 보다 신성하고 종교의례 답다고 생각하는 통념 때문이다. 즉 종

교의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함께 알기를 필요치 않을 경우가 있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神秘의 매력이 있는 때문 35)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

각이 의례의 한글화에 대한 찬반논쟁의 한 축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도가 똑똑하면 절살림을 제맘대로 하기가 어렵

다 36)거나 불교신도들이 교리공부를 열심히 해가면 갈수록 신심이 떨

어진다 37)는 비논리적 편견이 의례의 한글화에 또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신도들에 대한 愚民化 政

策과 다르지 않다. 즉 의례의 의미구조를 승려위주의 것으로 만듦으로

써 의례에 참여한 신도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수동적이며 의존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신도는 의례의 의미부

33) 정병조, 앞의 글, p .157.
34) 황성기, 앞의 책, p .271.
35) 위의 책, p .271.
36)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기획·편찬,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p .513. 이

책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의 불교계는 신도가 똑똑하기를 거부하는 현실이었다

고 비판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불교계의 신도교육정책은 매우 미흡했었다고

말한다.
37) 김호성, 어떻게 믿을 것인가 , 벽암, 현능, 김호성 공편, 앞의 책, p .17. 저자는 이

런 속설이 실제 유통되고 있으며, 따라서 교리에 대해서 무식하면 할수록 장한 신

심을 갖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성립된다고 이것을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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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서 주체적이지 않고 승가의존적 존재가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물론 이런 가설은 분명한 의도 하에서 진

행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 하나 의례의 한글화가 어려운 부분은 전통적 漢文과 陀羅尼의 韻

律이 한글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전통적 한문은 五言, 七言 등의 문장구성 운율이 있음으로서 다

수가 함께 모여 따라부르기 좋은 게송의 형태를 띤다. 다라니 역시 따

라하기 좋은 특유의 운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전통적 불교

의례의 운율은 그 소리의 장엄함과 감동이 역사속에서 그 효과가 검증

되어온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례의 현대화, 한글화에서도 이 점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한글로 이들을 풀어쓰면서도 어떻게

그 본래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의례에서 따라하기 좋은 운율을

구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식을 한

글화하자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

이 한문 그대로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38)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모아져 불교의례의 한글화가 지체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도 천수경 , 반야심경 등의 의식문이

한글화되어 쓰이고 있으며, 三化行道集 ,39) 우리말불교의식집 ,40)

통일법요집 등이 의식문의 한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전체 불교의례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부분들이며, 따라서

의례의 한글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안이다.

그러나 의례의 한글화라는 전반적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하더라

도 그 세부적 원칙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38) 김호성 편저, 한글불교의식집 , 앞의 책, p .16. 특히 김호성이 한글화의 기본 원

칙의 하나로 음악화 곧 律格의 문제를 들면서, 이렇게 음악화된 한글의식은 의

식의 독송 그 자체가 염불이고 범패가 될 것이라고 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김호

성, 한글 천수경 에 대한 고찰 , 벽암·현능·김호성 공편, 앞의 책, pp .71- 2.
39) 金月雲, 三化行道集 (佛書出版 寶蓮閣, 1986).
40) 전북사암승가회 편, 우리말 불교의식집 (호암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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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곧 어느 의식의 어느 부분까지를 어떻게 한글로 옮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현단계에서 수많은 불교의식 전체를 한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어떤 의식을 선택할 것인

가 하는 문제와, 한 의식 중에서도 한문과 다라니 부분을 모두 옮길 것

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그대로 둘 것인가, 번역의 원칙은 直譯으로

할 것인가 意譯으로 할 것인가, 옮길 때 운율[律格]은 어떻게 맞출 것인

가, 다라니 부분은 번역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등, 여러 문제

가 중첩되어 있다.41) 따라서 차후 불교의례의 한글화작업은 이러한 논

의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연구를 과제로 하고

있다.

③ 법회의식의 문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회의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음력날짜에 하는 齋日法會이고 또 하나는 주로 주중

이나 주말 등의 일정한 요일에 하는 曜日法會, 혹은 一般法會이다.42)

재일법회는 佛供을 주로 하는 전통적 법회로서 觀音齋日, 藥師齋日,

地藏齋日 등의 법회이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신도들이 참석하고 있으

며, 千手經 등의 誦呪, 讀經과 精勤, 獻供, 祝願 등 조선시대의 의식

41)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호성 편저, 한글불교의식

집 , 앞의 책; 김호성, 한글 천수경 에 대한 고찰 , 앞의 글, pp .69- 101; 김호성

천수경에 나타난 한국불교의 전통성 , 석림 26집(서울: 동국대 석림회, 1992)
pp .216- 17; 박현능, 한글 예불문과 반야심경 - 번역과 독송을 위하여 , 벽암·

현능·김호성 공편, 앞의 책, pp .11- 68; 벽암, 한글 불공의식 에 대하여 , 앞의

글, pp .102- 114; 다라니의 번역과 번역하지 않는 입장의 차이는 다음 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無比, 천수경 (서울: 불일출판사, 1992); 法性, 천손천눈의 인

식과 사랑 (광주: 큰수레, 1991); 김호성, 천수경이야기 (민족사, 1992).
42) 물론 이들 외에 부처님 오신날 등의 4대성절, 수계법회나 방생법회 등의 부정기

적 법회를 포괄하는 특별법회를 따로 말할 수도 있다. 서종범은 법회의례를 정기

법회(재일법회, 요일법회)와 특별법회(4대 성절 등의 봉축법회, 수계법회, 방생법

회, 결제, 해제, 입학식, 졸업식 등의 각종 법회)로 나누고 있다. 서종범, 앞의 글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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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볼 수 있는 전통의례를 계승하고 있다. 의례의 내용이 대부분

범어다라니와 한문으로 구성된 문장과 게송을 歌唱하는 형식으로 진

행되기 때문에 일반불자의 경우 엄숙한 경건성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43) 또 축원의식을 행함에

있어 동참불자의 주소, 성명을 일일이 낭독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점,44) 그리고 의례의 끝부분이나 중간에 설법이 행해

지지만 상대적으로 法門시간이 짧다는 점도 재일법회의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45)

일반법회(요일법회)는 전통적 불교의식과 달리 1970년대 이래 활성

화된 포교당운동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현대적 불교

의식으로, 전통적인 농경사회와는 전혀 다른 생활리듬을 살고 있는 현

대의 불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 창출된 법회의식 일체를 지칭

한다.46) 재일법회가 불공중심의 법회라면, 일반법회는 법문중심의 법

회이다. 이 일반법회는 說法 위주로 진행되어 기도와 헌공의 요소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47) 자칫하면 수행 대신 지식만 늘려갈 위험이 있

다고 지적되기도 한다.48) 따라서 결국 전통적 의식형태인 불공과 기

도, 그리고 현대에 와서 활성화된 법문중심의 설법의식이 어떻게 적절

히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현단계 한국불교의례에서 중

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법회보다 재일법회에 대한 일반신도의 선호가

높다는 점이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매월

초하루 법회와 재일법회가 아직까지는 주말법회 등의 일반법회보다

신도들의 동참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9) 각 사찰에서는 정

43) 위의 글.
44) 위의 글, p .136; 채인환, 앞의 글, p .146.
45) 김호성, 한글불교의식집 , 앞의 책, p .145.
46)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앞의 책, p .13.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법회라는 범

주가 요일법회보다 큰 것이며, 후자가 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7) 서종범, 앞의 글, p .137.
48) 김호성, 한글불교의식집 , 앞의 책,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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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법회로 매월 초하루법회를 중심으로 관음재일, 지장재일 등 재

일에 법회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불자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월 1회씩 참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통적 재일

법회가 불교법회의 다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불자의 종교의례 참

여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50)

이와 관련하여 법회에 대한 개선점으로 법회의식에서의 지루하고

단조로운 식순(22.22%), 알맹이 없는 설법(28.57%), 구태의연한 법회교

재(10.31%)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51) 부처님 오신날 등의 특별법회가

그 형식이 기념식과 같이 상례적으로 진행되어 감동을 주기 어려우므

로 보다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52) 법회의식의 형식과 내

용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회의식은 출가교단만의 의례가 아니라 승가와 재가가 만나 함께

하는 중요한 의례인만큼 불교의례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따

라서 법회의식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개선안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의 설문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설법의 내용

에 대한 지적에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법

회의식에서 종전의 出世間 위주의 교리, 禪問答 위주의 법문은 종교적

설득력을 갖기에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알맹이 없는 설법이라

49) 김응철, 앞의 글, p .17. 불자들이 선호하는 법회활동을 조사한 결과 초하루 법회

39.5% , 지장재일 법회 24.0%, 교리교육 법회 22.0%, 성지순례 법회 20.8% , 관

음재일 법회 19.5%, 주말법회 16.7%, 보름법회 14.2% , 철야정진법회 8.8%, 거

사림법회 3.4%, 구역법회 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50) 불자들이 사찰이나 종교활동 장소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는 일이다. 한국갤럽(1997년)의 조사결과 나타난 불자의 종교의례 참여빈도

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23.9% , 2- 3개월에 한번 12.0% , 1년에 1- 2번 40.3% 등으로 나타났

다. 즉 불자들의 대부분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혹은 한달에 한 번(이상) 정도의

비율로 사찰을 찾는다. 이것은 개신교 신자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이상 40.5%, 일

주일에 1번 정도 31.0% , 천주교 신자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이상 17.8%, 일주일

에 1번 정도 42.6%의 참여빈도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위의 글, p .16
51) 오원명, 앞의 글, pp .99- 100.
52) 서종범, 앞의 글,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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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지적이 유달리 많은 것은 그만큼 설법이 대중의 현실과 유리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제 출세간적 법문은 세간의 일상사와 관

계를 맺는, 요컨대 현실세계와 연결된 법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④ 찬불가

1920년대는 새로운 불교음악이 선보인 시기였다. 백용성, 권상노, 曺

學乳 등에 의해 소위 讚佛歌라는 새로운 장르의 불교음악이 불교의

례에 도입되었다. 이 때 찬불가를 도입한 의도는 불교의 대중화와 불

교의례의 현대화에 있었으며, 그것은 현재에 이르는 찬불가 운동의 효

시로서 평가된다. 이후 찬불가는 1950년대 雲門에 의해 크게 활성화되

었으며,53)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찬불가란 용어가 불교계에 일반화되

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 찬불가 공모에서 뽑힌 최영철의 삼귀의와

사홍서원은 오늘날 법회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곡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후에도 몇몇 개인과 단체에 의해 찬불가의 제작활동이 활발하

였으며, 특히 불교방송은 1990년 개국 후 찬불가 보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20곡씩 100곡을 펴내는 등 찬

불가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했다.54) 1987년 당시 찬불가의 수는 대략

450곡 정도로 추산되며, 그 중에서 가끔씩이라도 불리는 곡은 100곡

미만으로, 종종 사용되는 곡은 50곡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55)

현재 거의 모든 법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찬불가는 이제 한국불교 의

례의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찬불가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곡의 분위기가 불교적이지 않다는, 심지어 기독교 찬송가의 모방이라는

비판이다. 또 찬불가의 가사나 작곡의 수준이 대체로 높지 않다는 지적

53) 운문(서울 운문사 주지)은 서울 조계사 어린이회를 창립하고 교화방법의 하나로

찬불가를 사용하였다. 그는 스스로 가사를 쓰고 작곡을 의뢰하는 등 많은 찬불가

제작에 앞장서서, 찬불가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기획·편찬, 앞의 책, p .166.
54) 위의 책, pp .372- 74.
55) 정병조, 앞의 글,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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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따라서 현재 산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유통되는 찬불가에 대한

공식적인 심의·인증의 절차나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

리가락을 바탕으로 하면서 독특한 불교의 색채를 띄우는 한국적 화성법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56)

이제 찬불가가 분명히 불교의례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

제한다면, 불교의례 전체속에서 그것을 다른 의식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불교의례의 범패 및 염불,

다라니와 같은 전통적 소리, 그리고 의례에 사용되는 목탁이나 요령 등

의 불교악기와 이질적 성격을 내포한 찬불가가 전체의 의식속에서 조화

를 이루도록 하는 의례 안배와 구성, 찬불가의 불교적 계발 등이 앞으

로 불교의례 음악에 있어서 추구해야할 부분이다.

(3) 새로운 의례의 계발

새로운 의례의 계발에 대한 요구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通過儀禮(平生儀禮 혹은 一生儀禮)와 歲時儀禮의 계발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모색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불교

가 다른 종교에 비해 약한 부분으로, 일반사회의 慶弔事에 맞는 각종

의식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불교의 生活儀式이 대중화되어야 한다는

불교계의 여론에 부합한다.57) 한국불교의례 가운데 대중들의 삶에 하

나의 통과의례로서 정착한 것은 아마도 遷度齋가 유일할 것이다. 불교

는 통과의례의 차원에서 볼 때, 일반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과 관련

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현실 삶과의 관련에서는 그

다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례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58)

56) 위의 글, pp .159- 60; 채인환, 앞의 글, p .147.
57) 정병조, 위의 글, p .151.
58) 그것은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불교신도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불

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喪禮 및 祭禮儀式에 13.3%, 배

우자 선택 및 자녀 결혼때에 8.9% 만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관혼상제

등에서 영향을 받고있다는 응답 비율이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신앙으로서의 불

교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응철, 앞의 글, p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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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불교는 모든 계층에게 出生으로부터 死後의 祭禮에 이

르기까지 생의 단계마다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것은

불교의 還生說이 당시의 가족과 친족구조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

던 점, 사후의 장례와 제례에서 불교적 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59)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冠婚

喪祭의 주도권을 거의 상실했다. 朱子家禮의 보급으로 대중의 삶의 중

요 고비마다 행해지는 통과의례가 대부분 유교의 가치에 의해 질서화

되었고, 불교는 억불정책에 의해 산중공동체로 전락하면서 대중들의

현세적 삶과의 유대를 단절하는 경험을 했던 것이다. 그 후 불교가 살

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천도재, 즉 죽음 후의 極樂往生을 기원

해줌으로써 가능했다. 그것은 불교전래 이후 대중으로부터 지속적 지

원과 요청을 받은 부분으로, 불교의 生死觀이 淨土思想과 결합하여 만

들어낸 독특한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즉 20세기에 들어서 불교는 제반 통과의례 기능의 강화에 관

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능화의 선구적 주장과 시도에

힘입은 바 크다. 그가 시도한 불교적 혼례식인 擬定佛式花婚法은 이

후 발행되는 불교의식집들 - 불자필람 , 석문의범 등 - 속의 花婚

儀式의 先例가 되었다.60) 또 다른 일생의례들 예컨대 생일의식, 회갑

59) 許興植, 高麗의 佛敎와 融合된 社會構造 , 佛敎學會 編, 高麗初期佛敎史論集

(民族社, 1986), pp .21- 59 참조. 이 글에서 허흥식은 고려사회에 水平的 親族構

造가 존재한 것은 불교의 환생설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婚禮에 대한

佛敎式 禮制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의외이나, 이는 고려사회의 혼인이 통과의

례의 면에서 엄격성이 낮았으며 조선시대 혼례보다 소략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 본다.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사상과 예제가 대중의 삶과 매우 밀접

하게 연결되고 있었음을 고증하고 있다.
60) 이능화는 佛敎普及은 精神과 形式이 竝行然後 (尙玄居士, 佛敎普及은 精神과

形式이 竝行然後 (< <朝鮮佛敎叢報> > 第 3號(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40), 大正

6(1917), 30本山聯合事務所); 擬定佛式花婚法 (앞의 글)에서, 불교에서 정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의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의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기독교의 전래 등으로 인한 다종교상황에서 받은 자극으로 보인다. 拙稿

근대한국불교 개혁운동에서 의례의 문제 - 한용운, 이능화, 백용성, 권상노를 중

심으로 , 앞의 글, pp .170-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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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등도 이제는 불교의식집 속에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례의 생활화 혹은 일생의례화의

모색은 아직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다. 喪禮에 있어 주자가례의 영향력

이 여전히 클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도입된 서구식 혼례

식이 종교적 차원을 떠나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발간된 통일법요집 은 새로 계발해야할 의례로 일생의례

(평생의례)와 세시의례를 들고 그것의 계발을 시도했다. 일생의례 뿐

만 아니라 세시의례가 대중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과

거 불교가 세시의례에 관여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복원함으로

써 불교의례의 대중화, 생활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61)

불교의례가 일생의례나 세시의례를 통해 대중화, 생활화를 모색한다

는 것은 한편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의례의 계발 혹은 거의 사라져버린 기존 의례의 복구 작업은

현재로선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종교상황인 현대

사회에서 과거와 같이 하나의 종교가 관혼상제를 독점할 수는 없는

일이며, 더구나 대중의 삶의 성스러운 캘린더(sacred calendar ) 역시

다양하게 - 각각의 종교에 따라서 -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런 상황 속에서 불교만의 독특하고도 독자적인 일생의례와 세시의례

를 구성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능한 것인지 숙고해야 한

다. 새로 계발되는 일생의례는 불교계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국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또 세시의례가 현대인의 시간 개념 속

에서 과거 농경사회 사람들에게 지녔던 중요성만큼이나 특별한 의미

를 지닐 수 있는가 등 중층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

가 결여한 혹은 낙후한 의례의 계발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

하고 많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불교의례의 교리적 정비

6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앞의 책, pp .15-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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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례와 관련하여 교리적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그 논

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

하고, 또 어쩌면 가장 낙후한 부분으로서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연구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외면되어 있다. 여기에는 매우 많은 미

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교리적 시각에서 의례를 논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믿음과 의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종

교의례 연구사에서 매우 기본적인 것에 속하지만, 사실 그 관계에 대

해 정해진 결론은 없는 상태다. 이제 의례가 소박하게 교리를 반영한

다는 가설은 낡은 것으로 치부된다.62) 어쩌면 의례라는 것은 애초에

비합리적인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박하게 의

례는 교리 혹은 믿음의 표현 또는 반영이거나 혹은 신념의 재생산기

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교리는 매우 이론정합적

인 것이며 자체의 논리적 구조에 충실해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

이다. 반면에 반대로 의례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완성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63)

한국불교 의례의 비합리적이고 교리정합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 비판을 가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한용운을 들 수 있다.64) 물론

그의 작업은 禪佛敎의 진리관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 뒤를 이어줄 후

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논의는 하나의 선언적 차원에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불교교리의 근본적 입장에서 한국불교 의례의 문

62) Ron ald L. Grim es , R it ual cr it ic ism : cas e s t ud ies in its p ract ice, essay s
on its theory (Columbia : Univ er sity of S outh Car olin a , 1990), p .12. 의례와

교리와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례와 교리 사

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의례가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 전

파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때 그 의례로부터 동일한 교리(믿음)를 추론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63) 위의 글; 岸本英夫, 종교학 (東京: 大明堂, 1961), p .54 . 사람들은 한 의례에서

진행되는 말이나 동작의 의미도 모르지만 참여하며, 또 그러면서도 그 의례의 기

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한다고 한다.
64) 한용운의 의식개혁론은 불교의례에 대한 합리적 이해의 필요를 느끼게 한 한 계

기라고 평가된다. 洪潤植, 近代韓國佛敎의 信仰儀禮와 民衆佛敎 , 앞의 글,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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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鳳巖寺 結社를 주도한 性徹

禪師이다. 그의 노력에 의해, 현재 진행되는 신중단 의례가 반야심

경 독송의례로 진행되게 되었음은 전에 필자가 논구한 바 있다.65)

그 후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여 불교의례에 큰 변화를 초래한 사

람은 쉽게 다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대 불교의례

의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교리적 관점에서 의의를 제기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강하게 이론화하지 않고 단

지 평론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례에 대해 교리적 의미를 기준으로 제기한 논의 가운데 중요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서종범은 현행 禮敬儀禮에서 행

하는 讀經의 의미가 上壇(佛·菩薩壇), 中壇(神衆壇), 下壇(靈壇)에서

다 다른데도 그 의미가 대중에게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신중단에서 행하는 반야심경 독송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독경은 精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靈壇에서 하는 독경과 神衆壇

에서 하는 독경, 上壇에서 하는 독경이 각각 어떠한 의미의 의례인지가

대중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신중단의 독경이 그

의미가 막연하다. 일상적으로 신중단에서 반야심경 을 봉독하는 것은 禮

敬儀禮인가 敎化儀禮인가. 신중단의 예식문은 至心歸命禮...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실제 집전의례 때에는 독경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 납득

이 가지 않는 일이다. 66)

한국불교에서 독경의 의미는 三檀構造(上壇, 中壇, 下壇)에 따라 달

라진다. 상단은 불보살단이므로 독경은 불보살에 대한 讚嘆을 주로 하

는 音聲供養의 의미를 지닌다. 하단은 靈駕를 모신 단이므로 法門을

들려주어 그들의 깨달음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 중단은 신중을 모

신 단으로서 석문의범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후기의 의식집들, 그리

65) 拙稿, 現代 韓國佛敎 禮佛의 性格에 관한 硏究 , 앞의 글 참조.
66) 서종범, 앞의 글,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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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대의 많은 의식집들은 중단의례에 예경의식문을 싣고 있다.67) 상

단과 마찬가지로 신중에게도 예경을 드리는 의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많은 사찰과 포교당에서는 중단의례에 반야심

경 을 독송함으로써 마치고 있다. 중단의례에서 반야심경 을 봉독하

고 예경의례를 하지 않는 것은 신중을 교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

은 신중단의례가 예경의례여야 하느냐 교화의례여야 하느냐 하는 의

문과 연결되는 미묘한 문제로서, 현단계까지도 한국불교는 공식적 입

장을 표명하지 않은채 사찰이나 개인 나름의 견해에 따라 각각 자의

적으로 행해지고 있다.68) 이것은 불교의례에서 당연히 품어야 할 의문

사항이면서도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또 다른 문제로 현행 불교의례에서 사후의 영혼에게 들려주는 법문

에 불교적 입장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 지적 가운데 하나는

선종의 唯心淨土思想과 정토계의 西方淨土思想이 의식문에서 나란히

병렬됨으로써 생기는 모순을 가리키며, 또 하나는 의식문에 나타나는

불교의 영혼관에 교리적 문제가 있음을 가리킨다. 서종범은 석문의

범 의 觀音施食과 宗師靈飯 의식에서 느끼는 몇가지 문제점을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석문의범의 관음시식 조항에 의하여 집전하는 현행 작법의례를 중

심으로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趙州茶, 禪悅味, ...處處安樂國 ... 현

실정토를 설명하다가 願往生 願往生 願生極樂見彌陀의 奉送偈를 가영

한다...宗師靈飯에도 한가지 느낌을 받는 것은 상단축원에서는 當靈의

極樂世界 上品上生을 기원하고, 靈壇에서는 速還裟婆 普利群生을 表白

하는 점이다...축원과 표백이 서로 다른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다. 69)

67) 통일법요집 (1998)에서도 신중단의식에 예경문을 싣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

교원, 앞의 책, pp .44- 5.
68) 월운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판하고, 오히려 신중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수행자의 교만심만 북돋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은 중단에 예불을 하고 있

다고 말한다. 金月雲 編著, 日用儀式隨聞記 (中央僧伽大學出版局, 1991), p .37.
69) 서종범, 앞의 글, pp .1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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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대로 관음시식 등을 위시한 많은 의식문에서는 이와 같은

유심정토관과 서방정토사상이 혼합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불교의례의

통불교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

불교에서 死後의 세계관이 일관성있게 짜여져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혼에게 극락왕생을 발원한 이후, 다시 속히 사바로 돌아오셔

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소서 라고 말하는 의식문의 이율배반적 성격이

문제다. 극락에 왕생한 영혼이 다시 사바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불

교교리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불교에 존

재하는 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月雲은 관음시식 가운데 奉送偈의 내용은 그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봉송게는 다음과 같다.

孤魂과 有情과 地獄과 餓鬼와 傍生까지 봉송하노니, 내가 다음날 또

도량을 차리거든 本誓를 어기지 마시고 또 왕림해주오 70)

이에 대해 월운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本誓를 어기지 말고 또

청하거든 왕림해 달라는 구절이 自敎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본서에 따라 자유로이 오락가락하는 기능이 고혼에게는 없기 때문 이

라고 한다. 불보살이라면 생사를 초탈하여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지만

중생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생에게는 이 세상

으로 또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왕생을 권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비판한다.71)

이와 같이 한국불교 의식문에는 교리적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은 종래 대부분 의례문이 어떤 권위있는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 통일적으로 제작, 배포된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 역사속에서 자생

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데 한 원인이 있다. 千手經 의 형성과정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72) 이렇게 의례가 교리적 문제를

70) 김월운, 일용의식수문기 , 앞의 책, p .76.
71) 위의 책, pp .76- 77.
72) 正覺, 千手經硏究 (운주사, 1996) 참조. 이 책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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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형성되어 온 것은 일차적으로 교단적 관리체계의 허술함에 기인

한 것지만, 그것은 동시에 교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갈래의 -

구체적으로는 여러 종파의 - 사상을 한데 버무려 한 틀 속에 담아온

한국불교의례의 오랜 관행성에 또한 원인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불교 의례의 通佛敎的 性格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와 같은 문

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다. 불교 의례에서 많은 신앙 대상들 즉 尊

像들은 통불교적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불교의 現行 禮敬儀式에 관하여 조계종 중심으로 尊像奉安에서부

터 그 특징을 개관해본다면, 한국불교는 통불교적 전통에 따라 동일한도

량에 많은 존상을 모시는 데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겠다... 이처럼 한 사

원에 본당인 대웅전을 위시해서 많은 법당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대웅전 안에서도 여러 불, 보살님께 예경하는 의식을 취하고 있다. 이

러한 관계로 일상예경에 각 법당 예불과 큰법당(대웅전) 예불이 차례로

이루어져야 하며, 헌공의례에도 여러 법당에 헌공해야 하는 분산된 모습

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큰법당 의식에 있어서도 上壇(佛.菩薩)儀式, 中壇

(神衆)儀式, 下壇(位牌를 봉안한 靈壇)儀式이 차례로 봉행된다. 이러한 예

경의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1) 제불, 제보살신앙은 主佛信仰이 확실치

않게 된다. 2) 영단을 포함하여 各壇儀式(豫修齋儀禮)의 九壇分位를 봉행

함은 번잡하고 산만한 감을 준다. 3) 이같은 의식체계는 종교적인 신성성

과 대중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 73)

이와 같이 한국불교 존상들의 다양함과 그 다양한 존상들에서 빚어

진 수많은 의식은 일차적으로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불교신앙의 비확실성과 번잡성, 신성성 감퇴의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통불교의식은 신앙과 기원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며, 많은 신념체계 속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공백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된다.74)

경 이 그 옛날부터 단일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 성립된 것이며, 현재의 형태로 성립된 것은 1969년의 일에 불과함을 문헌을

통해 고증하였다.
73) 서종범, 앞의 글, pp .133- 34.
74) 위의 글,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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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황성기도 한국불교의 신앙대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순수한 불보살상이 아닌 외래의 신앙은 그 신앙의 유효성이 사라졌으

니 당연히 불교신앙에서 제거되어야 하며,75) 한국불교의 종파초월적

통합불교전통으로 인해 지나치게 복잡해진 한국불교의식은 현대에 새

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76)

한국불교 신자들의 信行樣態가 매우 복합적인 것 역시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한국 불자의 대다수는 매우 복잡한 신행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형화

된 신행활동의 규범과 내용이 없다. 예를 들어 地藏祈禱, 觀音祈禱, 彌

勒祈禱 등을 필요에 의하여 선택하고, 일생동안 여러 형태의 신앙생활

즉 祈禱, 寫經, 念佛, 法會, 參禪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하

나의 신행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77) 이러한 상황은 각 종단과 사찰에

서 체계적으로 신도들에게 일관된 신행체계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

을 의미하며, 각 종단이나 사찰에서 사실상 불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 라고 비판된다.78)

이와 같이,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종래 한국불교계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79) 불교의례의 통불교적

성격에 대한 논의들은 비판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한국불교의 통

75) 황성기, 앞의 책, pp .270- 71. 이것은 한용운이 제기한 불교신앙대상의 단일화 주

장을 연상시킨다. 한국불교의 존상의 다양성과 그로인한 문제는 한용운의 비판으

로 인해 널리 알려진 것이다. 당시 한용운의 급진적 개혁론은 실현되기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이와 같이 유사한 측면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76) 위의 책, pp .179- 81.
77) 김응철, 앞의 글, pp .9- 10. 이 글에 의하면 한국불교 대다수의 종단들은 특정한

신행규범을 제시하지 않으며, 조계종도 禪을 중심으로 宗旨宗風을 세우고 있지만

신도들의 일상적 신행생활에서 선을 강조하는 경향은 미약하고 根機에 따라 다양

한 신행활동을 권한다고 한다.
78) 위의 글, p .21.
79) 길희성, 한국불교 정체성의 탐구 , 한국종교연구 제 2집(서강대학교 종교연구

소, 2000 , p .166- 67 참조. 이 글에서는 한국불교의 통불교성에 대한 논의의 배

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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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적 성격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한다. 아무리 다양한

교리와 실천의 원만한 조화를 표방하더라도 그 속에 일관된 교학적,

실천적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과 실천은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용운의 개혁안처럼 모든 존상과 의식을 일거에 단일화,

간소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또 필요한 해결책인가? 다양한 신앙

대상의 존재가 과연 역기능적이기만 한 것인가? 의례의 통불교적 성

격에 대한 비판 역시 선불교적 정체성에 기초한 것은 아닌가? 이런

반론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의례 현장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에는

분명히 경청할 만한 중요성이 있으며, 단지 통불교냐 선불교냐의 분파

적 입장을 떠나서 불교의례의 교리적, 실천적 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Ⅳ. 과제와 제언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은 주로 의례의 현장에서 논의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한국불교 의례와 관련하여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간과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제 한국불교 의례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에서

보다 강화되고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다루고자 한다.

1. 불교의례의 의미 회복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한국불교의례의 논의는 대부분 의례의 현대

화나 한글화에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현대화 방법론 문제가 그 논의의

핵심이다. 그 논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바로 불교의례의 본질과 기능, 의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근대불교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의례를 개선하려 모색해 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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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완전히 정돈되지 못한 것은 의례의 의미, 그 본질과 가치에 대

한 논의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이

런 피상적 논의는 불교의례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설적

으로 의례의 경시, 불신 나아가 방치에 귀결될 수 있다.

종교의례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일반적

으로 종교의례는 성스러운 것 혹은 窮極的 實在와 관계하여 反復하는

定型化된 行爲를 말한다. 이 때의 궁극적 실재란 인간의 본질적 운명이

나 우주의 구조 등 해당 종교인에게 가장 궁극적인 의미의 가치와 의

미, 중요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80) 의례가 지닌 종교적 의미와 힘의 핵

심은 그것이 인간에게 참으로 성스러우며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再現하거나 現存케 하는 능력에 있다. 의례는 일상의 세속적인 時

空間을 정지시키고 초월하여 참되고 질서있고 성스러운 세계를 창조한

다. 즉 의례는 그것이 행해지는 바로 여기 시공간 안에 참되고 거룩하

며 의미있는 실재를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에 참여

함으로써 사람들은 일상적 세계에서 떠나 초월적인 참된 실재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의례가 창조해내는 종교경험이며, 그러한 종

교경험을 통해 참가자는 점차 의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힘에 참여

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화하게 된다.81)

이런 의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느끼는 종교적 체험을 表現하는 象

徵的 行爲로서 다른 어떤 수단들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경

험의 영역이다.82) 의례는 독특한 인간의 경험으로서 단순히 교리적 공

부나 경전의 암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복잡한 시공간적 장치와

더불어 행위로 표현되고 수행되는 일종의 연극적인 행위(performanc

e)83)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80) Rich ar d B. Pilgr im , Ritual , T . W illiam H all, edt ., I ntrod uct ion to th

S t udy of R elig ion (H arper an d Row Publish er s , 1978), p .65.
81) 위의 글, p .70.
82) J . W ach , Typ es of R elig ious E xp er ience (Univ er s ity of Chicag o Pr es s

1972), p .41.
83) 퍼포먼스란 일차적으로는 演劇 과 같이 배우가 演技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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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effective), 하나의 메시지를 몸을 통해 표현하는 遂行的인

(performative)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의례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고유한(sui generis ) 하나의 문화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다.84) 특히 종교의례는 다른 여타의 세속의례(secular ritual)에서는 결

코 경험할 수 없는 고유한 종교적 가치, 혹은 궁극적 삶의 의미나 우주

의 본질과 질서 등에 대한 경험을 가능케 한다.85) 불교의 경우, 山寺 새

벽예불의 四物儀式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사물들이 의미

하는 상징적 의미, 그들이 뿜어내는 소리의 힘, 그리고 사물을 쳐내는

수행자의 몸의 동작, 고요한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찰들의 의례적 공간

구성 등, 그것은 그 자체가 의례의 힘과 신비를 드러내는 하나의 퍼포

먼스이며 메시지이다.

또한 종교의례는 주기적으로 신앙을 재창조하는 수단이며, 공동체적

의미에서는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체의 행위(action ) 를 말한다. 그러나

의례의 퍼포먼스(ritual perform ance) 라고 할 때는 構造나 靜止狀態가 아닌 過

程 또는 變化의 의미를 지닌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퍼포먼스는 어떤 상태를 확인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 결과를 산출하기도 하며, 사회구조를 단순히 반복 또는 반

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도전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Ron ald L
Grim es , 앞의 책, p .235.

84) Ron G. W illiam s an d J am es W . Boy d, R itual A rt and K nowledg e
A es thet ic T heory and Z oroas tr ian R itual(Colum bia : Univ er s ity of S outh
Car olina Pr es s , 1993), pp .2- 3. 이 책에서 저자는 의례가 예술과 유사한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설은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을 해낸다

그것은 역사나 철학, 심리학, 사회학적 표현으로 환원될 수도 또 대치될 수도 없

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례 역시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

다. 그것은 성스러운 문헌이나 교리의 낭독과 같은 종교적 표현으로 동일시될 수

도, 또 대치될 수도 없는 그 나름의 고유한 표현양식이라고 한다.
85) 세속의례에 대해서는 S ally F . Moore an d Barbar a G. My erh off edt

S ecular R it ual(Nether lan ds : V an Gorcum & Comp.B .V ., 1977) 참조. 이에

따르면 종교적 의례는 우주의 기원과 운명, 의미에 대한 설명이 의례의 배경과 의

미를 구성하는데 반해서, 세속의례는 이데올로기를 정교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국

경일의 축하행진, 생일 축하모임 등이 세속의례의 한 예이다. 그러나 그 둘은 둘

다 배후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데 유사성이 있다. 전자는 보

이지 않는 우주적 질서나 의미를, 후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관계들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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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한 집단의 결속과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86) 이 밖에도 종교의례에는 나름의 의미부여기능, 축제적 기능, 오

락적 기능, 심미적 기능 등 수많은 기능이 있다.87)

현재 한국의 불교신도의 수가 감소하고 포교가 침체해있다는 지적은

불교의례가 본연의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한국불교 의례에 종교적 감성을 자극하며 종교적 욕

망을 충족시키는 종교적 분위기, 즉 신비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가 부

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종교의식은 종교적 체험과 인격을 가꾸는 신앙행위이므로 일반인일지

라도 불교의식이 집전되는 곳에서는 잃어버린 경건성을 되찾고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불교행사의

식은 대체로 경건한 분위기가 부족한 편이다. 이 말은 불교의식이 동참자

들의 신앙심을 증장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여도 무방할 것

이다. 88)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불교의례가 소란하고 산만스러우며, 그

의식의 복잡함과 반복성, 지루함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지기 쉽다는

지적,89) 그리고 의례가 형식화되어 감동이 없다는 지적90)도 같은 맥락

86) E . Durkheim , T he E lem entary F orm s of the R elig ious L if e (N ew York
F ree Pr es s , 1965), pp .463- 64. 吳庚煥, 종교사회학 (서광사, 1988), pp .116- 7

에서 재인용.
87) 다음과 같은 연구는 하나의 정확한 의례 정의를 시도하기 보다 의례의 특질과 기

능을 나열함으로써 의례의 의미에 대해 접근한다. W illiam G. Doty
M y thog rap hy : T he S tudy of M y ths and R ituals (Alabam a : T he
Univ er sity of Alabam a Pr es s , 1986), pp .104- 6.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의례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의례의 오락적 기능(entert ainm ent ), 그리고 의례에서

느끼는 특이한 기쁨(enjoym ent ) 등의 기능을 의례의 한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

다; Ron ald L . Grim es , 앞의 책, pp .13- 15 참조. 그라임스 역시 의례란 무엇 이

거나 어떤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어떻게 의례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례적 정도 가 어떤지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88) 정병조, 앞의 글, p .156.
89) 황성기, 앞의 책, pp . 2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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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불교의례의 힘의 상실과 혼란은 불교의례가 그 메시지 전달능

력과 기능을 잃었다는 증거이며, 그 공간적, 시간적 의례공간에서 사용

되는 여타의 상징들도 본래의 잠재적 힘을 잃고 그 배후의 궁극적 가치

와 의미를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는 의례를 구성하는 중요한 因者들로서의 상징물, 언어적, 음악적 요소

들, 공간적 구성, 행위절차의 요소, 전달되는 메시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상황은 무엇보다 한국불교가 널리 禪佛敎를 표방함

으로써 나타난 부정적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다. 선불교는 의례를 단지

이차적인 것 혹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말은 한국불교의 이와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한국불교 선수행에서는 敎外別傳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모든

의례적 형식과 경전의 교리를 배격하는 정서가 있다. 물론 선에서 형식을

배격하는 본 뜻은 본질에 눈을 돌리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이 모든 수

행방법을 무차별적으로 배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들의 영

향을 받아 불교에 인연의 연륜이 깊은 지식층의 출가 재가에게 의례에

대하여 소홀하게 했다. 91)

이런 지적은 한국불교의례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되풀이 되는 부분

이다. 불교의례에 대한 경시와 불신은 한국불교가 지나치게 禪風을 강

조하고, 경전이나 형식적 의례를 修行의 次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

90)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기도, 참회, 축원 등의 현행의례를 보면, 모두가 형식

화된 내용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기도는 日數에 따라 稱名

儀禮를 계속하고 있으며, 참회는 예배참회가 대부분이고, 축원에 있어서도 이미

성문화된 축원문 을 봉독하는 것이 일상의례이다. 이러한 의식체계가 꼭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는 없으나, 좀더 뜨겁고 친근감있는 의식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서종범, 앞의 글, p .134.
91) 벽암, 앞의 글,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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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禪院에서는 죽비를 세 번쳐서 三拜를 올리는 것

으로 禮佛을 대신한다.92)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으로는 儀式無視의 태도

로 연결될 수 있다.93)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조선시대의 고승 休靜이나 亘璇 등의 禪師

들도 중요한 불교의례의 편찬자였다. 더 멀리는 고려시대의 知訥도 理

懺, 事懺 등의 구별을 하였지만 사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선불교가

모든 의례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日常의 儀禮化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94) 현재 광범위하게 유포해있는 의례에 대한 불신에 대

해 재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석문의범 에 나오는 많은 일상의 예식

이 淸規 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보더라도 선가에서 의례는 중요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불교 의례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한 가치부여 혹은 가치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불교의례의 혼돈, 무질서, 방임, 불신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불교처럼 의례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더라도 불

교의례에 대한 方便的 理解도 의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장

애가 되고 있다. 일상에서 방편이란 말은 흔히 일차적 의미나 본질을

92) 정병조, 앞의 글, p .158.
93) 즉 스스로가 부처라고 하는 선불교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고집하여, 내가 부처인

데 무슨 절하고 염불하는 의식이 필요하겠느냐! 는 것이고, 불교수행을 나름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호성, 한

글불교의식집 , 앞의 책, pp .13- 14.
94) T . Griffith F oulk , Myth , Ritual, an d M on ast ic Pract ice in Sung Ch ' an

Bu ddhism , P atr icia Buckley Ebrey and P et er N . Gr eg ory edt ., R elig ion
A nd S ociety I n T 'ang and S ung China (Honolulu : Univ ers ity of H aw ai
Pres s , 1993), p .193. 그리피쓰 푸크는 중국의 禪이 경전이나 불보살상, 의례에

대한 존경을 하지 않았다는 통설을 반박한다. 오히려 선은 그것들을 경시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선의 본질은 의례의 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씻

는 일상의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정확히 준수하는 종교적 의례로 변화시킴으

로써 모든 행위를 聖化(sanct ificat ion )함에 있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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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한 수단의 의미로 쓰이지만, 불교에서는 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그 상황과 중생의 근기에 맞게 행하는 다양한 敎化行을 뜻하는 말

이다. 따라서 그 방편이란 말에는 본질적인 기능, 궁극적 성취 등 상

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교화행이란 결국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대부분 의식집이나 의식문에서는 의례를 방편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서술방식에서 방편으로서의 의례

가 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여러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행

하는 것, 진정한 깨달음을 이룬 자에게는 필요없는 것, 또는 참선 등

의 수행자에게는 부차적인 것 등의 의미로 사용, 인식되고 있다. 석

문의범 의 序文이 그 대표적 경우이다.

큰 道[大道]는 세울 수 있는 어떤 法도 없고, 참된 가르침[眞敎]은 設

할 수 있는 어떤 儀式도 없다. 그 도를 궁구함에서는 벽을 향하여 마음을

봄[面壁觀心]이 마땅하며 그 마음을 참회함에서는 이치를 비추어보고 죄

를 멸하면[照理滅罪] 족하니 무슨 법이 있으며 무슨 의식을 행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上根人의 견지요 中流以下는 곧 標月之指가 없으면 달을

보는 인연이 끊어지고 또 指南之針이 없으면 방향을 알 도리가 막힌다.
따라서 큰 조화는 크고 넓어 한 티끌의 먼지도 싫어하지 않으며 참된 자

비는 두루 널리 퍼져 한 물건도 버리지 않으니, 우리 부처 세존이 미혹한

중생들을 연민하여 무량한 방편을 세우시니, 이른바 格外向上門이요 또

依敎修行門이요 또 秘密摠持門이요 또 念佛往生門등이다.....이 석문의범

은 參禪과 念佛에 있어 방편문의 방편문[方便門之方便門]이니 菩提를 이

룰 것을 기약한 자에게는 이것이 어찌 귀하리오. 그러나 석문의범이라는

방편문이 없으면 염불에 길이 없고, 참선에도 의지할 바 없으니 어찌 그

뜻을 이룰 날을 기약하리요. 따라서 이 책 한권은 진실로 敎海之指南이요

禪林之寶鑑이라 말할 수 있으리라. 95)

이와 같이 석문의범 은 참선과 염불도 방편이요, 의례는 방편문

중에서도 또 방편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방편을 요긴하여 없어서는

95) 安震湖 編, 釋門儀範 下, 앞의 책, p .1. 大隱 泰洽의 序 . (필자 번역하고 현대

문으로 약간의 윤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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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귀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방편이 필요한 것은

중류 이하의 근기를 지닌 사람이며, 大道와 眞敎는 방편을 떠나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의례의 의미가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은연중에 드

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방편이란 말은 잘못 오해되면 불교의례의 순수성과 의례

적 집중력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일 의례에 대한 이런

방편적 이해가 지배적이라면, 불교의례의 참여와 시행은 아무런 중요

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례의 정비나 현대화 등

여타의 노력들도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선불교의 시각에서 의례를 폄하하거나 의례를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과 결부되어 현재 한국불교 의례는 그 의미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례가 불교에서 지닌 의미

가 무엇이며, 그 기능은 선불교의 宗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명

확한 개념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례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대한 제거작업이 선행된 연후에야 불교의례의 정비작업도, 또한 불교

의례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수행(구도)의례의 강화

한국불교 의례와 관련하여, 원칙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제

대로 언급되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가 수행의례의 중요성이다. 이 점

은 불교의례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

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의례(ritual) 라고 하는 일반적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불

교의례에 존재하는 수많은 의례들이 마치 하나의 동일한 의례인 것처

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 존재하는 많은 의례들은 그

시행목적과 방법, 시기, 시행주체 등에 따라 그 의미가 현격히 다르다.

따라서 의례라는 일반적 범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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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각각의 개별적 의례들(rites )을 분류하고 그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불교의례에 대한 논의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의례라는 포괄적이고도 일반적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의례라는 어떤 추상물은 존

재하지 않는다. 단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의례 즉 제의(rite) 들이 있을 뿐이다.96)

문제는 이 많은 종류의 의례들 중에서 어떤 것이 불교의 본질에 가

장 가까운 핵심적 의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불교의례에는

수많은 범주와 종류의 의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의례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불교의례는 求道, 求福, 遷度라고 하는 세가

지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으며, 더 단순화하면 구도와 구복으로 나

눌 수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 구도의례와 천도의례는 그 교리적 독특성 때문

에 불교 독자적 의례를 구성하고 있어서 다른 종교와 그리 쉽게 동일

시되거나 대치될 수 없는 의례이다. 예컨대 구도의례는 불교의 깨달음

을 추구하는 修行儀禮로서,97)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독특한

진리관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교들의 의례와 동일시

될 수도, 교체될 수도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98) 천도의례도 불교의

96) Ron ald L . Grim es , 앞의 책, pp .9- 10 ; 윤이흠, 종교와 의례: 문화의 형성과 전

수 (한국종교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문), p .1- 2 참조.
97) 藤井正雄은 이것을 자기의 신앙을 개발, 심화하고자 하는 의례 라고 규정하고 修

道儀禮라고 부르고 있다. 佛敎儀禮の構造比較 - とくに通常法要儀禮と盆施餓鬼

行事おめぐつて , 淨土敎思想硏究會 編, 淨土敎- その傳統と創造 (東京: 山喜房

佛書林, 1972), p .335. 이 글에서 필자가 수행의례라고 부르는 것이 이 범주에 속

한다.
98) 윤이흠, 앞의 글, p .7. 이 글에서는 특정한 고전종교의 교리와 신념체계가 다른 종

교의 교리 및 신념체계와 서로 결합될 수도, 조화를 이룰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첫째, 각 고전종교의 세계관이 완전하게 아름답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종

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한 종교는 그

자체로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독립적이고 완전한 체

계로서의 종교적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과 의도적으로 혼합하려 할 때, 각 종교적

세계관의 아름다움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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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관과 정토사상이 결합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의례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구복을 목적으

로 하는 의례이다. 이 구복의례는 현세의 攘災求福을 목표로 하는 것

으로서 - 물론 여기에도 불교 고유의 尊像들과 믿음체계가 존재하기

는 하지만 - 쉽게 다른 종교나 신념체계와 동화 또는 대치되기 쉬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현세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종교를 찾

을 경우, 그 앞에 산신령이나 장승, 마리아와 관세음보살의 교리적 차

이는 실제로 큰 의미를 지니기 힘들다. 따라서 의례 가운데 어떤 것들

은 그 기능과 의미에서 다른 종교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

런 의례들은 그야말로 방편적인 것이며 따라서 본래적으로 다른 종교

의 의례와 습합되거나 혹은 교체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99) 따라서 그

것들이 굳이 불교적 의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변할 수는 없

다.

한편, 불교의 고유한 의례라 할 수 있는 천도의례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그것이 死後의 福을 구하는 의례라는 면에서 -

구복의 개념이 현세로부터 사후의 세계로 시간적으로 확장한 것이라

는 의미에서 - 넓은 의미의 구복의례에 속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를 사후세계까지 연장했다는 의미에서

구도의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도

의례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他者에 의한 追善回向儀禮, 즉 본질적

으로 의례자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他者의 功德의 回向에

의지하는 의례라는 점이다.100) 따라서 이 천도의례는 불교의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불교의례의 발전사에서

99) 위의 글, p .8.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목표가 같은 의례행

위라면 타종교의 요인을 쉽게 받아들일 수 가 있다. 그 예를 우리는 무속 굿 神位

에 칠성 과 보살 을 수용한 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반대로 불교의 사찰 경내

에 칠성각 을 받아들여 무속에 친화성을 가진 많은 불자들의 기복 욕구를 충족시

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두가지 예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교의 의례요인과 쉽게 혼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0)藤井正雄, 앞의 글,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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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가장 후기에 나타나는 산물이다.101)

불교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스스로의 힘에 의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례의 가장 본질

적 부분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도의례 즉 수행의례라고 할 수 있다.

김영태는 불교의 의식을 그 성격에 따라 悟道(自覺)와 濟衆(化他)을

목표로 하는 수행(출가중심)의식과, 修善獲福을 희구하는 弘法作福(재

가중심)적 신앙의식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 중에서 불교의례는

분명히 수행의식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려시대 불

교의 예를 들어 지나친 기복양재 중심의 신앙과 의례를 경계하고, 불

교의례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과 중생의 제도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주장했다.102)

따라서 만일 한국불교가 의례의 세가지 분류중 구복이나 천도의례에

신행의 일차적 목표를 둔다면 그것은 불교의 근본적 특성에 대한 정신

의 내면화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103) 그러나 한국의 대중들은 사

실상 구복의례와 천도의례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 불교와 만나고 있다.

이것은 前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불교 대부분의 신도들이 주로 전

통적 법회일인 齋日에 사찰에 간다는 사실과, 또 한국불교의례중에서

가장 발달한 통과의례가 천도재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의 불

자들이 한달에 한 번 정도 재일에만 참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

어 보면, 바로 이 재일의 의례가 한국의 불자들에게 대표적인 의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재일에 시행하는 의례는

佛供儀禮로서 개인에 대한 祝願과 祈禱를 주로 하는 구복적 성격을 강

101)竹中信常, 앞의 글, pp .83- 98 참조. 이 글은 불교의례의 변천과정을 3단계의 발

전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단계는 自律自修의 修行段階, 두 번째 단계는 自他

共修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수행의 공덕을 다른 사람(특히 死者)에게 회향하기

위해 敎職者에게 의뢰하는 他修的 追善供養의 단계이다.
102)金煐泰, 불교의식의 역사와 사상성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새로운 정

신문화의 창조와 불교 (우리출판사, 1994), pp .131- 2.
103)김응철의 연구도 한국의 불자들이 기복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는 통념을 반박

하고, 불자들의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신행활동을 유도하고 있는 사찰이나

종단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응철, 앞의 글, p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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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104) 천도재 역시 불교에서 상용되는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불자들에게는 영향력이 큰 의례이다.

반면에 현재 불교의례에서 구도의례(수행의례)는 매우 낙후되어 있

어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불교의례에서

수행의례가 새롭게 정리되고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수행의식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懺悔와 發願의 부분이 약화되어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이 없어서 심각한 사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105) 또한 한국불교는

점증하는 불자들의 신행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찰에서는 아직도 신도들이 스스로 신행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볼 뿐

그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되기도 했다.106)

불교의 정수가 어디까지나 깨달음에 있고, 불교의례의 본질도 그 깨

달음의 체득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깨달음이 의례를 통해서 어디까

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데 있다. 또한 불교가 의례를 통해서 신자에

게 깨달음과 그것의 내용, 의미를 얼마나 체험 가능케 해주는가 하는

데 있다.107)

불교의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의례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유기적 한 부분이며, 나아

가 이미 종교적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大乘佛敎에서

禮佛(liturgy )은 반복적으로 보살의 初發心을 배양하는 하나의 통과의

례(a rite of passasge)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실천 즉 菩薩道를

104)이 글 3장 2절의 법회의식 부분을 참조할 것.
105)정병조, 앞의 글, pp .158- 9.
106)김응철, 앞의 글, p .21.
107)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보다 직접적 노력인 수행과 수행의례의 구별

혹은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행은 個人的 求

道行爲로서 自律的이며 그 의지의 집중과 노력의 강도가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닌

다. 그에 반해서 의례는 그 정해진 과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수행에 비해서 受

動的이며 他律的, 集團的(供修的) 성격을 가진다. 竹中信常, 앞의 글, pp .87- 8 참

조. 그러나 이런 구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상대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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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는 수행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강화한다고 한다. 이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보살도를 이루겠다는 誓願이며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엄

숙한 약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의례는 대승불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발심이 깨달음 자체

와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108)

이와 같이 의례는 궁극적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불교의례는 그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반복적으

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불교가 이상으로 하는 인간형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례는 일종의 점진적 수행

[漸修]이다. 이것은 넓게는 모든 불교의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특히

구도를 목적으로 하는 수행의례는 그것의 꾸준한 반복과 내면화의 과

정을 통해 의례 참여자에게 심리적 변형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그

목적을 성취한다. 의례속에서 상징적으로 성취한 종교적 체험이 의례

적 장치가 제거된 후에도 그에게 영원한 현실로 지속되기 때문이

다.109)

또한 중요한 것은 불교의례에 본질적으로 수행[行]의 요소가 내포되

어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구복의례와 천도의례에 비해 이 수행의

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례가 본질적으로 깨

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110) 그것은 어쩌

108)Luis O. Gom ez, A M ahay an a Liturgy , Don ald S . Lopez , Jr ., B uddhism

in p ract ice (Princeton Univ ers it iy Press , 1995), pp .183- 96.
109)Rich ar d K . P ayne, Realizing Inh er ent Enlightenm ent : Ritual and

S elf- T ransform ation in Shing on Bu ddhism , Michael B . Aune an d
V alerie Dem arinis edt ., R elig ious and S ocia l R itual : I nt erd is c ip linary
E xp lorat ions (Albany : Stat e Univ ers ity of New York Pr es s , 1996)
pp.71- 104. 그것은 茶道를 배우는 초보자가 선생의 가르치는 동작에 대한 끊임

없는 모방과 훈련의 결과, 다도의 동작이 자기의 근육에 각인되면 마침내 혼자서

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되는 것과 같다고 한다.
110)竹中信常, 佛敎の儀禮的展開 , 大正大學宗敎學會, 宗敎學年報 19(1972),

pp .1- 7. 불교가 처음에 가졌던 行의 의미가 所定의 행위의 반복을 통해 의례화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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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출가수행의 길에 뛰어들지 못하는 대부분 재가신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수행방법일지 모른다.

종교를 특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교경험이며, 그것이 없이는

한 종교와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구별될 수 없을 것이다. 한 종교의 의

례도 결국 그 종교의 궁극적 종교경험과 그것이 의미하는 진리체계

및 사상과의 유기적 관계에 서있을 때라야 그것의 의미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불교에서 하나의 의례 행위는 궁극적으로 불교

의 목적인 깨달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의미관계가 명확해질 때, 한 의례 혹은 법회에 참여한 개인은 자신

의 행위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반추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과 무관

한 혹은 단절된 행위로서가 아니라 먼 지평에서 연결되는, 혹은 한걸

음 다가가는 의미있는 몸짓의 반복적 행위라고 할 때에만 의례에 참

가하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의 논의들은 모두 불교의례에 대한 내부적 관점에서 제기된 것

들이어서 상당부분 불교의례의 당위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의례의 문제가 정비되면 오늘날 일컬어지는 불교의 위기들이 모두 해

결될 수 있을까? 의례는 과연 오늘날 불교가 겪고 있는 모든 병을 치

유하는 만병통치약인가? 의례는 붓다초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무의

미하다는 파산선고를 받았던 존재가 아닌가. 특히 의례일반에 대한 광

범위한 회의와 불신이 팽배한 포스트모던의 시대에서 우리는 지나치

게 과거 회귀적, 전통지향적인 것은 아닐까?111) 어쩌면 의례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은 것이며, 집단의 존속을 위

111)W illiam G. Doty , 앞의 책, pp .95- 98. 이 책에 의하면 현대인에게 의미있는 것

은 새로운 것일수록 좋다 는 생각이다. 따라서 의례가 지닌 정형성, 반복성은 시

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피상적이며 무의미한 과거의 유물로 보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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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지 모른다.112) 의례는 믿도록 만드

는 것(make- believe)이며, 또 그렇게 믿고 싶어서 스스로 속는 것

(self- deception )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나치게 의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회의는 의례에 대한 기대와 의미부여의 가능성 만큼이나 의

례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의례가 화려

함의 극치를 달했던 고려시대 불교도 결국 참신한 사상체계인 성리학

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의례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기대는 반드시

이와 같이 의례만능주의에 대한 회의와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런 회의는 결국 불교에 있어, 아니 종교에 있어 의례란 무엇

인가, 더 나아가 인간에게 의례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

며 그에 대한 천착의 필요성을 남긴다. 결국 다시 시작해야 한다.

112)Robert F . Campany , Xunzi an d Durkheim as T heoris ts of Ritua
Pr act ice , F r ank Reynolds and David T racy edt ., D is cours e and
P ract ice (Albany : State Univ ers ity of New York Press , 1992)
pp.197- 231. 이 논문은 荀子와 뒤르켕의 의례이론을 비교하면서, 양자 모두 의

례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나 그 배후의 실체를 종교적 실재가 아니라 사회적

실재로 설명하는 것에 유사성이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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