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샤/상슬 톨애 매석맏 불쿄적 역성관
『유마힐소설경』 제 7품에 나오는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를 중심으로

최성호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서론
불교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여성을
수행자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여성 수행자 집단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보인다. 하지만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도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섯다르타가 여성들로부터 그들이 출가
자 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섯다르
타는 처음엔 여성들이 교단에 들어오면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탁을 거절한다. 그 후 그의 제자인 아난의 부탁을 듣고 생각
을 바꿔 여성을 교단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된다.1) 이처럼 섯다르타

가 살아있을 때부터 여성들을 남성에 비해 수행하기 힘든 존재， 남성
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관행이 불교 내에도 있었
다. 또한 출가자들이 따르는 계율을 보더라도 여성출가자는 남성출가
자들보다 항상 낮은 지위에 있었다，2)

현존하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러한 여성을 비하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볼 수 있다. 여성주의 운동3)은 종교의 이러한 성격을 문제시
1) 리타 그로스， 김윤성
2)

· 이유나 엮~페미니즘과 종교.n， 청년사， 1999, p.236.

강정희~비구니율에 나타난 불교의 여성 교육관~， 동국대학교， 1982.

3) 본 논문에서 여성주의를 경우에 따라서 페미니즘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

데， 둘 다 같은 뜻이다. ‘여성주의’라는 단어를 주로 썼지만， 여성주의의 여
러 분파를 설명할 때 참고한 책의 용어를 그대로 따라 페미니즘이라는 단

어를 쓰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에코 여성주의’라고 하지 않고， 참고한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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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해결방안은 여성들이 새롭게 구
성한 종교를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영성운동이 대표
적인 경우다.4) 영성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는 교리를

비롯해 교단의 운영 방식， 규범 등이 모두 남성중심적이고 그것을 벗
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에서 새로운 종교(혹은 교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종교가 처음 발생할 당시의 문제의식， 기본 교리， 원초
적 사상을 연구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기존의
종교를 남녀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종교로 재탄생시키려는 노
력도 보인다.

불교에서도 불교의 교리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
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불교가
원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에 그친 것이 아

니라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야 불교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하고 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유마힐소설경~(維摩誌所說經) (이하
『유마경~)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해보았다

w유마경』은 대승불

교의 경전으로 공(空) 개념을 바탕으로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 남
성과 여성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분법의 불교적 극복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 7 품에는 남성인 사리불과 여성인 천
녀가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화가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
루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여성주의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를 해석하는 작업을 일차
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불교적 사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 ‘삶의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 극복방안 등을 정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불교관을 바탕으로 대승불교에서 내놓은 개념이
공(空)이며 『유마경』에서도 이 개념이 중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따라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썼다.
4)

리타 그로스， pp .5 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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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밝히고， 공(空) 개념에 입각해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를 해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해석이 가지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검토하는 작
업을 할 것이다. 천녀의 논변과 천녀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페미니즘 담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보고자 한다.

2. 불교의 세계관과 공(空) 개념
인간은 고통을 느끼며 산다. 그 이유는 상당 부분 인간의 시간적

• 공간적 개체성 때문이다. 시간적 • 공간적이라 함은 이런 것이다.
예컨대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와 타인을 비교하기 때문
이다. 자신보다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개체들 간의 공간적 차이).
또한 자신의 현재 모습이 과거의 모습 한창 시절의 모습보다 추해졌
다고 느낄 때 괴로움에 빠진다. 그리고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늙고
추해질 것이며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t 개체의 시

간적 차이).
인간은 이런 상대적 박탈감， 세월에 대한 두려움(生老써死)을 극복
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종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는다. 종교마다 그 극복의 방식은 상이하지만
개체의 초월을 통한 극복의 논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도 개체성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

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저 당위적인 구호로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주장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불교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흔히 불교의 종지로 삼법인

(츠法印)을 드는데，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이{諸法無짜)， 일체개고
(一切皆苦)를 그 내용으로 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세상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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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으
로 생각하고 집착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불교는 영원히 고정불변한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물은 인(씨)과 연(條)6) 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겼다
가 사라질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연기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존재이므로， 여러 인연이 갖추어져

화합하여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여러 인연에 소속된 것이므
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성(디性， 자체의 고유한 성질 내지
실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체성이 없으므로 공하고， 공 또한 공이
라고 한다. 즉 모든 것은 다양한 조건 속에서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
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각기 변화하고 스스
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없는 존재의 그런 모습을 공이라고 부르
는 것이다 "7)

개체가 자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 예를 들어 살펴보자. 어떤 개
체가 더러운 상태(펀)에 있다고 할 때， 이 개체의 더라움은 두 가지
이유에서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그 개체는 원래 더러웠던 것
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 속

에서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던 때(相)가 그 개체에 낀 것이다. 둘째，
더러움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깨끗함(팽)이라는 개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깨끗함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없었다면， 혹은 그 개체와 비교될만한 더 깨끗한 다른 개체가

없었다면 ‘더럽다’라는 생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인간 고통의 근원으로 살펴본 상대적 박탈감이나 생로병사
에 대한 두려움도 이와 같다. 자신이 가난하다， 비천하다는 생각에서

5)
6)

심재룡~동양 철학의 이해 1 ~， 집문당， 2002 , p.90.

인(떠)과 연(條)은 둘 다 원인을 말한다. 인은 결과를 낳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은 인을 조성(씨}.tX;) 하는 사정

· 조건

즉 간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망)로서의 벼를 돋아나게 하는 종자가 인(안1) 인데 대
해 땅이나 물은 연(條)이 된다. 이상의 설명은 『불교용어사전~ , 경인문화사，

1998, p.1344( 언에 대한 설명)과 p.1141( 연에 대한 설병)을 참조하였음.
7)

조은수 r 공 J ， 이동철， 최진석， 신장근 엮음 ~21 세기의 동양철학~ , 을유문화
사， 2005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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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의 부(펴)나 지위의 정
도가 똑같다면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존재(有)

는 무존재(無)에 의해서 생겨난다{生). 아기의 출생을 생각해 보자.
태어나기 전에는 아기는 없었다{無). 그러나 두 성인 남녀에 의해서
아기가 존재하게 되었다{有). 따라서 세상의 생명체(육신)는 여러 가
지 원인과 환경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죽
는다는 현상도 이상할 것이 없다. 현실 세계의 이 생명(육신)이 인연
에 의해 생긴 일시적인 것이고， 죽음 또한 태어남에서 이미 예견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존재， 죽음이라는 관념은 존재， 삶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
문에 생겨난 상대적인 것이다.8) 예컨대 태어난 아기는 언젠가 ‘죽는

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태어남’이라는 상대적

• 대립적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죽음과 죽음에 대
한 불안이 야기하는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고， 인연에 의한 현상(연기
(絲起))9) 이다.

그래서 『아함경』은 인， 연， 연기의 관계를 다음과 설명하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인( I샤， 직접적 원인)
과 연(錄，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생겨난 현상[즉， 緣起]과， 이렇게 하
여 일어난 세상의 존재들은， 무상(無常)하고 고(苦)이며 공하다. 또한
이것을 ‘나’라고 동일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숙고하고 그 이치
를 따져보고， 찬찬히 관찰하여 이해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다 10)
8)

시간상으로는 무가 유보다 선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관념에는 유

라는 관념이 생긴 이후애 무라는 관념이 생겼을 것이다.
9)

연기는 의존하여 생긴다는 뜻이다. “모든 현상은 무사한 원인이나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성 립되고 있는 것이며， 독립자존(獨立 IHη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건이나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도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 불교의 기본적
교설. 현상적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생기고 있는 일. 이론적으로는 항구적

인 실체적 존재가 하나도 있을 수 없읍을 나타내며， 실천적으로는 이 인과
관계를 밝히고， 원인이나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현상(웠象)세계(고통의 세
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지향함. "( w불교용어사전~， p.1143.)
10)

조은수 r 공 J ， p.24. 아함경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조은수 r 아함경 J ， 서

울대학교 엮읍~권장도서해제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p.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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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
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불교에서 고통으
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성제(따l뿔
해)로 정리되어 있다. 삶에는 고통이 있는데(苦)， 그 고통은 집착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대集). 또한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이 없어진

상태가 있다고 말하면서(滅)， 고통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까지 제시하는 것이대道).11 )
따라서 불교에서 제시하는 초월의 논리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그 중심에 있다. 인간이 고통을 받는 원인은 상대적인 것， 변화{變化)
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 고정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 있다.

앞에서 봤듯이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有)도， 절대적
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無)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단의 생각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론~ 12) 에서는 공(空) . 개假) . 중(中)

의 논리로 표현되어 있다. 즉， 일체의 존재는 공이지만， 또한 임시방
편적인 이름<假>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有>， 비존재한다<無>는 두 가지 모습 다 존재를 올바로 설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두 가지 존재 이해 방식을 떠나서 사
물을 보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r중론』에서 ‘중’이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의 중도 개념을 이어받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관념은 향상된 것
에 집착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은 단멸에 집착하는 것
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
아야 한다."13) (< >안 필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중도를 지키라는 말은 매우 엄한 요구
이다. 모든 극단적인 생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깨끗함과 더러

11) 심재룡은 불교가 고통을 멸하는 방법까지

을 들어， 불교의

이론이

p.91)
12)

인도의 학자 용수의 저서.

13) 조은수

r공J ，

p.24.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섬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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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라는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수행에만 전념하는 출가
자들은 속세가 더럽다고 생각해 거기서 벗어나 깨끗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다. 양극단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출가자 생활에 또 다른 양극단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출가자와 재가자라는 두 범주가 있고， 출가자는 청정한 사람， 재가자
는 속세의 때에 찌든 사람이라는 이분법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승불교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그 이전의 불교를 소승(小乘)불교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불교 운동이다. 기존의 불교는 출가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출가자 중심주의를 깔고 있었다. 이에 반해 대승불교는 이런 출가
자 중섬주의를 비판하고 재가자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가자만이 깨끗한 사람이고， 청정한 출가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는 논리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에 위배되는 논리이다. 출가자， 재가자
라는 개체성도 또한 넘어서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고， 고통에서 벗
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는 공 개념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세상 만물， 개념이
공한 것이라면， 공이라는 개념도 임시적인 것(假)이므로 공(空)한 것

이다. 따라서 공이라논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14) 마찬가지로 출

가자를 속세에서 벗어난 청정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깨끗하다’， ‘속세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임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3 공(웹 사장에 근거해 해석한 『유마경』의 여성주의적 함의
3.1. 공에 근거해서 분석한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
이렇게 불교가 모든 양극단적인 사유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야 한
다고 주장한다면， 여성-남성의 극단도 예외가 될 수 없다~유마경』
14) 심 재룡， 앞의 책，

p.137

34

절팍논구 제 34집

제 7 품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는 이 문제에 대한 대화이다. 여기서는
천녀의 입을 통해 여성-남성을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
하고 있다. 여기서 천녀의 논변은 앞에서 말한 공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제 7 품에서 천녀는 꽃을 흩뿌리면서 등장한다. 앞서 석가모

니의 지시에 따라 문병을 온 여러 사람들에게 주인공 유마힐은 그들
의 무지한 면을 지적해 주고 가르침을 편다. 그 가르침에 감동한 천
녀가 자신의 마음을 꽃을 흩뿌리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유마힐과 석
가모니의 제자가 있는 방에 등장한다.

천녀의 첫 번째 대화는 이 흩뿌린 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의

해서 촉발된다 그 정황은 다음과 같다.
그때 유마힐의 집에 있던 한 천녀가 여러 어른들이 설법하는

것을 보고 홀연히 그 폼을 나타내어 하늘의 꽃을 여러 보살들
과 대제자들 위로 뿌렸다. 꽃은 제 보살들 위에 이르러 다 땅으
로 떨어졌으나， 제자들에게 이르러서는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

았다. 제자들은 신통력으로 그 꽃을 떼려고 애썼으나 떼내지 못
했다.15)

(쐐時， *~摩話室;行一￡女， 兄짧大人閒所說法， f更現其광， @p 以天

華散諸픔降大弟子上。 華 t~용픔隆염n 皆q찰落， =t-~大弟子便著不預，
一[jJ弟子꽤力去華， 不能令去。)

제자들에게 붙은 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직 공에 대해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양극단의 사유
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진정한 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붙어있는 꽃을 신통력까지 써가면서 애써 떼어
내려고 한다. 이것은 꽃을 자신들 몸에 붙어있어서는 안될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이런 정도로 혐오스
럽게 본다는 것은 극단의 사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

15) ~紙1년l넙r4)퍼說經~(~太止藏~ 14,

p.547c23-26).

한글 번역은 이기영~유마경 강

의(하)~， 한국불교연구원， 2000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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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천녀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때 천녀가 사리불16) 에게 묻었다
사리불이 대답했다

r 왜 꽃을 떼려고 하십니까?J

r 이 꽃은 여법 17) 하지 않소. 그래서 이것을

떼내려고 하는 것이오.J 천녀가 말했다 r 이 꽃이 여법하지 않
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 자체는 분별 따위를 하
는 일이

없는데， 당신이 스스로 분별상(分別想)18)을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출가자가 불법에 있어서 분별하는 바가 있

으면 그것이야말로 여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분별하는 바
가 없으면 그것이 곧 여법한 것입니다. 저 보살들을 보십시오

보살들에게 꽃이 달라붙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일체의 분별
상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겁이 많다

고 합시다. 그러면 귀신이 곧 그 허점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생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색 · 성 • 향 · 미

· 촉 19) 이 그 허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을 떠
난 사람에게는 일체의 오욕이 아무 짓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의 악습이 다 없어진 사람에게는 꽃이 달라붙지 않습
니다'J 20 )

16) 리영자는

『유마경』에서

사리불이

소승불교의

승려를 상징한다고 주장한

다.(리영자1r불교와 여성~， 민족사， 2001 , p.96.)
17) 여법은 산스크리트어로 yogya 이다. ‘법대로’， ‘완전히

있을 것이 있는 그대

로’라는 뜻이다. “경전에서는 새로이 주목해야 할 실상의 세계를 언급하니
그것은 곧 ‘그러한 것[여(如)]’의 세계이다. “제법의 실상은 오직 붓다와 붓

다만이 능히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법은 그러한 정체 · 그러한 방식 ·
그러한 표현 • 그러한 특상 · 그러한 자성을 지난다.[챈木 y_t→$經 }j{몇 Ilj~]"
여기서 그러한 정체 내지 그랴한 자성은 ‘그러한 것’이라는 최종적인 경지
에 대한 자세한 표현들이다 ...... 최상의 깨달음의 대상은 최종적인 ‘여’라고
해야

할

것이다“(최봉수~불교란

무엇인가~，

부디스트웹닷컴，

2000 ,

pp.61-62.)
18) 분별상(分別샘)은 양극단의 사유에 의해 생긴 상을 말한다.
19) 불교에서는 인간이 외부사물을 눈(9R)， 귀(耳)， 코(함)， 혀(펌)， 몸(身)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이 다섯 가지에 사유 기
관인 의(意)를 더해 육근이라고 부른디. 이 육근이 인식하는 대상이 각각

색(따)， 성(딸)， 향(香)， 미(味)， 촉(때)， 볍(法)이며 이 여섯 가지를 육경(六境)
이라고 부른다. 육근과 육경을 합해 십이처 (-1-二않)라고 한다.
20) W絲괜김ll 所說經~(~大l[減~ 14 ,

pp.547c26-548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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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時， *na:f7利쇄

κ~ü

J

/치口

r 何 i떠〔去華

? J 깐口

r 此華不 uu 냥， 是以去

r 꺼띔此華택不 uU1t。 所以깎何 ?JE:華無所分別，{:者

더土分}jIJ 샘괴。감於佛냥 1 1\家， 有所分別， 않不 uu 法듀無8JT分
別， Jf:: PIJuU 法。 觀講픔-健華不著겪ï ， 뎌따[一I，JJ分別샌、故。 빨 UU 人뿔
時非， 人싼 ftf更， uuJ료弟子뽑生死故， 色聲香味觸f나其便 ill。 디雄
뿔者， 一비j五欲無能앞 tßo *，곰習未盡， 華著身 lt; 땀習盡깎， 華不

著 t끄。 J)

출가 수행자인 사리불은 꽃을 여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꽃
은 말초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서 속세의 욕망， 쾌락을 떨

쳐내야 하는 출가자에게는 해로운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통 속세와 관련된 것을 때， 먼지(塵)와 같이 더러운 것
으로 본다. 수행을 위해서는 속세 생활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시각이 고착화되면 안 된다. 그것은 양극단의 사유

에 빠지는 것이고 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꽃을 여법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통력까지 써가면서 떼어내

려는 자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들의 마음속
에 여법한 것과 여법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분법’이 남아있기 때문이
다. 이런 분별지가 남아 있는 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천

녀는 사리불을 비판한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꽃을 여법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며，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것이 곧 여법한 것”
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화에서 천녀가 사리불을 비판하

는 내용이 공(空)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볼 대화는 사리불이 천녀가 여성인 점을 문제 삼는 부
분이다. 사리불은 그토록 지혜가 뛰어난 천녀가 왜 여성의 몸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사리불이 발했다

r 당신은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소?J 천녀

가 말했다 r 내가 12 년 전부터 여기 았으면서 줄곧 여언의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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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바꾼단 말입니
까? 비유컨대 요술쟁이가 요술로 가짜 여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 허깨비에게 당신은 ‘왜 여인의 몸을 바
꾸지 않소?’하고 묻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J 사리불이 말했다

r 말이 안 되지요. 허깨비에게는

고정된 상이란 게 없는데， 어찌 그것을 바꾼다 하겠소?J 천녀가

말했다 r 일체제법이 또한 이와 같아 고정된 상이 없는 것입니
다. 그러니 어찌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
니까? J21)

(해言

r 따何以不뺑女身

? J 天口

r 겠從 l'二年來， 求女人相 r 不

可得， 當何所뺑 ? 헬如幻帥化fF.KJ女， 若쥐人p， n

』 是人댔 다;돼不
티

? J 깐利쇄 잠

: r何以不뺑女身 ?

r 不也。 )(J 無 Æ 相 , 當何所뺑

? Jk

r 一I;!J諸냥， 亦復 tiu是， 無 fJÆ相， 피何乃돼不!뺑女身? J)

여기 인용에서 보듯이 사리불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여성의 몸

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여성야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을 수행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인이 여성을 수행에
있어서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된 이유를 차모디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고대의 인도인들은 자유 연상을 통해 여성과 섹스， 출산， 어머
니， 양육， 풍요， 풍작， 동물의 다산을 쉽게 일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관념 아래 불교의 어떤 저술가들은 여성을 지칠 줄 모
르고 성적 교접과 아이 낳기에 몰두하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여

성의 이러한 욕구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욕구
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잘못
이 없다는 것이다. 초기의 보수적인 불교(테라바다 불교)는 끊

임없는 변화의 영역인 삼사라에 상응하는 여성의 욕망과 생명
력의 끊임없는 재분배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삼사
라<samsara， 따生， 끊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는 적이고
함정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적이고 함정이다.

21) r雄괜듭i;)ífr~맨經~(' λ止滅~ 14 ,

pp .5 48b22-548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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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성은 카르마의 끈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힘이다， 붓다
가 욕망과 세속의 신인 마라의 딸들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여성
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살필 수 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

면 자신의 삼사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마라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세 딸인 욕망과 쾌락 그
리고 열정을 붓다에게 보냈다. 붓다는 이러한 유혹에 대한 거
부， 다시 말해서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와 여성들의 세계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니르바나<열반，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
고 구제의 진리를 얻을 수 있었다.22)(< >안은 필자)

즉， 인도인들은 여성의 몸이 세속적인 욕구를 추구할 수밖에 없도
록 자연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적합한 봄이라고 생각

했다. 위에서 사리불의 의문은 이렇듯 여법하지 않은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질 수 있었냐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꽃에 대한 반응과 비슷하다. 어떤 대상의 특성이 설재
한다고 생각하는 양극단의 사유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리불의 질문에 천녀는 이와 같이 대답한다. “여인의 상

(여성의 봄)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을 깨달은 자는
절대적으로 설재하는 상을 상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봄， 남성

의 봄도 또한 설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봄이
나 남성의 봄이라는 데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양

극단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있다{有)-없다{無)’의 관계처럼
‘여성-남성’의 관계(개념)도 연기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
이다. 두 가지를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해
중도를 찾을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천녀는 이런 가르침을 사리

불에게 체화{體化)시키기 위해 사리볼을 여성의 폼으로 바꾸는 방
편23)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즉시 천녀는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천녀와 같이

변하게 하고， 자신은 사리불 같이 변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22) 차모디， D. L., ~여성과 종교d]， 서굉사， 1992 , pp.62-63.
23)

방편은 방법， 수단이라는 뜻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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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당신은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J 천녀의 모

습을 한 사리불이 대답했다

r 내가 지금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없소.J 천녀가 말했다

r 사리불이여， 만약

당신이 이 여인의 몸을 능히 바꿀 수 있다변 다른 모든 여인도

능히 몸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리붙이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의 붐을 나타내듯이 모든 여인도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러므로 부처님께서 ‘일체제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J 그리고 즉시 천녀가 신통력을 거두어
들이니， 사리불도 옛날과 같은 폼으로 되돌아왔다. 천녀가 물었

다

r 사리불이여， 여인의 봄의 특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J

사리불이 말했다 r 여인의 봄의 색상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
니오.}4)

(없時， 天女以iwl 1 遍力變연利해令 TIU大女， 大미化身 TIU~利해， 而 no
딛

r 何以不뺑女광

채女身。 J 大口

? J 깐利해以￡女像而깐즘

r 깐利해

! 若能1뱀、此女身，

r 짜今不J;[l所빽、而變

則一υJ女人亦當能뺑o

Pu ?i利해非女而現女身 ， -ltJJ女人亦復 PU是， 퍼g 現女당而非女 ill。
是故， 佛說

~一따]諸암非男非女。 ~J 염U 時， 天女j뚫端깨11 1 力， ;fr 利해

身 j월復 TIU 故。 天 no f\'利뼈

身色相， 無 :{E 無不在。

r

女身色相， 今何所在

J 天口

r

? J 깐利해 5 : 「女

一띠福法， 꺼;復 PU 是無(:E無不在。

大無갇E 無기，在者， 佛所說 tßo J)

이상에서 여인의 몸에 대한 사리불의 질문에도 천녀는 공에 입각

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본
질적인 것으로， 고정 불변한 것으로 보기(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
다. 수행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그러한 일체의

집착을 벗어버리고 중도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몸은 본질적
으로 욕망 덩어리이고， 여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진정한 깨달음

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히려 수행에 방
해가 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떨쳐 버려야 한다. 천녀
는 사리불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이다.

24) ~샤 1"1' 갑)피펴’大 i[減j 14 ,

pp .5 48b27-548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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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의 여성주의적 함의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는 여러 가지 변에서 중요한 여성주의적 함

의를 가진다. 먼저 여성을 수행자를 유혹하고 방해하기만 하는 부정
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을 가지는 존재로 묘사한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여성도 남성처럼 불교의 지혜(반얘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깨달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5)

여기서 불교의 지혜란 공을 말한다. 천녀는 이 공이라는 지혜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 역할을 한다. 방편
은 빨리어 우빠얘upaya) 의 번역어로서 수단이라는 의미이며， 초기불

교 경전에서 선교방편(善巧方使) 즉， 우빠。L 꼬살리~upaya-kosalla) 는
다르마(法)의 현시， 혹은 수단의 능숙한 사용이라는 의미로서 훌륭한

스승의 정표인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방편의 가치가 좀 더 중시되
는 것은 대승불교에서이다. 대승에서 선교방편은 보살의 특정 가운데
하나로서 지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깨달음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
야기 된다.26)

이와 같이 불교에서 방편은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을 뜻

한다. 천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방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리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사람들(특히 남성)은 여성
이나 꽃을 요사스럽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에는 이
를 수 없다.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인 분별지(양극단의 사유)를 확
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뛰

어난 지혜(반얘를 가지고 사리불의 문제점을 날차롭게 파악하고 적
절한 방법(방편)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천녀는 신통력으로
자신의 몸을 남성으로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폼으로 나타
25) 조승미는 이것을 반야적 여성관과 방편적 여성관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이

에 대한 설명은 조승미

여성불자의
26)

경험을

pp.16-29 참조
위의 논문， p.17.

r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불교수행론 연구-한국

중심으로J ，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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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 여성과 공의 지혜가 공존하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준다. 이것이
일종의 화두(~펌책)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꽃을 뿌리고， 사리불을
여성의 몸으로 바꾸는 방법을 써서 그 화두를 풀고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천녀는 여성에게 이것 외에도 또다른 의미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부처의 화신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는 부
처의 삼신설(츠身說)을 주장한다. 이것은 부처는 법신(法身)， 보신(셉

身)， 화신(化身)이라는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다. 법신은
깨달은 부처 혹은 부처의 깨달읍 자체를 말한다. 보신은 영원히 존재
하는 부처의 봄을 말하는 것으로 이 몸은 일반 중생의 생노병사를

경험하지 않는다. 마지막 화신은 현실세계에 나타나 생노병사를 실제
로 경험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석가모니를 말한다. 부처가 석가모니
로 태어나{化身) 중생들과 같은 고통을 겪은 이유는 중생틀이 깨달음

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일반 중생과 똑같은 존재였던
석가모니가 여러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보여줌으로
써， 중생들이 자신도 깨달을 수 있다는 자각， 자신감， 용기를 갖게
하고 따라해야 할 수행의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다，2 7)

이와 마찬가지로 천녀도 여성틀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다. 더럽고 여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이 높은 경지의 깨
달음을 얻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성들이 자신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發心)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으로서 깨달은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모습이며， 주위의 비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

줌으로써 일종의 모범， 본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

적으로 증명했다는 것 말고도 『유마경』은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 과정도 다른 경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불설초일병삼매경』에는 혜시라는 여주인공이 나온다. 그녀

27) 삼신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대송불교 개설.i]， 김영사，

'1') 11

影(히라가와 아키라) 외， 정승석 역，

2005 , pp.228-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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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도라는 비구28) 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혜시의 성
불(成佛서원)을 비웃는다. 이에 대해 혜시는 이렇게 말한다.

보살의 뜻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제도하려 하면서 ‘본래 없음’을

부처님의 봄의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지 못한다. 일체 모든 것에는 상(相)이 없거늘， 어찌 남자와
여자가 있겠는가?29)

이런 반응은 사리불의 질문에 대한 천녀의 대답과 유사하다. 하지
만 그 후 혜시가 부처가 되는 경로는 『유마경』과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인다. 이런 혜시의 말을 들은 부처님이 혜시를 남자의 몸으로 바꾼
후 부처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그 이전의 불교

보다는 여성에 대한 생각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남성중심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양상을 상당히 많은 경전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상당수의 경전에서 ‘중생→보살’이 되는 과정이
여성에게는 ‘여성→남성’의 과정과 통일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30)

반면 유마경의 천녀는 “줄곧 여인의 상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바꾼단 말입니까-7"라고 말하며， 끝까지 여성
의 봄으로 남아 있게 된다. 천녀 자신이 신통력으로 남자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여전히 여성의 몸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여성도 바

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空) 개념을

더욱 철저하게 밀고나가 여성의 성불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
하고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주의 내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의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진
영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만의
28) 비구는 산스크리트어 빅슈의 음역으로서， 남성 출가자를 말한다. 여성 출가

자는 비구니라고 한다.
29) r불설초일명삼매경』 권하("대정장~

15 , pp.541 b-.542a).

조승미， p .5 3 에서 재

인용.
30) 이 주장에 대한 자세힌 설명은 조승마， pp.52-54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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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특정이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의
식은 사회 전반에 여성이 남성보다 천성적으로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런 입장
에 있는 여성주의자들은 현재 많은 여성이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
고 감성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데에는 사회 환경의 요인이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 환경， 즉 교육 제도， 관습， 제도 등을

개선하게 되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조승미는 이런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
는 논리인 본성론을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환하여서 현실적인
조건을 개선하려는 실천력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공헌"31) 했다는 점에

서 이 이론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공 사상의 장점이기도 하다. 다만 자유주의
적 페미니즘은 여성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이성적 능력’을 남성 못지

않게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이 점은 경계할 필
요가 있다. 이성을 중시하는 풍토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
니라 근대에 들어와서 32) 그리고 일부 여성주의자에 따르면 남성에
의해서 형성된 풍토이다. 자유주의는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성
적 능력이라는 일원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똑같은 출
발선상에서 경쟁시키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불교의 공 사상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동일하
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지양할 수 있는 이론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불교는
어떤 역할， 지위도 고정불변한 실재로 보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성 중심의 평등한 경쟁 체제’라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구상을 반
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녀로 대표되는 여성상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한계점과 논쟁점 또한 드러낸다. 리타 그로스는 (대승)불교의 여성주

의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 중 하나가 여성에게만 내재되어

31) 위의 논문，

32) 위의 논문，

p.2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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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본질론적인 혐의를 제거한 점이라고 한다，3 3 )

리타 그로스는 불교가 “급진적인 방식으로 관습적인 젠더 제도와
유형화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34)고 주장한다. 급진이라고 하는 이유

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다 근본적인 진리의 측면에
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불교적인 지혜에 따르면 그
어떤 역할， 지위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을 더러운 존재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로 규
정지어 버리는 편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공 사상에 따르면 모든 여성성을 논리적으로 부정해야 하는데 이 지
점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상당수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성의
보존과 육성이 여성해방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걸리건은 여성의 도덕적 관점이 남성의 관점과 다르다고
주장한다，3 5) 여성은 그들 고유의 여성의 모성， 보살펌의 윤리를 가지
고 있다 이는 경쟁， 주체/대상 등의 남성적 미덕과 구분된다. 남성이
경쟁과 갈등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힘의 균형을 중심
으로 한 평화 관념을 가지고 있는 반변， 여성은 모성과 보살펌의 윤

리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의 평화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여성적 윤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회의 발전
을 위해서는 보존하고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관점을 ‘에코 페미니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코

페미니즘에서는 “억압의 대상이었던 여성과 자연의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면서， 여성의 기르고 양육하는 특성의 가치를 복원"36) 시키고

자 한다. 이들은 여성의 모성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모성을 만

물을 기르는 자연의 진정한 가치와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의 문명화 역사는 자연의 파괴의 역사였다고 진단하고， 이것은 남성
이 여성을 억압한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문병화와
33) 위의 논문，
34) 위의 논문，
35) 위의 논문，
36) 위 의 논문，

p.14.
p.14.
p.25.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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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적인 특성 동일시하고， 자연과 여성적인 특성을 동일시하면서 자
연과 여성적인 것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7)

이런 입장에서는 공 사상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앞에서 봤

듯이 공사상에 따르면 여성의 모성， 보살펌의 윤리 의식 또한 여성에
게 고유하게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공 사상이 현실 생활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이어지기가 어
렵다는 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여성의 몸을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위치와 지위에 있든 간에 열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한편으론 특정 위치와 지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것

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모든 활동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릴 위험도 또한 가지고 있다. 예컨대 여성주의에서는 가정에서의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해 비판한다. 그 구조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가
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
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교적 입장에서는 그런
시도가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다. 가부장적 구도 속에 놓여있는 가정
주부도 열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존귀하다거나 비천하다는 생각을 버리
고 결국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가정주부도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
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지닌다.

그러나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계 자체는 변화시키지는 못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천녀는 여성의
몸이 여법하지 않다는 사리불의 시각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여성의
몸이 여볍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공 사상을 철저하게 체득하

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을 통해서 공

37) 통，

로즈마리，

이소영

2000 , pp .4 87-495 ‘

역i'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μ

한신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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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여성도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열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이 천
녀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천녀와 사리불의 위계는 변함이 없다. 둘 다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리불은 부처님의 대제자이자 출

가자이고， 천녀는 유마힐을 시중드는 사람일 뿐이다. 이점이 여성주
의자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다. 기존의 남성중심성을 유지하는 이데
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길리건이나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여성성은

실재하는 것으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들을 해

방시키는 방법은 그런 여성성을 긍정하고， 여성성， 자연성을 비하하
려고 하는 남성， 문명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런 변에서 길리건이나
에코페미니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두 특
성이 본질적으로 대립하고 융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는 문명이 탈성화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여성
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성을 비정상적인 것
으로 치부하는 잘못을 범한다. 탈성화의 이런 위험성은 대승불교에서

도 존재한다. 여성의 열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탈성화된 방식

의 깨달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수행의 구체적 방식은 기존의 남성 수
행자가 만들어 놓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전허 불교의 남성중심성은
은폐되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3 8) 여성성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페미니즘

특히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이쪽 입장의 여러
이론가들은 여성을 모성

보살펌의 윤리로 특징짓는 것을 경계한다.

같은 여성이라도 각각은 서로 다른 경험과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성， 보살펌의 윤리만을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 수
많은 다른 가능성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여성 고유의 특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속성은 하나의 하위 속성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38)

그로스， 리타

M. , 1999, p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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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속성(경험)과의 결합 등을 통해 다양한 특정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그 어떤 절대적인 특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승 불교의 여성관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앞에서 살
펴봤듯이 여성성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비판은 ‘이런 이론이 지금의 여성들

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고정된 여성성이 없고，
여성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긍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시
도도 오히려 여성에게 억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아무 것
도 못하지 않겠는가? 이건 페미니즘 운동의 동력을 꺾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이론이 아닌가?39)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 역시 공 사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우선 여성성이 태초부터 실재했는지 안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 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연구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여성성을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부딪
히게 될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문제의 해결에 불교적 관점이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다.

여성성이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여성과 남성 혹은 여성
적인 가치와 남성적인 가치를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
게 되면 사회 내에서 양자는 힘의 우위를 놓고 갈등하고 경쟁할 수밖
에 없다. 한 사회에서 한 쪽의 가치가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 다른 쪽

은 힘을 잃고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이상
적인 상태는 양자가 타협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은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런 균형점을 찾기는 쉽지 않마. 더구나 이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두 개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
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여성주의 내부에서는 이른바

‘여성적 가치’라고 규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주
의 운동이 서구 유럽에서 출발하면서 여성적인 가치라고 규정된 것이
서구의 중산층 백인 여성을 모델로서 해서 지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 제 3 세계의 여성， 빈민층 여성은

39)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답변은 통， 로즈마리， pp .3 71- 4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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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성적 가치와 괴리된 경우가 많다 40) 모성을 중심으로， 자연

과 여성을 동일시하면서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방식이 어떤 지역 ·
어떤 계층의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균형점은 매우 다양한 개체들 사이에서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균형을 잡았다고 해
도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의 힘의 균형처럼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균
형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라는 공 사상에
입각하면 남녀의 문제는 갈등이 아닌 평화적인 조화로 해결할 가능

성이 생긴다. 남성의 봄과 여성의 붐의 차이 혹은 남성적인 가치와
여성적인 가치의 차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런 차이가 공하
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남성과 여성은 깨달음이라
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지(도반)가 된다. 또한 여성성이
라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면， 서구 중심적 모델로

여성성을 규정짓는 것을 반성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공 사상은 여성주의가 스스로를 발
전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불교에서 인간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시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통시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물은 변하고， 공시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은 상대
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자성(디性)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만
물을 고정불변하는 것으로 보는 집착에 빠져 고통에 이르게 되므로，
이러한 양극단의 사유에서 벗어나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행자는 양극단의 사유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출가
40) 한국여 성 연구소

F 새 야 생 학-강의，Jf， 동녘，

1999, pp .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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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깨끗한 존재로 재가자를 속세에 찌든 더러운 존재로 보는 사유

를 경계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편견도 극복해야 한다.
이 편견을 극복해야 진정한 의미의 공(空)을 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
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공에 입각해 남녀의 차별을 극복파는 논리를， 그것도 천녀
라는 ‘여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유마경』은 불교를 여성주의적 시각

으로 재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성을
욕망 덩어리로， 남성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 뿐 자신은 깨달을 수 없
다는 기존의 편견을 수정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사유를 좀 더 거부감 없이 수
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수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성성 자
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과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위계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 문쩨다.
그러나 기존의 페미니즘 진영에서 주장하는 여성성이 서구의 중산
층 백인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성이라는 문제가 빈민층， 유색 인종，
비 서구권 여성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여성틀 내부에서도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와 입장이 다양하고 다양한 여성집단 사이의 위계가 불
평등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집단 간

의 위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작업이 매우 어렵게 된다. 고려해야 할
개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유한 개체성을 인정하면서 그 개체틀 사이의 균형， 평등

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개체들간의 질적 차이는 상황마

다 매우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만물을 자성( 터性)이 없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한 성질을 고정된 것으로，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태도를 경계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해준
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입장과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
성과 여유를 제공한다. 또한 불교 내부에서는 남성 수행자와 여성수

행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수행해 나가는 동지(도반)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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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 또한 제공해 준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영역을 제기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공 개념은 수행자에게 이분법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요구한다. 심지

어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고， 출가자를 수행에 더 적합한 사람으
로 규정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공에 위반된다. 하지만 불교에서 출
가제도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려면 언(씨)과 연(餘)을 초월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끊어야 하면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속세에서의 인과 연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
는 수행의 첫 시작이고， 출가자는 재가자가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

을 내게 하는 본보기가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출가{자)를 재기{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즉 여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불
교에서는 출가자 제도와 공 사상의 공존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본 논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논리가 어떤
식으로 고안되느냐에 따라 『유마경』의 여성주의적 의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천녀는 사리불이 여성을 여법하지
않은 존재로 보는 ‘시각’을 문제로 삼고 있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
성을 나누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출가자와 재가자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않)에 이

르는 데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출가자 제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자칫 남성과 여성을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

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출가자 제
도와 공 사상의 공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의 여성주의적 위상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에 대한 더욱 갚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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