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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구 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 기는 복합 인 원인에 기반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 인 문제는 무한생산과 무한소비라는 과도한 

욕망과 도시화로 변되는 문명의 확장에 기인한다. 산업사회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할 것을 강조하고, 생산성 증 를 미덕으로 삼아왔다. 이런 

가치 과 삶의 양식은 끊임없는 생산증 를 요구한다. 그 결과 산업화 이

후 세계의 경제규모는 무려 100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100배로 확장된 경제활동이 쏟아내는 오

염물질을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은 제되

어야 하며, 과도한 생산 활동도 자제되어야 한다. 환경 기에 한 인식이 

여기에 이르면 환경문제는 가치 의 문제가 되며, 삶의 양식의 문제로 확

장된다. 욕망은 제되어야 하며, 성장과 풍요를 향해 치닫는 삶을 성찰하

고 새로운 삶에 해 모색할 때가 기 때문이다. 자연친화  삶과 소욕지

족이라는 불교  가치 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승들의 수행문화가 살아 있는 한국의 선원(禪院)
의 삶과 수행자들의 가치 은 생태  가치 과 삶을 확립하는 데 귀 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선원은 소욕지족과 청빈이라는 통  가치

이 오롯이 승되어 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 은 청빈한 삶과 자연친

화  생활로 나타난다. 그런 에서 수행자들의 삶은 그 자체로 인류가 지

* 본 논문은 불 연구원과 서울  철학사상연구소가 2001년 6월 4일 공동개

최한 ‘한국불교의 생태담론과 생태운동’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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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해야할 생태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선승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  사유와 한국 선원이 담지하고 있는 생

태  통을 고찰했다.

Ⅰ. 머리말

오늘날  지구 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 기는 지구 온난화, 오

존층 괴, 오염물질의 축 , 자원고갈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

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복합 인 원인에 기반하고 있지만 가장 근

본 인 문제는 무한생산과 무한소비라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도시

화와 같은 문명의 확장에 기원한다. 한국사회 역시 외가 아니다. 
한국은 서구의 근  문물을 수용한 것은 불과 1세기 남짓하지만 

소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인 경제 국으로 성장했다. 산업화를 

해 속하게 진행된 사회와 경제체제의 재편은 통  가치 과 삶

의 단 로 이어졌고, 그와 같은 불연속면에 서구  가치 과 삶의 양

식이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그 결과 끝없이 생산하고 소비해야만 개

인의 삶과 국가의 경제체제가 지탱되는 이른바 ‘자 거의 원리’에 의

해 지탱되는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
산업사회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할 것을 강조하고, 생산성 증

를 미덕으로 삼아왔다. 세계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비문화는 개인과 

사회 두 측면에서 탐진치(貪瞋癡)라는 삼독(三毒)을 강화한다. 기업은 

의 욕망을 소비욕구로 환하기 해 온갖 미디어를 동원하여 인

간의 욕망을 부추긴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코카콜라와 라스틱 인형

이 꼭 필요한 물건임을 각인시키기 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쏟아붓는다.1) 물론 사회에서 개인은 통  규제로부터 해방된 

1) 헬 나 노르베르 호지, ｢빈곤과 불교  생활방식｣, 지식기반사회와 불교

생태학, 아카넷, 2006, 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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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린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자유란 상품을 소비하는 자

유로 귀결되며, 개인은 그와 같은 자유를 리기 해서 끊임없는 경

제활동에 매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와 결탁한 자유주의는 소비

하는 자유로 귀결되며, 인간은 소비하는 기계로 락한다. 하지만 인

간은 그런 자유를 얻기 해 스스로 ‘쇠우리(Iron cage)’에 갇히고 마

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치 과 삶의 양식은 끊임없는 노동과 생산증 를 요구한다. 

그 결과 산업화 이후  세계의 경제규모는 무려 100배나 커졌으며, 
특히 2차 세계  이후에만 50배나 증가했다.2) 그러나 지구가 가지

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100배로 확장된 경제활동이 쏟아내는 

오염물질을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생태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지구의 지속 가능성마  의심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표면의 격한 사막화의 83%, 극지방을 심으로 나

타나고 있는 오존층 괴의 82%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래된 것이

라고 한다.3) 미국 환경청은 온실 가스의 , 지표면의 평균기온과 

양수면의 수온상승 등 환경재앙을 래하는 상들이 ‘인간의 활

동’에 기인한다고 시안한 바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도자와 주류담론은 끊임없이 성장과 풍요

를 말한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은 제되어야 하며, 과

도한 생산 활동도 자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규모와 성장은 일정

한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 다.5) 환경 기에 

한 인식이 여기에 이르면 환경의 문제는 자연과학의 문제에 국한되

지 않고 가치 의 문제가 되며, 삶의 양식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런 

에서 환경문제는 나 밖에 존재하는 ‘세계의 문제’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문제’가 되며, 나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된다. 이제 욕망은 제

2) 김정욱, ｢지구  환경문제의 안과 과제｣, 환경, 더불어 살기, 2006, 
p.20.

3) 김정욱, 의 , p.17.

4) 연합뉴스 2002. 6. 4.

5) 김정욱, 의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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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성장과 풍요를 향해 치닫는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에 

해 모색할 때가 다. 자연친화  삶과 소욕지족이라는 불교  가

치 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승들의 수행문화가 살아 있는 선원(禪院)의 

삶과 수행자들의 가치 은 생태  가치 과 삶을 정 하는데 귀 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선원은 소욕지족과 청빈이라는 통  가

치 이 오롯이 승되어 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 은 청빈한 삶

과 자연친화  생활로 나타난다. 그런 에서 수행자들의 삶은 그 자

체로 인류가 지향해야할 생태  삶의 양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에서 소욕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로서 수행자의 

가치 과 선원의 삶에 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선승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  사유와 한국 선원이 담

지하고 있는 생태  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자연과 하나 된 선의 자연관

1. 의정불이(依正不二)의 자연

생태 기의 근 에는 인간 심주의(anthropocentrism)가 자리 잡고 

있다. 인간 심주의는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존재라고 보고 인간에게 

일방  우월성을 부여하는 이분법  세계 에 기 해 있다.6) 인간을 

자연보다 우 에 두고 인간을 심으로 계질서를 설정함으로써 자

연에 한 인간의 억압을 정당화했던 것이 근  사유의 특징이다. 
환경 기를 래한 사유의 핵심이 자연을 타자로 바라보는 이분법  

사유에 기 해 있다면 인간과 자연에 한 철학  이해와 가치 의 

환이 요구된다. 자연을 타자로 바라보는 이분법  사유는 인간에 

6) Bill Devall⋅George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city: Gibbs smith, 

publisher, 1985,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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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환경 괴를 무한 로 허용함으로써 생태  기를 래했기 때

문이다.7)

선의 기본 인 특징은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

에서 선이 자리 잡으면서 선원은 산속 깊은 자연 속에 자리 잡게 되

었다. 선승들은 땅을 경작하며, 자연  질서에 따른 삶을 수행으로 

받아 들렸다. 승조는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8)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선사들에 의해 수용되면

서 자연친화  가치 과 삶을 형성해 왔다. 선승들 역시 자연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인간과 인간이 의지해 살아가는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사상이 바로 ‘의정불이(依正不二)’ 사상이다.
길장(吉藏)은 풀과 나무도 성불한다는 목성불(草木成佛)의 근거로 

정보(正報)와 의보(依報)가 둘이 아니라는 의정불이(依正不二)론을 제

기한다. 여기서 ‘정(正)’이란 범부나 성인이 의지하는 몸[身]으로 생

신(衆生身)과 보살신(菩薩身) 는 불신(佛身) 등을 말한다. 반면 ‘의
(依)’란 국토(國土) 는 세계(世界)를 의미하며, 범부 생이나 제불성

(諸佛聖賢)이 의지하는 장소로서 정토(淨土) 혹은 토(穢土)를 말한

다.9) 따라서 정보(正報)란 과거에 행한 업보의 결과로 받게 되는 유

정(有情)들의 몸을 의미하며, 의보(依報)란 생들의 몸, 즉 정보가 의

지하고 살아가는 사회⋅국토⋅환경 등을 의미한다. 결국 의정불이란 

한 개체와 그 개체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라는 사상이다. 이런 맥락에

서 길장은 “정보와 의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생에게 불성이 있다

면 목에도 불성이 있다.”10)고 했다. 옹성철도 자연과 인간이 하

나라고 설 했다.

“유형, 무형 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

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11) 

7) 서재 , 선의 생태철학, 동국 출 부, 2006, p.79

8) 조론(T45, p.159b), “天地 我同根 萬物 我一體 同我則非復有無 異我則

乖於 通….”

9) 이법산, ｢불교에 있어서 환경과 생명윤리｣, 印度哲學 v.5, 1995, p.168.
10)  승 론(T45, p.40c). “以依正不二故 衆生有佛性 則草木有佛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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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같은 몸입니다. 천지 사이에 만

물이 많이 있지만은 나 외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도우는 

것은 나를 도우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12)

선사들은 나와 삼라만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자기’라고 

바라 으로써 타자화된 자연을 나와 한 몸으로 받아들 다. 여기서 

자연은 그  인간의 목 을 한 수단이 아니라 종교  신성성을 지

닌 숭고한 존재로 인식된다. 부분의 산 우리들이 부처님이나 보살

의 이름으로 불리고, 오래된 나무나 바 가 미륵의 화신으로, 바다와 

강물은 용왕을 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이런 사유에 근거한

다. 이런 통은 결국 산⋅강⋅바다⋅ 지⋅나무⋅바 와 같은 자연

 사물을 종교  상으로 존 해 왔음을 의미한다.13)

2. 무정불성(無情佛性)의 자연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해 산을 통하는 터 을 뚫고, 간척사업을 

해 생명으로 가득찬 갯벌을 메우는 인간들의 활동에는 끊임없이 새

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강박 념이 도사리고 있다. 이

는 산과 강과 같은 자연  사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제로 한다. 그래서 인간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

로 늘 새로운 물질  가치창출을 목표로 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

이 요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존재에 한 지배  세계 의 입장은 모든 존재의 정 에는 인간

이 존재하며, 인간 이외의 존재들의 가치는 인간에게 얼마나 이로운

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과 존재는 인간을 

해 소비될 수 있는 도구  상으로 락될 수밖에 없다. 생명에 

한 이 같은 ‘도구  가치(instrumental value)’는 하나의 개체가 가

11) 성철, 자기를 바로 시다, 장경각, 2002, p.42.

12) 1981년 총무원장 우(草宇) 스님의 취임식에 내린 성철스님의 종정법어.

13) Graham Parkes, ｢산, 나무, 강의 소리｣, 하버드  세계종교연구센터 편, 

동국  불교문화연구원 역, 불교와 생태학, p.193



한국 禪院의 생태  사유와 통 43
진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를 획득하기 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여된 인  가치이다.
그런 에서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목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확립하는 것은 요한 문제가 된다. 내

재가치란 다른 것과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어

떤 상이든 그 스스로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의미

한다. 존재의 가치는 경제  유용성, 인간에 한 효용성이나 인  

목 과는 무 하다는 것이 내재가치론의 근간이다. 그런 에서 존재

의 내재가치에 한 수용은 생명을 약탈하거나 자연을 괴할 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과정이다.
아느 네스를 비롯한 근본생태철학자들은 생태  실천을 한 첫 

번째 강령으로 지상에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 아닌 모든 생명체들도 

내재가치를 지닌다는 을 분명히 한다. 모든 존재들의 가치는 인간

들의 경제  유용성과 무 하다는 것이다. 생태 심  윤리는 살아

있는 동식물과 함께 돌이나 물들을 비롯한 무생물 요소들을 포함하

여 체 환경에 해 내재  가치(inherent value)를 부여한다.14) 일례

로 크리스토퍼 스톤은 바 에게도 법  권리를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환경사학자 로데릭 내쉬는 바 도 사람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갖는다

고 주장했다.15) 나아가 롤스턴이나 캘리코트 같은 학자들도 자연에 

권리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철학  토 를 이끌어 내기 해 노

력했다.
이와 같은 내재가치론에 비교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불교의 불성

(佛性)이다. 개체 존재의 내재가치를 의미하는 불성은 인간⋅동물⋅식

물과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존재에게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

다는 교설이다. 따라서 불성론은 존재의 보편  존엄성을 확보하는 

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치론의 확립은 도구  가치론에 

의해 박탈된 자연  존재에 한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Carolyn Merchant, 허남  역, 래디컬 에콜로지, 이후, 2001, p.110.

15) Roderick Nash, “Do Rocks have Rights?”, The Center Magazine, November/ 

December 197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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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체 모든 존재들의 내재가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가 성장과 개발이라는 병 인 가치 창조에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각이기도 하다. 그것은 잘못된 가치 에서 비롯된 무명(無明)의 소

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성을 자각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내재가치에 한 확인이므로 인간 심의 도구  가치 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선은 그 내재가치론이 살아 있는 생명에만 국한되는 개념

으로 끝나지 않고 산, 강, 바 , 나무와 같은 무정물에게도 불성이 내

재해 있다고 바라본다. 선사상에서는 산하 지는 바로 법계(法界)의 

세계이며, 법계 안의 모든 존재는 그 로 법신(法身)의 이며 그들

도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바라본다. 그래서 풀과 나무는 물론이며 담

장과 기와조각 그리고 돌멩이 같은 장벽와력(牆壁瓦礫)에게도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무정불성론(無情佛性論)이 설해진다.16) 나아가 남양

혜충(南陽慧忠)은 불성의 내재성에 머물지 않고 장벽과 기와조각 그

리고 돌멩이조차 ‘옛 부처님의 마음[古佛心]’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 

때문에 이들도 언제나 진리를 설하고 있다는 ‘무정설법(無情說法)’을 

주장하기도 했다. 

Ⅲ. 한거정처의 수행전통과 숲을 지키는 전통

1. 한거정처(閑居靜處)의 수행문화

의 기술문명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를 래한다. 기술문

명이 진보할수록 자연  삶으로부터 인간의 삶은 멀어진다. 과학기술

에 의존하는 삶은 인간을 자연에서 이탈시키고, 자연 에 군림하는 

존재로 변모시킨다. 하지만 기술을 매개로 한 자연에 한 군림은 최

종단계에 이르면 기술이 인간 에 군림한다. 그래서 롬은 문

16) 서재 , 선의 생태철학,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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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부터 “불안, 우울, 세기의 병, 생기의 상실, 인간의 자동 기계

화, 인간의 자기로부터의 소외와 동료로부터의 소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17)와 같은 기가 래된다고 했다.
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에 의해 구축된 도시의 삶으로 

집약된다. 고 의 도시유 들이 인류의 한 유산으로 평가받는 것

처럼 오늘날에도 하늘을 를 듯한 마천루와 거 한 도시들이 국력과 

풍요로 상징된다. 그러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자연  제약에서 해방

된 의 도시는 가장 반생태  문화로 군림한다. 도시화와 과도한 

인구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근본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8) 그래서 세계  환경단체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속 가능한 발 을 해치는 101가지 사례(Dirty 101 after Rio)’ 
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 을 해하는 첫 번째 사례로 도시화를 

꼽았다.19)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의 격한 팽창은 야생의 공간을 인

 공간으로 체한다. 인간을 한 인  역이 확장될수록 야

생의 공간은 괴되고 생명을 한 역은 갈수록 축소된다. 보고서

에 따르면 1950년 이후 도시지역의 인구는 7억5천만이었지만 재는 

25억 명에 달하며, 2025년경에는 약 50억 명이 도시로 집 될 것으

로 측했다. 한국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심각하다. 남한의 경우 11%
에 불과한 수도권 도시에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집 되어 있다. 도

시화는 산, 강, 농토 등의 자연을 인간만을 한 공간으로 단순화 시

킨다. 풍요로운 생명의 사원이었던 곳들이 도시로 변하는 순간 아스

팔트와 시멘트 블록이 뒤덮이게 되고, 생명들은 이곳에서 배제된다.
결국 도시화는 생명의 빈곤을 야기하며, 존재들의 상호 계성에 

한 고리의 단 을 래한다. 따라서 생태  기를 극복하기 해

서는 도시화로 치닫는  삶에 한 면  성찰과 환이 요구

17) E. Fromm⋅鈴木大拙, 선과 정신분석, 민음사, 1987, p.15.

18) 최재천 외,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 2010, p.94.

19) 이 보고서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발 을 한 

지구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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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런 맥락에서 근본생태론자들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번 하

기 해서는 과 한 인구와 도시화의 감소를 필요로 한다고 지 한

다. 도시에 집된 인구의 과도한 집 은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가

로막기 때문이다. 그런 에서 인  삶을 거부하고, 그런 삶을 지

향했던 수행자들의 생활방식과 숲의 삶을 지향했던 선원의 통은 생

태  에서 새롭게 평가해야 할 상이다.
통 으로 불교는 조용하고 한 한 곳에서 자연  삶을 지향해 

왔다. 그래서 불교는 곧 숲의 종교로 분류되며, 불교  삶은 숲의 삶

으로 변된다. 붓다는 무우수(無憂樹) 나무 아래에서 탄생했고, 염부

수(閻浮樹) 아래에서 명상에 들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으

며, 사슴들이 뛰노는 녹야원에서 설법했고, 숲으로 이 진 정사(精 )
에서 생활했으며, 사라 수 아래에서 입 했다.20) 이런 이유로 기

불교에서 수행자가 의지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이었던 사의지(四依止) 
에 하나가 바로 나무 아래에서 생활하는 수하좌(樹下坐) 다.21) 

규모 승원으로 조성되었던 죽림정사와 기원정사 역시 숲이 우거진 동

산에 마련되었다. 도시에서 떨어진 숲에서 생활하는 수행 통은 선종

이 발 한 국불교에서는 더욱 일반  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수행자다운 삶을 해서는 한 하고 조용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는 

‘한거정처(閑居靜處)’의 정신은 이 같은 불교  가치 을 변한다. 
천태지의(天台智顗)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한 함[閑]’
이라 하고, 산란하고 시끄러움을 멀리 피하는 것을 ‘고요함[靜]’”이라

고 정의하면서 수행의 기본은 이런 장소에 머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다.22) 그런 에서 불교가 지향하는 삶은 도시의 욕망과 분주함을 

벗어나 자연과 동화된 고요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 은 

선사들의 세계 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강조된다.

20) 한불교조계종 환경 원회, 불교의 지혜와 환경, 2008, p.182
21) 平川彰, 이호근 역, 인도불교의 역사, 민족사, 1989, p.87.

22) 마하지 T.46, p.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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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집을 지을 목재는 본래 깊은 산 속에서 나오는 법이며 세간에 

있지 않다. ... 사람은 산속에서 속진(俗塵)을 여의고 본성을 밝  앞

에 한 물건도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하며, 여기서 도(道)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선림(禪林)이 결실을 맺게 된다.”23)

도신(道信)은 도시의 분주함으로부터 탈피한 한거정처의 삶에서 수

행자의 삶이 시작되고, 도의 나무가 꽃피고 선림이 결실을 거둔다고 

했다. 원효(元曉) 역시 “높은 산의 우뚝한 바 는 지혜로운 이가 살 

곳이며,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살 곳”24)이라

고 했다. 이런 통으로 인해 한국의 수행처 역시 자연  경 이 빼

어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나말여 에 성립되기 시작한 선문(禪門)
의 구산(九山)은 도시와 떨어진 깊은 산 에 수행처를 만들면서 한국

의 선원은 산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특히 숭유억불의 시 를 거치

면서 도심사찰은 소실된 반면 산 의 사찰들은 남게 된 것도 사찰이 

산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25)

표  선원으로 손꼽히는 암사 역시 희양산을 배경으로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 헌강왕 5년(879)에 지증국사에 의해 창

건된 암사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양산문의 심도량으로 조계

의 선풍을 풍미해 왔다. 특히 1947년 성철스님이 주도하는 암사 결

사를 거치면서 암사는 한국의 표 인 선원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

다.26)

천년 고찰 암사가 근  개발의 풍 속에서도 자연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계기는 조계종의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

이다. 1982년 조계종은 암사 일 를 종립 선원으로 지정하고 성역

화 함으로써 일반인과 등산객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물론 행정당국에 

23) ｢楞伽師資記｣ (T.85, p.1289b), “大廈之材 本出幽谷 不向人間有也. … 故知

栖神幽谷 遠避囂塵 養性山中 長辭俗事 目前無物 心自安寧 從此道樹花開 

禪林果出也.”

24) 元曉, ｢發心修行章｣, 한불  1권, p.841, “高岳峩巖 智人所居 碧松深谷行

所棲.”

25) 한불교조계종 환경 원회, 의 책, p.183.

26) 불학연구소 편,  암사 결사와  한국불교, 조계종출 사, 2008,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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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희양산을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불교계의 반 로 무산되었다. 희양산은 종립 수도원으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 가까이 출입이 통제되면서 청정한 수행환경을 보 한 것은 

물론 소나무와 신갈나무 군락 등 산림과 자연생태계 역시 매우 양호

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27)

결국 개발의 풍에 맞서 희양산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거정처를 지향하는 선의 정신  가치, 천년에 이르는 오랜 수행 통, 
일반인의 입산을 막고 개발을 지한 결과로 얻어진 소득이다. 한거정

처를 지향하는 선의 정신이 물질  욕망을 축구하는 개발과 자연훼손

을 막고 자연을 보존하는 데 결정  역할을 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2.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산주(山主)

한국의 통사찰은 기도와 수행이라는 종교의 본래  의미는 물론 

수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복합문화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사찰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숲의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은 

물론 산과 자연을 보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

은 사실은 오늘날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는 부분의 지역

이 사찰인근의 산림이라는 사실이 잘 반증하고 있다.28)

문화 부에서 발간한  통사찰 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 면 은 928km²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 토지 가운데 삼림은 88.26%로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농토는 7.60%, 지와 기타는 각각 0.59%와 3.55%로 구성되어 있

다.29) 이는 사찰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건물 등 인 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0.59%에 불과하며 부분이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

27) 최송  외, ｢산림유 자원보호림 실태조사  연차별 사업계획수립 용역｣ 

보고서, pp.9-10.

28) 한불교조계종 환경 원회, 불교의 지혜와 환경, 2008, p.110.
29) 이도원, ｢ 통사찰에 한 경 생태학  조망｣,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

태학, 아카넷, 2006,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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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 그리고 도시의 조 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 치한 선

원의 치는 수행자들의 삶을 생태 으로 인도하고 생태  문화를 조

형하게 했다. 결국 산속에 자리 잡은 선원은 탈집 화와 탈도시화라

는 생태  요구와 일치한다. 
2010년 재 한국의 통사찰 수는 935개에 달하며, 부분의 선

원은 통사찰에 포함되어 있다.30) 건강한 산과 숲을 끼고 있는 통

사찰의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평가받는다. 첫째 의례와 수행이 행해

지는 종교  성지로서의 가치, 둘째 자연환경이 우수하게 보존된 생

태  가치, 셋째 통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문화유 으로서의 가치, 
넷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복합 으로 혼합된 복합문화지역으로서

의 가치가 그것이다.31)

네 가지 항목 가운데 생태  가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선원은 길게는 천 년, 짧게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아름

다운 자연 풍 을 자랑하는 심산유곡에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한국

의 통선원은 수백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산과 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자연친화 인 수행문화를 만들어왔으며, 산과 사찰주변의 자

연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산의 주인[山主]’으로 역할해 왔다. 이런 측

면은 공원구역의 9.7%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찰 소유 토지이며, 이들 

토지는 공원구역 에서도 가장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라

는 에서도 잘 드러난다.32) 이런  때문에 통사찰은 숲과 더불어

서 존재해 왔으며, 산과 자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 받

는다.

“ 통 으로 사찰이 산에 치할 경우에는 사찰은 산주 정신으로 산

을 리해 왔으며, 부분 산 사찰의 경우에는 본사와 말사를 포함한 

여러 개의 사찰이 산의 반에 분포되어 있다. 산의 반에 분포된 각 

사찰의 철 한 리로 양호하게 유지된 산림은 patch로서 산 체의 

30) 이 경⋅이병인⋅최송 ⋅한상열, 한국의 통사찰, 한불교조계종 총

무원, 2011, p.19(조계종 소속의 통사찰은 749개소에 달한다.)

31) 한불교조계종 환경 원회, 의 책, pp.109-113.

32) 이 경 외, 의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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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를 건 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산  통사찰

은 소재 지역 산의 건 한 산림생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결정 인 역

할을 했다.”33)

이처럼 한국의 선원은 산 속에 창건되었으며, 이후 숲을 가꾸고 보

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통선원에서는 산감(山監)이라는 산림

감시원을 두어 무분별한 산림의 벌목을 막고 사찰주변의 숲과 자연을 

지키기 해 노력해 왔다. 다산 정약용도 숲을 지키기 한 애쓰는 

수행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할 정도 다.34) 나아가 국의 이름난 

사찰에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마당을 지키고 있고, 개의 경우 

이들 고목은 이름난 선승들과 얽힌 설화를 가지고 있어 수행자와 자

연의 한 계를 엿보게 한다.35)

특히 통사찰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숲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멸종 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키고, 희귀종을 보

존하는 데도 공헌했다. 이런 이유로 사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

정되어 보호받는 숲과 동식물들이 많다. 를 들어 용문사의 은행나

무,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  불갑사의 참식나무 숲, 강진 백련사

의 동백나무숲 등은 사찰이 숲을 조성하고 리하며 자연을 풍요롭게 

가꾼 사례로 꼽히고 있다.36) 
뿐만 아니라 통사찰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  숲과 인공 으로 조

성된 사찰림에는 원래의 식생과 함께 인공 으로 식재된 교목, 목, 
본류 등 다양한 식물종이 존재한다. 인공 으로 조성된 사찰림은 

원래의 숲과 어우러져 식생의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왔다. 이

로 인해서 통선원 주변의 사찰림은 한반도의 경 을 다양하고 독특

하게 조성해 왔다.37) 통사찰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국의 사

33) 이 경 외, 의 책, p.77.

34) 한불교조계종 환경 원회, 의 책, p.186.

35) 한불교조계종 환경 원회, 의 책, p.185.

36) 김재일, 산사의 숲을 거닐다(가을1), 지성사, 2008, p.17.

37) 이도원, ｢ 통사찰에 한 경 생태학  조망｣,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

태학, 아카넷, 2006,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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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는 아름다운 숲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자연유산을 갖

게 되었다.38)

오랜 역사를 지닌 선원은 박하게 변화하는 도시에 비해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공간  지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사찰림

에 식재된 다양한 수종, 사찰의 연못과 마당, 오래된 각은 그 자체

로 특정한 동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비오톱(biotope)으로 기능

하기도 했다.39) 수행자들이 먹기 해 심은 견과류나 유실수 등의 먹

이식물들(food plants)도 특정 동물들에게 먹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찰주변의 생태계는 더욱 풍성하게 발 해 왔다.  사찰의 오래된 

목조 구조물과 연못과 흙으로 조성된 마당도 다양한 동물과 곤충들을 

한 서식지와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해 왔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한거정처를 지향하는 수행문화

로 인해 선원은 깊은 산속에 수행처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통선원은 사찰 주변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고 산과 숲을 지

키는 역할을 맡아 왔다. 숲과 산림을 풍요롭게 가꾸고 산을 지켜 온 

통사찰의 이런 역할은 에 와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한 반 운

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경 이 빼어난 부분의 국립공원의 부지

는 통사찰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국가는 개발을 명분으로 이곳에 이블카를 설치하거나 도

로를 뚫으면서 사찰림도 개발의 풍에 내몰리게 되었다. 사패산 터

공사, 천성산 터 공사, 가야산 골 장 건설추진, 국립공원 이블

카 설치추진 등은 모두 경제  이익을 이유로 지자체와 국가에 의해 

진행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다. 이와 같은 개발이 가속

화되면서 숲과 산을 보호하는 통  산주로서의 역할은 더욱 실해 

지고 있다. 그런 에서 통사찰을 심으로 한 사찰림은 개발과 환

38) 김재일은 “사천 다솔사에서 보안암으로 가는 숲길, 상주 남장사에서 음

암으로 가는 숲길, 남양주 선사를 도는 숲길, 부안 내소사에서 청련암

으로 가는 길, 고창 선운사에서 석상암으로 가는 길, 백련사에서 다산

당으로 넘어가는 길, 송 사에서 불일암으로 가는 숲길” 등을 표 인 

사례로 꼽고 있다(김재일, 의 책, p.29).

39) 이도원, 의 ,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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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괴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 에

서 사찰림은 단지 숲이 건강하고 자연경 이 아름다운 것에 머물지 

않고 개발과 환경 괴에 맞서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의미와 역할이 확

장되고 있다.

Ⅳ. 소욕지족의 수행전통과 청빈한 삶

1. 무소구행과 소욕지족의 정신

주지하다시피 상품경제는 증가한 생산물의 매를 필요로 하므로 

자연  생산성에 의해 억제되던 인간의 욕망은 자유롭게 해방된다. 
생산자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끝없는 욕구불

만을 추동한다. 만족한 소비자는 상품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므로 자본

은 사람들에게 빈곤감을 자극하면서 끝없이 소비하는 기계로 교육한

다. 문제는 이 같은 소비문화와 생태  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이다. 물질  팽창과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고 그것을 신의 축

복이나 행복이라고 혹하는 행은 생태계 괴의 주범인 지배  가

치 을 떠받쳐 온 심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 이후 지구의 경제규모는 100배로 증가했다. 특히 2차 

 이후 50년 동안 인구는 20억에서 62억으로 증가했으며, 화석연료 

사용은 25배, 공업생산성은 40배 증가했다.40) 이 게 팽창된 경제규

모는 더 많은 농지와 생산증 를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매일 20
만 에이커에 달하는 열 우림이 괴되고, 3만 6천 에이커의 땅이 사

막화로 치닫는다.41) 무리한 개간으로 연간 600만 ha의 농경지가 사막

으로 진행되며, 매년 1,100만 ha(남한 면 )의 삼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00년간 인류의 생산과 소비는 가히 폭발 으로 

40) 김정욱, ｢지구  환경문제의 안과 과제｣, 환경, 더불어 살기, 2006, p.20.
41) 서재 ,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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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 왔다. 이 게 볼 때 환경 기의 뿌리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멈출  모르는 소비  삶에서 근원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

서 월드워치연구소(Worldwatch Institution)는 소비사회에 주목하면서 

물질  풍요에 한 면  반성을 제기한다. 지구환경보고서 2004
년 은 사회의 보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는 소비주의

(consumerism)를 진단하고 환경보 을 해서는 소비경제와 소비

사회가 필수 이라고 진단한다.42) 인간의 욕망과 소비를 이는 소욕

지족( 欲知足)이야말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괴를 막고 지구생태

계를 보 할 수 있는 근본 인 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근본생태론자들은 ‘지구를 가볍게 밟는(tread 

lightly on the Earth)’ 생활양식의 증진을 실천의 근간으로 제시한다. 지

구를 가볍게 밟는 생활양식은 소박하며, 상 으로 기술에 덜 의존

인 삶이며, 자족하는 정신이며, 탈 심화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

을 의미한다. 작고한 노르웨이의 생태철학자 아느 네스(Arne Neass)
는 생활의 높은 표 에 집착하기보다는 삶의 본질 인 가치를 향유할 

 아는 삶으로 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네스는 물질  풍요를 의

미하는 ‘큰(big)’것과 모든 존재와 공생을 지향하는 ‘ 한(great)’ 삶

의 차이를 조 으로 설명한다.43) 그런 맥락에서 네스는 “수단은 소

박하되 목 은 풍요로운 삶(Simple in Means, Rich in Ends)”을 제시

했다.44)

근본생태론자들이 강조하는 이와 같은 삶의 양식은 선의 가장 기

본 인 가치 과 삶의 태도인 소욕지족( 欲知足)의 정신과 일치한다. 
선종의 조 보리달마는 “구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구함

이 없으면 그 자리가 곧 즐거움”45)이라고 했다. 이는 참다운 도(道)
의 실천은 물질  욕구로부터 해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한

42) 월드워치연구소, 오수길 외 옮김, 지구환경보고서 2004, 도요새, 2004, 

pp.8-9.

43) J. R. 데자르뎅, 김명식 역,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p.338.

44) 송명규,   생태사상의 이해, 님, 2004, p.111.

45) 능가사자기(T.85, p.1285b), “有求皆苦 無求卽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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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철학자들이 제안하는 생태  삶은 수행자의 삶과 맥락이 상통

함을 보여주는 목이다. 혜능도 “ 은 욕심으로 한  알아서(
欲知足) 재물(財)을 떠나고 색(色)을 떠나는 것이 양족존(兩足 )”46)이

라고 했다. 부처님을 받드는 실천은 곧 소욕지족하는 삶의 양식을 견

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 으로 선사들의 삶은 소박하며, 자연 인 

삶으로 변된다.
시장경제 체제에 뿌리를 둔 사회의 지배  가치 은 소비  

삶의 행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런 에서 ‘맑은 가난(淸貧)’, ‘의도

된 가난’을 수행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행자들의 삶은 생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선원의 삶에는 큰 것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  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2. 소박한 복식과 주거 공간

출가자에게서 청빈과 가난은 욕망을 제어하는 것으로 수행의 핵심

 가치를 이룬다. 여기서 수행자는 무소유와 청빈으로 사는 것이 선

의 근본정신으로 자리 잡는다. 인도불교에서도 출가자의 삶을 규정하

는 것은 사의지(四依止)로 표되는 청빈과 가난이다. 즉 걸식(乞食), 
수하좌(樹下座), 분소의(糞掃衣), 진기약(陳棄藥)이 그것이다.47) 수행자

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시주에게 밥을 얻어먹고, 호화로운 집이 아

니라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야 하며, 버려진 천을 주워 모아 만든 가

사를 입고, 동물의 배설물로 만든 약으로 목숨을 의지하는 생활이 사

의지의 내용이다.
이 같은 기불교의 청빈한 수행 통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것

이 선종이다. 선종에서는 사의지의 정신을 계승하여 수행자의 청빈한 

삶의 내용을 청규(淸規)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수행자에게 수

행의 기본은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衣食住)의 청빈함으로 압축된다

46) 육조단경(T.48, p.339c), “ 欲知足 離財離色 名兩足 .”

47) 사분율 권3(T22, p.8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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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행자의 삶은 풍요로운 의식주에 혹되지 

않고 최소한의 여건으로 삶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  한국의 고승 경허는 수행자에게 물질  욕망은 모두 헛된 것

임을 강조한다. 경허는 “홀연히 생각하니 도시몽  이로다. 천만고 

웅호걸 북망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소냐?”48)

라고 노래했다. 성철 역시 평생 무소유의 정신으로 일 했으며, 음식

은 생식과 무간식으로 살았으며, 옷은 목과 마포 외에는 입지 않았

다.49) 선사들이 이처럼 청빈한 삶을 지향한 것은 풍요와 윤택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생사윤회의 본질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세속  욕망을 향한 소비  삶이 아니라 생사해탈을 한 

청빈한 삶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선원에서는 선객(禪客)은 모름지기 삼부족(三

不足)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인식되어 왔

다. 삼부족이란 바로 음식[食]의 부족, 옷[衣]의 부족, 잠[睡]의 부족을 

말한다.50) 세 가지 부족한 삶이란 의식주의 청빈한 삶에 한 다른 표

이다. 조계종 국선원수좌회에서 편찬한  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
에서도 “무소구행이나 소욕지족과 같은 선의 정신은 의식주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선사들은 의식주를 청빈하게 함으로써 수행자의 경

제생활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수행자에게 의식주는 수

행의 기본에 해당하므로 경제생활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51)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에서 지켜야할 청빈은 의식주

라는 세 가지 범주로 압축된다.
첫째, 수행자의 옷은 청빈과 가난을 상징 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기불교에서 옷은 분소의로 변된다. 출가자는 남이 버린 천조각을 주

워서 가사를 만들어 입어야 한다. 율장에서도 “분수에 넘치는 옷을 갖

지 말라(過分取衣戒)”52)며 검소한 의복에 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48) 경허집, 통도사 극락선원, 1990, p.309.

49) 일타, ｢경허의 선사상｣, 한국불교사상사, 원 출 국, 1975, p.1322.

50) 지허, 선방일기, 불 출 사, 2010, p.33.

51) 국선원수좌회,  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 2010,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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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 각(永嘉玄覺) 선사도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다’
고 했다. 수행자는 항상 더기(披縷褐)를 걸치고 청빈한 삶을 살지만, 
깨달음을 향한 고 한 이상이 있기에 그 정신은 오히려 풍요로운 것이

다.53) 이런 이유로 출가자의 복장은 청빈하고 검소하며, 성철스님을 비

롯해 한국의 고승들은 다 해어진 더기 한 벌을 남기고 떠났다. 청규

에서도 다음과 같이 소박한 옷에 해 강조하고 있다.

“출가자는 입는 것이 검소해야 한다. 부처님의 출가는 분소의를 입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세속의 옷을 벗고 분소의를 입음으로써 부처님은 

출가자의 의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출가자는 검박한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기본이다.”54)

이와 같은 검소한 의복은 선방의 스님들의 수행기록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선방에 입방할 때 수행자의 짐은 바랑 하나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선원의 불문율로 통하고 있다. 그래서 입방한 

수행자의 개인 소지품은 기껏해야 수좌 요품(要品)으로 불리는 가사, 
장삼, 발우, 그리고 갈아입을 승복 한 벌과 세면도구가 부 다.55) 
소욕지족을 통해 욕망을 항복받고자 했던 수행자에게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 포식난의(飽食暖衣)는 수행을 방해하는 마장으로 보았

기 때문이다.
둘째, 청빈은 잠자고 활동하는 생활공간의 청빈의 문제로도 이어진

다. 기불교에서 이것은 사의지 가운데 수하좌(樹下座)에 해당한다. 
출가자는 화려하고 좋은 집이 아니라 나무 아래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런 정신은 국의 국가불교를 거치면서 화려한 불 (佛殿)의 건축

으로 이어졌지만 선종은 청빈한 주거 공간을 고집했다. 이런 이유로 

선원의 건축은 화려한 불 과는 달리 단청도 하지 않은 소박한 공간

52) 사분률비구함주계본(T.40, p.438a).

53)  가증도가(T.48, p.395c), “窮釋子口稱貧 實是身貧道不貧 貧則身常披縷

褐 道則心藏無價珍 無價珍用無盡.”

54) 국선원수좌회,  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 p.352.
55) 지허, 사벽의 화, 도피안사,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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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어졌다.56)

한국 선원에서는 선방의 간소하고 검박한 생활을 ‘두량(頭凉) 족난

(足煖) 복팔분(腹八分)’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왔다. 이불 없이 방석으

로 발만 덮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게 

생활한다. 그리고 배는 8할만 채워서 언제나 부족한 듯이 사는 생활

을 말한다.57) 그만큼 선원의 생활은 의식주로 변되는 생활이 청빈

하다. 1960년 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선원에서 3개월간 안거하는 

필요한 물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식비: 3홉 365일=1,95홉(1,95홉*15원=16,425)
부식  잡곡: 자 자족

피복피

승복: 목 20마(20마*50원=1,000원)
내복(1,500원)
신발: 고무신 2족(2족*120=240원)58)

이 목록에 따르면 한 사람의 수행자가 3개월간 선원생활에 들어가

는 비용은 기껏해야 2만 원을 넘기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

는 있겠으나 근  시기 한국선원의 청빈한 수행생활을 엿볼 수 있는 

목이다. 이처럼 삶은 청빈하고 가난했으나 선사들의 삶은 당당했으

며, 한 도를 이루고 말겠다는 원 한 이상과 꿈을 가진 삶이 수

행자들의 삶이었다. 사회에서 이와 같은 생활을 그 로 따라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그것은 동시에 생태 으로 건 한 삶의 양식이 된다.

56) 일타, 앞의 책, p.1322.

57) 지허, 선방일기, 불 출 사, 2010, p.32.

58) 지허, 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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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식(麤食)과 소박한 식생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1차 인 문제는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런 

에서 수행자들에게 먹는 것에 한 제는 제일 요한 수행의 일

부로 인식되고 있다.59) 기불교에서는 수행자의 삶은 걸식(乞食)으
로 규정되었다. ‘비구(bhikṣu)’라는 말 자체가 ‘걸사(乞士)’, 즉 ‘밥을 

얻어먹는 사람’을 뜻한다.  강경의 첫 구 이 여래가 발우를 들고 

사 성에 들어가 차례로 걸식을 하고 정사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

하는 것도 이런 문화를 반 한다.60)

기경 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도 성도(成道)를 해 고행(苦行)
할 때에 철 하게 음식을 제했다. 붓다는 “어떤 사문과 바라문은 

일체 음식을 끊고 조 한 행을 세웠으니 나도 이제 일  음식을 끊고 
정행(淨行)을 행하리라.”61)고 다짐하고 식욕을 제하는 수행에 들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불본행집경에 따르면 붓다는 “하루 한 알의 오마(烏麻)를 먹었고, 

혹은  한 톨 팥⋅콩⋅녹두⋅보리⋅  등 이 게 매일 각각 따로 

한 톨씩 먹었다.”62)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붓다는 이후 팥⋅완

두콩⋅녹두의 국이나 콩국과 같은 즙을 손바닥에 조 씩 담아 마시면

서 6년 동안 목숨을 연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63) 이를 미루어 볼 때 

수행에서 음식의 제는 기불교에서부터 단히 요한 문제 음을 

알 수 있다.
율장(律藏)에서도 “좋은 음식을 찾지 말라(索美食戒)”64)는 음식의 

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려시 의 보조지 (普照知訥, 1158∼1210)
도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 도업(道業)

59) 국선원수좌회, 선원청규, p.351.
60)  강반야바라 경(T.8, p.748c), “爾時 世 食時 著衣持鉢 入 衛大城乞

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61) 불본행집경 24권, 동국역경원, 1985, p.368.

62) 불본행집경, 와 같음.

63) 불본행집경 24권, 동국역경원, 1985, pp.368-369.

64) 사분률비구함주계본(T.40, p.44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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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기 함”65)이라고 단언하며 수행자들의 식탐(食貪)을 경계하

고 있다. 수행을 시하는 선종에서는 식육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소박한 식생활이 기 선종교단에서부터 일 되게 강조되어 왔다. 
를 들어 향거사(向居士)는 “숲 속에 살면서 나무 붙이를 먹고 시냇물

을 마시고 살았다.”66)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도신(道信) 선사는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음식물만 

비되면 바로 문을 닫고 좌선해야 한다.”67)고 제자들을 독려했다. 동

산법문 문하에 몰려든 5백여 명 이상의 수행자 집단을 지도했던 도

신은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양식만 비되면 수행에 몰입하라고 독려

한다. 여기서 선사들이 추구했던 식생활이란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양식’에 만족할  아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본선 선사도 수행자에

게 검박한 식생활이란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기 으로 삼았다. 
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역시 ‘하루에 오직 한 끼의 식사[日唯一

食]’만을 먹고 수행에 몰입했다.68) 주혜해(大珠慧海) 선사도 돈오

입도요문론에서 “ 화는 모두 헛된 속임수이니 헤진 옷 거친 음식

[麤食]으로 굶주림을 채우노라.”69)고 노래했다.
이처럼 선사들의 식생활이란 기본 으로 소박한 것에 을 맞추

고 있고, 그것은 음식의 질에 있어서 ‘거친 음식’으로 표 된다. 선사

들의 삶에서 음식은 육체  쇠락을 막기 한 약일 뿐 스스로의 식

욕을 해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은 경계의 상이 되었다. 따라서 

선종에서 식육을 하는 것은 굳이 계율을 논하지 않더라도 수행자의 

가치 에 견주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70) 

65) 지 , 계 심학인문(韓佛全 4, p.738), “ 知受食 但療形枯 爲成道業.”

66) 경덕 등록(T.51, p.221b), “幽棲林野 木食澗飮.”

67) 柳田聖山,  기 선종사, 김 사, 1990, p.328.

68) 경덕 등록 16권(T.51, p.421c).

69) 돈오입도요문론(X.110, p.851a). “榮華 總是虛誑 幣衣麤食充飢.”

70) 범망경의 48경계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이 ‘고기를 먹지 말라’이다. 범망

경은 “불자들아, 희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 어떠한 생의 고기도 먹

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생들이 보고서 

도망을 한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

면 한량없는 죄를 짓나니, 짐짓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라고 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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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선종의 정신은 백장선사가 수행자들에게 타이르는 내용을 살

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거친 음식[麤食]으로 목숨을 잇고 옷을 입되 추 와 더 를 막을 뿐, 
우뚝하니 바  같고 귀머거리 같이 되어야 비로소 조 이나마 도와 

가까워질 여지가 있다.”71)

백장선사는 ‘거친 음식[麤食]’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추 와 더 를 

막을 뿐 입고 먹는 것을 탐하거나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결국 선사들의 수행은 삶의 청빈함으로부터 시작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청빈한 삶이란 거친 밥과 추 를 막을 만한 옷이면 충분

하다. 그래서 수행자란 “명 나 옷이나 먹는 것 등 온갖 이익을 생각

하지 않고, 온갖 공덕이나 이익 등을 탐내지도 않으며, 세상 법에 마

음을 걸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72)라고 당부한다. 백장의 이 같은 정

신은 자연히 수행자의 생활윤리로 정착해 갔으며, 청규를 통해 구체

화된다.

4. 발우공양의 통과 친환경성

선원의 생활은 소욕지족이라는 정신에 따라 기본 으로 청빈한 삶

으로 변된다. 그러나 먹고 배설하는 기본 인 활동에 따라 불가피

하게 생활오수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발우공양이라는 

공양방식은 일반 가정과 비해 볼 때 오염도가 하게 낮게 나타

고 있어 표 인 생태  통으로 손꼽을 수 있다. 발우가 ‘응량기

(應量器)’로 표 되듯이 자신이 먹을 만큼만 들어서 먹고 음식물 쓰

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발우공양이다. 자신이 먹은 그릇은 

김치조각 등으로 씻어 마시고, 맑은 물로 행군 깨끗한 청수(淸水)만 

있다(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 T.24, p.1005b).

71) 조당집 14권(K.45, p.324a). “麤食接命 補衣寒暑 兀兀如愚 如聾相似.”

72) 조당집 14권(K.45, p.324a). “不念名聞衣食 不貪一 功德利益 不 世法

之所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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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게 되어 있다. 발우공양은 단지 양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먹

는 행  자체가 장엄한 종교  의례로 승화되어 있다.
발우공양은 일반 가정의 식사와 오수 배출량과 비교해 볼 때 

으로 환경 친화 이다. 이병인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가정과 사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오폐수 발생량은 지난 1998년을 기 으로 볼 때 1일 1인당 오수 발생

량은 347L이며 이를 인구수로 곱하면 하루 총 오폐수 발생량은 2046.2
만 톤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무려 79.5%에 달하는 1627.3톤이 생

활하수로 19.9%에 달하는 공장폐수 보다 네 배 가까이 많다.73) 이는 오

폐수를 량 배출하는 공장보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수가 수질오

염의 주범임을 보여 다. 그리고 일반가정의 주방오수 발생량과 수질특

성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 오수 발생량은 32.6L에 달했다. 오염물질

의 농도(BOD와 COD) 한 207.6mg/L와 160.3mg/L, 부유물질(SS)이 

241.2mg/L, 양물질인 총질소가 26.36mg/L, 총인이 1.62mg/L, 그리고 

합성세제가 2.04mg/L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

반면 발우공양을 하는 통사찰의 경우 1인 당 하루 오수 발생량

은 1.05L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수질특성 한 일반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했다. 유기물오염농도(BOD, COD)는 각각 평균 

14mg/L와 13mg/L, 부유물질(SS)은 8.01mg/L, 양물질인 총질소(T-N)는 

1.98mg/L, 총인(T-P)은 0.04mg/L가 검출되었다. 특히 발우공양에서 나

오는 오수에서는 합성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75) 음식물 쓰 기 

역시 일반가정은 하루 1인당 0.24kg에 달했지만 발우공양을 하는 사

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발우공양이라는 공양방법은 청빈과 소욕지족이라는 정신에 

뿌리는 두고 있다. 그리고 오폐수의 발생량을 기 으로 일반 인 생

활양식과 비교해 볼 때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수십 분의 1에 불과하

73) 이병인, ｢환경친화  불교생활양식의 환경성평가｣, 제1차 한국불교학결

집 회 자료집, 2002, p.731.
74) 이병인, 의 , p.720.

75) 이병인, 의 , 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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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찰에서 통 으로 유지해 

온 발우공양은 물 약과, 낮은 수질오염부하, 음식물 쓰 기 발생량

제로 등 일반 인 식사법과 비교할 때 매우 환경 친화 이다. 수치로 

환산하면 폐수 발생량이 30∼40%, 수질오염 부하량의 50%를 감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6)

발우공양이 이처럼 생태 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가정에서 발우

공양을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발우공양의 정신만이라

도 계승하고 구체 인 실천방향을 모색 한다면 음식물 쓰 기를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일례로 굳이 발우공양을 하지 않아도 사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반 가정에 비해 음식물쓰 기 배출량이 히 

낮은 것으로 조사 다. 일반국민은 하루 240g의 음식물 쓰 기를 배

출하는 반면 사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72.5g
만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 다.77) 이는 발우공양을 하지 않더라도 

발우공양의 정신에 따라 생활하면 음식물 쓰 기를 히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Ⅴ.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의 전통

1. 보청법과 노동의 통

인의 삶은 생활을 하는 창조  노동과 분리되어 있다. 심

지어 자신과 가족이 먹는 음식조차도 자신의 삶과 완 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런 삶의 양식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도시와 농 의 분

리, 지와 삶의 분리, 자연과 인간의 삶을 분리하는 문제로 이어져

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래한다.
첫째,  삶에서 자신의 삶을 할 수 있는 생산기능이 분리

76) 이병인, 의 , p.732.

77) 한불교조계종 환경 원회, 불교의 지혜와 환경, 2008,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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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도시는 지의 생기와 풍요가 사라지고 생명 없는 구조물로 

장악된다. 좁은 지역에 집 된 인구는 오염물질을 쏟아내기만 할 뿐 

자연  정화기능은 상실된다. 둘째, 생산과 소비가 분리됨으로써 도시

의 소비자 집단과 농 의 생산자 그룹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룹

으로 이원화된다. 이런 구조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의 로

벌화와 함께 국제  무역으로 확장된다. 햄버거 하나, 과일 하나를 

먹기 해서 엄청난 물류비용을 들려 지구 반 편에서 식재료를 조달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 순환 이고 지역 으로 응된 다양

한 생산형태들은 붕괴되고 신 수출용 단일작물 재배로 체된다.78) 
셋째, 사람의 삶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일이 사라짐으로써 인간의 삶

은 자연의 질서와 분리되고, 자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
알도 오폴드는 농장에서 생활해 보지 않으면 두 가지 정신  

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아침식사가 식료품 에서 온다거

나, 집안의 온기가 난방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단 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험은 바로 도시화된 삶이 지

닌 한계이다. 때문에 오폴드는 이런 험을 극복하기 해 직  채

소밭을 가꾸고 장작을 패면서 인간과 자연의 통합성을 자각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생태철학자 데자르뎅은 여기에 덧붙여서 도시  삶의 

험은 삶과 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지 한다.
도시의 삶은 자신의 노동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하는 문제와 

분리되어 있다. 도시인들이 종사하는 노동은 먹고 사는 것과 하등의 

계가 없을 때가 많다. 인간의 삶은 땅에서, 농 에서, 바다에서 생

산된 것으로 지탱되지만 도시의 일터는 컴퓨터나 서류뭉치, 는 기

계를 상 로 일한다. 결국 도시의 삶은 인간의 노동과 생존이 분열되

는 결과를 래한다. 이처럼 노동이 인간의 직  생존과 분리되기 

때문에 노동은 생태  삶의 질과 무 해 진다. 나와 무 한 곳으로부

터 제공된 음식과 집에서 살아가므로 음식과 집의 안 에 해 나의 

78) 헬 나 노르베르 호지, 앞의 , 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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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소외된다. 자신이 먹고 사는 것과 삶의 분리는 환경 괴를 

발하고 인간의 삶을 자연에서 이탈시킨다. 따라서 자 자족을 한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 가 된다. 
그런 에서 선원청규의 보청법에 의해 규정된 로 스스로 노동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선원의 삶은 생태 기 시 에 주목할 목이다.
통 으로 인도불교의 특징은 노동하지 않는 것이다. 탁발하러 온 

부처님에게 한 바라문은 왜 비구들은 스스로 경작하지 않느냐고 질문

한다. 이에 붓다는 “마음은 나의 밭이고, 믿음은 나의 씨앗이다. 지혜

는 나의 보습이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없애는 것은 내

가 뽑는 잡 다. 이런 일을 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 나의 소(牛)
다. 나는 이와 같이 밭 갈고 씨를 뿌려서 감로의 결실을 수확한다. 
이것이 나의 농사다.”79)라고 답했다.

노동에 한 이와 같은 불교의 통은 그 로 율장으로 계승되었

다. 율장에서는 출가자는 “땅을 지 말라”는 ‘굴지계(掘地戒)’가 포

함되어 있다.80)  ‘살아 있는 나무를 베지 말라’거나 <사분율> 잡건

도에서는 ‘속인들처럼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불교에서는 일체의 노동과 생산 활동을 지시켰다.
하지만 국선종의 상황은 달랐다. 선종은 도심이 아니라 외딴 산 

속에 수행처를 삼음으로 해서 탁발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교단의 규

모는 차 확장되어 동산법문(東山法門)에 이르면 500명에서 1천 명

에 달하는 수행자들이 모여들게 된다. 도신은 율종(律宗) 사원에 의탁

해 있던 선종을 독립  교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단  기 를 

닦은 인물이다. 그가 이끄는 동산법문에는 5백여 명의 제자들이 운집

해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오조홍인(五祖弘忍, 594-674)에 이르면 

79) 잡아함4권 ｢경 경｣(T.2, p.27a), “信心為種子 苦行為時雨 智慧為時軛 慚

愧心為轅 正念自守護 是則善御  包藏身口業 知食處內藏 真實為真乘 

住為懈息 精進為廢荒 安隱而速進 直往不轉還 得到無憂處 如是耕田  逮

得甘露果 如是耕田  不還受諸有.”

80) 사분률비구함주계본(T.40, p.443c), “若比丘自手掘 若用鋤钁椎打 乃至指

爪搯傷 打杙入地 地上然火 及有地想地 若未掘若已掘地 若四月被雨漬還如

本 若教人掘  若不教 看是知是突吉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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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천여 명의 규모 수행자 집단으로 확장된다.81) 따라서 자연히 

스스로 노동하고 경작하는 것은 수행의 요한 일과로 자리 잡는다.
노동에 한 이 같은 흐름은 백장 에 와서 선원의 생활규율을 

담고 있는 청규로 명문화된다. 백장은 선원의 생활규범을 담은 청규

를 통해 모든 수행자들이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보청법을 체계화 

했다. 이에 따라 신분의 지  고하와 노소를 불문하고 수행자는 다 

같이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82) 이것이 국 선종의 특징인 동시에 

자연친화  선종의 통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어왔다.

2. 한국선원의 선농일치

선종청규에서 명문화된 보청법은 한국선원에서도 수행자의 통으

로 자리 잡아 왔다. 근  한국선원의 생활원칙을 설정한 것은 1947년 

문경 암사에서 결성된 암사 결사이다. 암사 결사의 가장 두드

러진 특징 에 하나는 경제  자 자족을 지향한 것이다. 당시 사찰

의 수입원은 사찰 소유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작료와 불공과 천도재 

같은 의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었다. 하지만 암사 결사에 참여한 

성철스님을 필두로 한 선승들은 소작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불공

과 천도재 마  폐지하고 완 한 자 자족을 선언했다.83) 경제  자

자족을 지향하는 암사 결사에서 빼놓은 수 없는 것 아 지 않은 

이상 다 같이 울력에 동참해야 하는 규칙이다.84)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결사의 정신과 방향을 수록한 18개 조항의 ‘공주규약(共住

規約)’이다. 함께 수행하는 납자들의 수행원칙을 담고 있는 이 규약에

서 출가자의 노동과 자 자족은 요한 문제로 취 되고 있다.

81) 정성본, 선의 역사와 사상, 불교시 사, 1999, p.219.

82) 최법혜 역주, 칙수백장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8, p.446.

83) 서재 , ｢ 암사결사의 정신과 퇴옹성철의 역할｣,  암사결사와  한

국불교, 2008, p.196.
84) 윤청  엮음, 회색고무신, 시공사, 2002, p.197.



특집66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 은 자 자족의 원칙에 따른다. 물 긷고, 
나무하고, 밭에 씨 뿌리며, 탁발하는 등 어떠한 어려운 일도 사양하지 

않는다.” 
“소작인이 내는 사용료와 신도들의 특별한 보시에 의한 생활은 단연

히 청산한다.”85)

암사 결사의 정신을 압축 으로 담고 있는 공주규약을 통해 생

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 은 자 자족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했

다. 그리고 물 긷고, 나무하고, 밭에 씨 뿌리며, 탁발하는 등 어떠한 

어려운 일도 사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암사 결사에 동참한 수행자들은 사찰에서 잡무를 보던 공양주와 처사

를 모두 내보내고 스님들이 밭 갈고, 씨 뿌리며 수행과 경작을 병행

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의 가풍을 확립해 갔다.

“밥해 먹는 것도 우리 손으로 한다. 나무하는 것도 우리 손으로 한다. 
밭 매는 것도 우리 손으로 한다. 일체 삯군, 일꾼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일부작(一日不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청규, 근본정신이니

까. 그래서 부목도 나가라, 고양주도 나가라, 부 다 내보내고 우리가 

부 다 했습니다.”86)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백장청규의 요한 

원칙에 해당한다.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은 바로 수행의 일환이기 때

문이다. 수행은 남이 신 해  수 없다. 따라서 공양주, 부목 등을 

모두 내 보내고 결사에 참여한 들이 직  노동에 참여했다.

“총림을 창설해서 만고의 규범을 세운 백장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

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

히만 지내려는 생각, 이러한 썩은 생각으로는 로 도를 성취하지 

못한다.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 남의 밥 먹고 내일 하려는 썩

은 정신으로는 만사불성(萬事不成)이다.”87)

85) 불학연구소,  암사결사와  한국불교, 2008, p.175.
86) ｢성철스님 법문을 통해서 본 1947년 암사 결사｣, 수다라 10집, p.119.

87) 성철, 해탈의 길, 장경각, 2004,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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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옹성철은 제일 큰 병은 게으름이라고 지 하며 들에게 자

자족하는 노동을 요구했다. 이런 이유로 암사 들은 ‘하루 일하

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의 정신 아래 지 고하와 노

소를 막론하고 하루 나무 두 짐은 꼭 해야 했다.88) 성철은 ｢납자십계｣

에서도 “물 긷고 나무하는 일은 옛날 스님 가풍이요, 텃밭 매고 주먹

밥은 참 사는 소식이라. 한밤에 송곳 찾아도 오히려 부끄러워 깨닫지 

못함을 한숨 지며 물로 시네.”89)라고 노래했다.
이처럼 암사 결사는 노동과 수행을 하나로 보았으며, 자신의 삶

은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책임지는 선농일치의 통을 확립했다. 이

와 같은 선농일치와 작무의 통은 암사 결사 이후에도 한국선원의 

기본 인 통으로 자리 잡았다. 단 인 사례가 1960년  에 상원

사 선방에서 집필된 선방일기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선방에 입방

한 모든 들은 다 같이 김장을 담그고, 메주를 쑤고, 뗄 나무를 

하는 등 수행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과를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을 소

상히 엿볼 수 있다.90) 이 같은 통은 그 로 한국 선원의 통으로 

해져서 2010년 발간된 조계종 선원청규에도 노동의 의무를 명시

하고 있다.

“보청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경제를 수립해

야 한다. … 선종에서 노동은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한 것을 넘어 

수행과의 일치로 이해되어 왔다. 수행자는 이와 같은 청규 정신에 의

거하여 스스로 수행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근면함을 실천해야 하며, 그

것으로써 심 (心田)을 계발하는 수행으로 삼아야 한다.”91)

선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인의 삶과는 다른 생태  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자족하는 노동을 통해서 선원의 삶은 소비와 생

산의 분리, 지와 인간의 분리를 넘어 자연과의 결합, 불필요한 자

88) ｢佛面石-도우스님을 찾아서｣, 古鏡(1997년 여름호), p.34.

89) 성철, 해탈의 길, 장경각, 2004, p.126.

90) 지허, 선방일기, 불 출 사, 2011, pp.13∼19.

91) 국선원수좌회,  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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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낭비를 막고 자연  질서에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을 만들어 왔

다. 이것은 자연과 분리되고, 자원낭비를 래하는 도시  삶에 한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 자족의 통, 선농일치의 

통은 선원에서조차 사라지면서 수행과 생활이 이원화되고 있는 것

은 경계해야 할 목이다.

Ⅵ. 맺음말 

한국불교는 1700년의 장구한 역사와 수  높은 문화  통을 자

랑하고 있다. 심산유곡에 자리 잡은 통사찰은 주변의 빼어난 자연

환경과 동화되어 자연과 공존하는 소박하고 생태 인 수행문화를 만

들어 왔다. 특히 수행자들이 가진 생태  사유와 선원의 검박한 생활

양식은 물질  소비와 욕망으로 철된 인의 삶을 성찰할 수 있

는 생태  통을 담고 있다.
첫째, 수행자들이 가진 ‘의정불이(依正不二)’와 ‘무정불성(無情佛性)’

의 자연 이다.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는 의정불이의 자연 과 

나무와 바 와 같은 무정물(無情物)들도 인간과 동등한 불성을 지니

고 있다는 무정불성의 사유는 자연을 보호하고 존 하는 생활 통을 

만들어 왔다.
둘째, 선종 사찰이 지향했던 한거정처(閑居靜處)의 수행문화이다. 선

종사찰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수행처를 잡고 자연친화 인 

수행문화를 만들어 왔다. 수행자들은 사찰 주변의 숲과 생태계를 보

호하는 것은 물론 풍토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여 사찰림을 조성하는 

등 식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의 사찰림은 개발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갖가지 괴행 로

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보루가 되고 있다.
셋째, 소욕지족( 欲知足)의 정신과 수행자들의 청빈한 생활방식이

다. 선의 기본 정신은 물질  욕망을 버리고 청빈하게 사는 소욕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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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거친 음식과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발우공양은 음식쓰 기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

폐수를 최소화하는 가장 친환경 인 식사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통 으로 수행자들의 삶은 보청법(普請法)으로 불리는 노동

과 이를 통한 자 자족으로 유지되어 왔다. 백장청규에 의해 확립된 

노동의 통은 한국의 선원에서도 요한 수행 통으로 수용되었고, 
암사 결사를 통해 근  한국불교의 수행 통으로 다시 자리 잡았

다. 밭 갈고 김매는 행  자체가 수행이라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은 

통은 수행자의 삶을 생태  삶으로 만들어 왔다.
이상과 같이 통 인 선원은 소욕지족의 가치 과 청빈한 삶의 

양식이 조화롭게 목된 생태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선원의 수행문화도 문명에 동화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수행과 노동을 병행하는 보청의 정신과 

자 자족의 통은 오늘날 선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

다. 생태 인 순환의 해우소(解憂所)가 수세식 화장실로 체되고, 노

동을 통해 자 자족하던 식재료들이 외부에서 조달된 식재료로 체

되고 있다. 의식주와 련된 물자들이 외부에서 조달된다는 것은 수

행과 삶이 분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행자들의 이런 삶은 몸은 비

록 산에 있지만 삶은 자연과 유리되어 감을 의미하며, 보청법이라는 

선의 수행정신이 쇠퇴함을 의미한다.
선원의 생태  통과 수행자의 청빈한 삶은 단지 생태  삶의 문

제를 넘어 수행자다운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선원이 생

태  통을 지속 으로 유지해 가는 것은 수행자의 가치 과 본분과 

결부되는 문제가 된다. 수행과 노동의 분리, 선원에서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의존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통 인 선농일치의 삶을 지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원의 통  생활양식과 정신은 그 

자체로 생태  삶의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산과 더불어 숲을 지키고 사찰주변의 자연을 보호하는 산

주(山主)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찰림이 개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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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최후의 보루라면, 소욕지족의 청빈한 삶과 수행정신은 물질  소

비와 풍요를 해 자연을 괴하고 지배하는 지배  가치 으로부터 

생태계와 생명을 보호하는 정신  보루이다. 결국 생태 기 시 에서 

수행자의 정신과 통선원의 삶은 그 자체로 생태  차원의 사회참여

이며, 생들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 화화 생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서재

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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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cological Grounds and 
Traditions of Korean Zen Monasticism

Seo, Jae-Young

The ecological crises happening all around the world are 
attributed to complex causes, but the most fundamental cause is the 
expansion of civilization represented by urbanization as well as 
excessive desire driving infinite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dustrialized society has emphasized endle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found virtue in increased productivity. Since such 
values and lifestyles demand ongoing production expansion, the 
global economy has grown a hundredfold since industrialization.

However, global resources are limited. The earth itself has its 
limits in accepting all the pollutants from the greatly increased 
economic activities. Now is the time to control excessive human 
desire and production activities. When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rises reach this point, environmental issues become a matter of 
values and  lifestyles. It is time to control desire, reflect on a 
lifestyle that has rushed toward growth and abundance, and search 
for a new way of life. That is why Buddhist values such as 
environment-friendly practices and satisfaction with a minimalist 
lifestyle are attracting attention these days.

In this vein, Korean Zen centers, because of the cultivation 
culture of Zen Buddhists and the values of their ascetic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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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 assets to the expansion of ecological values and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lives. Korean Zen centers have fully 
inherited such traditional values as satisfaction with little and honest 
poverty, which have been manifested in the life of honesty poverty 
and environment-friendly practices. Thus, the life of an ascetic is 
the ecological lifestyle that humankind should pursue. In exploration 
of this concept, this study examined the ecological grounds of 
Korean Zen Buddhism and the ecological traditions of Korean Zen 
centers.

Keywords: Buddhist Ecology, Ecological Philosophy, Zen Buddhism, 
Zen Monasticism, Korean Buddhism, Baru Gongyang(鉢盂

供養), Zen Practice, Seonwoncheonggyu (禪苑淸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