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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끓에서는， 뿔末훌初의 정치번동과 사상계의 번회， 혹히 .宗의 도입과 

유행이 갖는 상판성에 초점옳 맞추고 있다. 톨융| 정치변동의 주체로 둥장하 

고 있던 토착 호촉세력과 파격적인 불교로서의 선종 사이에 강한 친화성이 

있다는 정옳 논의하고 있다. 

선종의 경우， 전제 왕권의 정치이녕으로 기능했으며 이미 ’難遊한 짧훌的 

敎.’ ‘術빼的이고 司聚的인 옳교’ 적인 성격옳 보여주고 있던 화엄종에 대 

한 비판과 더붐어 사상적 대안으로서의 의미훌 가질 수 있었다. 자연히 전제 

왕권에 대한 비판세력， 나아가서는 지방세력 호쭉(훌族)률과 쉽게 연젊휠 

수있었다. 

또한 선종의 도입과 유행은， 불교 내부에서 잃어난 헤게모니의 이행으로 

옳 수 있겠다. 그것온 l훌훌腦에서 빼으로’ 라는 명제로 요약훨 수 있으며， 고 

대 문화에 대한 비판， 극복과 동시에 새로운 사효|훌 구상하는 ‘중세적 지성’ 

의 존재뿔 예감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종이 갖는 속성상， 대중동원과 더불어 나말여초의 정치변동옳 

끝까지 밀고나갈 수는 없었다. 일반 농민， 민중훌에게는 잃정한 거리감이 있 

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률에게는 천년지북적인 종교적 앓정과 더불어 메 

시아의 도래훌 주장하는 미륙사상이 더 큰 힘율 발휘활 수 있었다. 

I. 머리말: 때상과 범위 

이 글온 「나말여초」로 불리는 시기， 다시 말해서 신라 딸기로부터 후백제와 후 

*이 글은 2003년 10월 10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기획패넬 〈전환기 한국의 정 

치사상〉에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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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둥장， 그들 후삼국의 정립과 쟁패， 나아가서는 고려 건국에 이르는 변혁 

시대를 수놓다시피 한 정치적 사유롤 일차적인 검토 대상으로 하고 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말여초의 정치변동을 불교， 톡히 파격적인 불교사상의 한 

갈래이자 동시에 敎學 佛敎에 대한 부정으로 풍장한 「선종」의 도입과 형성， 그리 

고 유행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신라 하대 사회와 후삼국 시대는 정치적인 분열파 혼란으 

로 톡정지워진다. 신라 하대의 경우 하대 약 15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즉위했으 

며， 그 중 상당수가 내란으로 희생당했다. 그것은 삼국통일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 

어온 통일신라의 전제왕권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동안 유지되어옹 

웅집력윤 이완되고， 그에 비례해 권력쟁탈전은 더욱 심해지지 않올 수 없었다. 

중앙권력의 「권위의 상실」은 상대적으로 지방과 지방세력의 행동반경과 자율성 

을 넓혀 주었다. 권력쟁탈의 소용돌이에서 밀려난 귀족들이 지방의 연고지로 낙향 

해 거주하게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동안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던 토착 세력들 

역시 새로운 방향올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적인 기반올 토대로 한 지방의 

토착 호족세력으로 동장하고 있었다. 정치변동과 사회변혁의 「주체」라는 측면에 

서 바라볼 경우， 우리로서는 먼저 그같은 지방의 토착세력， 즉 「호족(豪族)J에 주 

목하지 않올 수 없올 것이다 1) 

그와 더불어. 지식과 교양을 갖춘 「한계엘리트(margin떠 elite) J로서의 f6두품」 계 

충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들파 지방 호족들 사이에는 「지역적인 기반」이라는 점 

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콜품제를 근간으로 하는 신라 후기 사회에 대해서， 6 

두품 계충은 깊은 불만과 개혁의지률 품고 있었옴에 분명하다. 하지만 주요 활동 

무대가 중앙이었던 만큼， 일률적으로 급진적인 경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았올 것 

1) “호족윤 신라말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동장하여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행 

정척 -경제적 · 군사적 지배권올 행사하고 있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서， 신라말 · 고 

려초의 사회변변동올 주도한 지배세력이었다. 아울러 호쪽은 將單 · 城主 · 城帥 · 帥 · 
願帥 · 械 · 雄豪 · 豪傑 豪族 동으로 표현된 세력 중에서 지방에 재지척 기반이 없는 

遭械이나 群짧 둥올 제외한 지방세력이었다，" (정챙주 1996, 11): “신라 하대에 두드러 

진 사회현상으로 대두되는 ‘지방호축’ 이란， 중앙정계에서 몰락하여 地方緣故地에 내려 

가 세력올 技植한 낙향귀족과 본래부터 지방에 토학하여 세력을 길러온 토확호족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고익진 1989,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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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그럼에도 6두품 「지식인의 이반(離反)J 현상용 확인할 수는 있겠다. 그러 

다 후삼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틀 역시 기존 체제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3) 

당연한 것이지만， 신라 하대에서도 농민들의 저항과 대규모 소요가 잇달았다. 

하지만 전통시대에 있어 놓민들의 반란은， 어느 정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척인 현상이었다. 농민반란 혹은 농민봉기로 불리는 그같은 흐름이 확대 

됨에 따라서. 정치사적으로는 「반란의 집단화」4). 그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진 후백 

제와 후고구려(후고구려 • 마진 • 태봉)의 건국， 뒤이은 후삼국의 정립파 항쟁 
으로 요약될 수 있올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그같은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 형성해가는 도정(道程)이기도 했다 5)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 

2) .. 이러한 때에 6두홈 지식인들은 여러 가지 성향올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급진 

개혁파에는 들지 못하고 보수파나 온건개혁파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급진적인 개혁론 

자인 궁예의 휘하에는 이풀이 별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궁예의 휘하에는 이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룰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양식은 그들이 신라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귀족 신분이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신라사회의 모순에 대한 개혁의 주도세력은 지방의 호족들이 담당 

할 수 밖에 없었다，" (김 갑통 1990, 25) 

3) 최치원， 최숭우， 최언위 풍의 6두품 지식인의 행로률 단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4) "이같은 반란의 집단화 경향올 유형적으로 파악해보면， 대체로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었다. 그 하나는 자기가 속한 族的 공동체의 해체에 의해， 그뜰의 주거지에서의 族的

기반을 잃게 된 농민， 노예 둥이 草願， 群앓라는 이름 하에 조직화， 집단화된 반란세력 

의 집단이다. 또 하나는 자기의 族的 기반 위에 서있는 지방귀족(호족)의 지방정권세력 

집단이다 즉 그률은 엽衛를 위해서 호족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함과 더불어， 私兵을 양 

생하여 將軍， 城主라 자칭하면서 지방관 임명권가지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권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 전자의 집단세력은 元宗， 哀如， 梁吉， 箕聲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이른바 초기적 성격의 반란집단인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구체제 즉 신라왕조 

에 대한 도전자적 역할올 수행한 반신라세력집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후 

자는 내륙 혹은 연해 지방에 있어서의 지방호족세력， 즉 짧萱， 宮짧， 王建 등에 의해 대 

표되는 지방정권적 집단이며， 신라왕조에 무력항쟁한 반신라세력집단이다. 양자의 공 

통점용 사회기반올 달리하고 있으면서도 반신라세력이었다는 정이다" (흉순창 1986, 

53 , //는 문단 구분을 표시함) 

5) 구체적인 전개와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고대사연구회편 1994: 김갑동1990: 진덕규 2002 

동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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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의 일단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말여초의 정치사적인 흐름과 변동에 발맞추어， 혹은 그들을 보다 힘있게 추동 

해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 둘이 서로 작용해서， 사상계에도 의미있는 일련의 변화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역시 1) 선종의 도입과 유행. 2) 미록신앙의 유 

행을 들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3) 도참사상과 풍수지리설의 유행. 4) 청담(淸談) 

혹은 도가(道家) 계열의 은둔 및 도피 사상의 유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석 

근 1996b)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6두품 지식인의 현실참여와 더불어 

유교의 위상 역시 사상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이같은 사상계의 흐름과 다양한 양상이야말로 그 시대의 정치변동이 갖는 의미의 

폭과 깊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말여초의 정치변동에서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게 되는 지방 호족 

들， 그리고 사상계에서는 새로운 불교로 도입되어 일세를 풍미한 선종의 도입과 

유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 다시 말해 정치변동과 정치사상의 상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리 말해둔다면， 그들 둘 사이에 일종의 ‘선택적 친화력’ (앓lective 뼈뼈) 

이 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로운 불교로서의 선종은 지방 호족들의 지원과 후원 

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지방호족들은 그같은 선종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 

다는 것，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존재와 입장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논리를 나름대 

로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하에서는， 나말여초라는 변혁기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한 하 

나의 실마리로서， 고려말 이전의 정치사상사를 보는 거시적인 시각과 쟁점에 대해 

정리해두고자 한다(제2장). 이어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교학불교로 꼽히는 화 

엄사상과 신라 중대 이후의 전제왕권의 관계 여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제3장). 

곧이어 동장하게 되는 선종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보다 적확하게 드러내 

기 위한 예비작업 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어 신라 하대사회에 선종의 도입과 유행 

이 갖는 의미를 지방호족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시켜 논의해보고자 한다(제4장). 

11. 시각과 쟁점: 유교와 활교 그리고 정치사상 

나말여초라는 시대는， 좋든싫든 간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그리고 다시 고 



羅末뼈初의 정치변동과 정치사상: 椰宗옳 중싱요로 5 

려로 이어지는 거대한 정치사척 맥락 속에서 이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정치 

사상사」라는 맥략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아니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일찍이 손문호(1991)는 「유교 국가주의」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 

에 의거해 정치사상사의 흐름을 나륨대로 일관성있게 그려낸 바 있다. 그에 의하 

면 “삼국시대 중엽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국가형태가 존재했다고 본 

다. 그것용 판료제， 군현제. 군제 동의 정치제도와 신환제， 전제， 세제， 구흘제 둥 

의 사회경제적 제도룰 갖춘 군주국가였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온 유교정신을 바탕 

으로 했다，" (손문호 1991 , 3) “유교국가는 서구사적 개념으로는 충분히 셜명할 수 

없는 東亞史 특유의 전통척 국가로서 비교사척으로 상당히 성숙한 것이었다고 본 

다，" (위와 같음) 이런 시각에 서서， “어쨌든 유교국가는 중엽 이후의 삼국， 통일신 

라， 고려률 거쳐 조선에서 완숙을 보게 된다. 유교국가주의는 그간의 정치사상사 

적 주류였다. 여기서 유교국가의 완숙태라고 보는 조선은 바로 고려말 신홍사대부 

틀이라 볼리는 휴교국가주의자들의 정치사상이 구현된 것이었다. 그들에 의해서 

한국의 유교국가주의는 국가이성(Raison d' Etat) 에 대한 뚜렷한 인식， 체계성과 시 

대적 적실성 (Relevancy)을 지니는 성숙한 정치사상으로 밥전했다”고 한다. 이런 

입장에 서면， 고려말 신흥사대부들이 동장하기 이전의 시기는 자연히 ‘유교국가주 

의의 대두과정’ 으로 이해하게 된다육두품 출신 관료들 중심의 신라 유교국가주 

의， 귀족적 판료들에 의해 제시된 고려 초기의 유교국가주의， 무신집권기 선홍관 

료들의 유교국가주의”를 거쳐서 마침내 고려말 신홍 사대부들의 유교국가주의가 

동장했다는것이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필자는 삼국이나， 고려， 조선에 대해서 불교국가， 유교국 

가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성격율 규정하는 것 자체를 잠시 유보해두고서， 사상계의 

구표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불교에서 「정치사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 적어도 서구 사회 (기독교)의 충 

격올 받기 이전에는， 민간신앙 · 유교 · 불교 · 도교 둥이 「사상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位相}J은 서로 다률지라도 서로 혼재(혹은 동거)해운 것이 실상(實狀) 

에 더 가깝다고 하면서， 일종의 「사상적인 중충(重層)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그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이며， 그 자체가 

곧바로 사상의 커다란 호룹〔思想史〕올 이루어 왔다고 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사 

상사(思想史)의 연구 대상이 되기에 적절하며 또 충분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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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신유학자들에 의해 철저한 불교 비판과 더불어 극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교가 사상계의 주선율(主族律)을 이루고 있었으며 , 유교는 보조음(補助륨) 정 

도에 머물러 있었다， 유교는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비로소 사상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주선율로 올라서게 되었다)고 보았다(김석근 1996b 참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손문호 (2001 )는， 필자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했다. 몇가지 쟁점이 드러난 것이다 먼저 (1) 

단군신화에 대해 정치학적 분석을 시도한 글(김석근 1996a)에서 “우리의 정치적 

사유에서 가장 오래된 고충 토착적 또는 원시적 사유 를 포착할 수 있다는 펼자 

의 주장에서 대해서， 그는 이렇게 논평했다. 

“사실 신화나 원시적 유풍은 한국정치사상의 고유성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김석근의 주장은 옳다.// 김석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정치사상사 연구가 반 

드시 그 시원으로부터 ,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김석근은 강력하게 비판했 

다. 유교는 합리주의로 말미암아 신화나 원시적 유풍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많고， 

유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사를 이해하는 것은 신화나 원시적 유풍에 대한 논 

의의 여지를 없애는 한계를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김석근의 주장은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한국정치사상의 역사는 그 고유성이나 

시원의 전개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고유성과 시원의 위에 외래적 

인 것이 채색 또는 퇴적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실제에 가깝다. 외래적인 

것 가운데 유교가 가장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국정치사상의 고유성과 시원 

도 역설적으로 유교를 통해 잘 파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유교정치사상의 

앞자리에 놓이는 최치원의 정치사상은 유교와 풍류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데. 풍류란 바로 신화나 원시적 유풍에 담긴 고유성의 정화(精華)로서 그 객 

관적인 의미는 최치원의 유교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대로 규명될 수 있 

다，" (손문호 2001 , 233-234, 문단 구분을 //로 표시 함. 이 하 마찬가지 ) 

먼저 확인(?)부터 하자면，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정치사상사 연구가 

반드시 그 시원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 

다 r한국정치사상의 시원(始原)을 찾아서」 라는 부제(副題)가 말해주듯이， ‘외래 

적인 것’ 이 아닌 토착적 사유(혹은 시원적인 것)를 단군신화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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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였다. 또한 “한국정치사상의 역사는 그 고유성이나 시원의 

전개과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정확하게 읽어보면， 필자야말로 “그 보다는 고유성 

과 시원의 위에 외래적인 것이 채색 또는 퇴적되어가는 파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할 수 있겠다 r사상적인 중충(重層) 구조J ， 그 구조의 변화 예컨대 주 

선율의 교체라든가 집요저음으로 내려앉는다는 서술 부분이 그 증거가 되기에 충 

분하다. 그가 지적한대로 “유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사훌 이해하는 것에 대 

해” 필자는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지금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한 

국정치사상의 고유성과 시원도 역셜적으로 유교를 통해 잘 파악될 수 있다”는 주 

장에 대해서도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짤막한 물음을 던지고 싶다 6) 유교 

적인 색채가 가미되지 않윤 혹은 유교에 의해 변형 (왜곡)되지 않은 「원래의 모습」 

올 재구성해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정치사상학회는 〈신화와 정치〉를 주 

제로 삼아 연례학술대회 (2001년도)를 가졌다는 것 외에7) 많은 설명을 생략하기 

위해서， 조지훈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인용해두기로 한다. 

’‘본디는 풍부했을 이들 신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사이에 문자상 정착을 

보지 못하여 차츰 소멸되고 축변되고 말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 신화가 문자상에 기록되어 정착되어야 할 시기에 문자 기술을 담당할 능력 

을 갖추고 그것올 맡은 사람들이 유학자였기 때문에， 신화의 본질과 그 원형의 의 

의를 몰각(沒覺)한 그들은 신화를 그저 황당무계한 소리로 여김으로써 거들떠 보 

지도 않았거니와 유교의 합리주의척 사고로 신화를 개산(改剛)하여 수록했기 때 

문에8) 수많은 신화는 아깝게도 절멸(總滅)되고 변질되고 하였던 것이다." (조지 

훈 1996 , 58) 

6) 난랑비서문이나 사산비명에서 볼 수 있는 최치원의 사상과 사유는 반드시 유교에 국한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측면이야말로 당시 유교의 위상과 판련되어 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7) 필자의 경우， 일본의 건국신화롤 분석한 「아마테라스와진무(神武): 역사의 신화화， 신 

화의 정치화」라는 글올 발표했다. 거기서는 『고사기~， r일본서기』에 실려 있는 일본 신 

화는 「고대천황제」를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정치이데올로기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8) r삼국사기』에서 단군신화톨 제외한 김부식이나 『箕子志』훌 지은 이융곡이나 ”樓君之事

皆f운짧不經”이라 한 안정복올 비롯한 수많은 학자의 태도가 거의 다 이러하였다(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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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자가 시도한 바 있는 한국정치사상사의 구조적 양상과 헤게모니에 대한 

서술(김석근 1996b)에 대해서， 손문호는 ‘사상사의 구조적 양상이나 헤게모니에 

대한 김석근의 이해는 역시 적절하다 (손문호 2001 , 235)고 인정한 후， 다음과 같 

은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데 김석근은 신라시대는 물론 고려시대까지도 유교보다는 불교에 사상사 

의 헤게모니가 있었고， 따라서 정치사상사에 대한 연구도 유교 보다는 불교를 중 

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비약이다. 정치사상사 연구가 사상사의 구 

조나 헤게모니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닌 것이다 ‘비(非)정치적인 것， 혹은 반(反) 

정치적인 것의 정치성(政治性)' (김석근 1996b)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사상사의 연구라면 단순히 정치와 연결시켜 논의할 수 있는 선을 넘어 어느 

정도는 정치에 관한 직접적， 그리고 체계적 언급을 내포한 사상이 연구대상 중심 

으로 적합하다. 유교야말로 그런 사상이다. 또한 고려시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불 

교에 헤게모니가 있었다고 해도 김석근 역시 지적한 바 있듯이， 중층적 구조의 

‘거시적인 변화와 흐름을 유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교가 사상계의 헤게모니 

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김석근 19%b)이다 그런 맥락 

에서 불교를 유교에 보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어도 정치사상 분야에서는 타 

당하다 .. (손문호 2001 , 235) 

여기서도 약간의 해명이 필요하다. “고려시대까지도 유교보다는 불교에 사상사 

의 헤게모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랬노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따라서 정 

치사상사에 대한 연구도 유교 보다는 불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사상계의 구조와 그 변화에 주목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역시 그 시대의 주 

선율에 해당하는 불교에 먼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9) 그렇다고 오로지 불교를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10) 그가 인용했듯이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가 사상계의 헤게모니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9) 조동일은 그 점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신라의 지배층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불교를 최고 이념으로 삼고， 유교에 입각한 제도와 관습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으므로 무속의 전통도 함께 이어 융합을 꾀했으 

며 , 특히 민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을 때면 굿을 했다 .. (조동일 1982, 137) 

10) 이는 「훈요십조」와 「시무 28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려 전기 정치사상에 대해 스케치 

하고 있는 김석근 1999a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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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지， 그 자체， 필자가 말하는 사상계의 중총적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은 

아닌 것이다. 예컨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다르게 서술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불교를 유교에 보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어도 정치사 

상 분야에서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필자의 입장올 밝힌다면， 조선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도전은 『불씨잡변』 등에 

서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불교 비판올 전개했던 것이 아닐까. 정말 불교가 유교 

에 보조적인 것이었다면， 유학자들이 굳이 불교를 비판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 

다. 정말이지 할 일 없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실로 중요안 사안이 

었던 것이다. 한번쯤은 그것을 치열한 「정치이념 투쟁」 내지 「사상 갈동」으로 바 

라볼 수 있는 눈길이 아쉽다고나 할까 1 1) 

(3) 또한 손문호는 “조선시대 이전의 사상사에서 불교의 헤게모니률 강조하는 

것은 불교와 유교의 정치적 지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고 하면 

서，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김석근이 불교의 헤게모니률 강조했던 것은 r한편으로는 왕권올 중심으로 하 

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사상체계로 기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국가의 

안녕파 발전을 기원하는 호국신앙으로 발전 ... 전제왕권의 이념체계률 제공(김석 

근 1996b)j했다고 했듯이 전제군주권의 확립과정이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불교 

의 기능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자연히 유교도 단지 귀족세력올 억제 

하기 위해 지지세력올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전제왕권에 의해 보조적으로 채택됐 

다고 파악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불교 또는 유교가 전제왕권올 확립 또는 강 

화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신라의 불교 수용에는 그런 측면이 두드러졌다 

고 지적되는가 하면， 나아가 불교의 ’비정치적 정치성’ 이 바로 전제왕권올 옹호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와 유교의 정치적 지향은 이것이 아 

니다. //불교나 유교의 정치사상은 모두 기본적으로 전제왕권의 극복올 지향한 

다 12) 불교의 정치사상은 사람의 마음에서 전제의 씨앗을 찾고， 마음을 없애도록 

11) 이는 김석근 1999b, 그리고 부남철과 김영수의 일련의 작업을 용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守本順-郞(1967)는 「고대적 사유로서의 불교」를 비판하는 측면 

에서 주자학의 의미롤 읽어내고 있다， 

12) 단적으로 말해 모든 살아 있는 정치사상은 전제왕권과 상치된다- 전제왕권은 정치적 현 

상이 아니라. 정치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전제왕권의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10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저11호(2004) 

함으로써 전제를 막으려고 한다 13) 그런데 정치는 적어도 마음 만의 문제는 아니 

라는데 불교 정치사상의 한계가 있다. 한국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 유교는 

불교 정치사상의 그런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유교 역시 마음을 강조하 

지만， 학덕을 지닌 사족을 주체로 하는 정치， 공론에 의한 정치를 주창하고， 법 

또는 제도나 정책 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 그런 맥락에서도 한국 

정치사상사 연구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손문호 2001 , 235-
236) 

여기서， 그 자신 「불교의 정치사상」을 인정하고 있음을 불지불식간(?)에 드러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교는 ‘학덕을 지닌 사족을 주체로 하는 정치， 공론에 의 

한 정치를 주창하고， 법 또는 제도나 정책 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한 

다"고 한다. 나아가 결론적으로 “그런 맥락에서도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언했다. 정치적 사유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유교와는 다른 그 부분이야말로 불교 정치사상 

의 특성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그가 말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 

는” 연구는 역시 유교 중심적이며 나아가서는 유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한 마 

디로 그것은 「한국정치사상사」가 아니라 「한국 ‘유교’정치사상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고 해야 하리라. 필자 역시 그같은 연구(r한국유교정치사상사J)의 의 

미와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두고 싶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사상사에서 지배적인 사상이 토착(예컨대 댄親)신앙에 

서 불교로 교체되었으며， 고려말에 이르러 그것이 다시 유교(주자학)로 교체되었 

다는 식의 이해는， 그렇게 편벽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4) 또한 “불교나 유 

그것은 발전을 지속하기 어렵다. 흔히 중국의 법가 사상을 전제왕권에 결부시킨다[소 

공권(蕭公權)， 1998). 법가 사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바로 전제왕권을 표 

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상의 발전과 전제왕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원주). 

13) 문무왕이 왕경의 성을 새로 쌓으려 하면서 의상(義相)에게 문의하니 답하기를 ”비록 

거친 들판에 풀을 이어 지은 집에 살더라도 정도만 행한다면 복업(福業)이 장구할 것이 

만일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을 사역하여 훌륭한 城을 쌓더 라도 아무 이 익 이 없을 것” 

(W삼국사기』 문무왕)이라고 했다. 문무왕의 마음은 전제를 향한 것이다. 과시(짧示) 지 

배(支配) 소유(所有)의 욕망에서 전제가 비롯된다. 의상의 말은 도를 행하여 전제를 향 

한 마음을 없애라는 뜻으로 불교 정치사상의 전형적 표현이라 생각된다(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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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정치사상은 모두 기본적으로 전제왕권의 극복움 지향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는，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r정치」와 「정치사상」이라는 범주률 너무 좁게 한정 

시켜버린다는 인상을 떨쳐버렬 수가 없다. 그 안에 들어가 었으면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전제왕권의 극복올 지향한다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같은 의식도 없 

이 전제왕권에 복무했다는 식의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유교가 갖는 

특성과 한계 같은 것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여기 

서는 화엄사상을 전제왕권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 l5) 에 대한， 이 

기백의 차분한 답변을 인용하는 선에서 멈춰서기로 한다. 

“이 주장에 따른다변 불교사상， 특히 화염사상은 시대와 장소률 초월한 초역사 

적인 보편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이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일올 어느 특정 시대 및 특정 사회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역사적 고찰의 대 

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 사상이라 하더라도 요컨 

대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다. 화엄사상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 

가 시대적 , 사회적 관련성올 벗어날 수가 없는 이상， 인간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 

역사적 고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갈이 역사학이 다루는 인간 

의 과거의 일들 중에는 물론 사상도 포함되며. 신라 중대의 화엄사상도 그러한 대 

상의 하나인 것임은 물론이다. 어째서 하필이면 신라의 중대라는 일정한 사회와 

시대에 화엄사상이 융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올 밝혀야 하는 것이 역사학의 입 

장인 것이다. 이것은 왜 서양 중세에서 기독교(카톨릭)가 지배적인 종교사상이었 

는가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러므로 화엄사상이 초역사 

적 보편성올 띤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 관련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 

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기백 1986, 257-8) 

14) 이기백과 고익진 역시 고대 한국에서 지배적인 사상이 무격신앙에서 불교로 교체되었 

옴을 인정하고 있다. 이기백 1986(특히 「고대 한국에서의 왕권과 불교J): 고익진 1984a 

참조 

15) “불교사상， 그 중에서도 대숭활교의 극치로서의 화엄사상윤 시대와 장소훌 초뭘하는 

옳변의 초역사적 보편성융 강조하면서， 인간의 쩨촉적 이념의 한계훌 본질척으로 비판 

하고， 이흘 불교적 본질로 숭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화엄사상이 셰속이념， 특히 종 

교적 친실보다는 혐의 논리가 유효하게 홍용되는 확정 정치이엽의 이데옳로기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 (김상현 1984,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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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나말여초에 볼 수 있는 사상계의 다양한 변 

화만 하더라도 그렇다 r유교 국가」 내지 「유교 국가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같은 다양한 양상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게 된다. 기껏해야 「육두품 출신 관 

료들 중심의 신라 유교국가주의J. 아무리 나아가더라도 그들에 의한 「불교 비판」 

정도에서 멈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유교는 후삼국의 쟁패와 고려 건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치이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16) 이외에 후삼국의 쟁패 

나 미륙사상의 유행 등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와 관련하여， 손문호가 일찍이 제시한 바 있는 「유교 국가」 내지 「유교 국가 

주의 J (1991)라는 용어와 개념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얼마나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가， 하는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 개념이 갖는 유용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존재했는가， 하는 것이다. 일 

정한 시점에서， 예컨대 고려말-조선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같은 현상을， 지난 

역사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나치게 

유교 중심적이며 유교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덧붙인다면， 불 

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中村元)는 「보면적 국가(普遍的 國家)J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면적 국가」라는 용어는 시대 국민 · 장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어 

야 할 보편적인 법의 존재와 타당성을 믿는 통치자에 의해서 확립된 사회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국가는 같은 문화영역에 속하면서 

그때까지 서로 적대하고 있던 종족이 대립을 지양하고 단일한 정치적 · 군사적 존 

재를 형성하게 되는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기에 출현한 것이다. 정치적 · 군사적 

통일에 따라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즉 @ 모든 영역을 하나의 단위로서 지 

배하고， 자신의 왕조를 확립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출현했다.@ 종족이 대립하고 

있던 동안에는 발전하지 못했던 통합적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제 개념과 이데올로기 혹은 적어도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정신적 기반은 보 

16) “고려시대에 이르러 유교사상이 정치이념으로 대두하면서 불교는 정치에서 분리되어 

불교라는 종교적 관념이 정치 전반에 미치고 있던 영향도는 크게 삭감되었다. 그리고 

교권은 왕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교단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다. 교단 즉 숭려와 

사찰은 국가에서 임명하는 숭관의 통제 하에 있었고， 형법상으로도 숭려는 국법의 아래 

에 있었다‘"(최병헌 198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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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세계종교에 의해 부여되었다.@ 이런 종교의 이데옳로기 혹윤 기본적 개 

념은 공고(公告)나 칙령(勳令)의 형태로 민중들에게 표명되었다 .. (김석근 번역원 

고. 10) 

나아가 그같은 「보편적 국가」 개엽에 상웅하는 정치적 · 문화적 현상은 다양한 

고대 국가 역사의 어느 시기엔가 출현했다고 한다. 그런 예로서 인도의 아쇼카왕 

(기원전 3세기)， 일본의 쇼오토쿠 태자(聖德太子) . 티뱃트의 최초의 불교도 왕인 

송첸 · 감뽀왕(617-5 1)의 예를 들고 있다. 그들은 모두 그들 국가와 문화에 대한 

견고한 기초를 다진 통치자들이다. 또한 그는 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역사적 의미 

를 가진 군주. 구체적으로 버어마의 아눠라타왕(1여4-77) . 캄보디아의 자야바르만 

7세(1 181-1215) 둥올 들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 

지만， 나카무라는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중국의 경우， 그같윤 역사적 의미를 가진 통치자 내 

지 군주를 찾아내기 어렵긴 하지만. 굳이 찾는다면， 양(梁) 무제(武帝， 재위 502-

49)나 수(階) 문제(文帝， 재위 581-604)를 들 수 있올 것이라 한다. 특히 수나라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내전 끝에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며， 그 전대(前代)의 제 

왕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던 불교를 곧바로 부홍시켰다는 접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아시아의 통치자돌이 처해 있던 환경에서는 보편적 국가의 

모범이 된 보편적 종교는 불교였다. 서양에 있어서 그것은 기독교였으며， 이들 동 

양의 통치자들에 대응되는 서양의 통치자들온 론스탄티누스 대제(大帝， 재위 306-

37)와 칼 대제(재위 800(14)라 생각된다 .. (김석근 번역원고. 1 1)고 덧불이고 있다. 

우리로서는 신라의 법홍왕파 진흥왕이 대략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 

까. 

111. r華嚴」과 專制王權: 그 얽힘과 거리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쪼(Edw빼 Conze)는 지배자 내지 군주와 불교의 상관성에 

대해 이렇게 갈파한 바 있다. “불교는 셰속올 떠난 사랍에게 마옴의 평화를 줄 뿐 

만 아니라 셰간올 손아귀에 쥐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올 건네주기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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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근절할 수 없는 악이며，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믿음 

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불교는 또한 

폭력을 반대하는 까닭에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지배자의 위치를 더욱 안정시 

키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사람들이 세속의 삶을 하찮게 여긴다면， 가진 것이 적다 

고 해서 의기소침하지도 않을 것이며， 통지자로서도 찌푸린 사람들보다 안색이 밝 

은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훨씬 유쾌할 것이다. 불교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간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 불교는 개인의 수중 

에 물질적 부를 쌓아두지 못하도록 말려왔다. 어떤 물질적 부라도 내버리라고 말 

하면서， 그것을 차라리 경건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해왔다. 실제로 수세기 간， 버 

어마와 티뱃에서는 이 권고대로 행해졌다 이런 사실에서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전제적인 아시아에 있어 불교가 지배자들에게는 얼마만한 축복이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E. 콘즈 1990 , 111-2. 강조는 인용자. 이하 마찬가지) 

게다가 불교는， 종래의 건국신화적 세계관 다시 말해 통치자는 하늘의 아들이라 

는 천강성왕(天降聖王)이라는 이념체계를 넘어서， 불교적인 세계관이 뒷받침해주 

는 전륜성왕(轉輪聖王: 다르마의 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이라는 이론체계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군주에 대해 무한한 위엄을 부여해줄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이 불교를 수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17) 

“삼국의 국왕들이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통 

치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불교가 사상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고 생각한다. 원시적인 전통을 지닌 무격선앙은 씨족사회나 부족사회를 그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무격신앙에도 개인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 

에 후대에까지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 

에서 본다면 무격신앙은 씨족적 내지 부족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원시적인 전통 

이 남아 있는 연맹왕국 시대가지는 무격신앙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국왕의 권력이 강대해지고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정비되면， 무 

17) 여러가지 변에서 전제적인 아시아의 지배자들에게 불교가 대단한 축복이었다는 점 외 

에 r I) 불교는 고도의 문명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이점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 2) 불 

교에는 세계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광대한 영토를 통일하고자 하 

는 군주에게는 호소력이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콘즈 1990,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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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신앙윤 도리어 이러한 새로운 발전올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왕은 

새로운 사상체계로써 왕권을 용호할 필요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 

용하여 받아틀인 것이 불교였던 것이다，" (이기백 1986, 119) “불교는 중앙집권적 

인 국가에서 왕권을 옹호하고 신장시키는 구실올 사상변에서 담당하였다고 볼 수 

가 었다，" (이기백 1986. 120) 

이같윤 양상은. 인도의 아쇼카왕(기원전 3세기) , 일본의 쇼오토쿠 태자， 티뱃트 

의 최초의 불교도 왕인 송첸 · 감뽀왕(617-5 1) 퉁이 불교를 적극 도입하고 후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특히 쇼오토쿠 태자의 「憲法 17條」는， 불교 수용 

직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라 할 수 있다 18) 그 제2조에서는 “널 

려 삼보(三寶)를 받들어라. 삼보란 불(佛) , 법(法) , 송(1홉)이다. 즉 사생(四生)이 

돌아갈 곳이요， 만국(萬國)의 으뜸되는 곳(極宗)이다. 어느 세상. 어떤 사람이 이 

법용 받둡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랍이 지극히 나쁜 자는 적다. 가르침에 잘 따르 

라. 삼보에 의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굽은 것을 바르게 펼 수 있겠는가"1이라고 했 

다 20) 다시 말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믿을 것올 규정하고 있다. 법흥왕， 진 

흥왕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올 것이다. 그리고 뒤앙스는 다르지만， 조선 건국 이 

후 이루어진 유학(주자학)의 장려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18)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붐석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여기서는 守本順-郞/

김석근(외) 옮김 1989. 107-116: 나카무라 하지메/김석근 번역왼고， 10-18올 참조했다. 

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二티， 罵敬三寶， 三寶者佛法借也， 則四生之終歸， 萬國之極宗. 下

世何A. 非寶是法， A離尤惡， 能敎從之， 其不歸三寶， 何以直柱 .. (r 日本書*며) 

20) 守本順-郞은 제2조에 대해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고대국가는 구성원올 조건지워주 

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자로서의 신이다. 그러나 이 신은 지배자와 특정한 피의 

이어짐을 가진 폐쇄적인 신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있어서 보편적인 신이 아니면 안된 

다. 그런데 고대 전체를 상정하는 신온 바로 불타이다 불타는 절대적인 신이지만， 보 

편적이며， 따라서 불타가 셜파하는 것은 진리로서의 법이며， 이 법은 사람들에 의해 추 

구되고. 또 확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올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숭려이다. 불교가 

불(佛) 법 (法) , 숭이홈)의 삼보(三짧)률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정온 불교에의 귀의 

(歸依)가 주술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올 나타내주고 있다. 불교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生類; 四生， 즉 떠生 · 服生 · 폈生 · 化生)이 마지막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지주(支柱)이며， 모든 국가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가장 뛰어난 종교이다. 어떤 세상， 어 

떤 사랍도 이 보편적인 법으로서의 불교를 받툴지 않으면 안된다. 제2조가 의미하는 것 

은 대략 이상과 같은 것이다 ” 守本}I며--郞/김석근(외) 옮김 1989.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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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불교의 그같은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역시 삼국통일 이 

후로 여겨진다. 그에 앞서 불교는 나름대로 통일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기도 했 

다 21) 하지만 삼국통일 이후 신라로서는 거대해진 영토와 방대한 인구를 떠안게 

되었으며 , 확실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라인들 스스로 「中↑t

내지 「下古」의 출발로 생각했듯이，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다. 그와 더불어. 통일 이 

후의 거대한 체제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도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없었다 22) 

불교 공인 이후， 여러 종파가 신라에 전해져 j里짧宗，'1&律宗， 法性宗. 華嚴宗，

法相宗 등 敎宗 5파가 성립하게 되었지만( ‘羅末麗初’ 의 i뽑宗 9버의 성립과 대비된 

다) , 왕권의 전제화와 관련해서 먼저 주목해야 할 종파는 역시 화엄종이 아닌가 

싶다.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대로부터 혜공왕대에 이르는 F삼국사기』에서 말 

하는 신라 중대는 최치왼의 「義龍이 雲鍵하고 律虎가 風薦했다」는 말과 같이 국내 

외에서 신라승들의 교학연구가 가장 활발하던 시대였다. 당시의 교학불교로서는 

화엄교학， 유식학， 계율학， 정토교학， 천태교학 등이 유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 

표적인 것은 화엄교학이었다. 의천의 「圓敎宗風j南海東」이라는 말과 같이 원효와 

의상 이후 화엄은 일세를 풍미하였던 것이며， 중국이나 일본에도 전하여 그들의 

화엄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화엄은 그 사상이 곧 「→郞多 多郞-J의 

重重無盡 圓顧思想이었던 것 같이 그 사회적 기반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진 階홈시대에 와서야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며， 신라에서도 절대적 왕권이 가장 안정되었던 중대에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헌강왕 8년 (882)에 찬술된 최치원의 華嚴結社願文에도 

신라의 화엄이 당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왕실과 귀족 중심의 경향을 띠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최병헌 1972 , 83) 

여기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문제는 곧 〈화엄과 전제왕권의 상관성〉 여부라 

21) 공인된 이후(527년)， r호국불교」와 r_統三韓의 정신적 지주」로서 기능을 다했던 불교 

를 상정할 수 있다 자장법사의 활약과 황룡사 9충탑의 건축 퉁이 좋은 증거가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훗날로 미루기로 한다. 

22) r왕권의 전제화」 성립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과 설명은 진덕규 2002 , 214-222를 참조할 
수 있다. “고대국가를 전제적 왕권체제로 이행하게 했던 견인차는 불교와 전쟁이었다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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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그것온， 이 률의 문제의식 뿔만 아니라 앞 장에서 본 「불교의 정치적 

사유」라는 측면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먼저 화엄종파 전제왕권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으로는， 다음파 같은 발언올 들 수 있겠다. 

“이(화엄종)의 사상은 곧 ‘-~p多 多~p-’ 의 重重無盡의 圖願思想이니만치， 사 

회척 기반으로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김문경 1970, 

102) 

“신라의 화엄종도 당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왕실파 귀족 중심의 경향올 띠고 있 

다. 즉 왕권의 강화에 따라 왕 권위의 상정으로 동장하기 시작하여. 왕권 귀족 세 

력의 지웬에 의하여 弘布되어 갔다. 화엄의 唯心철학윤 心 唯心’에 의하여 만 

물옳 統續하는 것이고 보면， 이 화엄철화의 근본인 ‘心’ 은 帝王에 비유되어지고， 

또 四海支配體制에 부합되어지는 것이다." (김문경 1970, 106) 

“화엄사상은 일즉다 다즉일의 원융사상이며， 일심에 의하여 만물올 통섭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전제왕권올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일치하 

는 것이며， 통일기에 지배적인 귀족사회에서 환영된 까닭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 

다." (이기백 1976 , 100(101) 

“화엄경온 우주의 질서를 미적으로 표현한 경전이지만 그것은 통시에 통일국가 

의 상정이기도 했다. 화엄의 가흐르첨온 서로 대립하고 항쟁옳 거듭하는 정계나 사 

회훌 정화하고 또 지배충파 피지배충과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인심올 통일하 

는데 알맞았다. 여기에 무열왕 시대부터 시작되는 전제왕권에 따라 전개된 율령 

정치체제의 정신적인 뒷받침올 하는 구실을 화엄종이 크게 담당하게 되었던 까닭 

이 있었던 것이다." (안계현 1982. 79-80)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물론 제시되었다. 화엄사상은 초역사적 

보편사상올 강조하는 불교 교리인만큼， 세속적인 정치 현상과는 역시 거리가 있으 

며， 나아가 정치이념의 이데올로기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불교집단 내 

지 불교인이 전제왕권과 현실적으로 어떤 교섭올 가졌으며， 또한 그것이 어떤 현 

상적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점 둥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다음 

의 인용문이 거기에 해당한다 . 

. ‘불교사상， 그 중에서도 대숭불교의 극치로서의 화엄사상윤 시대와 장소를 초 

월하는 불변의 초역사척 보편성올 강조하면서， 인간의 세속적 이념의 한계를 본 

질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불교적 본질로 숭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화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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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속이념， 특히 종교적 진실보다는 혐의 논리가 유효하게 통용되는 특정 정치 

이념의 이데올로기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화엄사상과 전제왕권의 관련 여부 둥에 관한 논의가 유효하려면， 특정 불 

교집단 내지는 불교인이 전제왕권과 현실적으로 어떠한 교섭을 가졌으며， 그것이 

어떤 현상적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접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적 진실 

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종교적 형식논리와 명분을 이용한 경우는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현 1984. 64-65) 

이에 대해서는 이기백이 적절하게 논박을 가했듯이(이기백 1986 , 255-264) , 그 

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필자 역시 사상은 역시 그 시대의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상이건 간에 진공 상태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엄사상과 전제왕권과의 관계와 비슷한 경우를 서양 중세의 

기독교(카톨릭) 신앙과 봉건영주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다. 기독교는 교리상 

평등을 원리로 하고， 영주로부터 농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이를 믿었지만， 그 기 

독교가 사회적으로 영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질서를 뒷받침해주는 사상으로서의 

구실을 하였던 것임은 널리 인정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기백 1986 , 260 , 각주 40) 

는 지적 역시 시사적이다. 게다가， 그 당시의 경우， 호국불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황룡사 9층탑의 건립， 백좌강회， 원광과 자장의 활동 등을 감안할 때， 불교 역시 

순수한 「종교」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회철학」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고 하겠다(김석근 1996b) . 그 시대에， 그처럼 거대한 불상이나 대규모 사찰을 건 

립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미 ‘정치적인 것’ , ‘사회적인 것’ 일 수 밖에 없다고 보 

아야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화엄종의 총체적인 체계는 군주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를 종교적 

으로 숭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케네스 첸의 발언 역시 시사하는 바 크다. 

요컨대 “화엄종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완전히 상입(相 

入)하고 있는 理의 세계와 事의 세계가 있다. 동시에 모든 개별적인 현상적 존재 

들은 다른 모든 현상적 존재들과 相郞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심에 있는 불타에 

게 모든 존재가 향하고 있는 총체적인 체계가 확립된다. 이렇게 총체적인 체계는 

군주의 전체주의적인 지배체제를 종교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 

문에 측천무후와 일본의 왕들이 이를 선호하였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 

다." (케네스 첸/박해당 옮김 199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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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화엄종 자체가 곧바로 전제왕권올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이론체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적인 영역 자체의 「상대적 자율성」올 부인하고 

싶지는 않으며， 또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화엄과 전제왕권 사이 

의 친화성이라는 것은， 굳이 말한다면， 한 불교학자(고익진)의 다음과 같은 설명 

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다소 길긴 하지만 인용해보기로 하자. 

"(이런 사실에서) 화엄사상올 신라의 .중앙집권적 전제왕권올 뒷받침(肯定)하 

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였다고 보는 견해가 학계에 행해지고 있다. 불교를 

애초에 정치적 목적으로 수용했던 신라 왕실이었으므로 화엄에 대해서도 그런 견 

해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切法이 相入 · 相郞하여 事事無碼한’ 

화업의 세계관은 순수한 종교적 경지요， 정치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이런 사실올 망각하고 화엄교리로써 정치현상을 설명코자 한다면 

아무리 천착해도 무리한 附會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화엄사상과 신라의 전 

제왕권이 관계를 맺올 수 있는 것은 그 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 

다. 화엄경은 유난히 많은 天神들이 풍장하고， 經이 셜해지는 장소도 지상과 欲天

界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主尊佛인 題盧週那(V;때'OCana)는 .태양. (光明

遍照)이라는 뜻이다. 화엄경의 이러한 세계구조는 불교 전래 이전의 무교적 세계 

판과 비슷하다. 그곳에서도 태양신에서 발달한 ‘하늘-임. 이 최고지배신이 되고， 

그 아래 무수한 다신교적 자연신이 퉁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적 천신과 무교 

적 천신윤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세계의 구조적인 변에서는 상통함이 느껴지는 

것이다 // 그런데 화엄경은， 폼購十地에 있는 각 보살은 지상이나 천계의 왕으로 

태어나 正法治世하는 일이 많다고 설한다. 화엄경외 이런 十地홈魔王 조직에서 

十善道률 행하는 전륜성왕온 제2離相地에 속해 있다. 신라의 초전기 불교가 업설 

에 입각한 ‘輪王-網動’ 사상을 주축으로 전개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중에 

서 전륜성왕온 무교의 천강성왕과 대용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화엄경의 세계는 

그대로 무교적 세계관옳 불교화한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이런 화엄경 

의 세계에서 당시의 신라 왕실은 어떤 위치릅 차지하고 있는가? 진홍왕은 전륜왕 

의 생애흘 본받으려 했고 왕자(萬智王)에게도 輪王의 이롬을 불여주었다. 그 뒤 

의 진평왕에서 진덕왕에 이르는 王名도 불교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평왕은 

帝釋天(댄敎의 하늘임에 해당)으로부터 玉帶를 하사받았다는 설화까지 전해지고 

있다. 신라의 本系 王族(朴]3:;)이 무교를 배경으로 신성불가침한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듯이 金]3:; 王室은 이제 화엄사상올 배경으로 확고한 권위를 가질 수가 있 

게 된 것이다. 화엄사상이 통일기 신라 왕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신앙적인’ 면에서라고 봄이 낫겠다는 것이다. 법상종의 유식사상도 미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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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존으로 삼고 있으므로， ‘輪王 爛勳’ 사상으로 전개된 초전기 불교를 계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상이나 신앙의 변에서 화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 

다. 통일기 신라의 교학이 화엄에 주도되는 이유가 이상과 같다변 그것을 당시의 

정치이념이었다고 보는 것은 좋지만 정치이론과 혼통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익 

진 1984 , 15-16) 

한 마디로 말해서， 화엄은 곧 통일신라 시대의 정치이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것이 (정치학자가 아닌!) 순수 불교학자의 주장이라는 점을 특별히 지적해두고 싶 

다. 그런데 그같은화엄 계열에 속하면서， 통일 이후의 신라불교계의 대표적인 사 

상가로 의상(義相， 625-702)과 원효(元曉. 617-686)을 드는데 대해 어떤 이견(異 

見)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교 철학 역시 전제왕권을 위한 정치이념을 

제공해주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들의 불교사상이 갖 

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정치학자로서는 진덕규 (2002)가 거의 비슷한 맥락--전 

제왕권과의 상관성 - 에서 분석해내고 었다. 우리 정치학계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그리고 의미있는 자리매김으로 여겨지는 만큼， 마땅히 참고해야 하리라. 

“그(원효/ 인용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전제적 왕권강화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그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데 ... 원효는 긍정적이면서도 스스 

로 부정하고 또한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인식했다. 

원효의 이러한 주장， 즉 긍정에서 부정을 찾고 부정에서 긍정을 모색하려는 논의 

는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 

로 파악할 필요성의 강조였다. 이것이 모든 논쟁을 규합하여 통일한다는 의미의 

그의 화쟁론으로， 널리 유포된 삼론종과 유식종의 이론적인 합일의 모색이었으 

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전제적 왕권을 합리화는 것으로 이어졌다 더 높은 수준 

에서 하나로 융화통일되어야 한다는 ‘십문화쟁론’ 은 그 당시 군왕의 전제체제가 

갖는 모순을 사상적으로 해소해 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여러 분파로 분열적 

인 경쟁체제를 지원했던 불교의 여러 종파를 군왕 중심의 단일체제로 결합해서 

는， 기존의 전제적 왕조체제를 지원하려 했던 일변을 보여주었다.// 특히 원효의 

사상체계의 핵심은 일심(-心)사상으로， 그에게 일심의 의미는 세계의 시원으로 

서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존재로， 그 내부에 순 

수함과 불순함이 서로 모순된 상황에서도 하나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면서 그 자 

체적인 운동과정을 전개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현상들이 발 

생한다고 생각했다. 一 결국 원효의 일심사상 체계는， 기존의 사회제도나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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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운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롤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귀착했으며， 이것은 

전재왕권에 대한 사상적 지지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그는 신라의 통치체제는 

일심의 체현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거나 불만올 갖는 것 자체가 죄률 짓는 것이 

되며， 영원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교함으로써 그러한 성격올 강 

조했다，" (진덕규 2002 , 224-225) 

--전제적 왕권체제의 정립과정에서 원효의 사상올 계숭하여， 이률 화엄종 차원 

에서 더한충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전제척 왕권체제에 도움융 주었던 것이 의상 

이었다. 그는 원효가 밝혀내지 못한 점， 즉 세계의 본체와 현실의 관계에서 상호 

연판된 운동법칙옳 규명하는 데 중점올 두었다. 본체와 현상이 하나라는 점에서 

그 개별적인 차별성은 어느 것이 그 하나하나가 본체척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 

다. 본체 가운데 현상이 있으며 현상 가운데 본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 본체와 

현상올 불가분리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 

이 서로 교통하고 방해 함이 없이 용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 

아가 전체와 부분， 동일파 차별， 긍정파 부정 사이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궁극적으 

로는 구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상의 핵심적인 논지의 하나인 ‘사사 

무애셜’ , 즉 개개의 사물들은 서로 방해함이 없이 무차별적이며 명퉁하다는 견해 

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부처의 체현으로 합리성올 갖는다는 주장이 

었다 이는 결국 정치사회적으로는 신라의 전제적 왕권체제에서 사회구조의 차별 

성이나 불명동성조치도 용호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지배세력과 피지배충， 판인 

과 농민들윤 사실상 신라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 속에서 서로가 필수불가결한 존 

재가 되었으며. 이는 마치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완만하고도 서로 방해함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럽， 이들도 아무런 구분 없이 평화로이 존채해야 한다는 논지 

로 주장될 수 있었다，" (진덕규 2아)2， 225-226) 

이같은 논지는Ii법화경』과 『화엄경』율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천태종과 화엄 

종， 다시 말해 공(空) 사상 = 공관(空觀)에 바탕올 둔 대숭불교의 논리는， 한편으 
로는 자기부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혐실에 대한 절대척， 맹목적인 긍정올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 모리모토 준이찌로오의 견해(守本順-郞 1967 , 59)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23) r요컨대 대숭불교에서는 왜 현실이 차별적인가라는 현실적인 

23) “불교에서의 진실=공의 세계가 이처럼 객판적 = 차별적 세계외 실재생， 나아가 個A

我의 존재 일체률 부정하는 허구의 의식내용 - 무차별， 불생활멸，명동의 - 에서 구활 

때， 그것온 또한 부정율 흉한 일체의 현실세계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으로 이어진다. 왜 

냐하면 불교적 사유는 현실 = 차별적인 세계훌 허망한 心念의 환영이라 간주하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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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비판이 방기되며， 도리어 그 현실은 차별이 없고 불생불멸， 평등한 세 

계로서 그대로 긍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긍정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기부정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가 사회에 대해서 취하게 되는 태도는 필시 절대적 

= 맹목적인 긍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신념체 
계 하에서는 계급의식이나 저항의식과 같은 적극적인 에토스나 현실의 지배질서 

를 무너뜨리려는 적극적인 도전과 같은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더욱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 좀 더 리얼하 

게 말한다면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은 - 대숭불교의 교리로 그러한 측면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철저한 자기부정은 화엄의 아뢰야식론(阿 

망한 심념 -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서의 인간의 모든 의식， 감정 - 을 부정하 

는 무차별， 불생불멸， 평등의 심념 =진심을 일체의 끈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정 다음 

에 나타나는 불교적 진실의 세계에서는 반대로 무차별， 불생불멸， 평등의 심념 = 진심 

의 투영으로서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인 것이며， 또한 현실에서의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 

로 모두 평등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왜 현실이 차별적인가라는 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비판이 방기되며， 도리어 이 현실은 차별이 없고 불생불멸， 평등한 세계로 

서 그대로 긍정되기 때문이다. 이 긍정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기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사회에 대한 태도는 펼경 절대적 = 맹목적인 긍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교적 사유에서는 한편으로 일체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부정 - 궁극 

적으로는 자기 부정 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정을 전제로 하여 초래된 현실에 대한 

절대적 = 맹목적인 긍정이 표리를 이루고 있다. 대숭불교의 근본사상이라 일컬어지는 

공사상 = 공관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무차별， 불생불멸， 평등이란 허 

구적인 의식 일반이었다. 그것은 또한 사유의 기본적인 특정으로서 철저한 자기부정 . 

따라서 인간부정 · 과 절대적 = 맹목적인 현실긍정을 동시에 젊어지고 있었다‘ 이리 

하여 여기에서는 진심에의 도달을 최종목표로 하면서， 그 제 1단계로서 인간의 자연스 

런 의식， 감정을 부정하는 엄격하고 금욕적인 계율이 실천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인 윤리적 덕목이 규정된다. 이러한 자기부정에 대해서 눈앞에 드러난 진심(理 

想境 = 佛)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필경 허구적인 무차별， 불생불멸， 평등이라는 

의식일반인 한， 현실의 인간의식으로부터 허구인 진심으로의， 사려를 끊어버렬 비약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약을 위해 行 = 輝定이 채택되고， 나아가 부정해야 할 일 

체의 현실과 개인아의 허망성， 그 부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률意識， 흘實相 = 我空， 法

空을 탐색할 이론(교리 = 慧學)이 전개된다. 불교 사상체계가 폈， 定， 輝의 두學에 의 

해서 성립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공관의 기본적인 특정인 철저한 자기부정과 그 부정 

에 의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현실에 대한 절대적 = 맹목적인 긍정이 관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守本順-郞 1967. 6()녁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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賴耶識論)에서 발현되며， 다른 한편으로 절대척이고 맹목적인 긍청은 화엄의 사사 

무애법계판(事事無碼法界觀)에서 관철되고 있다. “화엄론은 아뢰야식론에서 평 

둥， 무차별한 진심이 모든 중생 깨개의 내부에서 망상(흉想)과 호합하여 존재하 

며， 인간의식의 근원인 아뢰야식이 전심파 망상의 화합이라는 ‘작용=관계’ 라고 

함으로써 자기부정 - 또한 인간부정 - 올 완전히 관철할 수 있다. 한편으로 화엄 

론의 사사무애법계관에서는 일체의 개개현상이 바로 본체 = 理이며， 그 평동， 절 
대현상 사이의 ‘관계’ 자체를 실상이라고 함으로써 현실의 절대적 = 맹목적인 긍 
정의 선을 극한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부정을 전제로 한 평등 

의 논리 즉 펑면적인 논리라 활 수 있다." (守本順}郞 1967 , 65)}4) 

IV. r華嚴」애서 「輝」으로 r輝宗」의 유행과 정치적 함의 

신라 하대 사회와 후삼국 시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통일적인 전제 

왕권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그 공백기를 정치적인 분열과 혼란이 대신하게 되었 

다. 중앙권력의 「권위의 상실」은， 반사적으로 지방과 지방세력의 행동반경과 자율 

성을 넓혀 주었으며， 정치사적으로는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건국 및 후삼국의 정립 

으로 전개되어 갔다. 바야흐로 지방에 근거지률 가진 호족들이 정치변동과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혹은 그에 힘입어 사상계에서도 의 

미있는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상계의 헤게모니 위치률 차지하고 있 

던 불교계에서도 그러했다. 아니 어쩌면 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하리라. 그것은 거철게 1) 선종의 도입과 유행， 그리고 2) 미록신앙의 유행으 

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밝힌대로， 이 글에서는 파격적인 불교사상의 한 

갈래이자 동시에 敎學 佛敎에 대한 부정으로 동장한 선종의 도입파 형성， 그리고 

유행이 갖는 정치적 · 사회적 함의에 주목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무엇보다 나말여초 불교계의 흐름은 한마디로 「華嚴에서 輝으 

로」 이행해가는 파정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같은 효릅은. 원산지 인 

24) 이 부분은 이미 김석근 1995 , 34-35에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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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화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확인 

된다. 단적으로 불교의 다양한 분파들 중에서 삼계교(三階敎) , 정토종， 천태종， 화 

엄종， 선종은 인도불교가 아닌 중국불교 - 혹은 동아시아불교 - 의 종파들이라 

할 수 있다 25) 교리상으로 보자면， 당연히 천태종， 화엄종， 선종이 눈길을 끈다 26) 

다음의 서술에서 그들의 관계와 위상을 간명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천태종의 교의 체계는 불교가 중국에서 철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에서 가장 세련된 것으로 간주" [케네스 첸/길희성(외) 옮김 1994 , 191쪽〕 

되며， 또 “화엄종이야말로 순수한 중국의 불교 종파이다. 왜냐하면 인도에 이 종 

파의 선조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 (앞과 같음)이다. 허나 불교가 완전히 중국적 

으로 소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멸었다 역시 선종(i障宗)을 기다려야 한다 「중국불 

교의 대표적 존재로서의 선J(增짝文雄 1964, 500) 을. “선종은 만연체적이며 학구 

적이고 지루하게 논리적인 인도불교의 경향에 대해 중국의 사상적 전통이 반발하 

여 형성된 산물" (A. Wright 1959, 78)로서， “(선불교야말로) 인도의 요가학파와도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중국인의，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에 의한 순수 중국불교” 

(김용욱 1987 , 60(61)이기 때문이다 선종에 이르러 마침내 불교는 완전히 「중국 

화J (sinicized) 된 것이다. (인도가 아닌) 순수한 「중국」 불교(Chinese Buddhism)가 

성립되었다 J (김석근 1999a, 117) 낀)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특히 화엄종과 선종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25) “중국에서 발전된 다른 종파들은 중국인들의 심성이 낳은 결과물이자 인도 불교에 대 

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대변하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종파들은 중국에 소개된 

인도의 체계가 아니라 중국 불교의 종파들이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 중국의 출가 수도 

숭들이 불경을 연구한 뒤에 그 중에서 불교의 대요(大要)를 담고 있는 경전 하나를 가 

려뽑은데서 나온성과이다" (케네스첸/길회성(외) 옮김 1994, 185) 

26) r정법 OE法) , 상법(像法) , 말법(末法)J이라는 시대 구분에 기초해 보시(布施)와 이타 

적 실천을 권장하며， 계율의 엄격한 준수와 금욕생활을 강조해마지 않는 삼계교나 ”南

無阿鋼院佛(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염불을 반복해서 외게 되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할지라도 아미타불의 정토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정토종 

은 역시 민간 차원의 불교 신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 이 부분은 김석근 1999a, 117에 의거했다 표기된 전거 역시 거기에 따랐다‘ 때문에 이 

글의 참고문헌에는 빠져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덧붙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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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률 사이에 「중국화된 활교」라는 나름대로의 공통폼모가 없지 않지만， 

「불교의 중국화」라는 측면에서， 선종온 화엄종이 거둔 성파롤 성큼 앞지르고 있 

다. 화엄종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인도불교적인 색채틀 완전히 떨쳐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전통적인 불교와는 다른 모습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렇다. “중국의 선종윤 여전히 명상 수련올 강조하기는 하나 한편 볼보살올 향해 

경배를 드리지 않거나 문자와 의례를 거부함으로써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을 무너 

뜨렸다." (케네스 첸/길희성(외) 옮김 1994 , 192) 

혼히 선의 특정운 다옵과 같은 네가지 표어로 요약되곤 한다.왜) 1) From mind to 

mind itwas 때nsmitted(以心傳心)， 2) Not expressed in words or written in letters(不立文

字)， 3) It was a special transmission apart from the sacrecl teaching (敎外別傳)， 4) αI뼈y 

point to the human mind, see one' s real nature and become an enli양ltened Bud며la(直指A 

心， 見性成佛).

무엇보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말고 문자를 세우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가히 혁 

명척인 선언이라 활 만한 것이었다. 산스크리트어 불경올 아주 힘들게 한역(漢譯) 

해서 동장한 『漢譯大藏*싫 - 이른바 「동아시아불교」의 근간이 되는 - 의 존재와 

권위률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자신 속에 존재하는 불성 

(佛性)을 바로 깨침으로써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명제 역시 다른 종파의 가르침 

에 비해 파격척인 것이었다. 그 끝간데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바깥 세계의 사원이 

나 제도 같은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모든 인 

연올 끊고 깊은 산속에 파묻혀서 수행하고， 좌선(坐輝)하는 것 만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롤 담고 있었요니까. 

그같은 輝이 갖는 파격성과 혁명성은， 역시 바로 앞 자리(단계)에 있는 화엄종 

에 비교할 때 한충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속성과 단절성이 동시에 존 

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 29) 따라서 선이 갖는 혁명적인 성격의 일단윤 다 

28) Takakusu Junjiro, The Essencials 01 Buddhist Phílosophy, Wìng-tsit Chan and Charles A. Mα>re 

Ed. (Honolulu: Office Appliance , 1956). 영역은 타카쿠스 준지로오(高補順次郞， 

1866-1945)가 한 것이다， 

29) 실제로 많은 선송률은 많건 적건 간에 화엄의 영향율 받았으며， 화엄에서 출발했다가 

선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구체척인 사례는 최병헌 1972, 85-86옳 참조) . 당시로서 

는 화엄올 떠나 불교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나라에 유학한 신라의 숭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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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아닌 〈화엄에 대한 부정과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 

음의 인용문은 그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신라 초전 선의 중심사상이 무엇이었는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전과 그에 입각한 교학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不立文字 見性成佛’을 강력하게 

내세움으로써 화엄학의 관념적 허식과 경화증을 무너뜨리고 불교의 진면목을 되 

찾으려는 뜻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초전 불교가 무교적 관념 형태를 

부정하는데 씌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도 통일신라의 화엄학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올 한 것이다. 션이 왕실 보다 지방호족이나 육부품 이하의 지식층 

에 받아들여졌던 것도 그 때문이다. 九山輝門이 자리잡은 곳이 대개 중앙에서 멸 

리 떨어진 지방이었으며 그 곳에서 선승들이 지방호족과 결합하여 세력을 뻗히고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고려조를 세운 왕건은 바로 그런 지방 호족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고려조의 개창에는 많은 승려들이 참여하게 되었거니와 

그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층이 새로 홈洞輝을 전해 온 선승들이었 

다." (고익진 1984, 17) 

“화엄이 경론에 입각해서 번쇄한 교리를 조직하고 있는데 대해서 선은 不立文

字 · 敎外別傳을 표방하고， 화염이 보살승을 대상으로 장엄한 신앙의례를 베풀고 

있는데 대해서 선은 直指A心 見性成佛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본왼 

리는 화염과 통하면서도 그의 관념적이고 허식적인 교리 조직과 신앙의례는 정면 

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의 이러한 화엄부정적인 성격은 신라 하대의 ‘현 

학적이고 사제적인’ 화엄교학을 타도할 ‘이데올로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익 진 1989 , 513-514)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우리는 화엄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신라 하대 사회에 

새롭게 수용 30) 등장한 선불교가 가질 수 있는 파격성과 혁명성 , 나아가서는 그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시간이 흐를수록 왕실불교 

꺼족불교로서의 화엄은 초월적인 교의의 전개에 따라서 일반서민과 더욱 遊離度

가 심하여지고 나아가 空虛한 學解的 煩銷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최병헌 

근본원리에 있어 화엄과 통하는 홍주종에 쉽게 공감했던 것 역시 그런 측면과 관련되어 

었다고 하겠다 홍주종은 근본원리에 있어서는 화엄과 같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화염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었다(고익진 1989, 513-4). 

30) 이에 대해서는 고익진 1984b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羅末麗初의 정치변동과 정치사상: 禮宗올 중심으로 27 

1972, 83). 따라서 새로훈 불교로서의 선은， 이미 화엄종으로 대변되는 기존 교학 

의 「空虛한 學解的 煩銷J r難海한 街學的 敎學J (최병헌 1986, 190) , r街學的이고 

司察的인 불교J(고익진 1989 , 523) 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31 ) 때문에 “신라 하대의 선 전래는 전통적인 화엄교학의 문제생올 극복하 

기 위한 ‘새로운 사상원리. 로 도입된 것 .. (고익진 1989 , 523)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32) 

아울러， 앞에서 본 〈화엄파 전제왕권의 상관성〉이라는 측면과 연결시켜 본다면， 

선종이 절대왕권을 부정하는 성격올 지닐 수도 있겠다는 다음의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크다 . 

. 퍼구나 귀족세력올 도태하고 억압하면서 강화해가던 전제왕권의 성장도 그 한 

계점에 도달하여 마침내 무열왕의 직계손이 집권해오던 신라 중대가 끝나고 하대 

의 혼란기에 들어오면서 화엄온 그 사회척 기반올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 

라서 화업으로서 대표되던 교학불교 시대는 종말올 고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러 

한 교학불교를 그 素地 기반부터 뒤혼들어 놓으면서 동장한 것이 「不立文字 敎外

別博 直指A心 見性成佛」올 부르짖고 나온 션종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로 동장한 섣좋효잔연 사상적으로는 뀔환불교에 대한 도전이며， 사회척으로는 

절대왕권을 부정하는 성격올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병헌 1972 , 84) 

선숭들의 출신 배경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올 것이며 33) 동시에 그같은 선불교 

31) “재래 교종의 권위에 대항하는 새로운 불교인 선종의 사상윤 교종의 기성 사상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각 개인이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일 

반 民樂파 유리되어 難遊한 19J學的 敎學 만올 다루던 賣族 중심의 교종이나 미신화된 

샤마니즘적 불교의 모순율 근본적인 변에서 극복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최병 

헌 1986 , 190) 

32) 선종의 도입과 유행에는 최병헌이 말하는 “미신화된 샤마니즘적 불교”에 대한 비판이 

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역시 화엄종율 겨냥했던 

것으로여겨진다. 

33) “선종올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모두 진끓족인 중앙지배충에서 도태된 몰락귀족이거나 
하급귀족내지 지방호족의 출신둘이었음올알수 있다. 이들 가문의 출신들온신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회진출에 제한옳 받아야 하는 신라 骨品制社옳의 현실적인 모순 

속에 발이 묶여서 그 농력올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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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들였던 계충 역시 왕실이나 중앙귀족 보다는 지방호족이나 육두품 이하의 

지식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4) 그리고 선숭들의 출신 배경 역시 그같은 한계계층 

이었을 수도 있겠다. 거기서 우리는， 선종의 유행이 사회적 계급(계층)간의 대립， 

충돌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35) 

들은 이를 타파하는 바편으로 홈에 가서 ↑需學을 배워와 새로운 備敎政治理念을 내세우 

거나 또는 재래 교종의 전통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새로 대두되고 있던 혁명적 

인 선종을 받아와서 중앙귀족들의 敎宗的 思'1흩方式에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병 

헌 1986 , 198) 

34) 이에 대해 고익진(1989)은 선숭들은 중앙 왕실에 비협조적이었다기 보다는 대체로 적 

극적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중앙왕설 또한 선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山門開創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525-529) 그리고 중앙왕실에서 그들을 후원했던 이 

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대의 중앙 김씨 왕실이 ... ‘正系’ 가 아니라 ‘倚

系’ 였다는 데에 주목하고 싶다 방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正系의 전통적 권위가 실추될 

필요가 있다. 새로 들어오는 선은 그런 正系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교학을 정면으로 도 

전， 부정하고 있다. 佛系에게는 환영할만한 사상체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대의 김 

씨 왕실이 선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鳳林山門

과 聖住山門의 사회적 기반이 된 金周元(宣德의 族子)과 金빠(憲德王의 子) 계통은 지 

방호족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모두 佛系 김씨 왕실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고익진 1989, 530)// 한편 추만호는(1986)은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왕실은 전통적으로 그 권위에 사상적 후광을 더하려는 對佛敎方針에서， 과거 

교종과의 관계를 선종과의 관계로 전환하여 선사들에게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 지방인이나 몰락 귀족등은 종교적， 문화적 기대에서， 선사들은 下化聚生

의 실천적 계기로 그들의 제안을 수락한데서 山門開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선사들의 사회적， 사상적 경향이나 제자 수로 보아 가장 밀접했을 계층은 민중이 

었을 것이며， 선사들의 이러한 경향은 민중의 의식 성장을 가속화시킨 하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 (추만호 1986, 25)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한 지방 

민들의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9산 선문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이며， 비록 특정한 신분 

집단이나 개인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 이외의 일정한 세력 일변도의 지지 

속에서 그 기반을 세웠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추만호 1992, 159) 하지만， 뒤에 

서 보듯이， 펼자는 선불교와 민중의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역시 “미신화된 샤마니즘적 불교”나 아니면 정토교， 아미타교， 이어 미륙 

신앙에 훨씬 더 끌랬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35) “그러므로 불교계에 있어서 재래의 교종과 새로 대두하는 선종의 항쟁은 곧 당시 사회 

에 있어서 중앙귀족인 진골족과 새로 대두하는 6두품 이하의 하급귀족， 특히 4두품이나 

5두품의 대우 밖에 받지 못하고 있던 지방호족들과의 대립이라는 사회 현상의 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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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불교는 그 특성상 경전이나 사찰 같은 외형적인 것 보다는 개인의 깨달 

음올 중시하는 만큼， 어떠한 불교 종파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올 강하게 지닌 

다 36) 그런 만큼， 어디에 있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설령 지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른바 서울과 중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과는 다를 수 

밖에 없겠다 37) 그같은 의식파 구조는，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서 바야흐로 독자적 

인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지방 호족들의 의식구조에 대해 친근감과 친화력을 동 

시에 갖는 것이었으리라. 한편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 볼 경우， 역시 중앙의 전제왕 

권을 뒷받침해주는 정치이념올 제공해온 기존 교학， 특히 화엄종 보다는 새로운 

불교 선종에 훨씬 더 끌렸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 

호해주는 논리를 찾아낼 수도 있었올 것이다 38) 

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최병현 1986, 198) 
36) “期慧의 선사상의 표현인 無좁土에서는 내재하는 實됐의 인식울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實꿇는 다른 대상에서 추구될 수 없으므로 개인주의적인 면옳 강조하고 또 그 

당시 지방세력올 형성한 落빼豪族들도 대개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에 있었다. 따라서 

낭혜의 선사상은 이들 호족의 사상적 뒷받칭이 되었다，" (김두진 1975 , 55) , 

37) 그곳에는 이미 기존의 교학불교， 특히 화엄종의 세력이 강건하게 버티고 있었던 만큼， 

보이지 않는 텃세와 장벽 역시 높았올 것이다. 

38) “선종의 敎化方法은 애초에 문자에 기초를 둔 이론적인 교셀이 아니었으며， 修心에 의 

한 直觀 위주의 寶戰哲學운 이들 무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호족들의 구미에 맞았던 것이 

다. 그리고 因果說올 내세워 현체제에 대한 당연성만올 주장하여 다분이 진골세력에 의 

한 귀족적인 취향올 보이던 종래의 교종과는 정반대로 마음만 잘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회망적이고 혁명적인 해석으로 불법융 가르치는 것이었으니， 신라의 현지배체 

제에 불만올 품고 있던 지방호족과 하급귀족들의 절대적인 지지훌 받게 되었던 것이다. 

즉 자신의 세력올 확장하려는 지방의 지배자들인 호족뜰은 종교견맡tt!에서 공감을 느 

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에서도 선종과의 연결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한편 선종의 

입장에서도 신라왕실이나 중앙해족과 결합되어 있던 낡은 사상체계인 교종에 대항할 

수 있율 만큼 그 기반을 닦는데는 지방호족들의 보호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는 쉽게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니， 호족들은 경제적인 뒷받칩은 물론 여러 가지의 

편의훌 제공하여 선문의 개젤을 후원하였던 것이며 , 선종용 호쭉돌의 세력 확장에 정신 

적인 지원 쁜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에서도 여러 가지의 중요한 역할올 담당하고 있었 

다，"(최병헌 1986, 199-200)// 나아가 김두진온 선종이 지방호족세력에 ‘이념’ 을 제공 

해주었다고 한다. “敎學에셔 믿어지던 佛따權威의 否定은 불타를 理念表象으로 생각하 

던 王者階級의 권위를부정하게 되었다， 이와관련하여 期慧는 이륜바왕실권위훌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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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종 9산 

山 i!K 名 開祖빛 開山A 身 分 F훌 越 備 考

꽤智山派 開祖 i효義 1ft姓王씨 北漢那A 門下에 鷹居가있다 

(全南長興那有治 第二祖體뽑 1ft姓金J:J;; 熊i휠A(豪族) 憲安王 門下에 週徵， 英惠， 淸찢， 

面迎智山寶林츄) (開山 A) 長沙縣副守金彦뼈 義車퉁八百餘A이 었다 

實相山派(全北南原 開祖!共~'P ? 興德王宣康太子 門下에 秀澈， 片雲등 

용ß山內面立石里智異 數百AO] 있다 

山實相츄) 第→祖秀澈 祖父代에 훌骨에서 門下에 餘光， 款休， 逢日，

降等됨(六頭品?) g훌海， 함忍， 義光 등이 있다 

#헤훌山派 開祖惠哲 fft姓朴J:J;; 京師A 文聖王 門 F에 道짧， 如i톨師 퉁 
(全南§城那竹용 (祖高代부터 효州 數百AO] 있다 

面泰安놓) 善삼縣에 隱居함) 

第→祖道設 1ft姓金J:J;; 靈岩A 門下에 慶南， 행寂동 
(武烈王의 뺀뚫孫7) rx:百 AO] 있다 

鳳j뻐i!K 開祖玄폼 {융姓金J:J;; 東i동冠族 門下에 審希， 弘覺둥이 
(慶南昌原那上南 (父嚴均兵部待郞 있다 

面며짜*里鳳.1'*좋) 第-祖審希 fft姓新金J:J;; 進體城諸單事金律 門下에 燦뼈， 景質， 屬諸，
(開山 A) (if那王族) 熙知金海府進禮城諸 j共俊 둥 五百餘A이 있다 

單事明義將軍金仁Iî

師子山派 開祖 i효允 fft姓朴J:J;; 漢써‘|뼈嚴 門下에折中둥이 있다 

(江原道寧越那水 (鳳山)A(累葉豪族)

周面興寧츄) 第}祖折中 fft姓? 漢11'1뼈嚴 憲康王 門下에 如운， 弘可， 理靖，
(開山 A) (鳳山 )A(那族) 智空퉁 千A이 있다 

圍빼山派 開祖↑i8 1ft姓慶州金J:J;;(金周π子孫?) i흉사|都홈金公 門下에 開淸，行寂등이 
(江原道江陸훌ß邱 (祖述元 l횟뻐엽ß督 1îJ;文J:J;; 있다 

井面훌훌山里五臺 累葉豪門)

山힘山츄) 第〔祖開淸 1ft姓慶州金J:J;;(金周元子孫?) j횟+1의 뼈滾 閔規 如평 門下에 神鏡， 짧靜， 越훌， 
(父代에 落椰) 사|軍事大흩 王혐룡‘ 찢言，惠如，明然，爛퉁 

(王順式) 數百AO] 있다 

第)祖行寂 fft姓崔J:J;; 河南 金海府知單府事옮律 門下에 行讀， 찮安. f듭宗. 
(河東)인 熙明f용夫A 周解， 林嚴， 讓規 퉁 五百

餘A이 있다. 

聖住山派 開祖無않 fft姓慶”‘|金J:J;; 金BJT 門下에 圓藏， 靈源， 玄影，

(忠南保寧홈ß뼈山 (父範淸代에 六頭品으로 i홈亮， 훌휘훌. 心(深)光， 詢
面聖住里聖住츄) 降等됨) Y.... 大通， 麗嚴， 利嚴 등 

느千餘AO] 있다 

뼈@陽山派 開祖道憲 1ft姓 金J:J;;王都A 꺼L염 瑞{義長줬主(景文 門下에 楊字， 性훨. 敏休，
(慶北聞慶都加恩、 王의 뼈) 成喝西 D大將 繼微 둥 rx:百 AO] 있다 

面院北里圓嚴후) 軍훌業金魚흉ií#，IJ阿띤 
爛1Jo}멍縣將單熙弼 

第二祖$緣 1ft姓 王J:J;; 公J+IA(高f홈代 門下에 펀超퉁이 있다 
부터 那물의 豪族으로 둥장 
함) 

須뼈山派 開祖1'IJ最 fft姓金J:J;;(慶州) 金海府知軍府事흙律 門下에 훌光， 道忍， 업能， 

(黃海道海~+I群首 (先代에 熊川에 流落함) 熙高麗太祖 慶뽕，玄照퉁이 있다 
陽山廣照츄) 

(출처 최병헌 197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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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로서는 선종이 중앙 보다는 오히려 지방 각지에 

서 유행하고 번창했던 연유의 일단올 대략이나마 알 수 있올 것 같다. 혼히 선불교 

의 대표척인 존재로 「九山輝門」 내지 「輝宗九山」올 툴곤 있지만(표 1 참조) , 그같 

윤 선종의 명가(名家)가 처움부터 존재했을 리는 없다. 선불교가 널리 유행하던 

어느 시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9개 문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올 것이다 39) 

V. 맺옵밟: 정리와 전망 

지금까지 나말여초의 정치변동율 불교사상의 한 갈래이자 동시에 敎學 佛敎， 톡 

히 화엄화에 대한 부정으로 풍장한 「선종」의 도입과 형성， 그리고 유행이 갖는 정 

치적， 사회적 함의에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논의된 내용올 압축적으로 정리 

하면서， 당시 사상계의 구조 및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올 지적한 다음， 선 

함으로써 지방의 落椰豪族 세력에 이념올 제공하였다，"(김두진 1973 , 55) 그리고 順之

의 선사상이 지방의 대호족이 주위의 군소 지방세력을 홍합해가는 과정을 합리화한 사 

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順之)의 輝思想윤 지방의 대호족을 옹호하는 이념이 되었 

다. 三遍없佛論윤 각기 독자적 방법올 추구하여 , 중생으로 하여금 內在的 實我롤 발견 

활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개인주의톨 추구하는 지방세력이 각기 독자적 세력을 형성시 

키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대호족올 중심으로 지방세력이 통합되어 나가는데 

필요한 順之의 선사상은， 願證寶際論에 나타난 「內證外H~J였다 r內證」온 願惜의 과정 

이며， 내재적 實我률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外1~J는 주위의 

대상올 포섭융합해가는 樂行過程인 것이다 헤밍漸證實際에 나타난 「會三歸-J의 사상은 

龍建이 三韓올 통합하려는 意思률 뒷받침활 수 있었다， 또 「敎輝-致」를 주장한 漸證實

際에 나타난 「混然-體」의 사상은， 지방의 대호족이 주위의 군소 지방세력올 홉수동화 

하여 결합된 세력권올 형생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선사상온 多元體짧IJ로 構造되어 있었 

지만 결국 _.元的으로 歸結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훨 수 있다"(김두진 1975 , 51)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멸한 검토가 훨요하다는 정만 지적해두기로 한다， 

39) 정성본(1995)혜 의하면， 그 당시(신라 하대)에 선종이 크게 번창했던 사찰로서는 적어 

도 43개사(강원도 9, 충청도 4 , 경기도 4 , 전라도 8, 경상남도 7, 경상북도 10, 황해도 

1)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역은 정성본 1995 , 290-292율 참조， 아올러 “九山輝門

중의 하나인 須鋼山의 개창년대가 신라말이 아닌 고려초였고 또 신라시대 輝家들에게 

는 九山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부각한 문헌올 찾올 길이 없기 때문이다”는 한기두 

(1975)의 지적 역시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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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9산 이후의 전망을 간략하게 덧붙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 사회에 등장해서 번성하게 되는 화엄종의 경우， 그 자체 독 

자적인 정치이론은 아니었지만， 전제왕권의 정치이념을 나름대로 제공해주는 속 

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화엄종의 교리와 전제왕권 사이에는 

일종의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고 보았다. 허나 후대로 갈수록 화엄종은 「空虛한 

學解的 k몹銷J [""難海한 街學的 敎學」 「街學的이고 司쩔的인 불교」로 흐르는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자연히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동시에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침 그무렵 선불교가도입， 유행하게 되었다. 

「不立文字， 見性成佛」의 기치를 내세운 輝은， 그 등장 자체가 그러하듯이， 전통 

적인 교학에 대해 확실히 파격성과 혁명성을 아울러 지닌 것이었다. 자연히 선종 

은 전제왕권에 대한 비판세력， 나아가서는 당시 정치변동의 주체로 둥장하고 있던 

지방세력， 특히 호족(豪族)들과 친화력을 가질 수 있었다[""지방(지역)의 대두(혹 

은 발견)J이라 해도 되겠다.때) 사상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선종의 도입과 유행 

은， 그 당시 사상계의 지배적인 위치. 말하자면 주선율(主族律) 지위에 있던 불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종의 헤게모니의 이행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華

嚴에서 輝으로」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겠다. 동시에 그것은 고대 문화에 대한 

비판， 극복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는 「중세적 지성」의 존재를 예감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41) 

하지만， 선종은 일종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종을 부정， 극복하는데까지 

는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다시 말해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의미는 가칠 수 있었지 

만， 정치변동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2) 

40) 그 당시 유행했던 하나의 갈래로 풍수지리설을 빼놓을 수 없는데， 필자의 경우， 그 자 

체 중앙(경주)의 권위를 약화시키면서 지방(지역)의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일종의 

「정치지리학」 같은 것으로 읽고 있다 

41) "나말여초의 선숭들은 단순히 輝엽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새로 둥장하는 

중세지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간계충인 중 

앙의 6두품족과 지방의 호족들에 의해서 추진된 이러한 일련의 사상적 복합화는 바로 

古代文化를 극복하고자 일어난 정신운동이었던 것이다." (최병헌 1986, 213; 최병헌 

1972 , 112-113 참조) 

42)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추만호 역시 輝宗과 농민들과의 거리를 지적하고 있다 "9 

산 선문의 성립은 신라 하대에 이르러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한 지방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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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실에 대한 변혁 에너지와 추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봉기에서 볼 수 있 

는 민중들의 에너지와 참여， 다시 말해 일종의 「대중똥원 (mass mobilization) J 이 필 

요했다. 선종은 소박한 삶 자체를 높이 평가하긴 했지만갱)’ 일반 농민들이나 민중 

들이 친근감을 느끼기에는 역시 일정한 거리가 없지 않았다. 선적인 체험과 교리 

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데다，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민 

중들에게는 역시 더 피부에 와닿는， 교종(화엄)과 같은 장엄하고 제도척인 장치44) 

나 아니면 일종의 천년지복적인 종교적 열정이나 메시아의 도래 같은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다. 필자가 보기에， 그같은 종교적 열정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역시 불교의 한 갈래에 다름아닌 「미록사상」에 의해 제꽁될 수 있었다.(김석근 

19%b: 진덕규 2002: 조인성 1997) 

이쯤에서 우리는 ‘유교’ 와 6두품 지식인들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나마 

짚어두어야 할 것 같다. 제2장에서 검토한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해당한 

다. 무엇보다 고익친의 다음과 같은 논평이 도움이 된다. “당시의 유교는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 로 퉁장하기엔 아직 미숙했다고 보고 싶다. 신라에 유교가 언 

제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광 · 원안 · 자장 퉁의 고숭은 불교에 앞서 簡傳을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가농했던 것이며， 비록 욕정한 신분집단이나 개인의 지원이 없 

었던 것용 아니지만， 일정한 세력 일변도의 지지 속에서 선종의 기반이 세워지지 않았 

음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농민봉기를 고비로 호쭉과 선사들의 밀착관계가 형성되며， 후 

삼국 쟁패가 치열한 지역에서는 세력권의 변화에 따라 연고지의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꾀했음올 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봉기가 발발하기 

이전에 혁명적으로까지 보이던 선종이 , 사실상 양심적인 개인의 지성만으로 만족하는 

진보적인 지배이데올로기였옴을 반중한다고 힐 수 있다. 이는 선종의 관념성이 지닌 현 

실인식의 한계가 농민봉기 이후에 농민군에게 물리적인 압박올 받으면서 점차 지배계 

급으로 기울 수 밖에 없었던 점에서 잘 나타난다，" (추만호 1992, 254) 

43) 그것운 선종의 큰 장점이자 무기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발전한 여러 종파들 가운데서 

845년의 법난(法難)에서 살아 남아 뒤이은 2세기 통안 활동올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토종과 션종 뿔이었다 선종이 살아남울 수 있었번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 

다. 불상이나 성전(聖典)과 같윤 종교의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파괴된 후에도 선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둘째로 선종은 

사회의 기생충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종의 출가 수도숭들윤 날마다 어떤 

식으로든 생산에 참여하는 노통율 했기 때문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 

다는 것이 그들의 기치였던 것이다，"(케네스 첸/길회성(외) 옮김 199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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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있다. 그러다가 강수(문무왕 13년 沙浪이 됨)와 설총(원효의 子， 신문왕대) 

이 나오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신라 유학자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 그러 

나 당시의 유교는 그 자체가 철학과 신앙의 변에서 ‘웅대한 스케일’ 의 화엄사상을 

무너뜨렬 만한 깊이와 힘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유생들 또한 王政 아래서 관료신 

분의 획득으로 만족할 뿐， 政敎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신라의 대표적 유학자라 할 최치원까지도 불교와 道敎에 념나들며 유학사상에 철 

저하지 못하였고， 그의 저술을 볼 때 일개 관료적 문필가이지 시대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만한 사상가는 아니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현세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유교의 德治主義가 위정자의 관심을 계속 끌었던 것 같지만，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채 택 되 기 엔 미 흡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익 진 1989 , 479-480) 

일찍이 필자가 지적한 바 있듯이 , 신라 하대와 나말여초를 거치면서 유교는 사 

상계 내에서 조금씩 약진하고 있었다. 삼국통일 이후 유교는， 실은 전제왕권을 뒷 

받침해주는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었다.682년(신문왕 2)에 셜립된 「국학(國學)J의 

존재， 788년(원성왕 4) 설치된 「독서삼품과」라는 관리채용 시험제도 등이 단적인 

증거가 된다. 하지만 유교는 「골품제」라는 사회적 장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설총과 강수 같은 유학자들이 6두품이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상징적 

이다(김석근 1996b).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6두품 세력(최치원， 최언위， 최승우) 

은， 그들의 유교적 합리성을 토대로， 나말여초라는 변혁기를 거치면서， 보다 정확 

하게는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 이후에야， 비로소 정치 영역에 가까이갈 수 있었 

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김석근 1999a)45) 

요컨대 나말여초라는 정치변동 속에서 輝宗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지 

닐 수 있었다. 기존 교학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선종은 자 

44) “輝은 일체의 言敎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화엄과 대립한다 그러면서도 근본원리는 화 

엄과 통한다. 근본원리는 교리를 통해 정립되는 것이므로 선은 화엄을 떠나 존립할 수 

없다 ... 더구나 일반 민중은 선처럽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 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각박한 현실에 괴로워하는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事象으로 화려하게 장염된 이 

상세계’ 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輝과 화엄은 극도로 상호배제적이면서도 불가분의 

관계를 이룰 수 밖에 없다/’(고익진 1989 , 531) 

45) 최병헌 역시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이후로 보았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유교사상이 정치이념으로 대두하면서 불교는 정치에서 분리되어 불교라는 종교 

적 관념이 정치 전반에 미치고 있던 영향도는 크게 삭감되었다."(최병헌 198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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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부파된 시대적 과제룰 다한 후에도， 여전히 불교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남 

아 있게 되었다. 그 전통온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6) 사상사의 중충구조와 그 

변화에 주목하는 이 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사상계 내 

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작 궁금해지는 

부분은， 나말여초 이래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유교가， 특히 새로운 유학으로서 

의 주자화(신유학)이 불교， 특히 선종의 논리를 사상내재적으로 파연 어떻게 비 

판， 극복해가는가 하는 점이라 하겠다. 

46) “신라 말에 수용된 빼은 고려시대에 와서 독자척인 전개훌 하면서 현재 暫樓宗의 원류 

가 되어 이 시대에 확립되었율 쁜만 아니라 한국 불교 전체의 방향옳 규정짓기도 한다. 

또한 신라시대에 없었던 天台宗이 새로 성립되고，*，宗과 합께 敢宗올 발전케 하여 한 

국불교의 특색으로서 禮 · 敎 兩宗의 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가마다 시게오/ 신 

현숙 옮김 1988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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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tl"'lftr I1 

πle Political Change and Political Thoughts During the Late 
Silla and 없rly Koryo Dynasty(羅末麗初): πle Case of Zen 

Buddhism(Sonjong, 輝宗)

5Iag"&un IUm Yon않jUniv앙"sity 

πllS P야lef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olitic때 change and the politic빼 th에ghts， 

especia1ly conceming the introduction 뻐d prev떠ence of Zen Buddhism during the late Silla 

and early Koryo 1ηnasty. Moreover, it asserts that there was a sσong affmity between the local 

elit，엉， the rising strata of the political ch없1ge and Zen Buddhism(Sonjong), a critical branch of 

Buddhism. 

Above a1l, Zen Buddhism(Sonjong) had criticized the A v뼈m잃.ka sect떠waom-Jong， 華嚴

宗) which played as the political ideology of Silla monarchical Kingship and represented ‘a 

이ffic띠t， pe뼈1따， and pastoral Buddhism'. Zen Buddhism arose as an altemative religion and 

politic따 thoughts. Naturally, it could be connected with a critical force, moreover the local 

elites, to the Silla Monarchy. 

πle intr여uction and prevalence of Zen Buddhism could be reg따ded as a shift of hegemony 

of Buddhism, in the political thoughts. It could be summarized as “From the Avatamsaka 

sect(Hwaom-Jong) to Zen Buddhism(Sonjong)", a critics and overcoming of Ancient culture, 

and a vision of “Medieval Intelligence". 

However, Zen Buddhism(Sonjong) could not succeed in the mass mobilization and 

complete the political change. Because of its bas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psychological 

distance to the peasantry and general masses. on the other hand. the Maitreya Bud빼llsm(鋼動 

信1rp) ， which could offer the passion of Millenianism Movement and the coming of Messia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ss mobilization 뻐d political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