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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불교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1)
이 논문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 검토 대상 자료는 국내외
박사학위논문이다. 불교학 관련 자료로는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이 논문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며, 박
사학위논문은 전문 저술로서 그 학술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국내와 현재 세계불교학계를 리드해가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의 박사학위
논문들이 이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국내의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은 국회도서관 인터넷 사이트(http: // w w w . nanet .go.kr )에
등록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다.2) 그리고, 북미주 박사학위논문의 경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1) 한국불교 연구사 90년의 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한국불교의 쟁점들을 정리하
고 한국불교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글에 대해서는 길희성b 1999 : 47- 9
참조.
2) 불교학 박사학위 논문 검색 인터넷 시스템은 이 시스템 외, 아카데미 인프라 논문
총정보(h ttp : / / w w w .acain .co.kr )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누락된 논문들이 많
아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로 1999년 4월 22일 설립
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터넷 사이트 (http : / / ris s .k eris .or .kr )를 통해서도 학
술지논문 일반 항목 검색이 가능하나,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었
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불교학 관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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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북미주(드물게는 영국 등의 나라도 포함)에서 발표된 논문 초록 전
산자료집 (UMI Dissertation Ab stract s Ondisc, 이하 UMIDAO)에 등
록된 석·박사학위논문 중

철학, 종교, 신학 (Philosophy , Religion ,

and T heology ) 분야에서 불교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한다.3) 이 분야
는 이 논문의 분석대상인 불교학과 학문적으로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이며, UMIDAO에 수록된 10가지 전분야를 검토하기에는 이 논문
의 목적에 비추어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UMIDAO에는 1861년부터 1998년까지 북미주의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대학교(accredited univer sities )에서 나온 박사학위 논문(일
부 석사학위 논문도 포함)에 대한 참고 정보—논문제목, 학위자명, 지
도교수명, 학교명, 저술년도와 초록 등—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1980
년 이후에 나온 학위논문의 경우 대부분 초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므로, 1979년까지는 제목 중심으로, 1980년 이후에는 내용도 참고하면
서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불
교학계의 흐름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불교학 연구 동향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불교4 )학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위한
전산시스템인 Glog at e 20 W eb P r og ram 으로도 석·박사학위논문 일람표를 살
펴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국내 불교학 박사학위 논문 현
황은 현재 가장 광범위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국회도서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논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3) 여기에는 불교 관련 논문들이 다음과 같은 10가지 분야별로 수록되어 있다: 통신
및 예술(Com m u nication s an d th e A rt s ); 교육(E du cation ), 언어, 문학 및 어
학(Lang u ag e, Lit er atur e, an d Ling u istics ); 철학, 종교 및 신학 (P hilosoph y
Relig ion , an d T h eolog y ), 사회과학(S ocial S ciences ), 생명 과학(Biolog ica
Scien ces ), 지구 과학(E arth S ciences ), 건강 및 환경 과학(H ealth an d
En v ir on m en t al S ciences ), 물리학(P hy sical Scien ces ); 심리학(P sych olog y ).
4) 심재룡은 한국불교 란 한국화된 불교(Kor ean Bu ddhism )와 한국에서 연구되
고 있는 불교(Bu ddhism in K orea)를 다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 him
Jae- ry on g 1999 : 1).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한국불교도 이 견해에 따라 양면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탁은 현재 진행되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한
국불교의 특징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불교라는 말을 피하고 동북아시아
불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좌담 1999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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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다.5 )

I . 국내외 불교학 연구 동향
1. 국내의 불교학 연구 동향
(1) 불교학과 국내학계
한국의 대표적 전통철학사상 중의 하나인 한국불교는 근대화의 물
결 속에서 우리 학문계에서는 주변학문으로 취급받아 왔다. 종교별 학
교 수, 전공 교수 수, 관련 교과목 수, 전문학자 배출 학교 수, 정부지
원 상황, 불교학계의 자체 노력 등의 전반적인 면에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별 학교 수에 있어서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 훨씬 열세 상태에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국에 소개된 시기는 각각 17세기 초, 19세
기 말이었던 반면, 불교는 4세기 말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천주교의 경
우 300년 정도, 개신교의 경우 100여 년의 기간이 지난 1997년 현재 기
독교계 교육기관의 수는 1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계의 그것에 비
해 압도적으로 많다. <표 1>과 <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학의
경우 기독교계에 대한 불교계의 비율은 단지 5.2% (3/ 58)에 불과하다.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 수도 적다. 한국불교학은 불교학과, 선학과, 철
학과, 역사학과, 종교학과, 국민윤리학과, 동양철학과 등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 중 불교학과와 선학과는 불교계의 종립대학교에만 개설되어
있으며, 동양철학과에서는 주로 유학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학문으로서의 불교학은 철학과, 역사학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5) 이 논문은 1999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과제인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평가
와 제언 의 한 장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 논문 작성에는 이 과제 주관자인 심재룡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인 서정형, 허인섭, 박해당, 송현주 박사들의 조언이 큰 도
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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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종교계 교육기관 현황(1997)
대학
(교)

고등
학교

중
학교

초등
학교

계

개신교

43

117

100

8

268

천주교
불교
계

12
3
58

36
13
166

26
14
140

6
1
15

80
31
379

< 그림 1 >

< 표 1>의 그림

(자료: <현대불교> 1998. 5. 6. [11])
그리고, 이 두 분야에 비하면, 학자 및 논문 수가 적긴 하지만 종교학과
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약 반은 종교인이며, 종교
인 중 약 반은 불교도다. 그러나, 현재 불교학자 수는 100여 명에 불과
하며, 이는 불교가 한국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비해 다른 분과별 학문
에 소속된 학자들 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서양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수와 동양철학 교수 수의 비율은 8：
2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더욱이 동양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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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 전공자는 소수에 머물고 있다. 한 예로,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
철학과목이 가장 먼저 개설되었던 학교다. 그러나, 1983년 당시의 통계
에 따르면, 이 학교의 철학과 교수진 14명 가운데 동양철학 전공자는 3
인이었으며(심재룡 외 1986: 320), 그 중 불교학 전공자는 단 1명이었
다. 현재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불교계 종립대학교를
제외한 일반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다.
불교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많지 않으므로 국내 대
학교의 불교학 관련 개설 과목 수도 자연적으로 적다. 우리나라 대학
의 인문계열에는 약 40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학과
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겨우 3곳6)이며, 이들은 모두 불교종립대학
들이다. 통계상으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종합대학에 철학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250개 이상되는 전국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
치고 있다(이기상 1999：94).7 ) 그러나, 현재 한국 대학교의 철학과에
서 설정되어 있거나 개설되고 있는 교과과정의 3/ 4정도는 서양철학 관
련 과목들이다(남경희 1999：56).8) 따라서, 서양철학에 비해 동양철학
교수 비율은 1/ 4에 불과하다. 더욱이, 동양철학 관련 개설 교과목의 대
부분은 유교 과목이며, 불교 과목은 아주 적다. 1945년 광복 이후 50
년간 동양철학 분야에서 현재 확인된 자료수(책, 학위논문, 일반논문)
분석에 따르면, 철학사별로는 조선 시대(1392- 1910)에 집중되어 있으
며, 철학자별로는 유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
사상가에 대한 불교사상가 연구 비율은 24%에 머물고 있다(허남진

6)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위덕대학교, 이 외에 원광대학교에는 원불교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7) 그러나, 국내 4년제 대학 총 수와 관련, 다른 통계도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
국 국공립대 26, 사립대 136, 교육대 11, 산업대 20 , 특수/ 대학원대학교 25 등 전
국 4년제 대학은 모두 218곳이다. 이 외에 전문대학 168곳, 기능대학 19곳이 있
다. 이 것은 1999년 7월 2일 현재 인터넷(h ttp : / / w w w .n etian .com )으로 검색한
결과다.
8) 이 사실은 우리 철학계의 상황이 1970년대에 비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1970년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종명 옮김, 1999 : 98참조.

138

특집

1995: 181). 이러한 상태지만, 교육과정과 방법을 검토한 논문들 중에
서도 한국불교학을 교육과정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발견되지 않는
다( 한국대학년감 상 1994：226- 230).
전문 불교학자를 배출하는 학교 수도 적다. 250개 이상이 되는 전국
대학 중 이제까지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자를 배출한 학교는 16개교(전
체의 6%, 216개교 기준 시는 7%)에 불과하며, 그것도 종립학교인 동
국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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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일람표 참조). 더욱이, 학부와 대학원 모두 불교학 전
공 지원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것은 일반 대학교와 불교종
립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9)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원은 경제나 산업과 같은 다른 분야에 배
분되었기 때문에, 불교학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도 극도로 제한
된 상황에 있다(Shim 1999: 175). 따라서, 불교학계에 대한 정부의 연구
비 지원 상황도 아주 열악하다. 현재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술지 발
간 지원금을 받은 불교계 학술단체는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미술사학
회 등 세 곳에 불과하다. 매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비 지원을 받는 곳
이 총 4백여 학술단체인 점에 비하면, 극소수인 셈이다(<현대불교>
1997. 12. 24. [9]).
외부적 상황도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지만, 불교학계
내부의 자체 노력도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호국불교와 회통
성을 사이비- 이념화해서 그것을 한국불교의 특징처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현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이다(심재룡 1999：60). 불교종립대학
들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다른 동양사상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양사상, 비교종교학, 종교사회학 등에 관한 연구는 더욱 드

9) 서울대학교 동양철학과의 불교학 전공 석·박사 과정의 학생 수도 점차 줄고 있
다(1997년 12일 30일 서울대학교 철학과 심재룡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리고, 동
국대학교 선학과의 혜원 스님에 따르면, 종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도 불
교학부의 존립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대불교> 1997. 4. 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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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 따라서, 인문학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신문> 불기 2543 (1999). 5. 11. [8]). 그리고, 1999년 현재
가톨릭학계나 유학계에서는 비중 있는 대중적 학술 잡지들을 발간하
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학계는 불교사상으로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낸 대중적 학술지가 전무하다. 한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근대성 지수(m odernity index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한국의
종교인들 중 이 지수는 불교도가 가장 낮다. 그리고, 불교도 중 젊은
나이층 신자 비율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같은 연령층 신자 비율보다
훨씬 낮다(Shim 1999: 264- 2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를 포함한
기존의 불교학계가 대중적 학술지를 만들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교학계는 아직도 상아탑에 갇혀 있으며(조병활 1999：
8), 숭불과 억불의 역사적 경험을 새로운 불교의 진로 모색에 적용하
는 데 실패한 한국불교, 귀족불교와 민중불교의 상반된 특질을 정확히
규명해내지 못함으로써 미래불교의 사상적 방향 모색을 외면해 온 한
국불교, 일제 시대 이후 종교적 기능보다는 세속적 이해 다툼에 몰두
하면서 몰역사성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한국불교 ( 프롤로그 1999:
10)라는 비판을 듣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불교철학을 포함한 동양철학을 연구하지 않는 연구자
들이 참고할 논문이 별로 없다. 그 논문이 그 논문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6, 70년대 논문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 (허
남진 1995: 189)는 비판을 다른 학계로부터도 듣게 되었다. 더욱이, 지
난 1600년 동안 사실상 민족문화의 기저요, 민족정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한국불교가 기독교 전래 1백여 년만에 신자 수에 있어서도 기
독교에 추월 당하여 제1종교로서의 자리도 내놓게 되었다(이학종
1999: 10).
따라서, 현재의 한국불교는 국내 학계서는 주변학문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제2종교로서 자리매김되고 있
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방성과 폐쇄성의 두 가지 잣대를 놓고 한국불
교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심재룡 1999: 67). 한국불교가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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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계와 종교계 중, 이 논문의 취지에 따라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불교의 국내 연구 동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자.
(2) 국내 불교학 연구 동향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한국불교는 동아시아불교의 틀 속에서 전개
되었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불교적 사유 틀은 중국불교
의 그것을 무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내 불교학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맥을 같이하며(Shim 1999: 180), 현재까지도 한국불교학계는 일본 불
교학계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불교 연구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국내 불교학 연구 동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일본의 불교 연구사
동아시아의 불교연구는 전래 당시부터 이 지역의 전통사상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되어 왔다. 제 1기는 불교를 성인의 가르침 이라
는 관점에서 그 가르침의 내부에 관심을 두던 시기로서 깨달음 의 획
득을 가장 절실한 당면 과제로 삼았다. 이 시기에는 불교의 역사성,
지역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도 로서 신앙되어졌다. 이런 양상은 동아시
아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로 20세기의 근대적인 의미의 불교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제2기는 20세기를 전후하여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불(교)학 이 생긴 시기다. 서구의 충격과 더불어 생긴 것
으로서 서구의 철학용어와 방법을 빌어 그 이전의 불교 를 재해석한
것이다. 이런 불교학은 천태학,

선학,

화엄학,

정토학,

진언학

등으로 분화되기도 하였다. 제3기는 이른바 지나학(Sinology )이라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불교를 연구하는 시기다. 지나학은 유럽에서 생
긴 문화학의 한 분야로서, 유럽에서 유학한 일본학자들에 의해 두 가
지 태도로 진행되었다. 한 가지는 일반문화학으로서 중립적 태도를 취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서 불교를 연
구하는 태도이다. 후자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불교연구다(신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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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7). 특히, 일본의 경우 서구 열강과 아시아 침략의 경쟁과정에
서 대동아 공영권 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이런 이데올로기
만들기와 선전하기에 불교학자들도 동원되었으며, 그들은 불교사상을
제국주의 침략의 무기로 악용했다. 경도학파의 창시자인 니시다 기타
로((1870- 1945)도

그랬고,

젠(禪)불교

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츠

(1870- 1966)도 그랬다. 스즈키는 당시의 청일전쟁을 종교적 성전으로
까지 미화시켰다(신규탁 1999: 20). 그리고, 일본에서는 1910년을 근대
적 의미에서의 동아시아 불교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
러나, 이 시각에는 불교가 일본에서 결실을 보았다는 일본지상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젠불교 연구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난다. 이들은 일본 불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시대에 속하
는 불교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최근 들어 이런 시각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동아시아 사상사라고 하는 시야 속에서 이 지
역의 불교사상을 연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반성적 시각은
불교학을 전통적으로 하는 이들에게서보다는 동아시아 사상사를 연구
하는 이들에게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신규탁 1999: 29- 30).10)
2) 국내 불교학 연구사
한국의 경우 근대적 의미에서의 한국불교사 연구는 일제시대 때부
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일본의 불교 연구시각과 관계를 맺고 진행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었으며(신규탁 1999: 30),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6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국내의 불교학자들은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 절에서만 공부한 학승들; (2) 절의 강원 교육과 반 서구
식 일반 교육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 (3) 대학교의 학자들. 이들 중 학
승들이 국내 불교학 연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편이며(Shim 1999:
10) 현대 중국불교와 북한불교의 경향에 대한 논의는 신규탁 1999 : 27- 30 참조. 현대
중국대륙 불교학 연구에 대한 한 성과에 대해서는 S as o, tr an s . an d ed . 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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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온 그룹은 세 번째의 대학교 학
자들이다. 이들에 의한 불교연구 시각은 크게 불교 교학적 접근, 지역
연구분석, 시대별 분석의 3가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불
교학 연구 현황과 관련, 3가지 변화가 있었다(정병조 1997: 13- 14,
16- 24).
제 1단계는 계몽적 불교연구 시대(1945- 1960)다. 이 시기에는 대부
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불교학자들과 불교사학자들이 활동을 하였
다. 불교학자들은 일본 불교학계의 경향을 이어 받으면서 과거의 명승
들과 유명한 불사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한국불교의 특수성 찾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이어
지고 있다.
제 2단계는 훈고학적 연구 시대(1961- 1979)다. 이 시기에는 경제발
전과 민족주의 열기에 힘입어 불교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학 연
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수주의적이
며 불교중심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에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고, 국내 불교학계의 학제간 연구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제 3단계는 현대적 접근 방법의 시대(1980- 현재)다. 이 시기의 한국
불교학계는 일제의 잔재를 서서히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00
여명에 불과한 한국 불교학자들이 새로운 과제를 완수하기에는 버거
운 형편이다. 더욱이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국수주의적, 불교중심주의
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불교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선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민중불교운동의 전개
와 더불어 응용불교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한
글 염불을 비롯한 불교의례의 현대적 전개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지성적 접근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년제 불교교양대학의 신설은 재가불교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다. 사찰단위로 운영하는 정기 강좌코스까
지 포함하면 현재 전국의 불교 교양대학 숫자는 약 80여 곳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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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전통 불교적 가치의식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
내용은 극성스러울 정도의 전도 활동, 외향적 종교성향 태도, 사회화
에 대한 자부심 등으로 대표되는 이 변화는 외래종교의 성장에 자극
을 받은 면이 크다.

2.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 동향
서양인들이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기였으며, 불교에 관한 지식은 서양학자들의 노력; 서양의 철학자,
지식인, 작가, 예술가들의 작품; 서양에 이민 온 아시아인들의 노력의
세 가지 채널을 통하여 소개되었다(Keown 1996: 117- 122). 그리고, 서
구에서의 불교 전개는 크게 3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지
중해세계와 인도세계 사이의 첫 지적 접촉이 이루어지던 기원후 초기
몇 세기동안이었다. 이 때 서구인이 접촉한 불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이긴 했으나, 학문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서양문
헌에서는 불교와 접촉한 기록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제2단계는 기
독교 선교사들의 태도에 의해 관찰할 수 있으며, 중세에서 19세기까지
불교에 대해 말한 유일한 그룹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불
교를 연구한 목적은 불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
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제3단계
는 동방 부흥 (Oreintal Renaissance)시대다. 이 시기의 전통은 불교
에 관심을 가진 현재의 서양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Durt 1976:
85- 88).11)
11) 뒤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불교에 대한 학문적 관
심의 황금기는 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는 모든 동아시아 연구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불교학 연구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파리에서 불교를 자신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이는 거의 없다
더욱이 철학적이며 교학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점차 식어가고 있으며, 사회적
민족지학적, 정치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소수에 불과한 유럽의 불교학자들이나 학생들은 불교도가 아니며, 불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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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교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의회(T he W orld Parliam ent of Religion s )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일
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Fields 1992: xiii). 그 이후 점진적인 인기를 얻
어 오다가 현재는 스스로가 불교도라고 칭하는 미국인이 300만명에 달
할 정도로 불교는 크게 성행하고 있다. 1990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미
국인 대다수는 여전히 신을 믿고 있다(T weed 1992: 158).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불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

교 (Fields 1998: 469)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서양불교전통
을 새로운 불교 ( Nav a 12) Buddhism )13)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관심은 학문적 차원에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와도 달리 유럽인들은 다소
희한한 눈으로 유럽의 불교단체들을 바라본다(Durt 1976 : 85- 89).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불교 동향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더트가 관찰한 1970년대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수백개의 선불교센터와 티베
트 불교의 명상센터가 있으며, 송광사의 파리 분원인 길상사도 있다. 프랑스의 불
교도는 6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성인의 15%인 600만명이 불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르느와르 1999 : 109 - 111). 또한, 불교가 현실에 대한 철학으로 간
주되고 있는 독일이나 다른 앵글로색슨 계통의 국가에서는 달리, 현재 프랑스에
서도 불교는 종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뒤르의 주장과는 다르다(브뤼 1999
113). 1999년 현재 독일에는 50여 개의 불교모임이 있으며, 신도수는 약 10만명
이다( 독일불교 현황 < 현대불교> 1999 . 8. 1 [11]). 서양어로된 불교 관련 연구
업적물 목록에 대해서는 In ada 1985, R ey n olds 1981, de J on g 1979 참조. 미국
에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19세기 후반기를 중심으로 당시 미국의 주류
문화인 빅토리아 문화(Victorian cultu re) 속에서 전개된 불교의 성격과 가치를
다룬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T w eed 1992 참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불교에
영향을 미친 불교인물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논한 데 대해서는 F ields 1992 참
조. 문화사적 관점에서 서양의 불교 연구 현황을 그린 데 대해서는 Lopez, ed
1995 참조. 그리고, de J on g 1987, A lm on d 1988, S tr eng 1984, T uck (출판년
도 불명)도 이 논문 작성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책들이나 여기서는 참고하
지 못하였다.
12) N av a 는 산스크리트어로서 새로운 (n ew ), 신선한(fr esh ) 등의 뜻을 가진
단어다.
13) 이 개념은 동북아국가들과 동남아국가들이 인도의 불교전통을 받아들여 자신들
의 문화적 전통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대승불교와 상좌부불교 전통을 형성해 온
것처럼, 서양인들도 자신들의 문화전통에 맞춰 새롭게 해석된 불교를 형성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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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UMIDAO 수록
석·박사학위 논문 중 철학, 종교, 신학 부분 의 논문 현황을 통해 세
계 종교학계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해 보자.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 표 2> 세계 종교학 연구 현황
1861- 1980.6
1980.7- 1984.12
1985.1- 1988.12
1989.1- 1991.12

계
비율(%)

기독교 불교 천주교
190
63
21
175
52
37
196
61
30
226
59
45
787
235
133
56.5 16.9
9.5

이슬람교

24
21
33
37
115
8.2

힌두교 유교 도교 계
17
14
4
333
14
6
4
309
11
13
9
353
18
6
8
399
60
39
25 1394
4.3
2.8
1.8
100

여기서는 1861년부터 1991년 12월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2년 1월 이후는 자료가 없어 검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교학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결과를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1860년대 이후 1990년
대 초반까지 세계 7대 종교 중 불교는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나온 전체 석·박사학위 논문 중 약 17%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불교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3대 종교를 구성
하고 있는 유교와 도교는 각각 2.8%와 1.8%를 차지하고 있어, 서구학
계의 불교학 연구에 대한 관심도는 유교나 도교에 대한 관심도의 6배
이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대학교의 불교학 개설 현황과 수강 현황을 통해서도 불교에 대
한 미국인들의 깊은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14) , 글쓴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고 있다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14) 글쓴이의 석·박사 학위과정 지도교수였던 미국 U CLA 의 버스웰(R ob ert E . B
u sw ell, Jr .) 박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통계는 자신도 정확히는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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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단면을 살펴볼 수는 있다.15) 미국의 대학교에 불교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다. 그리고, 북미주의 대학교 중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불교학 및 불교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던 학교는 모두 28곳(미국 25곳,

16)

캐나다 3곳17) )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최근 세계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점에서 현재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특징은 북미주의 대학교 중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
져 있는 소위 명문 사립, 주립대학교들은 거의 불교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미국학계는 세계학계를 리드해가
고 있다는 평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교학 연구는 현재의 세계 학
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면서, 현재 일본의 고마자와(駒澤)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불교 관련 전산
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M uller (Ch arles M uller ) 박사에게 문의해 보기를
권하였다. 글쓴이는 M u ller가 만든 Int ern et W eb site (http : / / w w w .h um an .t oy
og ak u en - u .ac .jp )를 통해 검토하였으나,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
았다.
15) 이 결과는 글쓴이의 동료인 P ori P ark 박사(현재 미국 Carlet on 대학 조교수)가
대학원생 시절 B odhiford 박사(현재 U CLA 교수)의 조교로서 그를 도와 1980
년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북아메리카 지역 대학교 중 불교학 관련 과목 교
수들 현황과 그들의 주요 저술들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다.
16) Br ow n Un iv er sity , California In stitut e of In t eg r al S tu dies , Colum bia
Univ er sity , Corn ell Univ er sity , H arv ar d Un iv er sity , In dian a Un iv er sity
at Bloom in g t on , N orth w est ern Un iv er sity , P rin cet on Un iv er sity
St anfor d Univ ersity , T em ple Univ er sity , Un iv er sity of A rizon a
Univ er sity of Californ ia at Berk eley , Univ ersity of Californ ia at L os
A ng eles , Univ er sity of Chicag o, Univ er sity of H aw aii at M an oa
Univ er sity of Iow a, Un iv er sity of M ich ig an , Un iv er sity of Min n es ot a
Univ er sity of P enn sy lv ania , Univ ersity of P ittsbu rg h , Un iv er sity o
S ant a B arb ara , Univ er sity of S ourth ern Californ ia, Un iv er sity of
W ashin g t on , Un iv er sity of W iscon cin at M adis on , Y ale Univ ersity .
17) M cM ast er Un iv er sity , Univ ersity of British Colum bia , Univ ersity o
T oron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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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증거는 미국 대학생들의 불교학
과목 수강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 예로, UCLA (Univer 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의 버스웰(Robert E . Bu sw ell, Jr .) 교수가
가르치는 한국불교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Buddhism )을 수강
하는 학생은 1997년 현재 약 200명이나 된다.18) 이들 수강생들은 크게
재미교포 자녀들과 현지 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UCLA
에는 미국의 대학교 중 재미교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학
교며, 이들 재미교포학생들의 70% 이상은 기독교인들이다. 상대적으
로 강한 배타성을 보이고 있는 한국계 기독교인들과 미국인 학생들이
한국불교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불교학에 대한 관심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주에서의 그것에 대한 관심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
교학은 국내에서 주변학문의 위치에 있는 반면, 북미주에서는 큰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전문 학계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국내외의 박사학위논문 발표 현황을 통하여 불교학 연구 동향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국내 불교학 박사학위논문 현황
국회도서관 인터넷 자료 검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1998년까
지19) 발표된 국내의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논문20 ) 현황을 검토해 보자.

18) 1997년 10월 8일 한국불교연구원에서 글쓴이가 버스웰 교수와 가진 대화에서.
19) 1960년대 이전의 학위논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국내에서는 불교학 분야 박
사학위자가 1960년대까지는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 이 자료에도 누락된 논문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글
쓴이가 알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들(예: 최유진,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 서울대
1988 ; 정영근, 원측의 유식철학: 신·구 유식의 비판적 종합 , 서울대 1994 ; 방
인, 태현의 유식철학 연구 , 서울대, 1996 )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계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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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국내 불교학 박사학위논문 일람표(1970s - 1998)
3- 1. 1970년대(2)21)
1975 안계현, 신라시대 정토왕생 사상사 연구; 부논문: 조선전기의 승군;
려원관계에서 본 고려불교, 동국대
1975 이재창, 고려사원 경제의 연구, 부논문: 불교의 사회경제관; 여대반승
고, 동국대
3- 2. 1980년대(23)
1980 박선영, 불교적 교육관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81 김진환, 원시불교의 연기사상 연구, 건국대
1982 고창수, T S Eliot의 F our Quarters 에 나타난 불교사상, 성균관대
1983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시의 연구- 선가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
1984 박리도,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의
시, 경희대
1984 최성호, 신라가요 연구, 원광대
1985 안영배, 한국불사의 건축 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
1985 송재운, 왕양명 심학의 연구- 심즉리의 연원과 치양지를 중심으로, 동
국대
1985 윤광봉, 한국演戱詩연구- 송만재의 觀優戱 50首를 중심으로, 동국대
1985 천두현, 조선조 시가에 나타난 유교사상 연구, 동아대
1986 김준경, 원효의 교판관 연구, 동국대
1986 심동복, 구운몽 연구- 불교문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원광대
1986 윤세원, 불타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원시경전을 중심으로, 중앙대
1986 진성규, 고려후기 진각국사 혜심연구, 중앙대
1986 황양미, 한국현대소설에 미친 불교설화의 영향, 서울대
1986 조수동, 여래장사상에 관한 연구, 영남대
1988 고익진, 한국고대 불교사상사 연구, 동국대
1988 강문선, 북종신수의 선사상 연구, 동국대
외하였다.
21) 괄호 안 숫자는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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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신종원, 신라 초기불교사 연구, 고려대
1988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구, 동국대
1989 김복순, 신라 하대 화엄종 연구: 최치원의 불교관계 저술과 관련하여,
고려대
1989 임영자, 한국의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불교와 도교 복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1989 정광호, 근대 한일불교 관계사 연구: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하여,
경희대
3- 3. 1990년대(19)
1992 강영경, 신라 전통신앙의 정치사회적 기능 연구, 숙명여대
1992 김광식, 고려 최씨 무인정권의 불교계 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1992 김승호, 한국 교육철학에 있어서의 二而一사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양대
1992 김인종, 고대 인도불교와 자이나교 교섭에 관한 연구, 원광대
1992 김주곤, 한국불교가사 연구, 대구대
1992 백경임, 불교가정 아동의 부처님 개념 사고발달과 인지발달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경희대
1993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1993 박경준, 원시불교의 사회경제사상 연구, 동국대
1993 이정덕, 불교의 가정윤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
1993 정갑동, T S Eliot의 시와 불교사상, 성균관대
1994 이일재, 한산의 시 세계 연구: 선 문학적 입장에서, 동국대
1994 이창숙, 인도불교의 여성성불사상에 대한 연구, 동국대
1995 남동신,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 서울대
1995 박금표, 불교와 인도 고대국가 성립에 관한 연구: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1995 윤기봉, 불교 權化思想의 한국적 전개와 大巡思想연구, 동국대
1995 이혜숙, 불교복지사회학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사회복지정책과 임상
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1996 박해당, 기화의 불교사상 연구, 서울대

150

특집

1998 김성원, 정치사적 관점에서 본 미얀마의 불교와 정치, 한국외국어대
1998 김정희, 생명여성주의의 존재론적 탐구: 반야 불교와 노자의 마음
개념에 기초한 신인간형의 모색, 이화여대

이들 자료 중 초록이 있는 경우(1980년대의 일부 논문 및 1990년대의
대부분의 논문)는 초록의 내용도 참고하였으나, 초록이 없는 경우에는
제목에 의해 내용을 추정하였다. 년대별 논문 편수는 <표 4>와 같다.
< 표 4> 년대별 논문 편수
연대
편수

1970s
2

1980s
23

1990- 1998

19

합계
44

연 평균
1.6

1970- 1998년 사이에 총 44편, 년 평균 1.6편의 불교학 관련 박사학
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1970년대는 2편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23편으
로 전년대의 10배 이상 증가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1980년대와
비슷한 정도의 편수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45년 해방 이후
50년간 발표된 불교학 관련 자료 수(책, 학위논문, 일반논문) 검토 결
과, 학위논문배출이 8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논문, 저술
의 양적인 면에서도 한국불교는 1980년대 이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다(허남진 1995: 186- 188)고 한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연대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도에는 정토사상사(부
논문: 승군, 고려불교- 원)와 사원경제(부논문: 사회경제관, 고려 반승)
를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1980년대에는 문학(8), 철학
(7), 역사(3), 인물(2), 교육(1), 건축(1), 복식(1) 분야의 논문들이 발표
되었으며, 특히, 문학과 철학사상 분야의 논문들이 많았다. 문학 분야
의 내용은 신라가요, 고려 선가의 시, 조선 시가, 구운몽, 연희시, 현대
시, 불교 설화와 현대소설, Eliot의 작품과 불교사상 등이었다. 철학분
야는 국별로 인도(3), 중국(2), 한국(2)이었으며, 인도철학의 경우 연기
사상, 정치사상, 여래장 사상, 중국철학의 경우는 심학(양명학)과 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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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의 선사상, 한국의 경우는 원효(617- 686)의 교판관과 신라 화엄
종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역사 분야에서는 고대불교사상사, 신라초기
불교사, 한일불교관계사 관련 논문들이 각각 1편씩 나왔다. 인물 분야
에서는 문수보살과 고려의 혜심에 관한 것이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불교 교육관, 건축 분야에서는 절 건축 공간, 복식 분야에서는 종교
복식 관련 논문들이었다. 1990년대에는 철학사상(10), 역사(3), 문학(3),
사회복지(1), 아동교육(1)을 다룬 논문들이 나왔으며, 이 시기의 특징
적 경향은 철학사상을 다룬 학위논문들이 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철
학사상 분야에서는 인도의 경우 불교와 자이나교, 사회.경제사상, 여성
성불 문제, 불교와 인도고대국가 성립, 중국의 경우 여성생명주의, 한
국의 경우

원효의 대중교화 사상, 권화사상과

대순사상,

기화

(1376- 1433)의 사상, 기타의 경우 이이일(二而一) 사상, 가정윤리 등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역사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우 신라 시대의 정치
사회적 기능, 고려시대의 최씨 무신 정권, 고려의 불교행사를 다룬 논
문들이 나왔으며, 미얀마의 불교와 정치를 정치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도 1편 발표되었다.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불교가사, Eliot
의 시와 불교사상, 한산의 시 세계에 관한 논문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임상이론, 교육 분야에서는 아동교육을 주제로
삼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1970- 199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
을 국가별, 철학사별, 철학자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로는 한국(20)> 인도(7)> 중국(3)> 미얀마(1)의 순이었다. 철학
사별로는 한국의 경우 신라(6)> 고려=조선(5)> 현대(3), 인도의 경우
초기불교 시대, 중국의 경우 당, 송 시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철학자별
로는 한국의 경우 원효(2), 혜심(1), 기화(1), 중국의 경우 노자(1), 신
수(1), 양명(1), 인도의 경우 문수(1)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철학사상
(18)> 문학(11)> 역사(7)의 순서였으며, 이 3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
타는 8편이었다. 따라서, 1970- 1998년까지 국내에서 나온 불교학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은 국가별로는 한국, 철학사별로는 근대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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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별로는 원효, 분야별로는 철학사상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Ⅲ. UMIDAO 수록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 현황22 )
1. 10년 단위 박사학위논문 현황
북미주에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것은 1890
년대부터였다. 그 이후 1960년대까지는 양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으나, 197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후, 1980년대에
는 가히 폭발적 이라고 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
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증가세가 더욱 늘어나는
22) 이 논문에서 제시된 각 해당 항목별 대상 논문들의 편수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1980년대 이전 논문들의 경우 초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 가지는
초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석 내용들 중 어느 특정 항목으로 분류하기가 쉽
지 않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명시된 논문 편수는 글쓴이의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오차가 이 논
문의 큰 주제인 국내외 불교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 분석하는 데는 유의성을 가지
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교보북네트 해외 석·박사학위
논문 검색 (http : / / w w w .ky ob ob ook .co.kr .)에서도 UM I사 제공 북미 석·박사
학위논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990- 1999년까지의 논문들 검색
이 가능하다. 인터넷 상으로는 논문명, 저자, 대학교명, 년도 검색이 가능하며, 초
록 검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교보문고 혹은 각 대학 소장의 CD - R OM 을 이용
하면 초록 검색도 가능하다. 교보문고에 의뢰할 경우 초록 복사 경비는 한 쪽당
300원이다(M IT [M es s achu s et s In stitut e of T echn olog y ]대학과 영국 논문은
주문 불가). 검색어를 Bu ddhism 으로 하여 이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는 총 23
편, 평균 23.8편이다. 그러나, 이 결과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간다. 이 논문에서는
철학, 종교, 신학 항목만으로 검색한 결과로도 년 평균 25.6편에 이르고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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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다. 10년 단위 박사학위논문 수는 <표 6> 과 같다. < 그림 2>
는 < 표 6>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10년 단위 논문 수
1890s
1900s
1910s - 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 98
계

< 그림 2>

편수
4
1
0
5
1
6
8
39
181
206
451

년 평균 편수
0.4
0.1
0
0.5
0.1
0.6
0.8
3.9
18.1
25.6
4.2

<표 6>의 그림

< 표 6>에 의하면, 1890년대부터 1998년까지 북미주에서 발표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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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 수는 모두 451편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년 평균 편수는 4.2편이었다. 1890년대에 나온 논문 수는 4편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각각 6편과 7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년 평균
1편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북미주
서양인들의 불교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또한, 당시까지의 세계의 정치 상황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던으로 생각된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한 편
의 논문도 나오지 않았으며, 1940년대에는 단 한 편의 논문만 발표되
었다. 이 들 시기별로 특기할 사실은 제1차 세계 대전(1914- 1918)과
제2차 세계대전(1941- 1945)의 발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
후 증가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 급격한 증
가율을 보였다.
1970년대의 발표 논문 수는 39편으로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80
년간 발표된 논문 수 24편보다도 많았으며, 년 평균 발표 논문 수도 거
의 4편에 가까웠다. 1980년대에 나온 논문 수는 181편, 년 평균 발표 논
문 수는 18.1권이었다. 이 숫자는 1970년대의 그것의 약 4.6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1990년대의 발표 논문 수는 206편에 달하였고, 년 평균 논문
수는 25.6편이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1999년도 발표 논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년 평균 발표 논문 수를 고려하면,
1990년대의 예상 발표 논문 수는 230여편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것은 1980년대에 비해 1.3배의 양적 증가를 보임을 의미한다. 그리
고, 1990년대 년 평균 국내 박사학위논문 2.4편의 약 11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1890년대이래 1998년까지 북미주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시대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890년대에는 불교와
기타 종교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 중요 내용은 불
교와 브라흐만교, 불교와 기독교, 로쩌(Lotze)의 영혼 개념과 불교의
영혼 개념과의 비교 등이다. 1900년대에는 불교 윤리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문 1편만 발표되었다. 1930년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미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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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비롯한 일본 불교 연구의 부상이다. 1940년대에는 태국불교의 의
례와 행위에 관한 논문 1편만 발표되었다. 1950년대의 중심 연구 주제
는 신슈(眞宗) 중심의 일본 불교, 기독교 구원론과 일본불교의 구원론
들과의 비교, 버마 불교의 열반 연구, 인도의 중관 불교 등이었다. 그
리고, 이 시기에도 일본 불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게 표명되고 있
었다. 1960년대에는 인도, 일본, 상좌부불교23)에 대한 연구가 나왔으
며, 한국불교에 관한 첫 논문도 이 시기 말에 선 보였다. 대상 주제들
은 윤리, 해탈, 동기부여 이론, 믿음 등이었으며, 이들 주제들은 초기
불교, 상좌부 불교, 선불교, 정토불교 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1970년대부터는 국가별, 주제별 등에서 다양성을 보였다. 1970년대
에는 지역적으로 인도불교, 일본불교가 많이 연구되었으며, 중국불교
와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상좌부 불
교도 연구되고 있었으며, 티벳 불교에 대한 연구도 이 시기에 시작되
고 있었다. 주제면으로는 인도불교의 경우 신애주의(devotionalism ),
만달라 상징주의, 세속성과 시간, 부파불교, 상좌부불교 분야에서는 공
덕, 수행, 해석 문제, 중국불교 분야에서는 정토종, 유마경 , 북종선,
유식학, 화엄종, 한국불교 분야에서는 지눌, 원효, 원불교, 일본불교 분
야에서는 진언불교, 대중불교, 쇼카 가카이(創價學會) 등을 다루고 있
었다. 1980년대에는 지역별, 주제별 다양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별
로는 인도, 네팔, 태국, 버마,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한국,
일본, 티벳, 베트남 불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주제별 연구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개별 주제로는 자
아, 공, 의지, 인생관, 구원론, 실재론, 우주론, 윤리, 삼신, 의례, 종교
대화, 배불문제, 불교논쟁, 특정 인물의 사상, 절 생활 등이 다뤄졌다.
종파별 혹은 학파별로는 중관학, 화엄, 선, 유식학, 정토종에 관한 연

23) 상좌부 불교는 태국, 스리랑카, 버어마 등의 동남아불교 전체에 대한 통칭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상좌부는 동남아 지역의 특정 국가에 소속시키기
힘든 불교전통을 의미한다. 이 불교전통을 다룬 논문들의 초록에서도
T h erav ada Bu ddhism (상좌부)이란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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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불교를 연구
하기 시작하였는 데, 연관 학문 분야는 신학, 정치학, 문학, 심리학, 신
화학, 여성학, 비교 철학, 포교학, 신유학, 교육학, 종교학, 종교철학, 연
극학, 인류학, 사회학, 보건학, 미국학, 인종학 등 거의 전 분야의 인문.
사회학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한국학자들에 의한
연구 주제와 관련 특기할 점은 신학적 관점에서의 한국불교 연구가
점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에도 지역별, 주제별 다양화 경
향은 유지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도, 스리랑카, 태국,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한국, 일본, 티벳, 베트남 등으로 1980년대의 경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별로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
었다. 개별 주제로는 자아, 무아, 공, 심성, 윤리, 인생관, 구원론, 실재
론, 우주론, 삼신, 의례, 종교 대화, 배불문제, 불교 논쟁, 절 생활, 교
주, 중국화, 미국화, 논리학, 특정 불교학자들의 사상, 신화, 성성性性
(sexuality ), 여 선승, 여성 수계, 여성 불자, 빈곤 개념, 현대화에 대한
반응, 승려 결혼 논쟁, 불교 예술, 불교와 국가, 교학과 제도, 행복론,
미국인들의 선 수행 이유, 요가, 법맥, 전법 등이 그 내용이었다. 종파
별 혹은 학파별로는 중관학, 유식, 천태, 화엄, 선, 정토, 법상, 원불교
등으로 동아시아의 중요 종(학)파들은 거의 전부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관 학문으로는 신학, 정치학, 문학, 심리학, 신화학, 여성학,
비교 철학, 포교학, 신유학, 교육학, 종교학, 종교철학, 인류학, 사회학,
보건학, 미국학, 인종학, 해석학, 범죄학, 행형학, 예술, 미국사, 현상학,
정신 병리학, 음악, 의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불교
가 연구되고 있다. 이어서 대상 지역별 학위논문 수를 살펴보자.

2. 대상 지역별 논문 현황
< 표 7> 과 <그림 3> 에 의하면, 인도, 동남아, 동북아, 기타 지역과
관련된 논문 수는 모두 197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현재 동북아(206, 45.7%)> 인도(91, 20.3%)> 동남아(39, 8.6%)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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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위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기타는 약 26%에 달한다. 특히, 동북
아불교 관련 논문이 전체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
범례: 인도: 인도와 네팔(1편) 포함; 동남아: 태국, 버마,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상좌부 불교;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 티벳, 베트
남; 기타. 다음은 동남아 국가별 학위논문 현황을 살펴보자.
<표 7> 대상 지역별 논문 수
1890s
1900s
1910s - 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 98
계
%

인도
4
1
0
0
0
1
3
9
33
40
91
20.2

동남아
0
0
0
0
1
1
2
4
13
18
39
8.6

동북아
0
0
0
4
0
4
3
22
77
96
206
45.7

기타
0
0
0
1
0
0
0
4
58
52
115
25.5

계
4
1
0
5
1
6
8
39
181
206
4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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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표 7>의 그림

3. 동남아 국가별 학위논문 현황
< 표 8> 동남아 국가별 논문 수
라오스
1890s -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계
%

0
0
0
0
0
1
0
1
3

캄보디아 스리랑카

0
0
1
0
0
0
1
2
5

0
0
0
0
0
0
2
2
5

버마 상좌부 태국
0
0
1
0
0
2
2
5
13

0
0
0
1
3
2
5
11
28

0
1
0
0
1
8
8
18
46

계
0
1
2
1
4
13
18
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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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그림

< 표 8>과 <그림 4> 는 동남아 국가별 학위 논문 수를 나타내고 있
다. 여기에 의하면, 시대별로는 동남아불교 관련 논문 가운데는 태국
불교에 관한 논문이 처음 발표되었으며, 그 시기는 1940년대였다. 그
후 1970년대까지는 이 지역과 관련된 논문의 양적 성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그 전시대에 비해 상당히 많은 논문
이 발표되고 있다.

160

특집

< 표 9> 동북아 국가별 논문 수
베트남

1890s - 1920s 0
1930s
0
1940s
0
1950s
0
1960s
0
1970s
0
1980s
1
1990- 1998
0
계
1
%
0.5

< 그림 5>

티벳
0
0
0
0
0
0
15
16
31
15.0

한국
0
0
0
0
1
5
9
19
34
16.5

일본
0
3
0
4
2
9
22
26
66
29.0

계
0
0
1
4
0
0
0
4
0
3
8
22
30 77
35 96
74 206
39.0 100
중국

<표 9>의 그림

전체적으로 태국불교 관련 논문이 18편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한
다. 이어서 상좌부불교 11편(28%), 버마불교 5편(13%), 스리랑카와 캄
보디아불교가 각각 2편(5%), 라오스불교 1편(3%)이 발표되었다. 그러
므로, 동남아불교를 연구한 학위 논문의 대부분은 태국불교와 상좌부
불교 및 버마불교를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국불교 연
구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별 논문 수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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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및 <그림 5>와 같다.

4. 동북아 국가별 논문 현황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동북아불교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은
나오지 않았으나, 1930년대에는 중국불교 1편, 일본불교 3편 등 총 4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40년대에는 단 한편도 없었으며, 1950년대
에는 일본불교 관련 논문만 4편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는 총 3편의
발표 논문 중, 2편은 일본불교, 1편은 한국불교 관련 논문이었다. 1970
년대에는 각 지역별 불교를 다룬 논문들이 양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
다. 이 시기에도 일본불교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그리고, 중국
불교에 관한 논문들이 그 전 시기에 비하여 많이 발표되었을 뿐 아니
라, 티벳불교를 다룬 논문들이 처음 나타나면서 그것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것도 특징적이다.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에 의한 한국불교 관
련 논문도 그 전시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보다
도 양적인 면에서 훨씬 증가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1980년대에
이어 중국불교 관련 논문이 일본불교를 다룬 것들보다 더욱 많이 나
왔으며, 한국불교 관련 논문들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일본불교와 티벳불교 관련 논문들은 꾸준히 발표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중국, 일본, 한국, 티벳의 불교전통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들이 골고루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별
논문 배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중국(39%)>

일본(29%)>

한국

(16.5%)> 티벳(15%)> 베트남(0.5%). 동북아지역 불교와 관련된 박사
학위 논문들의 내용을 시대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30년대에는 특히, 일본의 아미타 불교 전통을 다룬 논문들이 나왔
다. 1950년대에는 일본불교의 구원론 및 그것과 기독교의 구원론 사이
를 비교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는 일본의 젠(Zen ) 불교와 틸리히(Paul T illich ) 사상을
비교한 것, 호넨(1133- 1212), 신란(1173- 1262)의 정토불교, 정토불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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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연구 등이 중심 주제였다.
그리고, 한국불교와 관련해서는 조당집祖堂集 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 1편이 나왔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중국불교 및 티벳불교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한 편도 나오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 불교전통을 다룬 논
문들이 숫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불교를 다룬 논문의 주제들은
젠불교에서의 개인의 의미, 스즈키의 저술을 통한 젠불교, 로마정교와
젠, 젠과 하시디즘(Hasidism ), 진언불교의 상징 체계, 가마쿠라 시대의
민중불교, 현대 쇼카 가카이(創價學會)의 지도력 적응, 일본 최초의 불
교통사, 일본불교에 대한 변호 등이다. 중국불교 전통을 다룬 논문들의
주제는 화엄 법계론, 즈옌의 화엄 사상, 퀘이츠(632- 682)의 유식학, 변
문變文 을 통한 중세의 민중불교, 정토불교, 북종北宗에 대한 분석, 유
마경維摩經 을 통한 불교의 중국화, 리아오의 삼교사상 등이었다.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지눌(1158- 1210)의 사상, 원효의 사상, 원불교 윤리가
중심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지눌의 사상을 다룬 논문들이 많았다.
1980년대는 그 전 시대에 비해 급격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었으
며, 이 경향은 1990년대에 더욱 커졌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의 논문 현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철학사별, 종파
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시대별 불교 전통에 대한 연구 현
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 관한 논의는 절을 달리하
여 논하며, 여기서는 중국, 일본, 티벳트에 한하여 검토한다.
(1) 1980년대
1) 중국
철학사별로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송나라(960- 1270) 이전의 중
국불교 전통을 다루고 있다. 특히, 당대(618- 907)와 송대의 불교전통을
다룬 논문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당대의 것이 가장 많다. 종파별 논
문 수에 있어서는 선> 화엄>유식=천태> 진언=정토=현대의 순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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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다.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선불교에서는 북종 연구, 동산록
東山錄 에 나타난 교수법, 쭝미(780- 841)의 저술 연구, 당나라 때의 선
불교 관련 전설, 선과 정토 회통 사상,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 연구,
11- 12세기 때의 선승에 대한 기록 등이, 화엄종 관련 논문으로는 화엄
의 연기론, 공과 역설, 화이트헤드 사상과 화엄사상의 비교, 천태종에
관한 논문으로는 후기 남북조에서 초기 당나라 때까지의 천태 4선정
과 신애주의, 천태철학, 2제 논쟁과 3제 개념, 유식학에서는 유명 사상
가들의 사상이, 진언불교에서는 우주론 및 구원론을 논하고 있으며,
정토불교 관련 논문에서는 6세기의 전통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법
신관, 말법관, 불성론, 특정 불교사상가의 삶과 사상, 네스토리아니즘
(Nestorianism )의 역사적 연구, 양명학과 불교, 회통주의, 유불대론, 우
란분절, 불교의례와 윤리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
행되었다.
철학자별로는 후이위옌(334- 416), 구마라지바(Kum raj v a, 344- 413),
바수반두(Vasubandhu ,

4- 5세기),

칭잉

후이위옌(523- 592),

즈이

(538- 597), 샨따오(613- 681), 쉬엔장(622- 664), 퀘이츠, 파장(643- 712),
뿌쿵(705- 774), 쭝미(780- 841), 뚱샨(807- 869), 옌쇼우(904- 975), 치숭
(1007- 1072), 훙지 정주에(1091- 1157), 지보 젠커(1543- 1604), 쉬타오
(1697- 1607), 타이슈(현대) 등의 사상이 연구되었다. 따라서, 4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전개되었던 주요한 대승불교학파들인 중
관학, 유식학, 천태종, 정토종, 화엄종, 진언종, 선종의 대표적 불교사
상가들에 대한 연구가 골고루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80년대에 중국불교전통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들은 철학
사별로는 당대를 중심으로한 13세기 이전, 종파별로는 선에 관한 논문
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철학자별로는 4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
지 중요한 불교사상가들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으며, 주제별로도 다양
성을 보이고 있었다.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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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별로는 8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종파별로는 니치렌슈(日蓮宗), 신곤슈(眞言宗), 젠(禪), 현대의 신불교
등이 연구되었다. 내용별로는 특정 사상가의 저술 및 사상, 푸주(不受)
푸세(不施)파의 자선과 보시 거절; 푸주 푸세 논쟁; 에도의 민중종교;
레이 유카이(靈友會)와 재가불교 수행, 교토철학파와의 대화에 나타난
창조와 공 개념 논의, 몸- 마음 경험, 불 의례(고마), 기독교와 불교 대
화에서의 아미다 사상, 사회윤리와 그림 해석에 있어서의 젠 불교, 젠
과 인간과 환경; 단순성- 일본 정신의 특징, 예이츠(Yeat s )와 노, 일본인
들의 자아 개념 등이며, 특히, 현대적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꽤 많다.
대상

학자별로는

쿠카이(774- 835),

고토바(1180- 1239),

도겐

(1200- 53), 묘에 쇼닌(1173- 1232), 마츠오 바쇼(1644- 1694), 지운 손자
(1718- 1804), 오카모노 카노코(1889- 1939) 등으로 8세기부터 근대에 이
르는 인물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황제 고토바나 작가 마츠오와 오카모
노처럼 비 불교학자들도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음은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일본불교 연구의 특징은 현대적 문제 분석 및 대
상 학자와 주제의 다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티벳
철학사별로는 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되고 있다. 내용별
로는

P raj n p rad p a ( 般若燈論釋 ),

달마키르티(Dharmak rti,

法稱,

634- 673)의 철학, 철학적 논쟁의 이론과 실천, 바이로차나(Vairocana )
의 삶과 가르침, 유식철학, 게룩파(Ge- luk - ba ) 교단의 중관철학, 중관
사상에서의 언어철학, 연기와 공: 중관철학에 대한 티벳불교의 한 해
석, 본교(Bon - po)의 사회적, 종교적 정체성; 타르탕 툴쿠(T arthang
T ulku )와 미국불교; 마니 림두(Mani Rim du ) 텍스트와 의례 전통 등에
관한 연구들이며, 특징적인 점은 불교철학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 학자들은 달마키르티, 브하바비베카 (Bhavaviveka, 淸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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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490- 570), 바이로차나, T hang - stong Ry gal- po(1361- 1485), 궁탕
잠베이양 (Gung - tang Jam - bay - yang ), 사판(Sapan ), 타르탕 툴쿠 등
이다.
(2) 1990년대
1) 중국
철학사별로는 3세기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었으
나, 13세기 송나라 때까지의 불교전통을 다룬 논문들이 대다수였다.
종파별로는 천태종, 선종, 화엄종, 유식학, 법상종 등이 연구되었다. 연
구 대상자들은 장자, 성 자오(383- 414), 즈이, 양무제, 쉬옌장, 달마락
샤(Dharmalak a, 法護, 963- 1058), 파장, 빠이 주이(772- 846); 스밍 리
(960- 1028); 즈 유엔(976- 1022), 위안우 코친(1063- 1135), 치우 준
(1421- 149); 한산 떠칭(1546- 1623), 황메이슈, 인슌(현대) 등이었다. 주
제별로는 특정 사상가의 삶과 사상 및 다른 사상과의 비교, 위진시대
의 청담, 경전 번역이 사상에 미친 영향, 인도 유식과 법상과의 비교,
수월 관음, 승려관, 희생공양행, 승가생활, 사문배불배론, 양무제와 불
교, 왕권과 불교, 불교 조각, 연극과 선,

서역기西域記 ,

제위경 과

고유 경전, 불교의 중국화, 타이완 불교사, 현대중국문학 뿌리 찾기,
픽션과 종교 등이다.
따라서, 철학사별로는 13세기 이전의 불교 전통이 연구되고 있으며,
종파별로는 중국의 중요 종파가 거의 망라되고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4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되고 있으나, 특정 인물 연구에 치
우쳐 있지는 않다. 그리고, 주제별로는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으나, 의례, 역사, 정치,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철학사별로는 9세기부터 현대까지 다뤄지고 있다. 종파별로는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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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곤슈, 조도슈(淨土宗), 텐다이슈(天台宗)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특
히, 젠에 관한 연구가 많다. 연구 대상자로는 8세기 이래의 쿠카이, 료
겐(912- 985), 도겐, 가쿠반(d. 1143), 호넨, 묘에 고벤(1173- 1232), 신란,
니시타니 등 중요 불교 사상가들이 골고루 다뤄지고 있다.
주제별로는 젠불교 분야에서 폴 틸리히 사상과의 비교, 초기 선 정
신으로의 회귀 시도; 비트 운동과 젠, 오바쿠 젠과 데추겐 코, 군국주
의와 젠, 체험적 선정 수행 공부, 젠의 응용 등이, 신곤슈 분야에서는
그 가르침의 시작과 전법, 조도슈의 혼간지(本願寺) 제도, 텐다이슈의
교학과 제도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이들 종파별 주제 외에도 여 선
승들, 계율, 승려결혼 논쟁, 사리와 권력, 미륵 신화, 일본인의 세계관
변화, 카마쿠라 주석서들과 노, 대중불교문화, 키에르케고르와 신란의
사상 비교, 도겐과 에크하르트(Eckhart ),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 기독
교 신앙과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3) 티벳
철학사별로는 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브하바비베카, 첫 달라이라마, 쫑카파(T song - kha- pa); 미
팜 림포체(Mipham Rimpoche) 등이다. 그리고, 주제별로는 본(Bon ) 출
현과 논쟁 전통, 논리학 개요, 밀교적 종합, 해석학, 아비달마고샤 주
석서, 중관학, 선정과 무색정, 선정 수행, 림포체 사상, 히말라야 왕국
의 라마 교도들, 의례, 불탑, 사제 관계, 결과학파의 전통과 혁신 등이
논의된 주제들이다.
(3) 한국학자들의 논문 및 한국불교 관련 논문 현황
UMIDAO에 수록된 한국학자들의 박사학위논문 및 한국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들을 살펴보자.
< 표 10> UMIDAO에 수록된 한국학자들의 논문 및 한국불교 관련 논
문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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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1960년대(1)
1969 서경보 조당집 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
10- 2. 1970년대(7)
1973 유재신*24) 초기 불교와 초기 기독교에서의 교조, 권위, 종교집단,
원리의 비교 연구
1976 오강남 중국의 화엄불교 연구: 법계론을 중심으로.
1977 길희성* 지눌: 한국 선 전통의 개조
1979 심재룡 한국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 지눌의 선교일치
1979 박성배*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1979 강건기토마스 머튼과 불교: 토마스 머튼과 보조국사의 사상 비교
1979 정봉길 원불교 윤리: 원불교의 도덕체계에 대한 개념적 분석
10- 3. 1980년대(14)
1980 엄정식 자유와 결정론의 딜레마 속에서의 자아에 대한 신비적 개념
1982 김상일 7세기 불교의 한국적 변형: 과정적 견해
1984 류기종 나가르주나(Nag rjun a, 龍樹, 100?- 200?)의 공과 폴 틸리
히의 신: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를 위한 비교 연구
1984 박영재 현대포교학과 종교수행: 한국의 교회 성장 분석
1985 Bu sw ell

금강삼매경 의 한국 기원: 이 위경의 년대, 기원, 저자

결정을 위한 사례 연구
1985 Goulde 14- 15세기 한국의 배불 문제: 유교 배타주의의 출현
1985 이용원 프란시스코의 사명: 13세기의 원리와 실천
1986 김학대 한국의 전통의례와 KRC의 장례식
1987 한관용 제주도에서의 기독교 전파 환경과 전략- 삼양교회를 중심
으로1988 오영봉 원효의 화쟁사상
1989 최준식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삼교일치 론 전개: 강증산의 가
르침을 중심으로
24) *표시된 저자의 논문은 UM IDA O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n ot foun d in
UM I), UM I에서 정보는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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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김복인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반응: 세 가지 사례 연구와 비교 분석
1989 오지수 한국과 민주주의
1989 이정근 한국 기독교 교육에서의 전통화 모델에 대한 연구

10- 4. 1990년대(31)
1990 신현근 동양사상의 성격과 범위 및 미국의 체육교육과 오락에 관
한 현대문학에 나타난 (불교, 유교, 도교, 선의) 수행
1991 김성곤 종교다원주의와 일즉다에 대한 질문: 소태산의 관점 연구
1991 이경재 차이와 무 (불교, 도교)
1991 김승태 한국적 맥락과 장로교회
1991 정준모 한국 기독교의 중국 포교를 위한 제안- 과거 중국에서의
기독교 포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1992 김용표 지혜- 중관 체계에서의 경전어 해석학(불교, 승랑, 한국)
1992 허남인 에도시대의 대중 불교문화: 센소지에 대한 사례 연구
1992 장왕식 원효의 궁극적 실재론, 믿음론: 화이트헤드적 평가
1992 강승도 한국불교의 기여 가능성: 화이트헤드와의 상호변형을 통하
여 보조 지눌을 새롭게 함.
1992 이재숙* 부활: 종교신학의 기본 개념. 라흐너(K. Rahn er )의 말씀
을 듣는 자들 과 화엄경 의 비교.
1992 한인철 형성 중인 기독교: 콥(John B. Cobb , Jr .)의 기독교에 대한
과정- 관계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93 서상숙 아즈트마토브(Ajtm atov )의 문학작품에 미친 불교철학의
영향
1993 Muller 함허 기화: 그의 중요 저술 연구
1993 송승진 예수를 통한 구원: 대승기신론 과의 대화를 통한 기독교
구원론
1994 김종명 한국 중세(918- 1392)의 불교의례
1994 윤원철 한국불교의 돈오돈수에 관하여: 선문정로 에서 나타난 돈
점논쟁의 내용과 문맥
1994 정희수 경흥의 무령수경 술찬 과 신라 정토불교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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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홍정길 불교문화 사회인 남한에서의 효과적인 (기독교) 포교 전략
1995 조성택 대승불교의 흥기: 부처 전기의 재구성을 통한 자기 정체성
과 제도화
1995 안옥선 초기 불교윤리학 연구: 고전 유교윤리와의 비교
1995 한봉희 미륵과 예수: 한국불교와 개신교에서의 교주
1995 이명일 다종교 사회에서의 (한국) 기독교 선교의 범례
1995 도한호 한국의 카리스마적 운동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분석
1996 박광수 소태산의 원불교: 20세기 한국의 종교운동
1996 허인섭 인도 유식과 중국 법상의 사고 방식 차잇점 분석
1996 문시몬영석 사원 생활 비교 연구: 송광사와 미국의 시스털션
(Cistercian ) 수도원
1996 임학춘 미국 내 한국통합감리교회를 위한 제례 모델 제안
1997 서정형 화엄불교에 미친 도가의 영향: 화엄세계관 형성에 대한 연구
1997 조은수 인도와 중국적 관점에서의 부처의 말씀
1998 김샬롬영창 인간 고통과 신성한 평안
1998 박웅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한국의 전천년 주의
(premillennialism )의 형성, 1884- 1945

< 표 11> 과 <그림 6> 은 <표 10> 을 바탕으로 작성된 년대 별 한국
인 저자의 논문수 현황을 나타낸다. 북미주에서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불교학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은 1960년대였다. 승려 서경보가
1969년 미국의 템플 대학교(T emple Univer sity ) 에 제출한 논문이 바
로 그것이었다. 이 때부터 현재까지 북미주에서 한국인 저자에 의한
논문 및 한국불교 관련 발논문 수는 51편이다. 이것은 북미주에서 나
온 전체 논문 451편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며, 또한 년 평균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에는 1960년대에 비해 7배에
달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에는 1970에 비해 1.7배, 1990년대
에는 1980년대에 비해 2.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비례하여 현대
에 가까워질수록 년 평균 발표 논문 수도 급속한 증가율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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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은 북미주에서 발표된 전체 논문 수가 현대에 올수록 증
가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표 11> 연대별 현황
연대
1960s
1970s
1980s
1990s
계

<그림 6>

편수
1
7
12
31
51

연 평균 편수
0.1
0.7
1.2
3.9
1.3

< 표 11> 의 그림

이들 논문의 대상 국가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33)25)> 인도(3:
조성택, 안옥선, 조은수)=중국(3: 오강남, 허인섭, 서정형)> 일본(1: 허남
25) 서경보;
한관용;
장왕식;
박광수;

길희성; 심재룡; 박성배; 강건기; 김상일; 박영재; 버스웰; 굴드; 김학대
오영봉; 최준식; 김복인; 오지수; 이정근; 김성곤; 김승태; 정준모; 김용표
강승도; 밀러; 윤원철; 김종명; 정희수; 홍정길; 한봉희; 이명일; 도한호
박웅규; 김 샬롬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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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리고, 어느 특정 국가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교적 시각의 논문들
인 기타에 속하는 것들은 10편이 발표되었다.26) 한국이 거의 대부분
(67%)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일본 불교 관련 논문들은 극소수
발견된다. 이들 학위논문 중, 한국불교와 관련된 것들을 다시 연대별
내용, 철학사별, 종파별, 철학자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한국불교 관련 논문 분석
연대별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는 고려 시대의 지
눌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장례,
전파전략, 교육, 원효의 화쟁 사상을 다루면서 한국불교를 검토한 논
문이 4편, 근대 민족종교 중의 하나인 강증산(1871- 1909) 사상을 다룬
논문이 1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학적 시각에서 한국불교를 검토
한 논문이 1편이었다. 그리고, 불교의 한국화, 금강삼매경 의 한국 기
원을 다룬 논문이 각 1편, 조선시대의 배불론을 검토한 논문이 1편이
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불교 관련 논문들의 특징은 신학적 관점에
서 한국불교를 검토한 논문이 많았다는 점과 한국불교철학사상 자체
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0년대도 신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았다.
철학사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21)27 )> 신라불교(7: 서경
보, 박성배, 김상일, 버스웰, 오법안, 정희수, 장왕식)> 고려불교(5: 길
희성, 심재룡, 강건기, 강승도, 김종명) > 조선불교(2: Gould, Muller ).
시대별로는 현대가 가장 많으나, 그것은 신학적 관점에서의 논문이 많
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의 논문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에 치우쳐 있으며, 조선시대와 현대불교 관련 논문은 적다.
종파별 분석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학적 관점(17, 52%)28 )>

26) 유재신, 엄정식, 류기종, 이용원, 신현근, 이경재, 한인철; 이재숙, 서상숙, 송승진
27) 정봉길, 김성곤, 최준식, 윤원철, 박영재, 한관용, 이정근, 이경재, 김승태, 정준모
한인철, 이재숙, 송승진, 홍정길, 한봉희, 이명일, 도한호, 문 시몬 영석, 임학춘
김 샬롬 영창, 박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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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6: 서경보, 길희성, 심재룡, 강건기, 강승도, 윤원철)> 원불교(2:
정봉길, 김성곤)> 중관학(1, 김용표), 정토불교(1, 정희수), 증산교(1,
최준식). 신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를 다룬 논문들이 특히 많아 전체
의 반이 넘는다. 그 다음으로는 선불교에 관한 논문이 많다. 이는 종
파별 편중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철학자별로는 원효(4: 박성배, 버스웰, 오법안, 장왕식), 지눌(4, 길희
성, 심재룡, 강건기, 강승도)> 소태산(2, 정봉길, 김성곤)> 승랑(1, 김용
표), 경흥(1, 정희수), 기화(1, Muller ), 강증산(1, 최준식), 성철(1, 윤원
철) 등의 순서다. 특히, 원효와 지눌에 관한 논문이 많다. 그리고, 시대
별로는 신라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주제별 분석에 의하면, 인물 연구(11, 길희성, 심재룡, 강건기, 최준식,
강승도, 윤원철, 박성배, 버스웰, 오법안, 장왕식, Muller )가 가장 많았으
며, 불교의례(1, 김종명), 불교의 한국화(1, 김상일), 배불론(1, Gould) 등
은 각 1편씩이었다. 따라서, 주제별로도 편중성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들은 국
가별로는 한국, 철학사별로는 현대와 신라시대, 종파별로는 신학적 시
각과 선불교, 철학자 별로는 원효와 지눌, 주제별로는 인물연구를 가
장 많이 다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편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철학사별로 현대가 가장 많지만, 그 이
유는 신학적 관점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
은 북미주의 불교학에 대한 일반 연구 동향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현
상이기도 하다.

Ⅳ. 국내와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 동향 비교 분석
국내와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 동향을 연구 대상 지역(국가)별, 철학
28) 박영재, 한관용, 이정근, 이경재, 김승태, 정준모, 한인철, 이재숙, 송승진, 홍정길
한봉희, 이명일, 도한호, 문 시몬 영석, 김찬희, 김 샬롬 영창, 박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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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종파별, 철학자별, 주제별, 학문 분야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국가)별
1970- 199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
에서 다루어진 대상 국가는 한국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학계의 기
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1945년 광복 이후 50년간 동양철학 분야에서 확인된 자료수(책, 학
위논문, 일반논문)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한국
불교가 가장 많다(허남진 1995: 185).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
여 1997년에 발표된 인도.불교학 관련 논문 120편을 분석한 결과에서
도 국가별로는 한국불교에 관한 논문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
나고 있다(최정규 1998: 126). 또한,

불교학보 와 한국불교학 은 연

륜과 수록 논문의 양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학 논문집들
이다. 전자는 1997년 현재까지 32권, 후자는 같은 기간까지 20권이 발
간되었다. 이 들 두 학술논문집을 통하여 한국불교학 연구의 대체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1997년 현재 이 두 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503
편이었으며, 그 중의 1/ 3 (175/ 503)은 한국불교를 다루고 있다(Shim
1999: 182- 184). 따라서, 국가별 편향성이 강하다. 그러나, 국내의 학위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는 데, 그 가장 중요
한 원인은 지성적 관심도가 높아진 데 있다고 보여진다(이 논문 6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우리 학계 자체의 노력의 산물이었는 지
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양학자들이 동양철학에 보여 준
깊은 관심도가 (1970년대의) 한국 젊은 지식인들의 불교 연구열에 불
을 붙이는 데 그만큼 큰 작용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
다 (김종명 옮김 1999: 98)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주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경우, 특히,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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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일본불교 관련 학위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에는 인도, 일
본, 상좌부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한국불교 관련 논문도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인도불교, 일본불교 연구가 많이 연
구되는 가운 데, 중국불교와 한국불교 관련 논문 수가 상승세를 보이
고 있었다. 특히, 이 시대 이후 동북아 불교를 다룬 논문 수는 인도불
교 전통을 연구한 논문 수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좌부
불교도 꾸준히 연구되면서 티벳불교 관련 논문들도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지역별로는 인도, 동남아, 동북아 불교에 대
한 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별 다양성의 특징
은 1990년대에도 이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동북아불교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현재까지 중국불교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대상 국가들의 불교전통을 다룬 논문 수가 늘
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1980년대 이후 북미주에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논문 수가 급
격하게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미가 처한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즉, 현재 미국의 불교학 교수 약 90%는 월남전(1964- 1975)에 참전하
지 않으려고 히피가 되었다가 후에 학문적 탐구를 시작한 이들이기
때문이다.29) 그러나, 중국불교가 미국에서 성행한 이유는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Kew on 1996: 124; Lancaster
1976: 77). 인도불교는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189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젠을 비롯한 일본불교 종파들은 일찍이 북미
주에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 중 1899년 하와이에 정착한 죠도신슈(淨
土眞宗)는 가장 초기의 인기 있었던 일본불교 전통이었다(Kew on
1996: 122). 동북아 3국 중, 중국불교와 일본불교는 서양인들에 의해서
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서양인은 아주 드물
29)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St anfor d Un iv er sity )의 빌레펠트(K arl Bielefeldt ) 교수
가 한 예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심재룡 교수와의 대화에서(199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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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인 학자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80년
대 이후 급증한 한국인 학자들에 의한 논문 수 증가는 신학적 관점의
논문들이 양산된 데 기인한다. 또한, 현대 물질문명에 식상한 서구인
들은 티벳이 중국에 의해 점령된 1950년대 이후 신비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티벳불교에도 점증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Kew on
1996: 123- 124). 그리고, 미국에 상좌부 불교 시설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66년이었으나, 그 전통에 대한 서양인들의 지적 관심도는 최근에 증
가하였다(Kew on 1996: 124). 따라서, 태국과 상좌부 불교에 대한 북미
주 학자들의 관심 증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들도 국가별로는 한
국이 가장 많으며, 그 비율도 전체의 67%로서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
학위논문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불교학
관련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을 그 대상 국가로 다루고 있다. 그
러나, 한국불교 전개와 관련을 가진 다른 나라- - 인도, 중국, 일본- 의
불교 전통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표된 학위논
문들 중에는 인도불교와 중국불교를 다룬 논문들이 소수지만 발견은
된다. 그러나, 일본불교 관련 논문은 한국학자가 미국에서 발표한 한
편의 논문만 있을 뿐,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
반면, 북미주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지역에 따른 비율의 차이는 있으
나, 동북아, 인도,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의 불교전통이 골고루 연구되
고 있어 국가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철학사별
1970- 199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한국불교학 관련 학위논문들
을 철학사별로 분류하면, 신라시대가 가장 많다. 그리고, 고려불교와
조선불교에 대해서는 같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현대에 관련된
논문은 가장 적었다. 신라시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이 결과는 기
존 학계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1970년대까지 한국불교연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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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계의 주된 관심은 신라시대의 특정 불교사상 연구였으며
((Jongmyung Kim 1994: 4), 이 경향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
학보 와

한국불교학 에서 한국불교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삼국시

대를 포함한 신라시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이어서, 고려시대(42,
24%)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가 가장 적게 연구되고 있다
(Shim 1999: 182- 184). 따라서, 국내의 한국불교연구는 신라시대를 중
심으로 한 시대적 편향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신규탁 1999: 30), 특히,
조선시대나 현대의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다.
북미주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동북아불교 전통을 다룬 논문들을 중
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불교의 경우 13세기 이전 의
당. 송의 불교가 주로 연구되었다.30 ) 일본불교는 8세기 이후 현대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며, 특히, 현대의 문제점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분
석한 논문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티벳불교에 대한 연구도 6세기부터
현대까지 시기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들은 철학사
별로는 현대와 신라시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를 다룬 논문
들은 신학적 시각의 논문들이기 때문에 한국불교를 중심 테마로 한
논문들의 경우에는 신라시대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학위논문들은 신라시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 시대별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미주
에서 발표된 학위논문들은 대상 국가별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으나, 시
대별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종파별

30) 이 점은 국내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 중 중국불교를 다룬 논문
들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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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래 국내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은 특
정 불교 종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불교학계는 종파적 접근을 중요시 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선종이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난다(Shim 1999:
182- 184; 최정규 1998: 125; 허남진 1995: 185).31)
과거와 현대의 한국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불교와 일본불
교를 연구한 북미주의 논문들에 의하면, 두 나라의 중요 종파들은 거
의 다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禪(중국어로 찬, 일본어로 젠)불
교가 특히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학위논문들도 선불교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학계가 종파적 접근을 중요시 해 온 것은 일본불교학계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생각된다. 일본인에 의한 불교 연구의 시각 중 대
표적인 것으로 종파별 연구를 들 수 있으며(신규탁 1999: 30), 근현대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에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찬불교는 중국에서 생겨난 불교종파지만, 이 전통을 미국에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일본의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츠였다. 따
라서, 선불교에 대한 연구가 북미주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나, 그 출발
점은 일본의 젠불교에서였으며, 자율성, 단순성,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
는 일본의 젠은 서양 대중들이 처음으로 매력을 느꼈던 불교 전통이
기도 하였다 (Kew on 1996: 122).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학자들의 논
문들 중에도 선불교에 관한 것들이 많은 데, 그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같은 북미주 불교학계의 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1)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1997년에 발표된 인도·불교학 관련 논문 120
편을 교학과 선학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엄종을 포함한 모든 교학
적 불교 종파를 포함할 경우는 교학에 관한 연구가 선학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 경우 교학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
지만, 유식·법상·천태 및 해동의 경우가 양적으로 많다. 교학의 양날개인 중관
·유식에 관한 연구는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최정규 1998：12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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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학자별
1970년- 1998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
에서 연구된 대상 학자들은 원효, 혜심(1178- 1234), 기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내의 한국불교학 관련 업적물 중 상당수가 원효와 지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1997년도에 발표된 논문
들에서도 원효와 지눌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규탁 1999: 30; 최정규 1998: 125). 단일 학자로는 원
효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다. 그러나, 한국불교사상 다른 중요한 불교
사상가들도 많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주에서 발표된 동북아 관련 학위논문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불교사상가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학계에
서와는 달리 어느 특정 불교사상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분석하고 있다.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들은 철학자별로는
원효와 지눌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 국내 불교학계의 동향과 그 맥
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의 한국불교학 연구는 인물 연구에 있어서 편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북미주의 불교학계는 다양한 인물들을 연구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5. 주제별
국내의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율
을 보였으며, 이 시기에 발표된 불교학 관련 학위논문들은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북미주에서도 1980년대 이후 학위논문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
나, 한국과는 달리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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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학위논문들은 주제별로는
인물 중심의 철학사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 사실은 국내의 불교
학 연구 동향과 흐름을 같이하였음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
실은 신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를 다룬 논문들이 급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불교학 연구는 주제별 다양
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미주에서 발표된 학위논문들은 철학사
상으로부터 응용불교, 불교의례, 절 생활, 여성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주제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양에서도 20세기 이전까지는 신학
적 관점에서 불교를 연구하던 전통이 강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이데
올로기적 관점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경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북미주의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태도와는 상당
히 다르다.

6. 학문 분야별
국내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학문간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김종명 1997: 75- 81). 대표적인 한 예로, 한국불교학 연구의 큰
두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철학과와 사학과의 경우 서로간의 대화는
드물다. 철학과에서는 철학사상 자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사상도 시대적 산물인 것은 당연한 데도 그 사상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되고 있다. 그리고, 역
사학과의 경우에는 거꾸로 후자에 대한 논의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
지만, 연구 대상이 되는 사상 자체에 대한 분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학문분야간의 대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주의 대학교에서는 종교학과, 비교
종교학과, 역사학과, 특정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
과(예: Departm ent of East A sian Languages and Cultures )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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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으며, 버클리와 로스엔젤레스에 있
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위스콘신 대학교처럼 불교학 프로그램
(Buddhist Studies Program )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불교학 관련 과목들이 철학과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하와이 대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이 사실은 미국에서
의 불교학 연구는 철학으로서보다는 문화학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32) 즉, 국내의 불교학계와는 달리, 1980년대 이후에 전개된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는 거의 모든 인문학, 사회학 분야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불교학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와 북미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논문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일차적 원인은 불교
에 대한 지성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역(국가)별,
철학사별, 종파별, 철학자별, 주제별, 학문 분야별로 검토할 때, 국내외
에서 발표된 한국불교학 관련 논문들과 북미주에서 발표된 한국 이외
지역의 불교전통을 다룬 논문들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
자에서는 논의된 각 분야에서 다양성을 띠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
학적 관점의 논문들이 많아 이데올로기적 연구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32) 이들 대학교의 불교학 관련 과목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수 수는 학교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 불교학 전공 교수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한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동아시아의 불교
를 연구하는 기존의 시각은 知의 제국주의적인 사고의 산물이므로 다가올 21세기
는 이런 잘못된 시각을 비판 극복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신규탁
1999 : 17)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 관한 한, 글쓴이의 생각은 다르다
불교학을 포함한 동양학이란 19세기 서유럽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팽창과
더불어 서구의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된 학문이다(길희성 1986 : 202). 그러나, 이
동양학이란 표현은 1973년 파리에서 있었던 세계동양학자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단어가 되었다. 동양학이란 말 자체가 서방 유럽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
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변규룡 1986 : 223). 그리고, 글쓴이가 1990년대 중반기
까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시기에도 서양인들의 동양학 연구가 지의 제국주
의적 시각 에서가 아니라 동양의 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서구의 불교학 연구 시각을 지의 제국주의적 산물 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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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데올로
기적 연구성향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미래의 한국불
교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Ⅴ. 국내 불교학계의 나아갈 길
현재의 국내 불교학계는 학교 수, 교수 수, 관련 교과목 수, 정부지
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변학문적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는 현재
개방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국내외의 한
국불교 연구 동향도 대상 국가별, 철학사별, 종파별, 대상 학자별, 주
제별 등의 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 반면,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는
활발하며, 그 범위도 다양하다. 국내의 기존 학계에서는 불교학계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장
에서는 먼저 국내불교학계의 동향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그 원인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학계의 동향에 비추
어서도 불교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더욱 더 요구된다. 따라서, 앞
에서 살펴본 국내외의 불교학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
내 불교학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1. 국내 불교학계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원인
국내의 불교학이 주변학문으로 취급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학계에서는 미래의 한
국불교학계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
고 있다: 동아시아 사상사를 제외한 채 불교만 연구하는 시각, 호교적
관점의 연구 시각, 종파주의적 연구 시각, 제국주의적 연구 시각, 문헌
지상주의적 연구 시각, 자국 중심적 시각 및 일반역사의 범주 안에서
연구하는 시각(신규탁 1999: 32- 33);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 집중화(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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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1998: 134; 정병조 1997: 25- 26), 통불교 개념(Shim

1999:

171- 182; Senecal 1997: 171- 184; Jorgen sen 1997: 254; Shim 1989:
147- 157; Park 1976: 92)과 호국불교 개념(Kim 1995: 23- 55)33)의 강
조; 법맥에 관련된 지나친 논의; 불교학계 내의 학과별 편견 및 자격
자에 대한 편견(김종명 1997: 74- 89); 내용 중복(길희성b 1999: 90, 최
정규 1998: 134), 논지의 비논리성 및 불명확성(길희성b 1999b : 90), 형
이상학적 개념 분석에 치중(김종명 1999: 15- 16), 기존 연구 업적 도외
시(길희성b 1999: 90), 이데올로기적 연구(길희성b 1999: 90) 등.
여기서는 이 논문의 논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중요한 비판
의 내용들과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내의 불교학계는 인문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즉, 불교학 이외의 다른 학문은, 비록 그것이 관련 학문이라고 하
더라도, 심층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북미주의 불
교학 연구가 다양한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과는 다
르다. 그러면, 이처럼, 인문학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불교학이 연구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자들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에 지나치게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교신문 불기 2543[1999]. 5. 11. [8]).
둘째, 사회쟁점 분석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불교학계는 인물 중심의 철학사상 연구에 가장 큰 학문
적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형이상학적 개념 분석
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34 )

시대적 현안점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사유틀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불교학계가 사회쟁점
을 불교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을 발표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풍 때문이다( 불교신문 불기 2543[1999]. 5. 11. [8면]).

33) 좌담 1999 : 124- 133에서는 호국불교 개념은 정치적 산물이라는 견해와 불교
와 세속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34) 형이상학적 개념 분석에 치우친 점은 한국철학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점이다. 김종명 1999 (8. 17 - 8. 19): 197- 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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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문적 사대성35)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불교의 특징
으로서 호국불교, 통불교가 거론되지만, 한국적 특징을 꼽는 것은 매
우 어렵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불교를 연구하면서 한국적인
불교의 독특성을 강화시켜 토착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중국식
의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좌담

1999:

122). 현재 한국불교의 주류는 선불교며, 한국 선수행 전통에서도 중국
불교 전통의 영향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976년 현재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에서는 70곳 이상의 선원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강원은 22곳 밖에 없다. 그러나, 1997년 현재 강원 수는 17개(김종명
옮김 1999: 339, 주33)로 오히려 줄어 들었다. 이 사실은 현대의 한국
불교계는 교학보다는 선 수행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Shim
1999: 176- 17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승들의 년중 수행 기간인
하안거나 동안거시 고승들에 의한 법문의 내용은 승려들도 알아듣기
가 쉽지 않은 경우가 흔하며(김종명 옮김 1999: 230- 238), 결제 법문이
나 해제법문에 흔히 나타나는 중국식 말투로 가득 찬 고승들의 오도
송 등도 대중들에게는 생경한 것들이다(심재룡 1999: 60). 또한,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 국내불교학계는 불교학자들의 학문적 배경, 연
구방법론 및 불교서적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불교학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넷째, 그게 그 논문 이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길희성b 1999: 90,
최정규 1998: 134; 허남진 1995: 189). 한국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글
쓴이도 이 지적에 공감한다. 이 점은 글쓴이가 1990년대 중반 박사학
위 논문을 쓸 때, 주제와 관련된 참고문헌들을 보면서 깊이 느꼈던 점
이기도 하며, 그 후에도 학회나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불교학 관련 논
문들 중 논지가 뚜렷하지 않아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
인가?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7, 80
35) 학문적 사대성은 한국철학계(동양철학계와 서양철학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종명 1999 (8 . 17- 8. 19): 201- 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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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새로 배출된 연구자들이 대부분 지도교수가 연구한 분야를 연
구주제로 선택한다는 다소 제도적인 관행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동양 철학을 꼼꼼하게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 풍조
가 은연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허남진 1995: 189).
다섯째, 학회의 내용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학회는 해당 학문분
야의 새로운 이론과 내용이 소개되고 토론되는 학문의 장이며, 아이디
어 교환의 장이다. 또한, 시사성을 가진 학술토론장이기도 하다. 따라
서, 학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가장 최신의 학술정보들이기 때문에
학회의 활성화는 학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불교학
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학회의 상황은 이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다. 최근에도 교단, 수행, 복지, 포교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의
한국불교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려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 1999. 5. 13). 그러나, 이 학회에서는 각 주제 발표자들
의 구태의연한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들에 대한 분석적 논의나 구
체적 방법론은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불교
학술대회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가했던
외국학자들 중 여러 명이 cerem onial (의례적)이란 단어로 학회들의
성격을 규정한 경우를 글쓴이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왜 이러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글쓴이는 학문에 대한 진지성 부족과
일회성 행사 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 불교학자들의 있을 수 있는 비판을 감안하더라도, 글쓴이는 학
회에 대한 서양학자들의 자세는 국내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지하
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회 발표 논문에 발표자의
허락 없이는 인용하지 말 것 을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발표용
논문이기 때문에 그 논문을 학회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더욱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자신
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한 것
이다. 그리고, 학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이라도 학회지에 실리기 위해
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발표용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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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발표용 논문들이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불과 몇
달인 경우가 흔하다. 더욱이, 발표시 제기된 논평이나 비판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으며, 연구 성과가 편집자의 엄격한 편집과정 없이 출판
되고 있는 것이다(길희성b 1999: 90). 우리 학계에서도 종종 지적되는
서양학자들은 학회에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머를 하는 경
우가 많지만, 한국학자들은 무슨무슨 일로 바빠서 논문이 제대로 되
지 못하였다 는 등의 변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는 지적의 원인은
학문에 대한 진지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학문적 진지성 부족은 학회 개최 자체란 의례적 행사 행위에 의
해 덮여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독창성을 가진 학문적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은 그 만큼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
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불교학계의 경우 약한 인문학적 기반, 문제의식,
주체적 시각 및 연구의 치밀성 부족, 형식적 학회 운영 등이 문제점이
며, 학자들의 노력 부족, 보수적인 학풍, 제도적 관행, 학문적 진지성
부족, 형식 강조 등이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그
러면, 한국불교학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2. 한국불교학 연구의 방향
이 주제와 관련, 기존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한국불교 전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분석(Shim 1999: 175; 길희성b
1999: 90- 91; 신규탁 1999: 30; 좌담 1999: 123; 정병조 1997: 14), 한국
불교 관계 문헌들의 정확한 번역 작업 선행(길희성b 1999: 91), 교육의
질 높이기(Shim 1999: 174; 이학종 1999: 10),

36)

근현대불교 연구(길희

36) 특히, 전통 교육은 선 위주로 되어 있어 그 질이 크게 의심된다(Sh im 1999
174). 그리고, 불교가 제1종교로서의 위치를 기독교에게 내놓게 된 가장 큰 원인
은 가르침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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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b 1999: 90; 최정규 1998: 130), 인접학문과의 교류 필요(최정규 1998:
135), 통합 정보망 구축(심재룡 1999: 53; 최정규 1998: 130), 문제의식
제고(성원 1999: 46- 47; 최정규 1998: 136; 정병조 1997: 24), 불교학 연
구의 방법론적 반성(Shim 1999: 187; 김호성 1999: 95- 129; 김종명
1998: 251- 258; 김종명 1998: 181- 185; 정병조 1997: 25- 26; 허우성
1995: 511); 교육방식 개선(Shim 1999: 176- 181; 김종명 옮김 1999:
132- 133), 불교학의 대중화(조병활 1999: 8),

37)

한국 이외의 지역불교

연구의 필요성(신규탁 1999: 30; 최정규 1998: 126), 불교 전문가 양성
(성원 1999: 46- 47; 정병조 1997: 25- 26), 불교의 사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 확보(유승무1999: 47) 등. 이 지적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주로 불교학계의 내부적 문제들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내외부적 환경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
히, 외부적으로는 국내학계의 한국불교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1) 국내학계의 한국불교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고의 필요성
불교는 합리적 가르침이며,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란 점에서 국
내 학계는 한국불교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있다.
1) 불교: 합리적 가르침
기존 외국 학계의 일각에서는 불교를 종교적 틀 속에서만 보려한
경향이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는 국내 학계도 일맥상통한 시각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불교를 한갓 종교의 틀로만 보려는 견해는 서양에서
중세 이후 기독교를 철학 및 과학과 적대시해 온 버릇에 기인한다(심

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이학종 1999 : 10).
37) 미국 불교도들은 아시아의 불교도들보다는 더욱 평등주의적(eg alitarian )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여신도들과 재가신도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T w eed 199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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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룡 1997: 14, 주1). 불교는 종교와 철학의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가르침이다.
먼저, 불교는 합리적인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 학계도 보편학 내
지는 교양학으로서 한국불교학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대교육의 실질적 뿌리는 광복 후의 미군정기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은 교육학계의 정설이다. 그리고, 그 후 한국 교육사조의
변천은 실용성을 강조한 진보주의 교육관인 듀이(John Dew ey )의 교
육철학 일색으로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도 한국 교육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정도다(한기언 1988:
265- 267). 국내에서 불교학 연구가 주변 학문적 위치에 놓이게 된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실용성을 강조한 국내 교육사조의 영향 탓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불교학은 실용성이 결여된 학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세기 세계 최고 지성의 한 사람이었던 영국의 역사
학자 아놀드 토인비(1889- 1975)는 20세기의 가장 의미 있는 사건 가운
데 하나는 서양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불교저널

1999:

109). 그리고, 우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주의 학계는 불교학 연구에 큰 학문적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그 관심도는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학계가 외면하다시피 해 온 불교학에 대해 왜 서양에서는 이처럼 깊
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불교가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교는 합리적
인 철학(a rational philosophy )이란 점이다(Kew on 1996: 125). 콘즈
(Edw ard Conze)도 심리학적 성향을 지닌 변증법적 실용주의로 불교
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한형조 옮김 1990: 30).
또한, 불교는 깨어남의 이론이다. 이에 대해 김사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동안 인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신앙종교 산업들을 만들
어 냈다. 각 종교 산업의 광고문들은 거의 모두가 버트란트 럿쎌이 지적하
듯이 이것과 저것을 믿고 시키는대로 하면, 고통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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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고, 덤으로 죽은 후에도 잘 살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도 혼이 날 것이고 죽어서 지옥 가서는 더 혼이
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신앙종교 들은 카알 마르
크스가 말했듯이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아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고타마 싣다르타[부처]는 유난히도 특이했다. 그는 말했다. 고통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믿지 말고 깨어나야 한다 고. 그는 깨어남의 이론을 세우
고, 그 이론에 의거한 깨어나는 방법을 상세하게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 이론과 방법을 검증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었다 (김사철 1998: 12).

불교에는 신 개념이 없다는 점도 현대인들의 관심을 끄는 또 다
른 이유다. 윤회설도 일부 경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불교는 자유주
의(liberalism )와도 통한다. 윤리학계에서도 상황윤리를 강조하는 불교
를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38) 또한, 참선도 건강 유지 내지 증진
수단으로 인기를 끈다. 그리고, 불교와 인간 심리학 사이의 연결 가능
성은 불교가 서양의 주류 문화에 들어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다(Kew on 1996: 125- 128). 미국인들이 불교에 관심
을 갖고 있는 큰 이유도 불교가 근심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즉 심리학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Lancaster
1976: 83).39 ) 불교의 실천론도 또 하나의 이유다(김종명 옮김 1999: 99;
Bu sw ell 1992: 72).
그리고, 불교는 종교적으로도 우수하다. 문명은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종교의 질에 의해 결정난다 는 관점을 견지해온 토인비는 그의
말년에 문명과 종교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다:

38) 불교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렉스프레스(L `ex pr es s )도
1996년 10월 24일자 기사에서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이끌리거나 귀의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불교의 가치관과 윤리적인 가르침 때문이라고 한다(르느와르
1999 : 111).
39)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대규모 학술대회가 최근 미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발표된 글들은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1997년 1월 미국 보스톤(B ost on )에
서 3일간 8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수행에 대한 다
양한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이 결과는 A l R apaport , com pil. 1998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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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이 가져야 하는 종교는 법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다....야훼같
은 유일신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생명의 법체계 쪽이 궁극의
정신적 실재 를 보다 그르침 없이 나타내고 있다. 40) (토인비.池田大作 공
저 1986).

이러한 견해들은 현대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미칠 불교의 영향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불교는 실용적 가르침임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기적이나 주문의 효과에 대한 믿음, 내세의 존재에 대한 믿음,
전통적인 불교 여성관 등은 서구의 사유 전통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서양에서의 불교 전개에 장애물적 요소가 된다
(Kew on 1996: 128- 129). 불교에 대한 서양인들의 이러한 관점은 기복
적 경향이 강한 상당수의 한국 불교도 나아가 아시아 불교도들의 불
교관과는 다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서양인들이 초기불교의 가르
침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불교: 인류의 문화유산
불교는 합리적인 가르침일 뿐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란 점에서
도 국내학계는 불교학 연구에 심층적인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찍이 뒤르(Hubert Durt )는 드 종(J. W . De Jong )의 말을 인용
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시아의 문화도 이해할 수 없음을 다
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도, 중국, 일본 (내가 여기에서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에 드 종교수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의 문화는 불교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해될 수 없
다. 같은 식으로, 불교는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지
식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Du rt 1976: 85).

40) 여기서 토인비는 불교가 궁극의 정신적 실재 를 바르게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
고 있으나, 불교논사들의 저술은 실재의 본성에 관한 명제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살고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으로 내놓은 것이다(한형조 옮
김 1990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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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Bu sw ell 1989: xiii- xiv ).
그러나, 이제 불교는 더 이상 아시아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유
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까지도 연구되고 믿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는 이제 불교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다(정병조 1997: 26).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불교가 성행했거나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Harv ey 1991: 1- 8). 따라서, 불교는 인류의 문
화유산으로서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신규탁1999: 17). 더욱이, 다가올 천년은 문명
권의 충돌 혹은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
이다(심재룡 1999: 73). 이런 관점에서 한국불교학에 대한 연구는 인
도,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공통 문명 요소를 파악하는 데도 도
움을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21세기 인류의 공존에도 기여할 것이
다.41) 서양학계에서도 한국불교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형성에 미친 큰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김종명 1996: 185- 187; Bu sw ell 1992: 217233; Bu sw ell 1989: xiii- xiv ; Gray son 1989: 1- 2).
불교는 훌륭한 종교 이며, 동시에 깨달음의 철학 이다. 그러므로,
한국불교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일부 국학자들의 국수적인 시각
이나, 불교계의 호교론적 입장 혹은 다른 종교 전통에서의 배교론적
입장을 떠난 객관적 시각에서 중요시 될 필요가 있으며, 진정한 의미
의 한국학의 세계화 를 위한 교육42)적 내실을 기하려는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교를 잘 모르면서도 그 가르침을

무시해온 경향이 있는 국내학계는 학문적 지평의 확대를 위해서도,
세계인류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한 실용적 차원에서도

4 1) 21세기를 문명의 시대로 간주하는 헌팅턴은 문명의 핵심을 종교로 해석하면서
(이희재 옮김 1997 : 48), 21세기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는 비슷한 종교를 가진 문
명간의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42) 현재 국내의 국제대학원에는 한국학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며, 그나마 19
세기 이전의 전통사상 관련 과목은 거의 없다(김종명 1997 : 16 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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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학 연구에 깊은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일본불교학 연구43)의 필요성
불교학에 대한 외부적 관심 제고와 더불어 국내불교학계도 대승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불교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불교학계가 극
복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미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역사의
현장에서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은 그 개방성에 있음(심재룡 1999:
67- 68)을 전제로 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1) 연구의 필요성
한국불교학의 미래와 일본불교 연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의 한국불교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 한국불교의 정
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적 작업이다; 국내의 불교연구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현대의 한국불교계는 일본 불교계에 여러 면
으로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불교학계의 일반적인 동향은- 우리
학계 전반이 그러했듯이- 식민지적 요소 청산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
다. 그러나, 국수주의적, 불교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아직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길희성b 1999: 91). 기
존의 국내불교학계에서는 호국불교 와 통불교 개념을 한국불교의 2
대 특징적인 개념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역설적이게
도 일본불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들로 이미 자리 잡고 있
었다. 그리고, 국내불교학계에서는 이 개념들을 이데올로기적, 목적론
적 시각에서 사용한 경향이 크다. 따라서, 일본불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해방
43)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유학생 인도학불
교학연구회 편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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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남한의 불교학 연구는 일본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시각과 비교적
밀접하게 상호 교류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불교를 어
떤 시각에서 연구해 왔는가는 곧 남한에서의 불교연구시각을 알아보
는 데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신규탁 1999: 30).
2) 연구 결여의 원인
이처럼 한국불교의 미래와 일본불교 연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
위논문들 중 일본불교를 다룬 것은 단 한편도 없다. 그리고, 북미주에
서 한국인 학자에 의해 쓰여진 논문은 단 한편이었다.44) 따라서, 국내
외의 한국불교학계는 일본불교 연구를 거의 도외시해 온 셈이다. 한국
불교학계는 전반적으로 일본불교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으
며,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일은 고사하고 깊이 연구해야 할 동기조차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동양철학 연구
도 한국과 중국과 인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받아들여 쓰기는 하지만 연구는 하지 않는 이러한 역
설적 상황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우리와 일본과
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가 빚어낸 감정 때문이다(길희성a 1999: 7; 성
태용 1986: 256), 둘째, 문화의 전파 경로에서 일본이 오히려 우리한테
서 문화를 전해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태용 1986: 257).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불교가 연구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첫째, 역사적 감정 때문이라면, 오히려 지피지기 백전불패 적 관점
에서 일본불교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6세기 이후
얼마간은 일본이 우리로부터 문화를 전수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이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문화가 일본문화 형성에 어느 정도의 기간
에 걸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국내학계의 연구는 일천
44) 이런 상황속에서 일본의 정토사상을 연구한 단행본인 길희성a 1999는 이 분야의
값진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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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더욱이, 현재 국내불교학계는 일본의 영향이 큰 입장에 있다. 따
라서, 두 번째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학계는 이와 같
은 소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본불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효과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는 1) 연구의 필요성 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국불교학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불교학계가 세계불교학계
에 기여할 수 있는 단서도 제공한다. 특히, 선불교와 한일 초기불교관
계사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 면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북미주에서는 동아시아불교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 젠을 중심으로 한 선불교 연구가 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의 젠에 대한 연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
다. 서양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일본 젠은 스즈키 등을 통하여 소개
된 젠이며, 이 형태의 젠은 일본 젠불교계의 주류 전통은 아니다. 이
에 대하여 샤프(Robert H. Sharf)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젠이 서양
학계에 소개된 것은 서구의 동양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가진 일본 학자들과 선승의 활동을 통하여 소개되었으
며(Sharf 1995: 108), 그 중심 인물은 스즈키였다(Sharf 1995: 121131); 그러나, 이때 소개된 젠은 사무라이 정신과 젠의 핵심을 일치시
킨 형태, 즉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띤 형태
의 젠이었다(Sharf 1995: 112- 116); 1984년 현재 일본의 선승 수는 23,
657명이며, 그들은 적어도 2, 3년간은 사찰 생활을 한 승려들로서 전
국에 걸친 20, 932곳의 선찰에서 살고 있었다;45 ) 그러나, 스즈키, 니시
다 기타로, 히사마츠 신이치(1889- 1980)등이 서구에 소개한 젠은 일본

45) 일본의 3가지 중요한 젠 종파에 대한 일본 문화청(T h e Jap an es e A g ency fo
Cultur al A ffair s )의 조사에 의하면, 린자이슈(臨濟宗)에는 38개의 승당(m onk s '
h all), 5, 754곳의 사찰, 6, 196명의 선승이, 소토슈(曹洞宗)에는 26개의 승당, 14
718곳의 사찰, 16 , 705명의 선승이, 오바쿠슈(黃檗宗)에는 2개의 승당, 460곳의
사찰, 756명의 선승이 있었다 (Sh arf1995 : 158 , 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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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의 젠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들 일본의 선승들도 그러한 형태의 젠에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Sharf 1995: 141). 따라서, 샤프는 스즈키 등의 노력에 의해 북미주에
전해진 일본 젠은 일본의 주류 젠 전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일본 젠 전통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 일본에서 수
행되고 있는 주류 젠불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젠불교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불교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개신교 목사로서 한국에서
십 수년간 목회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영국 쉐필드 대학교(Sheffield
Univ er sity )의

교수로서

한국학과

과장인

그레이슨(James.

H.

Gray s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양불교의 대명사인 일본 젠불교의 기원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계종교사 강의에서는 일본의 젠불교에 관한 강좌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한국의 선불교는 일본보다 시대가 앞서며, 동아시아 불교의 청정
한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Gray son 1989: 1-2).46)

따라서, 한국 선불교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젠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양에서의 동아시아 불교학 연구
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 할 것이다.47)
그리고, 한일 초기불교관계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불교학계
는 세계불교학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불교는 초기에 한국불

46)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강돈구 옮김 1995.
47) 한국 선불교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찬불교 전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북
미주 불교학계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중국 찬불교는 시대별로 보면 송대 이전
의 전통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전통은 중국 초기 찬불교 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u sw ell 1989). 또한, 한국선의 역사는 중국 선불교사 연구에서
거의 공백기 상태로 남아 있는 9세기의 전법 실상을 연구하는 데 훌륭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에 한국의 선문구산을 연 대부분의 한국 승려들이 이
당시 중국에 건너가 당대의 대표적인 중국 선사들의 지도 아래 장기간 공부한 후
돌아와서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랭카스터 1999 :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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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평안조(平安朝)시대(9- 12세기)까지만 해도
중국불교나 한국불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안조 말기
와 겸창(鎌創)시대(1192- 1333)로 접어들면서 겸창신불교(鎌創新佛敎)가
출현하였으며, 이 새로운 형태의 불교는 일본불교의 판도를 완전히 바
꾸어 놓으면서 현재까지 일본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길희성a 1999:
5- 6). 북미주에서 연구되고 있는 일본불교는 주로 8세기 이후의 불교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형태의 불교에 관한 것들도 많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서 불교를 수입한 6세기 초 이후 한국불교가
일본불교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내불교학계에서도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의 한국불교학 발전
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불교학 연구의 미래는 내외부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국내학계가 한국불교학 연구의 중요성을 인
식할 때, 한국불교학에 대한 정당한 학문적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일본불교와 관련된 이 과제들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국불교의 세계화 를 위한 일
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48)
48) 미국에서 한국불교가 뿌리내린 좋은 예가 있다. 숭산 행원 스님의 활동이 그것이
다. 미국에서의 한국불교의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불교보다 짧다. 사실상 한국불교
의 존재를 미국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다. 한국불교는
이민 사회와 미국 본토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86년 현재 미국에서 활
동하고 있던 한국승려들은 37명으로, 그들은 모두 한국불교의 주류인 조계종에
속했다. 당시에는 30개의 절, 23개의 선방이 있었다. 미국내 한국불교 신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은 약 50만명(로스엔
젤레스 지역에는 약 15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30%가 명목상 불교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미국 전체의 한인 불자 수는 15만명(로스엔젤레스에는 4만5
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에 설립된 한국 사찰의 대부분은 거의 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절들을 맡고 있는 스님들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므로 미국 본토 사회에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숭산 스님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1972년 로드 아일랜드에 세운 프라
비던스 선원을 중심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포교를 시작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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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교는 현재 인류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 사유틀 및
실천론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불교학 연구의 일차적
목표도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1970s - 1998)와
북미주(1890s - 1998)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논문 현황에 대
한 분석 결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불교학 관련 논문들은 상대적으
로 다양성이 부족한 반면, 북미주의 논문들은 연구 대상 국가별, 시대
별, 종파별, 학자별, 주제별, 학문 분야별 등의 면에서 다양성을 보이
고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 철학이며, 해탈(정신적 자유)을 추구하는
종교인 동시에 인류의 문화유산인 불교가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는
지금, 국내학계도 주변학문으로 밀려나 있는 한국불교학에 대하여 체
계적인 학문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불교학계도 이
데올로기적, 국수주의적 연구 시각을 청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특히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의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논문과 북미주에서 발
표된 이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들 중 종교, 철학, 신학 분야에 수록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불교 연구 현황에 대한 검토
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외의 불교학 관련 단행본 및
일반논문들에 대한 비교 분석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주 불
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와 그의 제자들은 1983년 관음선원을 개설했으며, 그
것은 전통한국불교가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로 뿌리내린 것을 의미하였다. 즉, 그
것은 한국불교의 미국화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그 전형적인 예는 보살승
려 (b odh isattv a - m on k )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 신자의 탄생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보살승려란 비구의 삶과 재가 신도의 삶을 결합한 형태의 삶을 사는 불
자를 말한다. 이처럼, 한국불교가 미국 문화와의 결합을 통하여 포교 영역을 넓혀
가려는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버스웰 199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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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연구의 모태는 유럽의 불교학 연구에 있었다. 그러므로, 유럽의
불교학 연구 현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지
속적, 유기적으로 진행될 때, 지구촌 시대의 한국불교학에 대한 더욱
정확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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