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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혼히 열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은 주로 두 가지 문제 

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첫째는 석가모니가 경험했다는 열반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하게도 다양하게 주 

장되어온 많은 열반 개념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열반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둘째는 열반 개념이 갖는 윤리적 의미에 관한 것이 

다.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현 

대 윤리의 관점에서 개인의 열반이 사회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하는 물음 따위이다. 이러한 논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 

해， 필자는 우선 역사적으로 어떤 열반 개념들이 어떻게 주장되어 왔 

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이 목적하는 바는 왜 그렇 

게도 다양한 열반 개념들이 주장되어 왔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 

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각 열반 개념의 내용올 특정 사회가 그 열 

반 개념에 요구하였던 윤리적 역할과의 상관관계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I. 열반의 분류 

열반의 분류는 불가피하게 열반의 내용율 다루게 된다. 따라서 석 

가모니가 경험한 열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주장되어온 열반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열 

반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피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열반의 내용올 다룬다고 해서 어떤 것이 진짜 열반이냐 하는 논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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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말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이 경험하는 열반과 사회적 

으로 주장되는 열반은 구분되기 때문이며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열반 

은 사회적으로 주장되는 열반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500여 년 전 석가모니가 경험했던 바로 그 열반을 경험했다 

하자. 하지만 그의 개인적 경험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일찍이 아무도， 섬지어 석 

가모니조차도 경험한 적이 없는 순수히 이론적인 열반 개념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특정 사회로부터 진짜 열반이라는 권위를 부여받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양한 열반이 주장 

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리로서의 열반의 경험은 유일무이하다 

는 주장을 반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설사 유일무이한 진짜 열반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열반의 존재만으로는 다양한 열반 개념 

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누려왔던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 역시 

동등한 타당성을 지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개인이 경험한 진짜 열 

반에는 관심 없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특정 사회나 집단이 권위를 

부여한 열반만을 다룰 것이며 그 사회가 주장하는 열반의 내용만을 

다룰 것이다. 

이제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고려해 역사적으로 주장되어온 열반의 

개념을 유형1-1.1-2.1-3과 유형2， 유형3의 5가지로 나누고자 한 

다. 그 중에 세 가지 유형1-1.1-2.1-3은 편의에 따라 유형1로 통 

칭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많은 것에서 

공통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1. 유형 1-1 : 존재의 소멸로서의 열반 

이 유형의 이론적 정당화는， 첫째 ‘열반’이 ‘고통이 없는 상태’로 

규정된다는 점과， 둘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모든 것 

이 고통으로 주장된다는 점에 근거한다1) 만약 이와 같다면， 더 이상 

1) “→切行無常， 是謂初法本， 當念修行-切行苦， 是謂第二法本， 當共思推. 一切

法無我， 此第三法本， 當共思推. 滅盡寫륨짧， 是謂第四法本， 當共思推" ft륨 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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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받지 않기 위한， 곧 열반에 들기 위한 유일한 길은 윤회라는 

삶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정당화 과정은 이렇다. 우선 많 

은 원시경전들에 의하면 열반이란 이미 삶을 다하고 다시는 더 이상 

의 삶을 받지 않는 것이다.2)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열반이 존재의 소 

멸임을 입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삶을 받지 않 

는 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에 불과하며 

부처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열반에 드는 것과 모든 작용-切行이 소멸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전의 구절들에 의해 반박된다 3) 만 

약 열반에 드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작용도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 

를 ‘존재의 소멸’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해석은 없을 것이다. 

열반을 ‘존재의 소멸’로 해석하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역시 

정설이었다If'구사론없舍꿇』 제14권에서는 ‘열반’올 ‘지혜로 가려 없애 

서 얻는 작용 없음擇織無뚫’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4) 또 『구사론』 

6권에서 ‘작용없는 것無옳法’이 인과작용을 하지 않음을 밝히는 부분 

에서도 열반을 작용없는 것과 통일한 것으로 보았다 5) ‘작용없는 것’ 

은 정의상 어떠한 인과작용도 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열반이 작용 

없는 것이라면 열반에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폰재의 소멸이다. 

2. 유형 1-2: 즐거움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열반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어 왔다. 만약 열반이 존 

含』 제23권(大正新修大홉經(1‘.)， Vol. 2, p.66&). 

2) “ g得옆짧， 我生E盡， 寶行E立， 所作E作， 自知不受後有" r雜阿含」 제l권(T. ， 

Vol. 2, p.7b). 

3) “쐐! 此老病死， 壞A極盛色， 初時甚t용意， 今鳥死使遍. 雖當홈百歲 皆當짧於 
死 無免JIt뽑苦， 盡當훌홈此道. 如內身所有， 짧死之所뿔， 外諸四大者， 惠趣於
本無. 是故求無死， 唯有햄짧耳， 彼無死無生， 都無此諸行" rt홉一阿含』 제18 

권(T.， Vol. 2, p.637b). 
4) “짧依法者， 謂歸훨짧. 1比륨짧言唯顧擇威， 自他相빼煩뼈及苦寂載-相， 故通歸
依" r명舍論』 권14(T.， Vol. 29, p.76c). 

5) T., Vol. 29, pp.33c-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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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소멸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중 

생들이 영원한 죽음을 위해 수행을 시도할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숭 

이 좋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인데 말이다. 열반 유형1-2는 즐거움 

을 누리며 영원히 존재하는 열반이다 그래서 이 유형은 아마도 열반 

유형1-1보다 훨씬 매력적일 젓이다. 최소한 수행의 동기부여에 있어 

서는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즐거움올 누리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열반’을 정당 

화하는 전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폰재의 소멸로서의 열반’을 

정당화하는 전거가 나오는 원시경전들이라는 점이다 w증일아힘增→阿 

含』 제 11권에서 구담류지훌庸留支가 석가모니에게 게송으로 말하기를，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나 더 이상 아무런 애착도 없으 

니， 다시는 이 몽뚱이 받는 일 없이 열반 속에 길이 즐거우리라끼 

이 구절에는 ‘다시는 생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과 ‘길이 즐거움을 누 

릴 것’이라는 두 생각이 아무런 어색함 없이 함께 쓰이고 있다. 이처 

럼 열반을 안락함에 머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국에 전해지는 

아함경전四部 阿含經 곳곳에서 발견된다.7)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작용 

의 일종이다. 부처가 길이 즐거우려면， 길이 작용해야하고， 따라서 길 

이 존재해야 한다. 

열반을 영원한 즐거움이라 정의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 누군 

들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랴. 하지만 문제는 원시불교의 기 

본 교리와 상반되는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사법인 

四法印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切皆苦’는 명제와 상반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원래 ‘작용하고 소멸하는 모든 것 切行’， 그러니까 ‘작용 

하는 것有뚫法’ 모두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형 1→2에서 열반은 

6) “生死無數助， 流障不可計， 各各求所安 數數受폼↑싫. 設復見身已， 意欲造舍

:t, -切支節壞， 形體不得全 心딩離諸行， 愛著永無餘， 更不受此形， 長樂i멸 

짧中"(T.， Vol. 2, p.597ab) 
7) 예를 들변， “若色因緣生憂悲腦苦斷， 彼斷E無所著. 不著故安隨樂住. 安隱樂住

E , 名寫j멸盤. 受 · 想 · 行 • 識亦復如是 " r雜阿含』 제2권(T.， Vol. 2, p.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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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즐거움이며 따라서 작용하는 것에 속한다. 그러면 열반이 고 

통이던가， 아니면 ‘모든 [작용하는] 것이 다 고통이다’는 명제가 거짓 

이던가 이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초월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는 것이다. 윤회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열반에 든 부처는 윤회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삶을 받지 않 

지만， 저 아득한 곳 어딘가의 초월적인 세계에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존재하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유형 1-3: 번뇌의 소멸로서의 열반 

열반 유형1-3은 열반에 든 부처의 폰재 여부는 묻지 않는다. 열반 

이란 번뇌의 소멸이라는 정의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 유형을 지지하 

는 사람들의 주장이다.8) 이들은 불교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의 소멸 

이고， 열반은 수행을 통해 모든 고통을 없앤 결과이므로， 열반에 든 

후의 존재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형이상학적 말장난에 불 

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열반 유형의 지지자들은， 불교가 형이상학 

을 배척하는 실용주의적/경험주의적인 수행론이라고 주장한다. 

불교에서 열반에 든 후에 부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호기심을 거부하는 것은 석가모니 자신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 

답하지 않음無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Ii'잡아함』에서는 아난阿難의 입 

을 벌어 부처가 대답을 거부한 이유를 다음처럼 밝히고 있다. 

구가나없빼那라는 외도가 물었다. “아난이여 여래如來는 죽은 후에 

존재하는가?" 아난이 대답하기를， “대답할 것이 아니다" “(여래 

는) 죽은 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후에 존재하기 

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죽은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아난이 답하 

8) 이 유형율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전상의 전거는 매우 많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w雜阿含』 제18권， “뭘짧者， 용欲永盡， 題惠永盡， 愚癡永
盡-切諸煩뼈永盡， 是名륨짧."(T. ， Vol. 2, p.l26b) w增-阿含』 제16권， “願威
표陰苦， 諸痛生死腦， 햄짧無諸愚， 我今自騎之."(T. ， Vol. 2, p.6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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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대답할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인가 아난이여， 당신은 도 

대체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단 말인가?" 아난이 답하기를， 

“이는 모르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잘 아 

는 것이고 잘 보는 것이다" 외도가 다시 묻기를， “아난이여， 도대 

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본다는 말인가?" 아난이 답하기를，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번뇌가) 일어나는 곳을 보고， 번뇌에 묶임을 끊 

는 곳을 보니， 이야말로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알 

고 이처럼 본다. 어찌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 

겠는가?9J 

열반 유형1←3의 지지자들은 이처럼 석가모니와 그의 직계 제자들 

조차 대답하기를 거부한 문제를 가지고 후세의 학자들이 따지고 드 

는 것은 불교를 독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유형2: 대승의 열반 

불교 전체가 다양한 사상의 집합체인 것만큼이나 ‘대숭불교’라 불 

리는 것 역시 다양한 사상들의 집합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 

가 편의상 ‘대숭의 열반’이라 이름한 열반 유형2는 열반 후의 존재 

소멸을 부정한다. 하지만 열반 유형2가 열반 유형1-2와 다른 점은 

열반에 든 부처가 중생교화의 작업을 영원히 수행한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해서 열반 유형2의 부처는 열반을 성취한 후 윤회의 세계 저 

너머 초월적인 곳에서 초월적으로 작용없이 초월적으로 즐거움올 누 

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생사의 바다에 영 

원히 남아서 그들을 건지고자 적극적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성유식론成唯識論』은 열반을 네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유형2의 열반 

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하고 었다. 

9) ~雜阿含」 제34권， “명迎那外道言 r듭何， 阿難， 如來死後有?J 答言 r無記」， r死後

無? 死後有無? 死後非有非無?」 答言. r無記.」 「￡何， 阿윷難& 짧不知不見耶?끼J 阿難
答言즘: 

「見可見處’ 見所起a處륜’ 見a樓훌斷處’ 此則F뚫훌훗知知U，’ l此t比t則겉뚫홉見見. 我如是知 • 如是見 죠何 
說言不知 • 不見? /'(T. , Vol. 2, p.24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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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에는 간략히 네 가지의 다른 것이 있다. 첫째는 본질적인 성 

품이 원래부터 깨끗한 열반本來업性빼햄캘짧이다. 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갖고 있는 참된 본체륨如의 이치가 비록 외부대상 때문에 [번 

뇌에] 물들 수는 있지만， 그 본성은 깨끗하여서， 헤아힐 수 없이 

많은 공덕을 갖고 있으며，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다. [이런 열반은]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 . 

. 이것의 성질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부르 

는 것이다. 둘째는 나머지가 있는 열반有餘햄짧이다. 이는 참된 본체 

가 번뇌의 장애煩뼈障를 이미 벗어나， 비록 미세한 고통이 의지하고 

있는 나머지 몸뚱이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장애률 영원히 장 

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셋째는 남김 없는 

열반無없옆짧이다. 이는 참된 본체가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번뇌률 이미 모두 없애버리고， 나머지 몸도 역시 없애버려 모든 

고통올 영원히 잠재웠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부른다. 넷째는 머무 

는 바가 없는 열반無住盧옆짧이다. 이는 참된 본체가 앓의 장애所知없 

으로부터 벗어나고， 큰 자비심과 지혜의 도움을 항상 받아서， 이 

로 말미암아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영원히 중생들을 이 

롭게 한다. 작용올 하면서도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부 

른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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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에서 ‘머무는 바가 없는 열반’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필자 

가 열반 유형2라고 분류한 것이다. 이런 유형에서 열반에 든 부처는 

이미 번뇌를 모두 없였으므로 12연기셜의 도식에 따라 어떠한 생멸 

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지만， 고통받는 중생올 제도하기 위해 결코 

존재의 소멸로 빠지는 일이 없다. 

이 유형이 궁극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열반이 아무런 작용 

도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주장하기로는 생사와 열반에 모두 

10) r成唯識說』 권10， “뭘쩔義別略有四種-本來엄性濟澤뭘짧. 謂一切法相質如理，

雖有客혔而本性훔， 具無.톨微썽)功德， 無生無滅뺨若虛空，切有情平等共有. 
與一切法不-不異， 離-切相-切分別， 尋思路絡名言道斷， 唯質聖者自內所證，
其性本寂故名뭘짧. 二有餘依뭘짧， 謂~p흉如出煩↑뼈障， 雖有微苦所依未滅， 而障
永寂故名볕짧. 三無軟依훨累， 謂~p홉如出生死苦， 煩뼈ret훌훌餘依亦滅， 聚苦永寂
故名륨짧. 四無住處홈짧， 謂~P.如出所솟購， 大悲般若常所輔를， 由斯不住生死
裡짧， 利樂有情짧未來際， 用而常寂故名햄짧.‘’(T.， Vol. 31 , p.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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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생사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반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이니， 이에 부처는 결코 아무 행위도 없는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서 부처는 자신의 고통과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의 고통이 소멸되었다고 남김없는 열반에 

드는 것은 성문활聞이나 연각緣쩔같은 소숭이나 하는 편협한 짓이다. 

열반 유형2에는 대자대비한 부처는 결코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한 

채 폰재의 소멸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강한 이타적 윤리관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5. 유형3: 참여불교의 열반 

열반 유형3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하게 벌여지고 있는 참여 

불교Engaged Buddhism 운동이냐 80년대 한국에서 급속히 퍼졌던 민중 

불교民累佛敎 운동에서 제시하는 열반관이다. 필자가 이 열반관을 앞 

의 두 유형과는 별개로 제시한 것은， 주장되는 열반의 내용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열반 개념을 뒷받침 해주는 기본적인 가치관 및 

사회관이 기존의 불교에서 주장되던 것과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가 ‘참여불교’라는 이름 아래 동남아시아의 참여불교 운동과 한 

국의 민중불교 운동을 함께 묶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10 

사실 동남아시아의 참여불교에서 논하는 열반은 대부분 동남아 상좌 

불교上座佛敎의 열반이고， 한국의 민중불교 운동에서 논하는 열반은 

동아시아 대숭불교의 열반인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두 운동 모두는 개인적 무지로부터 비롯하는 고통뿐 아니라， 

잘못된 사회의 착취구조로 인해 생기는 고통의 해결에도 많은 관심 

을 기울인 결과 기존의 불교와 다른 새로운 열반관을 갖게 되었다. 

열반 유형3이 갖는 새로운 특징들은 열반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서 

11) 이하에서 ‘동남아의’라는 수식어가 불지 않은 모든 ‘참여불교’라는 단어는 동 

남아시아의 참여불교와 한국의 민중불교를 비롯한 일련의 현대적 불교운동을 

통칭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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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서 야기된 

것이다. 서양의 사상들과 만나면서， 불교 내부에서도 몇몇 집단이 고 

통의 근원이 개인의 무지보다 사회의 잘못된 착취구조에 더 많이 었 

다는 진단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티까로 비구Santikaro 

Bhikkhu는， 담마적 사회주의m바ha뼈mm따1 

구B빼뼈3뻐빼u뼈d뼈dh띠ad때as잃a B뻐~h뻐h비비ik싸빠‘이*씨빼k싸때‘야m뼈hl뻐1uωl니1906→ l때9937가} 왜 그리도 끊임없이 사회에 대해 말 

해왔는가를 다음처럼 분석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치와 경제에 대해 논의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것들이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알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문맥 속에서， 사회에 대한 그의 논평을 읽올 필요가 
있다 12) 

이들 참여불교 지지자들은 고통의 원인이 개인의 무지와 탐욕에만 

있지 않다고 보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불교의 목적 역시 개인의 고통 

과 번뇌의 소멸에 국한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래서 홍사성은 80년 

대 한국의 민중불교의 특성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째는，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모순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민 

중의 현실고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계 

급투쟁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의 불교가 중생 

의 고통을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하던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입장이다 13) 

유형3의 열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반을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 

로 놔두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 앞에 ‘열반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불여， 

우리는 ‘열반 상태의 사회nibba띠c society'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Santikaro Bhikkhu, “ Buddhadasa Bhikkhu: Life and Society through the 
Natural Eyes of Voidness," Engaged Buddhism, Christopher S. Queen 
and Sallie B. King e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앉)6， p.l57. 

13) 홍사성， 「민중불교운동의 평가와 전망」， 『민중불교의 탑구~， 민족샤 1989,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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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이기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에 있지 않 

고 담마적 사회주의ot마ha뻐mmlC 

SOCl(‘c따띠~ly。어셰。어에11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4) 

열반이라는 수식어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까지 더해진다는 것은 

불교에 의한 개혁의 대상이 개인을 넘어 사회에까지 확대되었음을 

함의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유형3의 열반이 앞의 유형1 .2의 열 

반과 다른 것이다. 혹， 유형1-1'1-2.1-3과는 달리 열반 유형2에서 

는 부처가 존재의 소멸에 빠지거나 자신만의 안온한 즐거움에 정체 

되는 일 없이 영원히 교화활동을 하므로 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서 열반 유형3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기존의 대승불교 경전이나 논서들 속에서는 열반을 성취 

한 부처는 결코 스스로 사회의 잘못된 착취구조에 저항하지 않는다. 

또한 그에 대해 투쟁하도록 중생들을 선동하지도 않는다. 단지 아무 

리 부당한 착취구조 속에 처할지라도 그에 연연치 않고 자기 마음속 

어리석음과 탐욕을 없였을 뿐이며， 또한 이러할 것을 중생들에게 권 

하였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열반 유형2의 불교에서 개혁의 대상 

은 개인이지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열반 유형2와 열반 유형3은 다 

른것이다. 

II. 개념 체계， 권위 부여 그리고 사회적 요구 

1. 유형 1 에서 유형2로의 변화， 그리고 이타행의 중시 

열반 유형1의 불교에 비해 열반 유형2의 불교 윤리 체계에서 두드 

러진 것은 보살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w화엄경華嚴紙의 r이세간 

품離tlt間品」에서는 보살을 경계를 다음처럼 옮고 있다. 

14) Santikaro Bhikkhu, “ Four Noble Truths of Dhammic Socialism," A 
slimmed down version of the chapter in the book Enteríng the Realm 
01 Reality(lNEB, 1997). 이 자료는 http://www.suanmokkh.org에서 얻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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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은 부처와 동둥하여 여러 중생울 깨우쳐 주신다. 

바른 깨달음으로 세간을 깨우치는 것 외에 무슨 별다른 부처의 마 

음이 있겠는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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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바는 보살과 부처가 설사 자기 깨달 

음의 완성도에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중생을 깨우치는데 있어 

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처를 자기 깨달음의 완성으로부 

터 정의 내리지 않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으 

로부터 정의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놀라움은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화엄경』의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에서 초발심주初發心住 보살의 

경계를 옮고 있는 다음 게송올 보라. 이타의 강조가 보살의 신분을 

어디까지 상숭시켰는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처음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탄생하는 모습과 출가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 이루는 모습올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중생율 위해서 열반에 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신다.16) 

다시 말해서 부처의 팔상성도/뼈成道를 보살이 시현示現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살은 부처와 전혀 다률 바가 없게 되었음올 우리는 발견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중생을 위해 남검없는 열반에 들지 않는 부처의 

윤리 의식과 다른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까지 자신의 성불올 미루 

는 보살의 윤리의식의 상사함에 주목한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타주의 

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니， 내 자신의 고통올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소멸이 우선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머무는 바 

없는 열반의 개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살의 위상이 이렇게나 강 

화되었어야만 하는개 왜냐하면， 머무는 바 없는 열반의 개념만으로 

도 이타행융 중시하는 윤리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사실 부처와 

15) 홈훌等於佛 월좀諸R￥生 佛心뿔有他 正뿔뿔世間(T.， Vol. 10, p.315b). 
16) 或現始흉珠勝行 成現初生及出家 或現樹下成홈提 盧옳農生示흩짧(T.， Vol. 10, 

p.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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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보살의 개념은 군더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이 두 방식의 사고가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리라는 것이 펼자의 생각이다. 불교의 발전 과 

정의 한 쪽에서는 상좌불교上座佛敎의 숭려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남김없는 열반에 드는 부처를 평가절하하고 보살을 치켜올라는 움직 

임이 있었던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너무나 자비롭고 고귀한 나머지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 속에 남겨둔 채 열반에 들 수 없어서 열반을 

성취하고도 교화행위를 계속하는 부처를 그려내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머무는 바 없는 열반이라는 개념과 부처와 

대등한 보살이라는 개념이 공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던 간에 현재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은 보살의 위상강화라는 것과 머무는 바 없는 열반이라는 개념 

의 발생이 그 동기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이타행 중시의 윤리관에 

서 비롯하였다는 점이다. 

이제 열반 유형1에서 열반 유형2로의 변화 동기를 살펴보자. 필자 

는 열반 유형의 변화를 ‘요구’의 수용으로 파악한다. 그 요구는 사 

회 · 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요구일 수도 있으며，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변화에 따른 요구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 수양의 경험에 의한 요구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기존의 유형을 버리고 새로운 유형을 취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여기서 필자는 불교의 열반관 유형의 변 

화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요구는 사회 · 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요구임을 밝히고자 한다. 

유형1로부터 유형2로의 변화를 순수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 

자연 다음과 같다(이는 필자에 의한 논리적 구성이다. 결코 역사적 

사실이 이와 같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CD 유형1에서 열반은 작 

용없는 것이다.(2) 그런데 작용없는 것은 생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라한이 열반을 성취했을 때 열반이 생겨나는 것이 아나다. 열반은 

본래부터 었던 것이며， 단지 나타나는 것이다 17) @ “열반이 본래부 

17) 생검과 나타남의 차이는， 생검은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나타남은 보이 
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붐이 되면 없던 꽃들이 피어난다. 이 
경우에는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다. 반면 한 밤중에 방의 불을 켜면 방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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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있던 것”이라는 주장은 다시 중생이 본래부터 그것올 본래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중생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그것올 ‘부처의 본성佛性’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모든 중생은 본래 부 

처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별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보편적인 속성을 ‘실체없음空’ 혹은 ‘참된 본체휩如’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부처의 본성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참된 본체 혹은 실체 

없음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던 바이다.(5) 그런 

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옴이 나타낸 바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용전한 이치를 갖추고 있는(모든 개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보편적인 속성인) 부처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 

래서 각각의 모든 것과 부처의 본성은 둘이 아니다. 그리고 각각의 

것들은 다른 것들올 온전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필자는 유형1올 지지하고 있는 교리체계로부터 유형2를 지 

지하고 있는 교리체계로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구성해보았다. 그 과정 

에서 몇 군데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된 개념이 보인다. 예를 들면， 작 

용없는 열반이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셜 

사 폰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슨 방식으로 중생이 소유할 수 있으 

며， 열반이 혹은 부처의 본성이 어떻게 모든 개별적인 속성올 지니고 

있는 유일한 보편적 속성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 

의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나타낸 바라 할 수 있으며， 또 나타난 바의 

것과 나타내는 부처의 본성이 둘이 아니[며 동시에 하나도 아니]라는 

것은 무슨 소리이며， 이 것이 저 것올 옹전히 내포한다는 것은 이 

것과 저 것이 같다는 소리인가 다르다는 소리인가 동의 문제는 설명 

되지 않은 채로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나 모순된 개념올 주장되는 그대 

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우리의 판심사를 해결하지 못 

했다. 열반 유형1에서 출발하여 열반 유형2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반 유형2를 규정짓는 특정은 열반에 든 부처가 교화행위 

가구들이 보인다. 이는 본래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지， 없다가 새로 생겨난 것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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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것인데 앞에서 열거한 그 많은 오묘한 

개념들 어느 것으로부터도 고통을 경험하는 주체인 내가 그것의 소 

멸인 남김없는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유형1에서 유형2로의 

열반관 변화는 불교 교리의 변화로부터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열반 유형1에서 유형2로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은 이 

타행의 중시를 새로운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거칠게 말하자 

면， 유형 1에서는 나의 고통에서 출발하여 내 고통의 소멸을 목표로 

하지만， 유형2에서는 ‘나와 남’의 고통에서 시작하여 ‘나와 남’의 고통 

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설사 나의 고통이 이미 모두 소멸되 

었다 할지라도 남의 고통이 소멸되지 않는 한 교화의 행위는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중생의 고통이 끝없으므로 교화의 행위도 끝이 없 

다. 특히 유형2의 보살의 경우에는， 이타행의 우선시라는 윤리적 요 

구의 수용이 더욱 두드러진다. 보살의 경우 설사 나의 번뇌와 고통을 

다 할 수 있을 지라도，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을 다하기 이전에는 나 

의 고통을 다하지 않겠다고 맹서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밝히려는 것은 교리의 변화가 열반관의 변화를 

야기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소극적인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필자는 이 

타행을 중시하는 윤리의식이 열반관의 변화을 야기하였고， 이것은 다 

시 불교의 교리체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낳게 되었음을 밝히고 

자 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유형1에서 열반은 작용없음에 속한다. 하 

지만 유형2의 불자들에게 이미 이타행의 화신이 되어버린 부처는 작 

용없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부처는 열반을 성취했지만 

교화라는 작용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실제 불교사에서 이것은 부처의 

참된 존재 세계에서 작용과 작용없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형태로 나 

타난다. 예를 들어， 『화엄경』， r십회향품十며向品」에서는 보살의 경계 

를 다음처럼 찬탄한다. 

[보살은] 작용의 세계에서 작용없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작용함의 

특징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또한， 작용없음의 세계에서 작용함을 

보여주어 작용없음이라는 특징을 구분지으려 않는다 18) 



훌훌반깨닙외 변확와 톨쿄빡리 155 

이에 따르면 작용은 작용이 아니며， 작용없음은 작용없음이 아니다. 

필자는 이처럼 작용함과 작용없음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에 분 

명한 목적 내지 동기가 있음을 『화엄경』， r입법계품入法界品」의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보이고자 한다. 

[희목관찰중생주야신홈目홉홍짧生夜神이] 혹은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 

물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작용에도 작용없음에 

도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19) 

이 구절로 분명해지는 것은 유형2의 교리체계에서 작용과 작용없음 

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것에 종속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부처는 중생교화의 의무를 저버 

려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요구와 부처의 경계(곧 열반의 경계)는 본 

질적으로 작용없음라는 이전의 기본 교리가 상충하여 결국 ‘[생사에 

도 열반에도] 머무는 바 없는 열반’과 같은 타협점을 낳게 되었고 

다시 이 결과 작용과 작용없음의 엄격한 구분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알수있다. 

이타행의 중시로 인해 초래된 작용과 작용없음의 구분 소멸은 이 

전의 교리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개별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보편적인 속성인 

실체없음空 혹은 참된 본체動:0"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원인 역시 

바로 작용과 작용없음의 구분 소멸이다. 작용의 세계는 개별적인 속 

성이 드러나는 세계인 반면 작용없음의 세계는 보편적인 속성의 세 

계이다. 열반 유형2의 부처는 이러한 두 세계가 둘 아님을 깨닫고， 

그 자신의 존재와 행위 역시 그가 깨달은 바와 마찬가지가 된다. 따 

라서 그의 존재와 행위는 작용만도 작용없음만도 아니며， 개별적인 

속성만도 보편적인 속성만도 아닌 초월적인 것， 곧 참된 본체 혹은 

실체없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참된 본체 혹은 실체없음을 

18) “於有옳界， 示無뚫法， 而不$훌훌有罵之相. 於無옳界， 示有홉法， 而不分別無옳之 
相."(T. ， Vol. 10, p.l32a) 

19) “或廳演說不住生死不住륨짧， 令其不著有옳無옳 "(T., Vol. 10, p.37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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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는 사상이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사%唯짧思想과 만날 때 대숭불 

교의 어떠한 주장도 도출 가능한 것이 된다. 이에 우리가 알 수 있 

는 것은 대숭불교의 교리체계를 발생시킨 두 근원은 첫째 이타행의 

중시 때문에 촉발된 작용과 작용없음의 구분 소멸이며， 둘째 아마도 

요가 수행의 결과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사상 

의 도입이라는 것이다 

2. 유형 1 .2에서 유형3으로의 변화， 그리고 사회관 · 가 

치관의 전도 

열반 유형1에서 유형2로의 변화가 이타행의 중시라는 전제 하나를 

더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 반면에， 유형1 또는 유형2로부터 유형3 

으로의 변화는 불교의 윤리관 • 사회관 전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면적이다. 다음의 주장을 보자. 

운동의 계급성을 망각한다면 아무리 운동이라고 이름올 붙이고 

미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운동의 호도이며 거짓이다 왜냐하연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던 것도 이 계급이었으며， 계급모순 

의 철폐가 바로 자비의 활동이요 大悲의 본연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불교운동가는 철저하게 계급성에 입각해야 한다 ... 인간의 

고통은 분배의 차별성에도 물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고통의 원 

인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배와 피지배， 억 

압과 착취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운동가는 이 러한 차별성을 깊이 

인식해서 운동올 해나가야 한다 20) 

위 글은 한국의 민중불교에서 주장되는 가장 급진적인 생각 가운 

데 하나일 것이다，21) 위 인용문의 저자인 여익구는 “부처님이 근본적 

20) 여익구 r민중불교운동론J(W민중법당」 제4호)， 민중불교운동연합 10주년 기념 

사업회 편 r민중불교~， 민중불교운동연합， 1995, p.230. 
21)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민중불교의 주장은 동남아 참여불교의 주장보다 더 

과격하다， 동남아 참여볼교에서는 많은 경우 기존 불교의 정통성올 인정하면 
서 아울러 사회문제에도 많은 관심올 기울일 것올 주장하는 데서 그친다. 그 

래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다롤 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그리고 권력 



열반깨님외 변확와 .쿄훌리 157 

으로 부정하였던 것도 이 계급이었으며， 계급모순의 철폐가 바로 자 

비의 활동이요， 大悲의 본연”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 

다. 뿐만이 아니다. 그는 “소위 인간혁명올 말하는 종교상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인 

간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 사회혁명 없이는 인간혁명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주장까지도 전개하는데，22) 이런 주장에서는 

개인의 열반보다 사회구조의 개선이 우선시되고 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해서 『유마경維摩짧』의 r불국품佛國品」에 나오는 한 대화를 

살펴보자. 사리불舍利했이 석가모니의 국토인 사바세계는 더러운 세계 

빼土라고 생각하자， 나계범왕縣혈활王이 훈계하기를， “당신이 이 국토가 

더렵다고 보는 것은 부처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오， 사리불이여， 보살들은 모든 중생올 평동하게 대 

하시고 마음이 깊고 깨끗하시며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시기에， 이 

국토가 깨끗함을 볼 수 있는 것이오”라고 한다 23) 이 이야기는 우리 

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외부환경은 우리가 마음가짐올 달리 먹음으로 

써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마 

음가짐을 달리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은 고통이나 기쁨과 같은 주 

관적 경험올 넘어서 심지어 물리적인 자연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열반 유형2를 지지하는 불교 체계에서는， 사회적 관 

계나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때 우리가 바꾸어야 활 것 

은 외부의 사회적 관계나 자연환경이 아니다. 그것을 괴롭다고 여기 

는 우리의 마음가짐올 달리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이 주는 고통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지닌 자와 지니지 못한 자 사이의 커져만 가는 톰새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 
프로그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개개인이 자신의 영성을 개발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 (Engaged Bud，뼈ism， p.219)라는 논조로 말한 

다. 위의 인용문처럼 급진적인 주장올 통남아의 참여불교에서 찾아보기란 아 

주 힘든 일이다. 

22) 여익구， 『민중불교철학~， 민족사， 1988, p.23. 
23) “峰협했王言 r仁者心有홈下 不依佛憲故， 見此土옳不홉耳. 舍利했， 홈흩於-切짧 

生， 惠皆平等， 深'L;淸홉， 依佛짤憲<<1.뼈E템比佛土i홉뺑.J ”， 『維摩經」， r佛國品J(T.• 

Vol. 14.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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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형3의 열반을 추구하는 불자들에게 내 마음가짐을 바꿔 

서 사회 • 자연환경을 바꾼다는 소리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착취계급의 사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관 

심은 현실적이다. 여익구는 말한다. 

불교에서 고로부터의 해탈의 요구는 범부적 입장， 즉 자연적 입장 

을 지양해서 지혜의 입장， 자유의 입장， 즉 해탈의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한다. 해탈로 향하는 활동은 ‘있는 것’을 지양해서 ‘있어야 할 

것’을 실현시키는 활동이다. 이 활동의 방향으로서의 적멸(寂 

滅) . 열반은 바로 ‘이상’이고 ‘절대적 선’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 

한 절대적 가치의 이상은 인간의 관념 속에서는 존재할 수는 있어 

도 인간의 현실적 삶 속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인간의 현실적 

삶이 가치적이기 이전에 우선 무엇보다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 

가 필요하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음식， 주거， 

의복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최초의 행위는 이 

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생산 즉 물질적인 삶 자체의 생산 

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초의 역사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인 

간의 절대적 자유도 이런 역사적 행위를 축적시킨 위에서 건설되 

는 것이다 24) 

이들이 과연 윤회와 윤희로부터의 해탈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필자 

가 보기에 이들은 내 마음을 다스려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 

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당장 나 

에게 불이익을 안겨다 주는 사회의 착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열반 유형1과 유형2에서는 다음처럼 주장한다. 삶이란 모두 고통 

이다. 설사 천상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릴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윤회 

속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이며， 그것조차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어리석 

게도 삶과 쾌락에 탐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 

퀴에서 벗어나 영원히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삶과 쾌락에 대한 

탐착을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유형에서 우리가 원을 수 

24) 여익구 r민중불교철학~， 민족사， 1988, pp.1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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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삶과 삶에 대한 욕망은 부정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했듯이 여익구는 “인간의 현실적 삶이 가치적이기 이전 

에 우선 무엇보다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인간의 최초의 행위는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생산， 즉 물질 

적인 삶 자체의 생산이다”라고 말한다. 여익구에게 있어서 삶은 긍정 

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여익구 부류의 극 

단적 유형3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불교의 목적은 더 이상의 삶을 받 

지 않는 것， 곧 열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열반 

은 “열반적인 사회nibbanic society"에서의 용례처럼 단지 미사수식 어 

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유형 1 . 유형2에 

비해서 극단적 유형3이 갖고 있는 윤리관은 기본 전제부터가 다르다 

는것이다. 

또 한 가지， 열반 유형1 . 2와 유형3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 

이 있다. 그것은 사회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열반 유형1 . 2에서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 

에 불과하다. 각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기능도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열반 유형3에서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 

는 개인들로 총합 이상의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는 그 구성 

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특한 기능이 었다. 이와 

관련해 윈스턴 킹Winston King은 서구의 불교운동가인 켄 존스Ken 

]ones를 평하면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그는 많은 [동양의l 불교가 “사회는 … 그것올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따라서 [사회는] 개개인의 업이 엄힌 타 

래에 불과하다고 상정해 왔던 것에 불평을 토로한다. 그의 말올 

한 마디로 표현하자연， 천통적인 불교적 사고에서 하나의 사회는 

각각의 업으로 지워진 운명들이 병렬적으로 얽혀있는 한 집합인 

것이다 .... [켄 폰스가 볼 때] 개개인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사회는 

도덕적 • 비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에게 좋거나 나쁘거 

나 영향올 미치고 있다.정 

25) Winston κng， ‘A Buddhist Ethic Without Karmic Rebiπh’ ，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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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구성원들의 총합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유형1 .2의 경우 

이상사회는 그 이상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상적인 덕성을 갖출 경 

우 오직 그 경우에만 달성된다. 하지만 사회를 그 구성원인 개인들의 

합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보는 유형3에서 그 구성원 모두가 이상적 

인 띄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아울러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었다고 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상적인 덕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유형1 .2에서 개인의 교화는 곧 사회의 개혁이나， 유형3에서 개인의 

교화와 사회의 개혁은 별개의 문제이다. 

유형1에서 유형2로의 변화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급격한 변 

화가 있었던 반면에， 사회 •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반면， 대조적으로 유형 1 .2에서 유형3으로의 변화는 교리적 

인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 윤리적인 측면 

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앞에서 밝혔듯이 유형3의 열 

반관이 탄생하는 데에는 현대의 서구적인 사회관 • 윤리관이 큰 역할 

을하였다. 

우선 새로 도입된 사회관이 불교의 열반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자 유형3지지자들은 기존의 전통불교에서와는 달리 사회를 그 

구성원들의 총체 이상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회는 그것을 구성 

하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 

점은 기존의 불교 교리체계의 완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 

든다. 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면， 개인의 무지 

와 탐욕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의 잘못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고 

통이 있을 것이며， 설령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상적인 덕성을 성 

취하더라도 사회의 잘못된 구조로 인한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폰의 불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적이다. 

이에 아직도 불교도입을 자처하고 따라서 기존의 불교 교리를 옹 

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유형3의 열반관 지지자들이 취하는 태도는 

기존 교리에 대한 취사선택이던가 재해석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 

Buddhist Ethics , Vol. 1, 199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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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동남아의 참여불교는 기존 상좌불교의 정통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사회 • 윤리관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그들은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을 틀렸다고 선언하는 기존 

불교 교리에 대한 취사선택보다는 언뜻 보기에는 틀려 보이지만 실 

제로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느냐 하는 식의 기존 교리 재해석에 

치중하고 었다. 슈락 시와락사가 기존의 5계 가운데 不愈盛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 

슈락의 눈에는 오늘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 

사업의 일부는 오히려 전통적인 형태의 좀도둑보다 더 간흉스러 

워 보인다 요컨대 훔치지 말라不隊짧는 계율은 경제 정의의 근본 

원칙이며， 우리가 경제 체계가 갖고 있는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는 

수단인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 

지와 달리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게끔 하는 잘못된 경제 구조를 

뒤 엎을” 펼요가 있다.26)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교리 속에 어떻 

게든 새로운 사회 • 윤리관을 수용하려는 슈락의 고심이다. 

반면， 동아시아 대숭불교권에서 발생한 한국의 민중불교의 경우 기 

폰불교의 재해석 작업과 병행해서 기존 불교 교리에 대한 취사선태 

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하건， 이들 민중불교도 

들이 자신의 불교적 사회관을 구성하는 출발점은 연기이다. 

민중불교 이론가들의 사회구조와 세계에 관한 이해의 준거는 교 

리의 중심개념인 緣起說에 두고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相依相

資 관계에 있다고 보는 연기이론은 개인과 사회의 상관관계를 설 

명하는 이론적 도구다. 이에 의하면 개인과 사회가 불가분리의 상 

관관계에 있다고 할 때 사회구조의 변화없이 개인만의 안락한 삶 

이란 환상에 불과하고 개인적 해방이란 허위의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긴) 

26) Donald K. Swearer, “ Sulak Sivaraksa’s Buddhist Vision for Renewing 
Society," in Engaged Buddhism, 1앉l6， p.218. 

27) 홍사성 r민중불교운동의 평가와 전망」， 『민중불교의 탑구J ， 민족사， 1앉웠， p.1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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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연기론에 바탕한 불교의 유기론적 

세계관은 유형3의 열반관 지지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 · 윤리관을 

불교 안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민중불교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연기론에는 두 가 

지가 있다 하나는 원시불교의 소박한 연기관이고 하나는 대숭불교 

연기관， 특히 화엄종의 법계연기관法界緣起觀이다. 후자가 얼마나 매력 

적일 수 있는지 한 번 보자. 

화엄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주의 중심 

으로서 主가 되며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의 성립을 도와주는 伴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 主는 다른 것들이 主로 성럽되는 데에 필 

수불가결한 伴이 된다. 그리하여 세계는 諸法이 重重無盡하게 相

互 緣起的 관계로 얽혀 조화로움을 연출하고 있다 ... 相~n相入의 

화엄적 세계관에 의하면， 각 부분들은 모두 중요하되 자기중심적 

이지 않고 모두가 자기 동일성을 지니고 있되 다른 존재들을 향해 

열려 있다. 모두가 중심이며 동시에 주변이다. 중심이 도처에 동 

시적으로 존재하는 화염의 세계관은 그야말로 다원주의적 세계관 

이다 281 

하지만 상당한 수의， 그리고 상당히 의미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민중불교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법계연기판을 거부한다.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하고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그것은 툴렸다고 선언한다 다음과 같은 배척의 이유 

를 주장하면서 말이다. [화엄종은] “궁극적으로 세계의 모순이나 대립 

변의 투쟁을 직시하지 않고 세존의 초기불교 철학적 관점을 왜곡해서 

물질의 운동이나 변화를 모든 것을 평정， 조화의 관점으로 환치시켜 

놓고 추상화했다. 이 결과 선 · 악 시비는 얘기하지 않게 되고 일체의 

것을 원만무애圓滿無짧한 평화공존의 세계로 환원하여 버 린다 "291 

필자는 상당한 민중불교도들이 법계연기관을 부정하는 이유를 분 

28) 길희성 r화엄적 세계관과 사회갈둥의 문제 J ， w21세기 문명과 불교~， 한국언론 

자료간행회， 1997, pp.305-6. 
29) 여익구 w민중불교철학~， 민족사， 1988,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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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유형3의 배경에 깔린 사회 • 윤리관의 변화롤 드러내고자 

한다. 앞에서 유형3율 다른 유형들과 구분시켜주는 가장 큰 특정은 

사회의 기능이 구성원들의 기능으로의 환원 불가능하다는 사실임올 

이미 밝혔다. 하지만 사회의 환원불가능성에 기반한 사회관만으로는 

왜 유형3의 지지자들이 원시불교의 소박한 연기관올 지향하고 화엄 

의 법계연기관을 배척하는지에 대한 설명올 제공해 줄 수 없다. 왜냐 

하면 오히려 화엄의 법계연기관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환원 불가능 

성을 더 잘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은 한국의 민중불교 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현실긍정의 태도이다. 그 

들은 이 태도로 인해 화엄의 법계연기관올 포함해 대숭의 모든 관념 

적 요소를 부정하려 한다. 

그들의 현실긍정 태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현실 

은 추악한 것이라는 사실의 긍정이고 둘째는 삶의 욕구에 대한 긍정 

이다. 그 가운데 많은 민중불교도들로 하여금 대숭불교의 모든 관념 

론적 요소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현실 긍정의 첫 번째 양상이다. 

대승불교의 관념론은 고통스러운 현실은 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다.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는 그 즉시 그토록 고통에 가득 차 보이던 

세계가 아름답고 즐겁기 그지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If'유 

마경』의 다음 주장올 보라. 

내가 이룬 부처 영토佛國土는 항상 깨끗하기가 이와 같지만， 근기가 

下꼈한 사랍들올 제도하기 위해서 누구나 싫어할 더러운 국토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비유룰 들자연， 하늘의 여러 신들은 보배 

그릇에 담긴 똑같은 식사를 하는 데도 그 신들이 짱아놓은 공덕에 

따라 음식의 색이 달라 보이는 것과 같다.30) 

여기에서 고통에 가득 찬 현실은 중생의 미혹 때문에 생긴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민중불교도들은 고통으로 가득 찬 

30) r維홉經J ， 佛國品. “佛告舍利했 我佛國土 常홉 若此 옳欲度斯下것A故 示是聚
惡不홉土耳 홈如諸天 共.器食 隨其福德 飯色 有異 如是 舍利뼈 若A心홉 便
見此土功德莊嚴"(T.， Vol. 14, p.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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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아름답기 그지없는 환상에 매달리도록 

하는 관념론을 환각제라 부른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관념론을 부정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라는 그들의 존재론이 

나 인식론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론가라기보다는 실천 

가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중불교도들이 대숭불교의 관념론을 부정하 

는 실제 이유는 그 관념론이 민중들로 하여금 추악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착취구조의 정당화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엄종의 전도된 철학적 인식의 배후에는 엄밀한 계급적 

내용과 현실적 의의가 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엄종은 

현실세계의 크고 작음(大小)， 많고 적음(多少)， 사회적 지위의 높 

고 낮음， 계급적 억압 등을 이러한 고도의 사변적 철학으로 호도 

하고 었다는 데 문제가 었다. 화엄종의 원융무애(圓顧無짧)는 실 

지로 위와 같은 관념적 주관주의에 의해 차별이 말소되고 모순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것으로， 시비를 발전시켜 좀더 나 

은 세계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호도 

시키는 사상이다.31) 

현실긍정의 두 번째 양상， 곧 삶에 대한 욕구의 긍정은 놀랍게도 

윤회의 부정으로까지 나간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둘 것은， 이처럼 극 

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유형3을 지지하는 운동가들 중에서도 극소수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익구와 같이 극단적인 유형3 불 

교의 운동가에게， 누군가 “우리는 윤회를 통해 끝없이 태어나고 죽는 

다. 하지만 일체의 삶은 모두 고통이다. 이 고통스러운 삶올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반에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이는 업보설에 의해서 현세의 도덕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인간 

의 행위를 규명하는 생질을 갖고 었다. 그런 까닭에 현세의 행위 

가 내세를 규정한다고 하는 사상은 내세의 존재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세의 생활을 정화시키고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31) 여익구~민중불교철학J ， 민족사， 1988,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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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방면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이런 의미 

에서 석존은 현실주의자이며 인도 고대 유물론의 계숭자였다. 더 

구나 그는 현법열반자(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올회나， 융회고(苦)， 

생사고(苦) 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윤회는 사실적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적 세계의 문제이며， 윤회를 통해 깨달 

음올 유도하는 실천 윤리의 문제로서 어디까지나 가설적 세계인 

것이다.32) 

165 

이런 주장을 하는 여익구에게는 전통적 의미의 윤회란 없다. 따라 

서 전통적인 의미의 열반이 있올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여익구의 

이런 생각올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올까? 당연히 정당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어느 것이 진짜 불교이고， 다양한 불교들이 어 

떻게 불교의 정체성올 가질 수 있고， 불교가 갖는 권위는 무엇으로부 

터 비롯하는가 하는 둥의 문제 말이다. 

m. 개념으로서의 열반， 권위를 지닌 열반， 
그리고 사회적 요구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 윤리적 요구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열반판 

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률 살펴보았고 아울러 그 열반관들올 분석함으 

로써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질적인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한데 우리률 당혹케 하는 것은 각 열반관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열 

반이야말로 석가모니가 경험했던 열반이라 주장한다는 점이다. 필자 

가 보기에 가장 이단적인 주장올 하는 여익구 역시 자신이야말로 석 

가모니의 진정한 해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익구는 석가모니의 가 

르침 가운데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이론無我說올 실재적 진리로， 

윤회에 대한 이론쏠훨說올 가설적 진리로 구분하고는 확신에 찬 목소 

리로 다음처럼 말한다. 

32) 위의 책，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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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는 후기불교 경전에 

의거하기보다는 석존이 직접 설했다는 초기경전에 의거하는 것이 

훨씬 더 진리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연기의 이법에서 판단하 

고，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무엇이며， 실재적 진라와 가설 

적 진리가 무엇이며，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별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기 관념 

불교의 장광설에 녹아 불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오도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써) 

이는 다시 말해서， 불교라 주장되는 것들 중 어떤 것은 가짜고 어 

떤 것은 진짜인데 자신이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 불교에 근거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박하는 다른 주장을 살펴보자 

사회학의 그물로 불교를 불잡으려고 하면 잡히는 것은 불교 자체 

가 아니라 불교 속에 내재하는 얼마간의 사회학적 진실일 뿐이요， 

심리학의 그물로 불교를 붙잡으려 하면 잡히는 것은 역시 불교 속 

의 얼마간의 심리학적 진실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적 유물론으 

로 불교를 포착하려 해봤자 불교는 잡히지 않는다.쩌) 

이 역시 어떤 특정한 사상(아마도 한국의 대승불교)을 진짜 불교라고 

미리 전제해 놓고 민중불교가 그것과 다르므로 민중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라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다. 

이처럼 ‘진짜’를 둘러싼 논쟁의 바탕에는 ‘진짜만이 권위있는 것’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미 수없이 논쟁된 ‘대숭은 불교가 아니라 

는 이론大乘非佛說옮’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한 쪽에서는 대 

숭불교는 원시불교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사실 석가모니가 부정 

하려 했던 바라문교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배척해 

야 할 대상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숭불교야말로 원시불교 

의 ‘진정한’ 핵심올 천양한 사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대숭불교만이 

원시불교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옹호하려 들었다. 이때 비난하는 쪽이 

33) 위의 책， p또. 

34) 박경준 r민중불교이념의 비판적 고찰J， 『민중불교의 탐구J ， 민족샤 l~없， p.1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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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옹호하는 쪽이나 ‘진짜’ 불교가 아닌 것은 불교로서의 권위를 인 

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특히 불교에서 진짜라고 주장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장이 병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경험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열 

반’이나 ‘깨달음’ 같은 개인적 경험이 이 ‘진짜’ 논쟁의 중심에 서 있 

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험이 특수한 경험이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그야말로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에 있다. 나머지의 대다수 추종자 

들은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전혀 모른 채 단순히 ‘믿고’ 따를 뿐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권위란 극소수의 

신비한 경험이 가진 진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믿음’과 그로부터의 권위부여에서 나용다는 것이다 35) 

버나드 포르Bemard Faure는 중국 선종에 었어서 신통력있는 숭려神 

異뼈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롤 밝히면서 다음처럼 말한다. 필자는 

이것이 종교적 권위의 정체와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히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음처럼 전해져 온다. 첫 번째 “육조六祖”이고 북종선北宗빼의 “창 

시자”로 알려진 신수神秀. 606-706가 죽기 직전에 제자 의복훌꿇， 

658-736에게 비밀리에 자신의 법을 전해 주었다. 그가 죽은 후 신수 

의 다른 제자들은 의복이 신수의 법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인정하 

려 들지 않았다. 이때 만약 만회萬휩라는 이름의 권위있는 숭려가 

그때 의복의 주장올 인가해주지 않았다면 전법을 둘러싸고 싸움 

이 일어날 뻔하였다. 만회 자신은 선숭이 이니라 신통력있는 숭려 

였는데 특별히 예언으로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보지 

훌誌가 보리달마폼提훌훌를 “발견”했던 것처럼， 만회는 의복과 혜안 

흉安과 같은 선사들을 전법을 받은 적자로 인정함으로써 선종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6) 

35) 필지는 이를 통하여 불교는 깨달은 자들만의 것이 이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의 
것이어 왔옴을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깨달은 자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팔고 간다고 보다는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랍들에 떠밀려 

사는 삶은 살았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이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6) Bernard Faure, The Rhetoric of lmmediacy(Princeton, New ]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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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회萬행는 신통력， 특히 예언력으로 이름이 높았던 신이숭이다. 그 

리고， 만회가 갖고 있었던 권위는 그의 신통력을 통해 얻은 권위이 

다. 하지만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권위에 의해서 누가 진정한 

법통올 이어받았는가를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선종의 제7조祖라는 

권위는 의복이 갖고 있던 깨달음의 진리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 

통력으로 유명한 만회가 갖고 었던 이질적인 권위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선종의 제7조라는 명예를 두고 경쟁했던 의복과 보적普寂， 

651 • 739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깨달음이 신수의 깨달음과 일치하는 

지는 만회도 모르고 만회를 믿고 따르는 대중들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깨달음이 권위를 얻은 것은 만회， 궁극적으로는 만 

회를 믿고 따르던 무지한 대중에 의해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장하는 것이다. 권위는 ‘참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열반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권위가 ‘참됨에서 나온다면， 

앞의 다섯 유형의 열반 가운데 많아야 단 하나의 열반만이 권위를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섯 유형 모두 그것 

을 지지하는 집단 속에서는 불교의 최고 목적이며 최고의 진리라는 

권위를 누려왔다. 그러므로 권위는 ‘참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섯 유형 가운데 하나는 석가모니가 경험했던 바로 그 열반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섯 유형 모두 거짓된 경험일 수도 있으 

며， 더 강하게는 다섯 유형의 열반 모두 그 내용이 실재로는 존재하 

지 않는 순수히 이론적인 개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사 

거짓 경험이든 혹은 경험적 내용 없는 이론적 개념에 불과하든， 그것 

이 사회 혹은 집단으로부터 진리라는 권위를 부여받는 순간부터 그 

것은 실제 힘을 지닌다. 그 힘은 그 사회 혹은 집단 뿐 아니라 그것 

들과 연관을 갖고 있는 다른 사회 혹은 집단까지도 변혁시킬 수 있 

는 힘이다. 

앞에서 필자는 사회 · 윤리적 요구가 열반 유형들 사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이 영향관계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열반 유형에 대한 권위부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유형2의 열반관이 지배적이던 한국사회에 1980년대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유형3의 열반관이 요구되었다. 유형2의 열반은 새로운 



월반깨님외 변확와 I톨;그올리 169 

사회 • 윤리관을 갖고 있는 민중불교 운동가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역 

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므로 민중불교를 주창하는 집단에게 있 

어서는 열반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설사 유형2의 열반 

이 ‘진짜’ 열반일지라도 그것이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이름만 남은 죽은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동시대의 

한국에서 유형2의 열반관올 지지하던 대부분의 대숭불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유형3의 열반관이 수행할 사회적 역할을 요구한 적 

없으며， 따라서 유형3의 열반은 이 대숭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반에 대해 사회가 요 

구하는 역할과 열반 개념이 사회로부터 받아내는 권위 사이의 밀접 

한 관계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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