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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불교계 성차별
의 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종교의 구성요소
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근거하여 불교계 성차별의 구조가 ‘종법’ · ‘교리’
· ‘신행’ · ‘계율’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종법은 조계종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법으로서, 전통적인 승가규율을 바탕으로 한 종단운영의 지침이라
는 점에서 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 한편으로는 신자들의 일상
생활과 종교생활의 규범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한 계율은 재가불자나 출가자가 깨달음에 이르는데 지켜야할 수행상의
규범으로서 종법의 기본적인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계
종에서 성차별이 표출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종법’이라고 보고, 한
국불교의 나머지 세 요소들이 종법의 성차별적 성격과 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불교 ‘교리’가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성평등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종법’은 실제로 종단 운영에서 비구니의 참여를 제한하며, 재
가여성불자를 종단 내에서 철저하게 주변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조계종
단의 ‘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본 연구자는 조계종 ‘계
율’의 하나로 비구니승가에 적용되는 팔경계에 주목했다. 종법-교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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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팔경계)-신행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또한
조계종의 성차별구조로부터 변화의 가능성을 포착했는데, 그것은 성평등
의식을 가진 불교인들의 신앙실천행위인 ‘신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흐름에서도 영향을 받고 형성되므로, 결국 불교계 성차별구조는 신행이
라는 창구를 통해 사회변동의 흐름을 흡수하여 성평등으로의 변화의 가
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성차별구조와 그 역동성을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조계종 성차별구조에 대
한 이론적․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아울러 불교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의
식· 행동· 가치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분
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불교 조계종단으로 제한하며, 연구 대상인
출가자와 재가불교신자는 조계종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시간적 범위는 1962년 통합종단 성립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종법’ · ‘교리’ · ‘신행’ · ‘계율’과 관련된 다양한 1차 자
료와 경전 외에 신문기사나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교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조계종단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종단
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법은 여성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재로
역할을 하였다.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단 내부 분규는
물론 정치 권력에 의한 탄압이 가해질 때마다 불교여성은 종단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왔다. 하지만 통합종단은 출범부터 종법으로 비
구중심의 종단으로 제도화하면서 젠더위계와 출가자 위주의 신분위계를
고착화시켰다. 그 결과 불교인의 다수는 현재의 종법이 성차별적이며, 특
히 불교여성은 비구집단이나 재가남성집단보다 더욱 성차별이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 그리고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종법도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매우 높았는데, 팔경계가 승가내 비구
니에게만 해당되는 계율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인의 성인식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불교 성차별의 구
조인 교리 · 종법 · 계율 · 신행과 관련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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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신행, 종법과 계율만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성평등한 교리가 종법과 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리는 평등과 해방을 주창한 붓다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경전 속
에는 이중적인 여성관, 수행법의 일종인 부정관(不淨觀)의 왜곡된 전승,
독신 비구의 금욕을 위한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타자화된 여성관이 전
승․유포되면서 여성혐오담론과 성차별담론이 고착화되었다. 하지만 불
교 교리에 대해 불교인들은 대체로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에서 평균 3.95). 재가여성불자는 남성불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리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성평등한
교리의 전달 경로인 스님의 법문이나 경전, 불교 서적 등이 성차별적으
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교리와 신행에 관한 불교여성의 성인식은 서로 깊은 상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종단 내외에 성평등을
위한 실천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구집단은 ‘성정체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남성으로
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었
다. 반면에 불교신자의 다수인 재가여성불자가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
식을 갖기 위해서는 불자로서 자긍심을 지니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율은 철저하게 비구에 의해 계승되면서, 특히 팔경계는 비구니승가
의 규율장치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비구니승가가 높은 교육열과 전국적
인 단일조직, 경제적 독립, 그리고 참종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팔
경계에 기초한 종단의 성차별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배경에는 비구니의
계율 위반에 대한 공포와 복종의 내면화, 그리고 비구승가의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인 문중(門中)문화의 영향이 컸다. 이러한 팔경계에 대해
다수의 비구니들과 재가불자들은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매우 높았지만,
비구집단은 상대적으로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낮았다. 팔경계
에 대한 비구와 비구니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커서 현실에서 매우 논쟁
적인 이슈가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불교여성교육의 지체는 불교여성의 대사회적 역할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행 형태를 왜곡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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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하게 신행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 여성관을 가지고, 또한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비구니집단은 비구집단보다, 재가여성불자는 재가남성불자
보다 성정체성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비구집단은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
성관이 가장 높게 나와, 성평등한 교리가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교여성의 신행 패턴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이분화되어 비구
집단은 법·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영역의 활동이 많은 반면, 비구니집단
은 사찰 내에서 신자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재가여
성불자는 사찰 내 음식만들기나 법당 청소 등 가사노동과 연관된 활동이
많았고, 재가남성불자는 사찰 행사 등에 보조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차별적 관행이 신행활동에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불교여성은 종단의 성립부터 종단내 성차별성에 저항하며 종단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왔는데, 최근 불교여성의 참종권 확대 요구가 공식
적인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여성할당제, 여성입법운동, 전지구적
여성연대의 발전 등 사회적 배경이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단 내적으로는 중앙종회 산하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가 현대 사회에 맞도록 종법 개정을 시도하였고, 중앙종회비
구니의원들이 ‘중앙종회 비구니연구회’를 조직하여 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구니참종권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직접투표에서 당선
된 전국비구니회의 등장이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 고양에 영향을 미쳤
다. 그 결과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의 할당제, 비구니참종권 확대 요구, 세
계여성불자연대 등의 성평등을 위한 신행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구니승가는 출가자간 평등한 교육제도로 인해 높은 수
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역량을 축적해왔고, 비구니 참종권을 주도적으
로 제기하면서 승가 내부에서 계율 갈등과 젠더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종단 지도부의 인식이 미약하나마 변화하고 있지만, 이는 불교
여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따
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불교인들은 현재 종단 내 성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교단에 여성지
도자가 부재한 것은 성차별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인 스스
로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익숙
해진 성차별적인 가치관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고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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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차별적인 종법의 개정, 성편향적인 팔경계와 왜곡된 교리의
재해석, 신행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성주류화정책
(Gender Mainstreaming)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여성주의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 문제(the woman question)’로 알려진
일련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중립적이거나 객관
적으로 보일 수 있는 법과 제도 내의 성차별을 가시화하기 위함이다. 그
런데 불교계 성평등의식을 분석함에 있어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 내
부의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왜냐면 단일한 여성범주가 아니라 여성 내부의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의 페미니즘(a feminism)’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을 티벳불교 비구니
승단의 복원문제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불교여성 내부에서도 서구
불교여성과 지역불교여성간의 인식 차이는 민족․인종․계급문제 등 다
층적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전지구적 불교여성의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대 제국주의적 서구주체와 말없는 타자로서의 비
서구 주체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제 3세계 지역불교여성의 목
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해서 전지구적 불교여성이 연대해나갈 것인가
를 불교여성주의자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불교계 성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법·제도는 고정불변한 것
이 아니라 여성의 자율 역량에 따라 진보 혹은 퇴보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고양된 여성역량으로 인해 성평등을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반동으로 지배체제 내
남성의 가부장적 여성억압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여성주체의 역량 정
도에 따라 남성지도부에 순응하거나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남성이
요구하는 규범에 저항하거나 특정 사안에 따라 갈등적 협력관계가 나타
난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진보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차별
이 구성되는 등 젠더위계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평등과 해방을 주창한 붓다의 교리를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오늘날
조계종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붓다의 공사상과 연기사상을 기반으로 한
탈이분법적인 인식론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평등한 종법으로의 개정, 왜
곡된 교리와 팔경계의 재해석,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신행의 젠더화를
극복하고, 성주류화정책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불교계의 성평등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불교여성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남성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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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교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 비구니와 남· 여
재가불자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에 기반한 젠더파트너쉽
(Gender-Partnership)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불교여성은 외부의 변화
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성찰적 주체자이자, 억압과 예속된 경험 속에서도 창조적으
로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불교여성은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종교차별· 신분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에 저항하면서 진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주요어: 불교페미니즘, 교리, 종법, 팔경계, 신행, 성평등, 비구니, 종교,
제도화, 불교 여성운동, 조계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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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불교계 성차별
의 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종교의 구성요소
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근거하여 불교계 성차별의 구조가 ‘종법’․‘교
리’․‘신행’․‘계율’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종법은 조계종단이 자체적으
로 정한 법으로서, 전통적인 승가규율을 바탕으로 한 종단운영의 지침이
라는 점에서 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 한편으로는 신자들의 일
상생활과 종교생활의 규범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계율은 재가불자나 출가자1)가 깨달음에 이르는데 지켜야 할 수행
상의 규범으로서 종법의 기본적인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계종에서 성차별이 표출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종법’이라고 보고,
한국불교의 나머지 세 요소들이 종법의 성차별적 성격과 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불교 ‘교리’가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성평등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종법’은 실제로 종단 운영에서 비구니의 참여를 제한하며, 재
가여성불자를 종단 내에서 철저하게 주변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조계종
단의 ‘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본 연구자는 조계종 ‘계
율’의 하나로 비구니승가에 적용되는 팔경계에 주목했다. 종법-교리-계
율(팔경계)-신행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또한
1)

본 논문에서 출가자(出家者)라 함은 종단에 속하여 구족계를 받은 독신수행승으로, 남
성출가자인 비구와 여성출가자인 비구니를 지칭한다. 출가자 명칭은 비구(비구니) 뒤
에 개별 법명을 쓰고 존칭을 생략한다. 출가자집단을 승가(僧伽)나 승단(僧團)으로 한
다. 불교신자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포함하는 의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가하지 않
은 재가신자(在家信者)로 한정하며, 성별에 따라 (재가)남성불자, (재가)여성불자로 한
다. 본 연구에서 불교여성이란 비구니와 재가여성불자를 함께 부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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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성차별구조로부터 변화의 가능성을 포착했는데, 그것은 성평등
의식을 가진 불교인들의 신앙실천행위인 ‘신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흐름에서도 영향을 받고 형성되므로, 결국 불교계 성차별구조는 신행이
라는 창구를 통해 사회변동의 흐름을 흡수하여 성평등으로의 변화의 가
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불교계 성차별구조와 그 역동성을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조계종 성차별구조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아울러 불교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의식․행동․가치관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불교의 교리는 성평등과 여성해방에 유용한 원리를 제공한다. 고정적
인 자아의 실체를 부정하는 공(空)사상, 모든 존재들은 연계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결과로서 상호작용하면서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연기
(緣起)사상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일즉일체(一卽一切), 일체즉일(一切卽
一)”의 화엄사상은, 사물이 ‘하나’라고 해도 단지 하나가 아니라 그대로
온전한 우주라는 가르침이고 하나하나 낱낱을 아우르는 전체가 곧 ‘하나’
라는 의미다. 이 역시 여성이 주체성을 회복하고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여성불자 개인이 단일 범주인 불교여
성 집단에 의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불자 개인은 그
자체로 온존재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연기적 존재가 된다. 단일범주로서
의 여성불자는 상호 연기적인 존재로서 집단범주인 불교여성과 상호 영
향을 주고받으면서 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나
아가 남성과 여성, 자연과 인간의 관계 역시 상호 의존적 존재로서 평등
과 생명존중사상으로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해서 신자들이 반드시 성평등한 의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Thomas O'dea나 Meredith McGuire에 의하면, 종
교란 창시자와 그의 제자들의 종교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시자의 사후
그의 카리스마를 관습화하는 제도화과정을 거친다. 더 나아가서 특정 종
교는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화된 사회규범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의례와 예배 등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O'dea & O'dea, pp.28-79: McGuir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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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불교의 성차별성 역시 종교의 제도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제도
화’란 전문 성직자와 대중이 공동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
하고, 교단이 잘 유지 계승될 수 있도록 종단법과 종단정책 등을 제정하
는 것을 말한다. 한국불교 조계종단은 종법으로 성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종단
이 종법으로 여성불자의 진입을 금지하고, 비구니승가에게 토큰적 지위만
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종법이란 조계종단 조직의 운영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계종의 법
체계는 종헌(宗憲)․종법(宗法)․종령(宗令)․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종헌은 종단의 이념․조직․권한․운영 등 종단의 형태와 기본적인
가치질서에 관한 종도의 합의를 정립한 최고위 규범으로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2000: 20). 종헌의 전문에 종도의
구성원을 “승려(비구․비구니)2)와 신도(남성신자, 여성신자)로서 구성한
다.(제8조)”라고 하여, 조계종단은 승려인 비구와 비구니, 신도인 남녀 불
자의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도들이 종헌 제정의 주체이고, 종권
의 정당성이 종도에게 있으며, 전 종도가 종단의 정치적 결정에 참여해
야 하는 ‘종도 주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종단은 사부대중을 위한, 사
부대중에 의한, 사부대중의 공동체이다. 또한 종헌에 의하면 종도는 고유
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불법 전파와 중생 교화를 위해 적극적
으로 종법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이는 중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적․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깨달음을 사회와
인류로 회향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
衆生)’의 이념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각종 법령들은 종단의 모든 법규범을 포괄하여
‘종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종법은 총무원을 비롯하여 종단 내 모
든 기관에서 정책 입안과 실행 및 평가 등 종단 운영에 관여하고 책임지
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종권(參宗權)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
다. 종단은 사부대중의 공동체이므로 사부대중이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2) 조계종단은 “승려”의 자격(종헌 9조)으로는 ‘출가독신자’로 규정한다. 정화운동 과정에
서 대처승의 승려자격인정 요건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 상주할 것, 가족 부양
의 책임이 없을 것,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고, 이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교사 및 사찰 관리자 등 사실상 신도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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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종단운영은 비구승 중심
으로, 사부대중(비구, 비구니, 남성불자, 여성불자)의 종단이라는 종헌 정
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성차별적 종법 형성에는 계율(戒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율’에서 ‘계’란 출가자와 불교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적
규범을 말한다. ‘율’이란 승가의 질서를 유지해 보다 나은 종교단체로 나
아가기 위한 규칙이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11: 29). 그
러므로 계율은 모든 불교인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서, 붓다 재세시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계율 가운데 특히 팔경계(八敬戒)는 비구니
에게만 적용되는 계율이며, 붓다 성도 5년 후 비구니승가가 성립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양모(養母) 마하파자파티가 여성의 출가를 허락
해달라고 붓다에게 세 번을 간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제자 아난다가
붓다에게 간청하고, 붓다는 팔경계를 정하여 이를 지킨다는 조건하에 출
가를 허락한다. 팔경계는 세계 최초의 여성 성직자 교단이 성립되면서
제정되었지만, 현재 전해오는 팔경계는 붓다가 처음 제정한 내용에서 가
부장성이 강화 혹은 첨가되었다는 논란들이 있다.3)
팔경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조계종에서 제시하는 팔경계 조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Ibid: 26).
1)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백세가 되어도 오늘 구족계를 받은 비구
를 예경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경해야 한다. 2)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장소에서 우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 3)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승가에 법을 청해야 한다. 4) 비구니는 우안거가 끝나면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의 양 승가에서 보고 듣고 의심 가는 세 가지 일에 대해 자자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를 행해야 한다. 5) 비구니가
경법(경에 말한 교리)을 범하면 양 승가에서 보름동안 마나타(독방 거주
의 참회법)를 행해야 한다. 6) 식차마나니가 2년 동안 6법의 학처를 배우
고 나면 양 승가에서 구족계를 구해야 한다. 7)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된다. 8) 오늘부터 비구니의 비구에 대
한 언로는 폐쇄되고, 비구의 비구니에 대한 언로는 폐쇄되지 않는다. 오
늘날 종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덟 가지 조항의 팔경계는 그 진위 여부
3) 본문 4장에서 팔경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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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떠나, 비구니승가를 규율하는 성장치로 작동하며 불교의 성차별성을
대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조계종단은 종법․계율․신행․교리 등으로 성차
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본다. 종교의 제도화과정에서 개개인의 자발적
인 교의실천인 신행은 교리와 종법, 계율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
진다(Houtart, 2010: 143-146). 그러나 불교인 개개인들의 성평등의식은
불교 밖의 사회변화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종교와 사회 간의 간극을 매
개할 수 있다. 조계종 역사를 통해 볼 때 중요한 시기마다 불교여성들은
종단 내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비
구니승가와 여성불자들의 개별적 대응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불자들의 대응방식에서 드러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찰이나 종단에 무관심하며 개인 수행에만 열중하는 ‘수행중심 신자’,
종단의 일은 출가자의 일로 규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출가자에 복종하는
‘순종적인 신자’, 개인적으로는 종단의 성차별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을 외
면하는 ‘침묵하는 신자’, 현실을 비판하며 종단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노
력하는 ‘개혁적 신자’, 그리고 성별 위계구조에 불만을 가지고 사찰이나
종단을 멀리하는 ‘냉담한 신자’ 등이 그것이다. 여성불자들의 다양한 대
응과 마찬가지로 비구니들의 태도도 다양하다. 비구니승가 역시 깨달음
을 위한 과정에서 성별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해탈중심 비구니’, 종단운영은 공적 영역이고 비구의 일이라며 현실에
복종하는 ‘순종적인 비구니’, 성차별성은 인정하지만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여 자기검열을 작동하는 ‘침묵하는 비구니’, 성평등한 교리를
근거로 성차별적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개혁적 비구니’, 그리고 교단
의 성차별적인 현실에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고 냉소적인 ‘냉담한 비구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불교여성의 신행활동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규탄 범불교도대회’4)에서 수만 명의 여성
불자들이 종교차별 반대와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시위에
동참했다. 정부의 종교차별5)은 단순히 종교적 차별에 대한 분노뿐만 아
4)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6만 명이 참여했다(“성난 불교, 권력에 죽비를 들다.” 시사저널,
985호, 2008. 9. 3.)
5)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 대통령취임 후 청와대 예배, 소망교회 출신 인
사 중용, 성시화운동,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사찰이 통째로 빠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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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여성불자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참여의식을 보여주었다. 여성도 남성
과 똑같이 집회에 참여해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소극적이거나 “감히 여자가...”라며 시위에 참석한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
는 없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평소 집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50대 이상
의 재가여성불자들이 다수 참여했고, ‘영어 몰입교육 반대’, ‘역사 왜곡
뉴라이트 반대’, ‘미국산 소고기 반대’ 등 다양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
고 남성들과 함께 당당하게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동참했다.6)
이처럼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재가여성불자들을 포함하여 여성불자들이
종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조계종단에
등록한 신도 중 67.8%가 여성이며, 불교계의 주요한 30개 불교교양대학
등록학생 중 64.1%, 25개 주요 시민선방 참여자 중 80.7%가 여성불자이
다.7) 이처럼 여성불자의 신행 형태는 개인적이고 미신적이라는 의미로
폄하된 치마불교․기복불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여성불자의 성평등의식도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론에서 소
개할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교신자들은 불교 교리가 성평등하
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여성불자의 절반 정도는 타 종교와 비교해서
불교계가 성차별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불교를 믿은
지 20년 이상․ 50대․가정주부․매주 한 번 사찰에 가는’ 오래된 여성
불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절반 정도가 불교 내 젠더 위계를 인지하
고 있었으며, 불교가 성차별적이라고 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여
성불자들의 성평등의식은 물론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비구니승가의 대사회적 활동도 눈에 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정부의 참회를 촉구한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참회를 위한 시
국법회추진위원회’(이하 ‘시국법회추진위’)8)나 ‘용산참사 규탄대회’, ‘대운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 차량을 경찰이 검문한 것 등 노골적으로 종교 차별을 했다(“종
교차별 항의 범불교도대회”, 동아일보, 2008.8.28).
6) “동자승서 노신도까지 불교 능멸에 분노”, 한국일보 2008.8.28
7) 큰 사찰이나 도심포교당에서 일반 불교신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을 불교 교양대학이라고 한다. “여성불자 신행패턴 현황” 법보신
문, 2007.05.18
8) ‘시국법회 추진위원회’ 윤남진대변인은 “5일 시국법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불자나 가정
주부들이 기도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을 많이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불교계 ‘시국
법회 추진위원회’ 상시조직 전환”, 한겨레신문, 200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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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반대’ 등 대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시국집회에서도 비구니는 적극 동
참했다. ‘시국법회추진위’에 비구니 계호가 공동대표로 나섰고, 비구니사
찰인 운문사․봉녕사․청암사 등도 추진위원회에 결합했다.9) 용산참사
규탄대회에서 비구니가 가사장삼을 차려입고 용산사태 책임자 처벌과 정
권퇴진구호를 외쳤는데, 이러한 정치 집회에서 “비구니가 어찌…….”라는
등의 성차별적 언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 1992년 설립된 불교계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출가자 사회운동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4
명 가운데 두 명이 비구니이고,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이어진 4대강 반
대 등 생태운동담론의 확산에 천성산터널을 반대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으로 저항한 지율 비구니의 역할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비구니승가의 사회적 활동 못지않게 성평등의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조계종단 출가자의 성비를 보면 비구 6,458명과 비구니
6,658명으로 비구니의 숫자가 더 많다(종단쇄신위원회, 2012: 18). 1980년
대 이후 비구승가와 동일한 교육과 수행방식으로 정진하며, 높은 교육수준
과 경제적 독립, 단결된 응집력과 높은 수행력으로 독자적인 비구니승단을
발전시키고 있다(조은수, 2004: 8-9). 하지만 비구니는 종단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종법으로 차별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최
근 비구니승가는 종단 주관의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성차별에
항의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종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비구니의 종
단운영 권한[이하 ‘참종권’(參宗權)] 확대를 공식 담론화하면서 이부(二
部) 승가의 한 축으로서 비구니승가의 위상 정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다. 또한 2011년 전국비구니회장의 선거에서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등 비구니승가의 성평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행 형태가 불교 성차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불교의 성차별성을 분석했는데, 여성
주의에서 여성주체란 여성주의적 의식을 가진 해방과 변혁의 주체를 의
미한다. 여성은 오랫동안 종교영역에서 해방투쟁을 전개해 온 ‘주체로서
의 여성 정체성’(Lerner, 2006: 30)을 가지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존재인 ‘성
찰적 주체자’(Giddens, 1997: 144)이다. 또한 억압과 예속된 경험 속에서
도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들을 만들어
9) “시국법회추진위, 다음달초 용산참사 추모법회 추진”, 불교방송,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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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행위자’(Bennett,
1989: 262-263)이다. 본 연구자는 불교여성도 여성주의적 의식을 가진 변
화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교여성의 열악한 지위만을 강조하거나 ‘종단(비구
승)-가해자’ vs ‘불교여성-피해자’를 강조하기보다는 ‘여성-능동적 행위
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조계종단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차별을 제도화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불교
인은 종헌․종법상의 성차별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교리의 성평등 담론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불교인들은 교리의 성평등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비구니 팔경계가 비구니승
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팔경계가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넷째, 종법의 성차별성에 대해 불교여성들
은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해 왔으며, 현재 종단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불
교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다섯째, 조계종단을 성평등한 교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불교여성과 종단간의 역동을 살펴보며, 불교여성들의 역
량 강화로 인해 종단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불교 조계종단으로 제한하며, 연구
대상인 출가자와 재가불교신자는 조계종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연구 대
상이 되는 시간적 범위는 조계종단의 성립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불교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불교성차별의 원인 분석
불교여성주의는 불교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론이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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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차별이 어떻게 붓다의 가르침인 교리와 대치되는가를 제시하면서
가부장적 젠더 위계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불교를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불교와 여성주의는 인간의 변화발전 가능성과 자력에 의한 해방이
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주의적인 해방 이데올로기를 불
교 교리를 통해 발전시키면서 1980년대 서구에서 불교여성주의가 본격적
으로 형성되었다. 즉 서구 문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불교에 대한 관심
으로 나타나고 여성주의적 의식이 불교 교리를 새로운 여성해방의 이론
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불교여성주의의 기원은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I. B. Horner는 어머니, 딸, 부인, 미망인, 그리
고 여성노동자로서의 여성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하면
서 세계 최초로 여성출가자인 비구니교단이 등장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불교의 성평등성을 설명하였다(Horner, 1930: ⅺⅹ-ⅹⅺⅴ).
Alan Sponberg는 불교는 남성중심의 이분화되고 위계적인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의 출구를 위한
핵심적인 논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Rita Gross는 불교여성주의를 여
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공동 인간성(co-humanity)에
대한 급진적 수행”으로 정의하며, 남성의 지배와 억압에 대항하는 여성
의 투쟁이라는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는 이론을 제공한다고 본다.
Anne Klein은 불교의 공(空)사상과 연결시켜 여성을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gender)으로 설명하며, 하나의 카테고리로서의 ‘여성’이 아닌 다양성
과 특수성에 기반을 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여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
키는 논리를 불교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Sponberg, 1992: 24; Klein,
1995: 154; Gross, 1993a: 127-134).10) 이처럼 성평등한 불교 교리와 탈이
분법적 인식론, 그리고 자기 변혁적 세계관을 통해 젠더 권력구조를 해
체하려는 시도는 1990년 이후 한국에 유입되면서 불교의 성차별성을 연
구하는 불교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불교여성주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10) Boucher는 1983년 미국 내 불교조직에서 발생한 성스캔들 이후 아시아의 가부장적
불교모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불교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조화를 통한 양성평등한 불
교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많은 서구의 불교페미니스트들은 공통적으로 불교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아시아의 가부장제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는 반면, 불교의 공(空)사
상으로 표현되는 근본 진리인 자유정신은 기독교의 독단적, 배타적, 비관용적, 비과
학적, 비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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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도구”(안옥선), “여성해방과 동시에 남성의 진정한 행복 달성까지
를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의 억압
을 드러내며,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해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
하려는 시도”(조승미), “인간 세상을 지배했던 남성들이 여성을 소외시키
고 지배해 온 것이 여성 억압이라는 인류의 공업(共業)인데, 이 업장을
해탈하자고 주장하는 운동”(이창숙), “불교의 공사상을 통해 자신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아울러 탈이분
법적인 인식론을 통한 자기 변혁적 세계관을 제시”(고미라)한다고 주장
한다(이창숙, 2000:132; 안옥선, 2002: 182; 조승미, 2009:17, 고미라, 2009:
9; 박성용, 200: 102-106).
본 연구자는 불교여성주의란 “여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
과 함께 이러한 억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변화 가능함을 인
식하고,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여성해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온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이론”이라고 정의한다.
불교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불교성차별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를 종합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불교 자체가
성차별적이라는 ‘불교 성차별설’로서, 성차별이 단순히 당시의 사회적 상
황이나 세속적인 요소의 반영이라기보다 불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히시
키 마사하루, 재인용, 구자상, 2009: 17). 두 번째는 불교의 전승과정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이 첨가되었다는 ‘첨가설’이다. 그 중 Rita Gross는(1993)
불교 성차별의 원인을 권력과 위계구조로서의 가부장제에 두고, 남성기
록자에 의해 선별적으로 선택되고 기록된 역사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배
제되었다고 본다. Faure는 젠더 위계 속에서 수동적인 여성성을 강요하
는 교리는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 후대에 첨부되었다고 본다(Faure,
1998: 129). 첨가설은 한국에서도 많은 불교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팔경계가 부파불교시대에 첨가되었다거나(전해주, 1999: 337;
본각, 1996: 159), 보수적인 남성출가자 중심의 경전 편찬과정과 남성 중
심적인 관습과 제도에 의해(안옥선, 1998: 185), 불교 교단은 남성이 창
립한 조직으로 가부장적 기반 위에 특정한 여성의 이미지나 여성의 규범
등을 생산하고 유통(하정남, 2000: 109)시킨다는 것이다.
불교성차별성에 대한 세 번째 주장은 ‘방편설’로, 성차별과 계급 차별
적인 인도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이현옥, 2003: 1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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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계급사회인 인도의 전통주의자들로부터 받을 비판을 염두에 둔 것(구
자상, 2010: 21; 마성, 2007: 14), 수행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수
단(강정희, 1982: 26)이라는 등의 주장이 있다. 네 번째 주장은 ‘정치적
타협설’로, 신흥종교인 불교가 급진적인 교리로는 그 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며(Faure, 2003: 59), 마하파자파티가 출가를 승인받기까지
약 5년 정도가 소요된 이유도 여성출가를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을 무마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Tongprasert, 2001: 362-363).
불교여성주의는, 젠더-억압에서 벗어나 여성해방적인 근본교리와 승가
의 제도적 규정 및 불교 역사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성취가 왜곡되고 부
정된 것을 크나큰 실패로 규정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담론화하는 데 공
헌하였다. 본래는 성평등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와 승단 제도 등
에서 성 역할이 왜곡된 것을 ‘제도적인 실패’로 보는 것이다. 또한 불교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적 법과 제도가 성차별성을 심화시키고, 부정적인
여성관으로 인해 비구니승단을 약화시켜서 비구니승단이 비구승단에 경
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본다(Findly, 2000: 17; Macy, 1984: 275). 특
히 비구에 의한 비구니교육은 비구에 대한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여성지
도자가 성장하기 어렵고(Folk, 2011: 378-400; Gross, 1993: 37-40), 그
결과 여성은 ‘전통에 의해 변형된 존재이거나 전통에 의해 변형되고 있
는 과정’으로 나타난다(Tsome, 1999: 256-257; Sandy, 1993: 135). 따라
서 불교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교리의 재
해석, 젠더 위계의 제도적 변혁, 생태불교, 불교사에서 잊혀진 여성의 소
환, 아시아에서 사라진 비구니교단의 재건 등을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제도’가 성차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위의 서구 불교여성
주의자들의 분석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한국불교 조계
종단의 가장 중요한 성차별 요인으로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다. 왜냐면 첫째,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략 19세기에 시작된 서구불교11)의 학자들은 대부분 수계를 받았거나
아시아지역의 불교사원에서 종교적 체험을 거쳤지만, 교단이나 종단 중
11) 서구불교는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불교는 19세기 아시아
계 이민자중심으로 시작된 ‘이민자불교’와 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중산층 엘리트중심의 범교파적인 특징을 가진 ‘미국불교’로 나누어진다(조성택,
2003, 서구에서의 불교의 미래: 불교의 개방성과 친화력에 관한 새로운 실험, 불교평
론: 161 참고).
- 11 -

심이 아니라 재가자중심, 수행중심의 불교라는 특징을 가진다(이민용,
2010: 228). 이에 반해 한국불교는 1700여 년을 지나면서 가부장적 전통,
오랜 세월에 걸친 군사정권의 정치적 억압, 기독교의 종교차별 등 서구
불교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둘째, 종교는 교리나 제도뿐만 아니라 신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관
이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평등의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승단 차원에서 팔경계를 사장시킨 대만의 불교여성과, 여전히 팔경
계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 불교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동일할 수
없다. 비구니교단이 없는 티벳과 단일 비구니교단이 있는 한국 비구니승
가의 교단 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차이가 있다. 서구 불교여성들은 티벳
비구니 수계문제가 불교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반면, 정작 티벳 불교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전통으로 받아들
이기도 한다.
셋째, 서구여성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제3세계 여성을 ‘무력한
집단’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다.12) 서구여성의 관점이 특정한 헤게모니적
담론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는 Mohanty는 “서구 페미니즘의 주류적
재현의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제3세계 여성을 특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의 결합”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Mohanty, 2004:
41). 티벳 비구니 수계문제의 접근방식을 보면, 서구불교 여성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국제회의나 토론회 등에서 공식담론화하며 비구니 수계를 강
력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역불교여성들은 언어 장벽
이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지역문제의 접
근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당사자인 지역 불교여성들이 대상화되기도 하
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여성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거나, 특정한 지
역적․역사적 맥락을 가진 지역 내 여성주체가 성립되는 것을 지연시키
기도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한국불교 성차별의 원인을 한국불교라는 특수성
과 역사성 속에서 고민한 결과, 조계종단의 대표적인 여성억압 장치로
종단의 법규범을 칭하는 ‘종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조계종 종
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는 성· 인종· 계급· 종교· 국가 등 다양한 요인
12) Mohanty는 서구여성의 제3세계 여성 재현방식이 남성 폭력의 피해자, 항상 종속적
인 사람들, 식민화과정의 피해자, 가부장적 가족체계의 피해자, 경제발전의 피해자
등 여성을 대상화하여 고정된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것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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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동한다. 일제의 탄압이나 미군정하의 종교차별, 제3세계 종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가권력과의 유착 등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영향
을 미쳤다. 특히 5.16군사정부에 의해 통합종단이 성립되면서 최초의 종
헌이 제정되었고, 1980년 10.26 법난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중앙
종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종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정치․경제․사
회문화적 요인들은 ‘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성역할 고정관
념이나 이중적인 성규범 등 성차별적인 계율, 특히 팔경계는 ‘종법’에 반
영되어 종법의 성차별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불교가 성평등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젠더
위계적인 계율이 유지되고 성차별적 신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
요한 출발점은 조계종단의 ‘종법’이라고 본다. 즉, 종법은 가부장적 젠더
위계를 유지․전승하며 불교여성들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성억압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2) 종법의 성차별성과 팔경계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불교 내 성평등성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어(김
태흡, 1929; 김광호, 1930) 1990년대 이후 출가자와 불교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국가의 헌법과 유사한 조계종단의 종헌은
1941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26회나 개정되었고 종
법 또한 개정을 반복했다. 종법의 성평등에 관련된 연구도 1990년대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동안 종단의 내부 분규로 인해
종법이 안정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그만큼 종법의 성차별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법의 성차별성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자인 비구니 해주(1999)는
성차별적인 종법이 비구니의 위상정립과 역할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주장
한다. 비구니 해주는 종헌에서 종단의 주요 교역직 종무원 이상의 자격
을 ‘비구’로 한정하고,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10명만 비구니로 제한한 것
은 비구니의 참종권이 제한되고 교단 내 지위가 거의 보장되지 못함을
증명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종단 지도자의 자격을 ‘비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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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로 바꾸고, 비구니원이나 비구니부, 비구니총림 등 자율적인 비구니
승가의 활동을 인정하는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비구니 해주, 1997:
315; 1999: 325-342).
이러한 주장은 1995년 ‘비구니 정혜도량’에서 개최한 1, 2차 토론회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비구니의 종무행정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것은 비구들의 차별의식과 이에 따른 종단 내 비민주적 제도운영 때문
으로 규정하고, 인재활용과 교세 확장 등 교단적 이익과 이부승가의 상
호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비구니의 참종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무행정에 비구니승가의 폭넓은 참여나 교구본사에의 직접 참여
는 교단 내 비구니 위상을 정립하는 핵심적 과제로 진단했다. 그리고 팔
경계가 불평등한 승가의 전통관습을 고수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비구니
승가가 종단 운영의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팔경계를 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림, 1994: 65-69; 대중불교 기획실, 1994:
28-33).
종법의 성차별성을 제기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비구로만 한정된 종단
운영의 책임자 자격을 ‘승려’로 개정할 것과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제안
한 비구니 해주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성평등한 법․제도와 여성정책의
도입 등 사회적 수준과 비교하여 종법의 성차별성을 비판하거나, 신세대
포교전략과 연계하여 종단발전을 위해서도 팔경계의 조속한 재해석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탁연, 2012; 윤남진, 2011). 본 연구자도 그러한
입장에 있다(옥복연, 2010; 2012).
팔경계와 관련된 연구로는 팔경계의 기원부터 그 타당성, 그리고 재해
석의 방식을 두고 비구/비구니, 재가남/여불자들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아울러 종단 내에서 팔경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 회의장이나 종단 스님들의 발언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팔경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와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3)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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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내 성평등과 관련해서 조사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성차별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주요인이 아닌가 짐작된다.
예를 들면, 조계종단 전체 스님의 10%에 이르는 승려 1천 9명을 대상으
로 종단사상 처음 실시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의식 실태조사’(2009)는
승려를 단일집단으로 묶어 분석했기 때문에 비구와 비구니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 조사에서 현대사회의 승려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로
는 ‘청정한 계행의 실천’(37.4%), ‘중생에 대한 자비심’(16.9%), ‘미래사회
에 대한 비전과 통찰’(15.0%) 등의 순서였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포교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
는 것(53.1%)으로 나타났다(박수호, 2009: 9-26). 즉 출가자의 다수는 대
사회적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2012)는 2012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에
서 ‘불교 및 승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하였다.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성별로 분석되어 있지 않아서 비구․비구니에 대
한 차이를 알 수 없다(불교미래사회연구소, 2012). 하지만 이 조사는 20～
30대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화이트칼라 계층이 출가자의 사회적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
다.
불교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그 대상자를 여성불자와 비구
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불자와 관련된 조사로는 주로 사회봉사활
동 관련 연구가 많았다(김숙경, 2002; 김영수, 2002; 박태헌, 2001; 박현
자, 2002; 송무련, 2003; 윤순옹, 2004). 여성불자의 신행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많아진 것으로 보아, 여성불자의 사회봉사활동이 이 시기
에 더욱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불교신도들의 종교생활과 사회봉
사활동을 분석한 박순애(2007)는 여성불자의 자원봉사 참여자(56.7%)가
남성불자(30.4%)보다 많았고, 자원봉사 평균 지속기간은 남성 37개월이
지만 여성은 69개월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배 정도 오랫동안 참여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봉사 관련 활동에서 여성불자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봉사활동에 있어서 남성불자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법보신문은 여성불자의 신행패턴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조계종 사
회복지재단에 등록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가운데 91.8%가 여성불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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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13) 이러한 결과는 여성불자가 남성불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
랜 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 여성
불자의 신행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불자들은 기복적이고 내세중
심적인 신행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 속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불자의 정체성에 관한 기초적인 설문조사에서 이혜숙(2002)은, 여
성불자들은 스스로 노력하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74%),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등(80%),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높은(67%) 특징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타종교인에 비해 조직적 활동성과 교리․계율의 실천성이 부족함
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나 타인의 현실문제에 대한 개선 방
안이나 활동은 물론 포교에 있어서도 소극적(53%)임을 보여주었다(이혜
숙, 2002: 6-12).14) 즉 여성불자들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거나 여성은
다음 생에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성도 성불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성불 가능성을 믿는 응답자도 많은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여성관
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설문지에 대한 신뢰
도나 타당도 조사가 없고, 그 표집 규모도 매우 작아 한계가 있다.
최근 불교신자의 성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2010년 서울대 여성연
구소와 불교여성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불교신자의 성평등의식과 관련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연구의 책임자: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이
다. 이는 한국 최초로 남녀 불교신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의식 실태조
사로,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으로 실시되었다.15) 이 조사는 설문대상
자가 1,589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사로, 불교신자의 성평등의식을 종교영
역과 사회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3) ‘여성불자 신행 패턴 현황’ 조사-분석, 법보신문, 2002.1.30.
14) 이 조사결과는 해탈학적인 관점에서의 성평등을 인정하지만 현실에서의 희생적이고
소극적인 가부장적 여성성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종교인 정체성과 여성정체성 사이
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불교여성의 특징을 보여주어서 의미 있다고 하겠다.
15) 이 연구의 자문위원으로는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한정숙(서울대 여성연구소장,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었고, 공동연구원은 이혜숙(동국대 불교학
과 강사), 박수호(성균관대 강사), 윤남진( NGO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본 연구자였으
며, 보조연구원은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이었다. 연구결과는“한국불교신자의 성
평등실태조사 연구보고서”로 제출되었고, 불교여성개발원 10주년 학술대회에서 발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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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구에 비해 비구
니가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대 여성연
구소 & 불교여성개발원, 2010: 31-42). 이 조사의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재분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는 1995년 2월 실천승가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비구니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 조사에서 현재의 비구
니 위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4%에 불과하며, 비구니의 종단운영 참여
확대에 대해 재가자를 포함한 응답자의 72.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는 최근의 출가자 대상 설문조사는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박재현, 2001; 윤인숙, 2002; 김미영, 2004; 박순애,
2007). 조계종 승려의 노후복지에 관한 손상국(2003)의 조사결과에서 비
구니들은 노후에 필요한 주거의 기능도 단순 주거공간이라기보다 ‘수행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16) 이는 비구니가 비구보다 노후 수행
공간이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주거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
가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비구니집단이 비구/비구니/사미(비구계를 받
지 않은 남자 수행자)/사미니(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여자 수행자)의 네
집단 가운데 노후복지를 가장 염려하는 집단으로 나타났고, 특히 비구니
는 비구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고 있어 성차에 근거하여 복
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비구니만을 대상으로 한 노후복지 연구에서 김미영(2004)은, 대부분의
비구니가 공통적으로 ‘노후복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고, 고민의 우선
순위는 의료→ 경제→ 주거문제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비구니만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구들의 상황과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비구
니의 노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구에 비해 비구
니가 경제․의료․주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종단은 승려노후복지에 있어 성차를 인정한 젠더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
유승무(2000)는 한국 비구니의 성불평등 의식 조사연구를 통해 출가자
16) 노후에 필요한 주거의 기능으로 비구는 요양 및 치료기능 65%> 수행 24%> 단순주
거 12%로, 비구니는 요양 및 치료기능 55%> 수행 40%> 단순주거 5%로 답했다.
의료복지에서도 건강 여부에서 비구는 14%, 비구니는 29%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했고, 정기적인 보시를 받는 비구는 48%, 비구니는 34%, 보시금은 월평균 61만원
이상인 비구는 48%이고 비구니는 27%로 나왔다(손상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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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하며, 팔경계가 승가 내 성차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밝혔다. 비구니의 74%가 비구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
었고, 그 중 약 30%는 차별 경험이 아주 많다고 응답하여 차별이 상당
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비구니의
약 77%가 비구뿐만 아니라 재가남성불자로부터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불교 성차별문제를 연구함
에 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출가자와 재가자를 비교 분석한다거나, 성별로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연구 범위에 있어서 교리․종법․팔경
계․신행을 각각 분석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들 네 요소가 상호 어떤 상
관성을 가지며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또한 없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불교
인의 성평등과 관련된 의식이나 가치체계, 태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병행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

4)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한국불교의 성차별성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불교 성차별의 구조적 요인을 교리․종법․팔경계․신행으로 나
누고, 각 요소들이 종단 내 성차별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조계종단의 성차별성을 ‘종법’을 중심으
로 분석할 것인데, 종법은 통합종단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종단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매우 유용한 척도이기 때문이
다. 셋째, 불교 성차별 구조의 네 요소에 대해 불교인들이 어떻게 인식하
고 있으며, 이들 네 요소가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개인의 인식 구조는 눈에 띄지 않
는 틀(frame)로써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론적인 연구
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식 구조를 파악하
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설문지를 통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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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함께 분석할 것이다. 넷째, 젠더 분석과 출/재가자의 집단간 비교
분석을 통해 출가자와 재가자, 남성과 여성 등 불교인 전체의 성평등의
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는 종교 영역과 사회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서의 성평등의식을 분석할 것인데, 그 이유는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이 종
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
가 조계종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조계종이 1,700여 년에 이르
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최대 종단이기 때문이고, 1962년 통합종단
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종법의 재․개정을 통해서
성평등의식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불교 성평등에 대한 교리적 근거
a) 초기불교의 성평등성
초기불교(Early Buddhism)는 붓다 재세시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후
100년 경 붓다의 제자들에 의해 결집된 경전과 계율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실존인물인 붓다의 가르침을 원형에 가깝게 기록한 것
으로 보인다. 최근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데,17)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래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17) 최근 등장한 초기불교에 대한 최근의 저서들을 보면 각묵(2010), 초기불교이해; 김재
성(2010), 붓다와 함께하는 초기불교 산책 1, 2; 마성(2012), 왕초보 초기불교 박사
되다 ; 김재영(2012),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틸만 페터 저, 김성철 역(2009), 초기
불교의 이념과 명상 등이 있다.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은 최근 5부 니까야
를 완역하였고, 각묵스님과 대림스님도 니까야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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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하여 불교 교리가 한문 경전으로 전해오면서 불교 교리는 일
반 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여겨
지기도 하였다. 반면에 붓다의 가르침을 기록한 빠알리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어 보다 쉽게 붓다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고, 한문 번역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과 오류를 벗어나 붓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재영, 2012: 28).
초기불교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무상․무아․연기․공․
반야’ 등의 교리와 그 가르침을 잘 알기 위한 모든 방편과 노력들을 담
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시작점․기준․표준이며 잣대라고 비구 각묵
(2012)은 주장한다. 초기불교는 합리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매우 분석
적인 붓다의 가르침이며, 초기불의 경전은 각 구절에 대한 주석서가 있
기 때문에 불교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구 자현
(2012)은 한국불교가 명확하게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초기불교의
교리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며,18) 비구 현응은 초기불교를 ‘기본불교’라고
부르며 기본불교에 ‘자비’와 ‘원(願)’이라는 방편바라밀을 담은 것을 대승
불교라고 주장한다(현응, 2010: 111-135).
특히 초기불교는 ‘해체(to divide, 분별․분석의 뜻을 가짐)해서 보기’라
는 방법론적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성의 몸이라는 외부
의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은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과한 후
에 우리에게 인식된다. 즉 세계는 인간의 감각과 지각에 의해서만 그 존
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인식 작용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인식 주체나 인식 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각묵, 2012:
24-28). 이처럼 초기불교에서의 해체적 관점에서 성별․인종․계급․연
령 등의 차별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모든 생명들이 평등하고 고귀하다
는 관점은 인간에서 동․식물로까지 확대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온전한 존재로서 소중하게 된다.
붓다는 남녀의 이분법적이고 본질적인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며 성평등
한 섹슈얼리티를 강조한다. 초기경전 가운데 하나인「앙굿다라니까야」
의 ‘결박과 결박의 여읨에 대한 법문의 경’에서 여성성(혹은 남성성)의
성립과 그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법하고 있다.
18) “초기불교 잘 깨닫는 게 조계종 종지”, 미디어붓다.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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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여인이 안으로 여인의 본성․여인의 행동․여인
의 외관․여인의 교만․여인의 욕망․여인의 소리․여인의 치
장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그녀는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환
희한다. 그녀가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환희하여, 밖으로 남자
의 본성․남자의 행동․남자의 외관․남자의 교만․남자의 욕
망․남자의 소리․남자의 치장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수행
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인은 여성성을 뛰어넘지 못한다.”(전재
성, 2007: 113-114).
붓다는 또한 남성성의 성립과 남성성의 한계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
로 설법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남자가 안으로 남자의 본성․남자의 행동․남자
의 외관․남자의 교만․남자의 욕망․남자의 소리․남자의 치
장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그는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환희
한다. 그가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환희하여, 밖으로 여자의
본성, 여자의 행동, 여자의 외관, 여자의 교만, 여자의 욕망, 여
자의 소리, 여자의 치장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수행승들이
여, 이와 같은 남자는 남성성을 뛰어넘지 못한다.”(전재성, 2007:
114-115)
여기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붓다의 관점을 보면, 첫째, 붓다는 본질적
이고 고정적인 성을 부정한다. 여성은 안으로는 여성성을 요구하지만 동
시에 밖으로는 남성성을 요구하며, 안으로는 여성적인 욕망· 교만· 치장
을 탐닉하고 밖으로는 남성적인 욕망· 교만· 치장을 탐닉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성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두 번째 특징으로 탈이분법적인 인식론적 접근이
다. 붓다는 남성성, 여성성에 결박당하는 것은 안락과 쾌락을 위함이며,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성된 남성성, 여성성을 뛰어넘어야 함을
설명한다. 성(gender)에 대한 인식은 본질주의적이거나 구성주의적 관점
을 극복한다. 남/여는 여성성과 남성성 양쪽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한
특성만을 탐닉하고 환희하며 그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여/남성성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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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속)된다. 그러므로 붓다는 섹스로서의 성, 젠더로서의 성에 결박되
거나, 원하거나, 탐닉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친다. 이처럼 성에 대한 인식
은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론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친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세 번째 특성으로 붓다는 인간이 실존적으로 평등
한 존재임을 보여준다.「앙굿따라니까야」‘성장의 경’, ‘천사의 경’, ‘사실
의 경’ 그리고「디가니까야」의 ‘청정한 믿음의 경’ 등에서 붓다는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설하고 있다. 노(老)․병(病)․사(死) 앞에서 누구나 고
통을 경험하며,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개인적인 차이가 없다. ‘고귀
한 행위만이 있을 뿐 고귀한 인간은 없다’는 붓다의 선언적 가르침은 인
간의 고귀함과 저열함의 판단 기준이 성별이나 신분이 아니라 계행의 준
수 여부이다.
이처럼 초기불교는 해체론적, 탈이분법적, 그리고 실존적인 평등함으로
성차를 극복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b) 평등과 해방의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대승불교
불교경전 가운데는 여성의 몸이 남성의 몸으로 변하는 성전환의 내용
을 담은 경전들(이후 ‘성전환 경전’)이 있다. 붓다의 위대한 제자와 여성
간의 대화를 통해 고정된 실제로서의 sex를 거부하는 탈이분법적인 인
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법화경(4권 12장 제바달다품)에는
붓다의 제자인 문수사리불과 여덟 살 여자아이인 용녀와의 대화에서 사
리불이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용녀는 사리불 앞에서
남성으로 몸을 바꾸어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고정된
성적 정체성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거부하며 ‘남’, ‘여’라는 고정적인 실체
sex가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전인 유마경에서는 사리붓다가 천녀에게 ‘왜 아직까지 여성
의 몸으로 있는가?’ 하고 질문하자, 천녀는 ‘성性’이란 단지 환상일 뿐이
라고 대답한다. 사리불이 ‘성性’은 결정된, 태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자
천녀는 사리불을 여성으로 만들고 자신이 사리불로 변한다. 그리고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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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게 ‘왜 여성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를 질문한다. 이에 사리불이 남
성으로 변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사리불이 여인이 아니면서 女
身을 나타내었듯이 일체의 여인도 또한 이와 같다. 비록 女身을 나타내
지만 여인이 아니다.”(정암, 1999: 394-396)라고 말한다. 천녀는 空의 논
리로서 남녀 형상을 가진 몸에 대한 집착을 부정하는데, 여성은 고정된
실체를 가진 카테고리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형상에서 특별히
체현된 경험에 의해 사회문화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즉 성性은 인식
론적,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신체적 차
이에 기반한 성별은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전환 경전의 주장은 불교여성주의 담론에서 섹스와 젠더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구성된 섹스/젠더라고 보는 점과 연결된다. 예를 들
면, Butler는 주체인 ‘I’ 는 섹스를 수행하는(performing)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본다. 여기서 ‘수행’이란 ‘여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특정 행위
를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가부장제하 여성의 ‘몸’은 타자인 남성적 시각에 의해 규정되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체의 체현은 생물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범주보다
는 상징적, 사회학적 요인들의 결합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Butler,
1999: 13-17; 1990, 131).
이처럼 여성주의자들은 성전환 경전과 동일한 맥락에서 성차에 의한
차별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19)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와서는 ‘여성’이라
는 주체 역시 단일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본다. 여성 내부에서
도 성별, 인종, 연령, 성적인 기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다층적 스펙
트럼이 존재하는, 또는 모순적인 경험의 복합체적 구성으로 본다(Butler,
1990: 22). 즉 젠더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여성 내부에 있는 이질적인 요
소들을 경시할 수 있는데, 성차별은 젠더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극복되
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극복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페미니즘에서는 해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개
별 여성이 처한 현실이나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졌던 가치나 이데올
19) Foucault는 섹스가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역사적 산물로 문화적 담지체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성정치에 의해 성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 주장한다(Foucault, 2004: 12). 또한 이리가레이는 표식자(marker) 남성과 표식을
당하는 표시(signification) 여성이 남성중심적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라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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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들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다. 즉 Butler의 표현에 따르면 행위 주
체성을 ‘재의미화 작용’(agency as resignification)으로 간주하고, 담론을
통해 재의미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Butler, 1995: 133).
남녀의 평등과 차이, 그리고 여성 내부에서의 차이 등은 불교에서는
항상 서로 작용해서 대립하지 않고 화합하는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상태,
즉 보편성․특수성․동일성․차이성․통합성․해체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면, 화엄사상에서 하나의 사물이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하나가 아
니라 서로 원인이 되고 융합되어 평등하면서도 차별을 보이기 때문에 그
대로가 전 우주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연기의 법칙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정화, 2010: 17). 그러므로 대승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인
식주체는 고정불변의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대상과의 관
계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가르침이
무아(無我)사상이다(Faure, 8-15; Macy, 1984: 195). ‘나’라는 인식 주체
는 오온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현상의 결합체이며, 그 자체는 독립된
실체성이 없다는 개념이 공(空)사상이며, 모든 생명은 상호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이 연기사상으로서 이 모든 가르침이 평등의 세계를 보여준다(이
창숙, 2000; 고미라, 2008: 18).
이처럼 불교 교리는 사건이나 사물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함과 동시
에 온전히 하나로 화합하는 총체성의 세계관을 강조한다. 이때 차이가
차별로 되지 않고 각자의 고유성이 발휘되면서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유승무, Ibid: 189) 탈이분법적 인식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포스트페미니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Kristeva는
말하는 주체를 설명할 때 “과정 중에 있는 주체”로 정의하면서 주체가
다른 주체와의 변증법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Kristeva, 2007: 188-192; Meyer, 2005: 238).
또한 대승불교는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평등사상을 절대화하면서,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화합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보살(Bodhisattva)’을 강조한다. 보
살은 깨달음을 가진 존재, 즉 이미 깨달았거나 깨달음을 지원하는, 혹은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란 뜻이 함축된 용어이다(선일, 2009: 29; Macy,
1976: 30). 그러므로 보살의 실천 의지는 개인적인 깨달음은 물론 중생제
도를 강조하는 자리이타적인 인간평등의 공동체적 정신을 추구한다.
- 24 -

이러한 대승불교의 교리는 여성주의 인식론과 실천론에 다양한 논리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성평등을 구현하는 실천행위의 주체로서의 보살
정신은 동체대비심에 기반을 둔 사무량심(四無量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양교재편찬위원회, 2002 :188-189). 이 사무량심은 <표 1>과 같이 여
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평등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재해석할 수
있다.
<표 1> 사무량심에 기반한 성평등 실천의지

구분
불교적 해석
여성주의적 해석
자무량심 남에게 이익과 안락을
여성 종속이 부당함을 자각하고
(慈無量心)
주려는 마음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마음
비무량심 불이익과 고통을 덜어
여성 억압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悲無量心) 주려는 인간애적인 마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
즐거움을 얻을 때 성평등을 위한 실천에 동참하면서 성차별이
희무량심 남이
그것을
함께 진심으로 없는 현실의 변화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喜無量心)
기뻐해주는 마음
사무량심 자․비․희 의 정신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인간 평등,
(捨無量心)
한결같은 마음
생명존중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런데 불교의 사무량심은 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여성주의 의식’과도
유사하다. 즉 여성 종속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러한 종속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투쟁의 전략을 자율
적으로 선택하여 대안적 비전을 개발하는 ‘여성주의 의식’(hooks 2000,
26: Hartsock, 1983: Lerner :1993: 274)은 불교의 사무량심에서는 인간을
초월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항상 중생과 함께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녀야 할 적극적인 네 가지 행동 덕목이 있는데 이를
‘사섭법(四攝法)’이라고 한다. ‘섭(攝)’이란 불교적으로는 중생들과 화합하
고 동화되는, 진심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
는 실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여성, 예를 들면 인종, 종
교, 서구여성과 제3세계 여성 등, 여성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극복하는
전 지구적 여성연대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섭법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적용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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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보시섭
(布施攝)

<표 2> 사섭법에 기반한 성평등 실천전략

불교적 보살행
재물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배품

여성주의적 실천행
탈이분법적인 인식론에 기반하여 남녀
모두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평등하게
베푸는 행위
자애로운
말(口)과
뜻(意)으로 여성을
애어섭 진실되고 사랑스런 말로 중생
의식화하고 성평등한 세상으로의
(愛語攝) 을 교화하고 희망을 주는 것
가능성을 제시하는 행위
정신에 기반하여
이행섭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
젠더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성평등을
(利行攝)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
실천하는 행위
모든 중생들과
상호의존적 연기사상으로 평등하게 전
동사섭
동고동락하며
지구적 생명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同事攝)
고락을 함께 나누는 것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

사섭법은 모든 여성에게 평등하게 베풀고[布施], 붓다의 가르침을 통
해 여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이해시키며[愛語], 성평등을 실천함으
로서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고[利行], 지역과 국경을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여성이 연대하여 성평등을 실천하는 행위[同事]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는 사무량심의 실천 의지와 사섭법의 실천윤리를 통해서
깨달음이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여
성․인종․계급․종교의 경계를 벗어나 화합의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2) 불교의 제도화와 성차별의 구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는 고대 서양철학20)과 함께 오랜 시간
20)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 정체성을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인 ‘잘못된 남
자’로, 로크는 합리성이 결핍되어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난 ‘비이성적 존재’로, 그리고
루소는 미개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남성 종속화는 불가피한 현상이자 자연법이라고
주장하였다(Jaggar & Young, 2000: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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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여성억압의 장치로써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정체성을 전승해 왔
고, 여성 스스로 성차별을 내면화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Walby, 1996: 49; McGuire, 1994: 155; Lener, 2006: 35-36; 김양희 외,
2000: 25-26; 이수연 외: 2006: 36-38). 그리하여 종교 내에서 여성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만들거나, 종교적 믿음을 강조하며 성차별을 감추어버리
거나,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것으로 만들거나, 가부장
제 등 여성 억압구조를 숨긴 채 여성문제를 보편적 인간의 문제로 일반
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차별을 비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Daly, 1984: 320-327; Klein, 1998: 150-152; 강남순, 2004: 103-117;
Camody, 1992:17).
Marx Weber는 종교 교리가 사회에 반영되며, 종교가 사회변동의 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Baum, 199(?)8: 51). 역사적으로 보면 종
교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의 성역할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종교사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창시자가 남성이며, 남성은
종교적 규범과 실천, 경전을 해석하고 율법을 만드는 동시에 여성 신도
의 자격 요건을 내부에서 지켜야 할 행위나 규범 등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에 여성은 의례의 보조자, 교단의 지원자 역할을 받아들이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종교성을 내면화해 왔다(McGuire, 1994: 176). 남성
이 제시한 종교적 규율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 검열을
통해 죄의식을 느끼거나 남성에 의해 처벌21)된다.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
는 성역할은 가부장적 가치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데, 특히 종교적 상
징이나 표상은 주로 남성으로, 신자 개개인의 성역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종교적 상징체계가 성별체제를 구체화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he)로, 의례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남자들(All
Men)에게 뿌려졌다”는 등의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유지된다(McGuire,
1994: 158).
이러한 방식으로 성역할은 종교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승 유지되어가
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가치관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제도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화란
21) 종교 조직이 사회제도나 정치권력과 결합하여 종교이탈자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
는 힘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란의 이슬람근본주의는 여성의 차도르
를 다시 착용하도록 하고, 아프리카에서 음핵절제(gynocide), 인도의 과부 화형
(suttee)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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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조직이 “자기 유지적인 반복가능한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Meyer
& Tarrow, 1998: 21)을 말한다. 종교 조직이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
없이 일사분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하고, 그 역할들이 일정한 형식으로 정립되면서 교리나 제의
등을 통해 내적인 권위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제도화의 필수 과정이다
(Parsons & Shils, 1962: 174; 김종서, 2010: 88). 또한 조직이 외부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한 규범을 새롭게 수립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관습화’를 전제로 하기도 한다. ‘관습화’란 자생적이고 불규칙적인 행위
들이 일정한 형식 하에 규칙적인 모습을 띄면서, 그 조직에 필요한 자원
의 안정적 유입, 조직 목표의 온건화, 그리고 관례화되고 형식화된 행동
양식으로 기존 정치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김경동, 1978: 402; Kriesi,
1992: 195).
이처럼 종교의 ‘제도화’나 ‘관습화’는 종교 조직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
만, 그 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면서 단계적
변화를 가져온다. ‘초기단계’에서는 혁신적인 사상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기존의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혁을 제시한다. 그로
인해 많은 추종자가 생기면서 지도자와 함께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
종의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이 나타난다. 하지만 ‘공고화 단계’로 접어들
게 되면 조직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행정적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
로 변화한다. 제도가 공고화되면서 점차 새로운 제도가 반복적으로 적용
되면서 ‘일상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제도에 타성이 생겨
현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하여 초기의 개혁적 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화되면서 종교는 와
해되는데, 이러한 ‘와해의 단계’에서 신제도에 의해 흡수되어 사라지거나
혹은 새롭게 구성되는 ‘재구성의 단계’를 거의 동시에 맞게 된다(이홍탁,
1981: 285; Houtart, Ibid: 144).
이와 같은 종교 조직의 변화과정을 불교 성차별의 제도화에 적용해 보
면 <그림 1>과 같다. ‘초기 단계’의 불교는 당시 인도의 계급중심 카스
트제도를 거부하면서 인간평등과 생명존중사상을 중시하는 혁명적인 교
리를 통해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구니라는 수행자집단이
등장하고 뛰어난 여성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깨달음에 성차가 없음을 강조
한다. 하지만 ‘공고화 단계’로 접어들면 교단 조직의 정비에 더욱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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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게 되고, 조직이 안정되는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성차별적 법
과 제도를 통해 불교여성을 규율하면서 가부장적 종교로 변화한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다수 여성불자로부터 배척당
하면서 ‘와해의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
하면 불교는 소멸하거나 혹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평등한 제
도와 문화로 구성되는 ‘재구성의 단계’가 나타난다. 즉 불교가 성평등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교여성으로부터 배척받아 사라지거나, 혹
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여 성평등한 교단으로 재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불교성차별의 제도화 단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종교 체제도 변화하는데, 종교 체제의 변화에
대한 종교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종교가 사회변화나 혁명적인
기능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Maduro는 억압받는 종속계급의 강한 계급의
식, 종속계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들의 집회 가능성, 그리고 종속집
단이 지배계급에 대항하기 위한 계급 동원 가능성이 전제 조건이다
(Maduro, Ibid: 136-139). 불교가 성평등한 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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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받는 여성불자의 의식화, 조직적인 집회를 가능케 하는 여성불자의
조직화, 그리고 성억압적 교단에 저항하기 위해 동원이 가능한 여성불자
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종교는 종속계급의 자율성을
성장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지배계급이 그들의 기득권을 영
속적으로 보존하려는 변혁적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Houtart는 종교체제가 변화의 국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대상
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인집단이 사회변화를 받아들
일 것을 요구할 때, 종교 조직은 사회변화를 지나치게 빨리 받아들이면
신자집단이 반발하여 갈등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지식인을 배척한다. 대중을 잃기보다는 지식인을 ‘배제’
하여 조직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그 결과 종교 조직은 고립되고 관료화
되며 실천 동력을 상실한다. 반대로 다수 신자들로부터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신자 대중을 포기하기보다는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Houtart, 2010: 150-151). 즉 종교 제도는 변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진
보적인 지식인과 신도 사이에서 타협과 배제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
수적인 요인들과 진보적인 요인들 사이의 타협과 배제라는 이중적인 과
정을 겪는데, 이는 사회 전체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종교 체제는 지배계급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변화하기도 하는데, 지배
계급을 위해 모든 종교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성하거
나 저항이데올로기를 폐기시키거나, 새로운 지배질서에 발맞추어서 이데
올로기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Maduro는 피지배 계급은 비록 제한적이나
마 저항의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지배 계급에 의한 변화 가능
성을 제시한다(Maduro, 1982: 41-76). 즉 종교 체제의 변화는 지배계급
뿐만 아니라 피지배 계급에 의해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 체제에서 믿음, 표현, 그리고 역할 체계를 재생산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실천 행위들이 제도화되며, 조직의 유지/적응을 위해 변
화에 저항하거나 타협하기도 한다(Houtart, Ibid: 109-116). 그 과정에서
관료화된 조직은 새로운 담론, 새로운 표상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반
드시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기의(significado)를 가진 새로운 기표
(significant)를 구성하면서 창시자에 대한 담론은 변화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신에 대한 인간의 종속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해방신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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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 안에 현존하는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초기불교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붓다는 사후 제도화과정을 거치면서 불
상과 탑으로 신격화의 대상이 되어 기복적인 타력신앙으로 변질되는 것
과 유사하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동일한 사회구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이나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종교는 근
본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Bellah는 종교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개별 종교의 변동이 불가피하
다고 본다(김종서, 2010: 73). 관료화된 종교 조직의 강력한 제도적 통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변화에 덜 관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는 개방
적으로 변화를 수용한다. 신도의 역량이 커지게 되면 타협과 부분적 수
용을, 신도의 역량이 낮으면 무시· 배제· 억압하게 되는 등 종교 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종교 조직 내 여성의 역할, 여성 조직 유무, 성
평등 요구의 정당성 확보, 여성들 간의 연대 등이 교차하면서 조직 내
성평등 수준은 변화한다. 또한 여성들이 대항하는 힘의 정도에 따라 성
평등 요구에 타협하거나 수용하면서 친여성적인 법․제도로 개정하거나,
권위에 저항하는 여성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기도 하
는 등 종교 조직은 양면성을 가진다.
이처럼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 조직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불
가피함을 주장하면서, 특히 종교 내 성평등한 진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이 가장 큰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계에도 유사하게 나
타났는데, 종단사를 통해 볼 때 종단 내의 성평등 수준은 불교여성의 역
량에 따라 변화해 왔다. 불교여성의 역량이 높을 때 종단 지도부는 불교
여성과 타협하면서 성평등 요구를 일정 부분 수렴하여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불교여성의 역량이 낮을 때는 불교여성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면서 젠더 위계를 확고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종단 내 성평
등수준은 진보하거나 후퇴하게 된다.

3) 종단 성평등을 위한 법여성학적 해석
a) 법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종법과 계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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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교리와 계율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종법의 성차별성을 분석함에
있어 법여성학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왜냐면 법여성학은 기존의 법제
도가 남성중심의 젠더 위계를 존속 내지 강화하면서 남성 중심적 지배이
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여성의 종속이나 복종을 강요해 왔다. 그리하여 기
존의 법해석을 거부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양현아, 2004: 82). 즉 여성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법적 측면에서 성차별적 조건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윤후정․신인령, 2001:
10).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 속에서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
도록 모색하는, 페미니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
여성학은 투표권, 교육권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권 실현과 함께, 남성과
비교할 수 없는 여성만의 특별한 영역, 즉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건강
권, 자기결정권, 노동권의 침해 등 비가시화되었던 젠더 이슈들에 대해
여성적 관점에서의 법 적용을 요구한다(Kay, 1993: 181-182; Bartlett,
Harris & Rhode 2002: 853-857).22) 왜냐면 국가는 생산과 성별, 노동 분
리를 조직하는 능력, 다른 제도들에서 젠더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능력,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규율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Waylen, 1998:
9).
조계종단의 가장 상위법으로 최고의 정치규범인 종헌(국가의 헌법과
유사)에 의하면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핵심적인 종지로 하고 있다(종헌 제2조). 즉 붓다의 가르침
에 따라 수행하며, 자신의 성품을 깨달아 깨달음에 이르고, 동시에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법을 널리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종단의 목적으로
표방한다. 이러한 종단의 목적을 위해 불교인이라면 지켜야 할 도덕규범
이자 행동규범을 ‘종법’으로 제시하여, 종단의 형태와 기본적인 가치질서
22) Kay는 생물학적 재생산에서 성차를 고려하고 그것이 재생산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때에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다루는 episodic analysis(에피소드, 일시적 분석)를
제안했다. 즉 여성의 재생산 행위는 임신이나 수유의 기간 등 일시적인 것으로, 여성
의 임신과 출산의 기간만 지나면 육아나 양육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성애와 돌봄노동의 여성 편중
은 이 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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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종도의 합의를 법규범 체계로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계율과 세속법과의 관계는 현대사회 문명의 발달과 이에 따른
종교의 세속화 과정 때문에 매우 복잡한 해석이 요구된다. 박정록(2003)
은 명백히 성차별적인 팔경계, 그리고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이 불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화폐 사용을 금지한 계율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
해 문제를 제기한다. 계율에의 맹목적인 복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왜냐면 계율이 불교 공동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붓다가 제정한
계율은 미리 만들어져서 불교인들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
요한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박정록, 2003: 287). 그
러므로 붓다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해도
좋다”(전재성, 2011: 799)라고 유언하셨는데, 이는 붓다께서 설하신 계율
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계율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면 수행자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개정해야
하며, 이는 계율의 불복종이 아니라 계율의 현실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법과 세속법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헌법이 제시
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물론
현실에서 종교의 자유가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실제
종교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보다는 형법 등 일반법에 근거하여 판단
해 왔다.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
인의 문제는 종교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법리적 접근이
었는데, 이는 1981년 대법원의 “종교단체의 징계 등의 조치는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의 선례에
서도 알 수 있다(김종서, 2010: 210).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판결
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이하 ‘서울
회’) 사건이다. 서울회는 1967년 회원 자격을 ‘남성’에서 ‘사람’으로 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원은 총회원 자격을 배제했다. 이에 2004년 국
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인권위는 성차별 해소를 권고했지만
서울회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2005년 여성회원 38명은 서울회의 성차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2월 서울고법은 성차별
적인 처우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23)
23) 서울고등법원 2009.2.10. 선고 2007나72665 판결문;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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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성별만을 이유로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기
관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
등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성차별적 처우’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서는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용하여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
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
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제외(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라는 근
거를 제시하면서, 서울회가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
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특정한 종교단체라고 할지라도 그 단체의
공공적 기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성별, 종교, 인
종에 따른 차별이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종교 조직의 규칙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법적 잣대로 판결해줄 것을
요구한 이 사건은 거의 십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국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
성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24) 이처럼
종교법과 사회법에서 성평등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 국가의 법해석이 매
우 중요한데, 이때 사회법의 해석은 그 사회의 성평등적 가치관이나 수
준에 영향을 받는다. 국가가 서울회의 판결에서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을 인용하는 것은 좋은 예로, 특히 지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사회문화
의 변화에 따라 법적용이 변화 가능함을 보여준다.25) 즉 특정 종교집단
의 조직규범이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인 여성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세계여성운동의 진전이 가져온 성과라고도 할 수 있
다.
19864 판결문 참고.
24) “대법, 서울YMCA 여성회원 자격제한은 위법”, 한국일보, 2011.01.27; “여성회원 참정
권 관철 YMCA여성특위 떴다”, 한겨레, 2004.09.08.
25) 이러한 예는 다른 종교권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12년 아프간 최고 율법학자
들이 모인 울레마회의에서는 여성 교육권과 여성노동권을 배제하며 여성의 종속을
합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칙령을 발표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
츠워치(HRW)는 “이 칙령은 아프간 헌법이나 국제법상 아프간이 준수해야 할 의무
와 양립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아프간 종교계 성차별 지침 발표…탈레반화 우려”,
연합뉴스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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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불교에 사회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사찰령을 들 수 있
다. Nathan(2009)은 일제하 사찰령은 한국불교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
으며, 교단 조직의 지배적인 규율 방식 등을 재정비하여 불교를 현대화
시켰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Nathan, 2009-2010: 1-32). 하
지만 사찰령은 한국불교를 왜색화해서 대처승제도를 이식하고, 불교재산
권을 통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독자적인 근대화를 방해하였으며, 불교가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전례를 만든 식민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색불교
의 잔재로 한국불교는 오랜 시간동안 정화운동과 국가권력의 예속화, 불
교계 내부 분규 등을 겪었는데, 국가권력으로 인해 종교가 얼마나 수탈
당하며 피폐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의 계율과 사회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일반 재가신자
가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계율로 불살생(살생을 금함), 불투도(도둑질을
금함), 불사음(음란한 행위를 금함), 불망어(거짓말 등을 금함), 불음주
(음주를 금함)가 있다. 출가자의 계율은 비구 250개이고 비구니의 계율
은 348개인데, 이 차이는 주로 인도라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비구승단에
비해 늦게 성립된 비구니승단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즉 들판이나 산속에
서 비구니 혼자 수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
은 계율을 제시했거나, 당시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금기, 예를 들면 야외 수행생
활, 걸식 등의 수행 여건으로 인해 비구 옆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만들어
진 계율은 잘 지어진 사찰 내 선방에서 수행하는 오늘날의 환경과는 맞
지 않다. 돈을 소지할 수 없다는 계율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존을 위협
하는 것이며, 걸식을 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면 깊은 산 속의 사찰은
출가자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계율을 사회법과 비교한다는 것은 종교의 특수성이나 역사성을 무시하
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계율이나 사회법 모두가 개인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계율만을 중시하거나 사회법만을 우
선시할 수 없다. 특히 법의 성중립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성차별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특
정 종교의 계율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법에 맞지 않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
여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계율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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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여성학적 방법론의 적용
법여성학자들은 여성 예속의 뿌리가 공적 세계로의 여성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일련의 관습적이고 법적인 제약들에 근거한다고 보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본다. 그리하여 법여성
학적 방법론으로 법 실천(legal practice)과 법 개혁을 통한 현실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조계종단의 성차별적인 종헌종법을 개
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전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Bartlett는 법여성학에 기초한 구체적인 법해석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
는데(Bartlett, 1989: 829-888), 그녀의 방법론은 종법의 성차별성을 극복
하기 위한 불교여성운동에도 매우 유용하다.
법여성학을 종법 해석에 적용할 때 첫 번째 방법론은 ‘여성문제를 제
기하기’(Asking the Women Question)로, 이는 실제 종법의 조항과 종단
의 제도 등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성을 밝혀내고, 종법이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남성적’이라고 증명하여, 종법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데 유용하다. 즉 법적 중립성(legalneutrality)과 성중립적(gender-neutral)이지 않은 경우에 성차별적 암시
가 숨겨져 있는 법을 찾아내고, 이러한 종법이 여성들에게 ‘차별’이거나
‘배제’임을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종법의 성차
별뿐만 아니라 출․재가자의 신분위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처럼 성과
신분을 해체함으로써 평등이 보다 정교하게 조율되어 확장되고, 결과적
으로는 깨달음을 지원하는 평등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여성학적 방법 적용의 두 번째 방법은 ‘여성주의적 실천추론’
(Feminist Practical Reasoning)이다. 문제적 상황을 성별로 이분화시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 모순, 불일치들 간의 딜레마로 접근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하나의 원칙이 다른 원칙에 우선하여 선택되는 것이 아
니라 구체적인 맥락에 근거한 ‘이해’와 ‘통합’을 중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한 법적 조항이나 결정 구조가 고정불변의 근본주의적 관점보다는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당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한 법규와 법적
해결책이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누구의 이해관계에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드러난다. 즉 종법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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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종단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나면 이러한 이해관계를 극
복하고 편향성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성불자의 인식의 지속적인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종법해석의 법여성학적 방법으로 세 번째는 ‘의식고양의 방법’이다. 의
식고양의 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들과 함께 그러
한 경험을 의미화하는 상호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면, 신행 과
정에서 성차별의 경험을 타인에게 드러냄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이
해될 뿐만 아니라, 이 경험들이 개인적이 아닌 가부장제하 여성 일반의 경
험으로 의미화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가부장제의 증거들을 증언함
으로써 의식고양 방법은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제
도의 개혁 등 공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억압과 배제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공적으로 공유하고 공식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의식고양 방법은 결과적으로 소극적 신행에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 신행으로 여성신행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법여성학적 관점에서의 계율이나 종법의 재해석을 통해, 불교
가 해탈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평등과 자유
를 확장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평등과 자유를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변혁하는 것이 불교여성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4) 분석틀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불교에서 ‘교리’는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며 ‘종법’은 ‘교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 불교인이 지켜야 하는 도덕규
범인 ‘계율’은 ‘종법’을 통해 그 실현을 담보하고, 깨달음을 위한 수행생
활이나 일상적 삶인 ‘신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상호 연관을
가지며, 불교 성차별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면서 불교 성차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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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논문의 분석틀

그러므로 불교 성차별의 구조를 ‘교리’․‘신행’․‘종법’․‘계율’의 네 요
소로 구분하고, 특히 종법을 중심으로 불교 성차별의 역동과 관계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즉 분석틀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회적 요인이나 불자의 요구
등 외적 요인에 의해 변화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의 변화에는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종교영역은 사회적 변화와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하는데, 종교의 성평등 수준 또한 사회의 성평등 정도에 따라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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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도 성평등한 국가 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의 권
리와 관련된 다양한 여성관련 법의 등장, 서구 여성과 제3세계 여성간의
연대를 통한 전 지구적인 성평등 수준을 변화시키는 여성연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사회적 배경은 국가 여성정책, 여성입법운동, 전 지구적 여
성연대라는 세 요인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교적 특성으로는 ‘출/재가자
행복지수’ · ‘부정적인 여성관’ · ‘성정체성 만족도’ · ‘여성신행 우월성’을,
사회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성평등의식’ · ‘양성평등교육 경험여부’를, 기
타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경과 특성에 의
해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이 변화하면 이는 ‘신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왜냐면 불교여성의 참여의식과 비판의식 등을 내포한 성평등
의식이 확대되면 ‘신행’ 방법이나 내용 등이 변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신행’의 변화는 성차별적인 ‘종법’을 성평등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성평등한 종법은 이 종법이 담고 있는 계율을 성평등하게
재해석함은 물론 교리도 성평등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4.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본 연구는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성차별성을 ‘종법’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법이란 조계종단의 종헌, 종법, 종령, 그리고 각종
시행령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특히 1962년 통합종단 성립 이후 개정된
종법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종단은 선종을
표방하고 대승불교를 중심이념으로 하고 있는 조계종단이다. 조계종단은
신라시대 보조국사로부터 시작하여 1,7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
으며, 한국의 불교종단26) 가운데 최대종단이다.
26)

2005년 문화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는 2005년 총 15개의 종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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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계종단은 1941년 일본에 의한 조계종단27)을 그 시초로 하며,
1962년 비구-대처의 통합종단이 성립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계
종단은 <그림 3>과 같이 전국의 25개 교구본사와 그 아래 약 2,501개의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조계종 총무원, 2009)28). 조계종단의 조직은 최상
위에 종정이 있고, 그 아래 원로원회의가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조직으로
는 총무원(행정부와 유사)· 중앙종회(국회와 유사)· 포교원· 호계원(법무
부와 유사)· 교육원(교육부와 유사)의 조직이 있다.
<그림 3> 조계종단의 조직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2005, 문화관광부자료).
27) 한국불교 근대의 시작은 1895년 일제에 의한 승려의 도성출입금지를 해제시킴으로써
근대적 종교로의 변화를 꾀하게 된 시기부터라고 김순석은 주장한다(김순석, “조계
종 성립, 민족불교로는 설명 못한다”, 법보신문 2011.12.16). 근대한국불교의 성격을
두고 김광식은 근대 불교계를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조성택은
일제에 의해 강요된 근대화는 진정한 근대화가 아니므로 딜레마론을, 김순석은 굴절
된 근대불교(한국의 근대 진입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서 불교계의 근대 또
한 굴절된 형태로 나타남) 등으로 설명한다(김순석, “조계종 성립, 민족불교로는 설
명 못한다”, 법보신문, 2011.12.16).
28) 이 표는 조계종단의 조직도를 본 연구에 적절하게 간단하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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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도라 함은 붓다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남녀 신도를 말하지만,
본 연구에서 불교신도는 조계종 신도를, 출가자는 조계종단에 소속된 출
가자를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조계종 종단사의 시기는 불
교정화운동 등장의 배경이 되는 일제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포함
한다.
연구방법은 불교성차별의 구조인 교리, 종법, 계율, 신행에 대한 문헌
연구와 현재 불교인들이 불교성차별의 각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할 것이다. 교리는 초기경전과 대승경
전· 학술논문· 출판서적 등을 중심으로 보고, 종단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단에서 발행한 자료집이나 종단 역사· 기관지· 학술지· 종단 기록물 등
을, 또한 신행활동에 대해서는 주요 이슈나 사건들에 대한 신문기사· 보
고서· 평가서· 불교시민사회단체자료 등을 참고로 할 것이다.

2) 설문지 실태조사
a) 연구와 관련된 실증적인 실태조사
본 연구는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불교 성차별의 구조와 그 변화를 분
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불교 성차별의 구조와 성평등한 종단으로
의 변화의 역동성을 파악하려는 이러한 연구에 이론적․역사적 분석만으
로는 불교인의 성의식 실태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설문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실태조사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평등과 관련된 의
식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추
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이론의 급진화나 이론과 현실의 큰 괴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종단 내 종법을 둘러싸고 있는 젠더권력 구조가 왜 변하지 않고 고
착화되었는지, 왜 불교여성들의 의식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차별적 아비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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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 전승하는 왜곡된 불교 교리와 관행을 해체하고, 여성의 관점으
로 불교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교여성들이 불교 성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의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종단 구성원의 다양성
과 그 편차에 관련된다. 종단은 출가자집단(비구· 비구니)과 재가불자집
단(여성불자· 남성불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을 불교인이라는 단일
범주로만 간주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불교인집단 구성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구/비구니, 재가남/여신자의 의식을 비
교분석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서술 방식
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종법· 교리· 계율(팔경계)· 신행, 그리고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 장마다 이론적 연구를 제시하면서, 각 장의
주제와 관련된 출/재가자의 성평등의식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연구자 특성에 관련된
문제다. 본 연구자가 스스로 ‘신자’라는 내부자적 입장의 한계를 벗어나
‘연구자’적 관점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이
연구 결과가 종단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객관 타당성이 있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때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연구 쟁
점들에 대해서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기에 유용한 토대를 제
공할 실태조사를 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이론의 고찰과 함께 설문지
를 통한 불교인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분석을 병행할 것이다.
b) 실태조사 분석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인 불교인29)은 재가불교신자(재가남성불자와 재
29) 불교 내 여성신도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여성불자는 27.4%, 남성불교신자는 22.2%로, 여성이 훨씬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출가자 가운데 비구 5,413분명이고 비구니 5,331명으로, 전체 10,744
명 가운데 성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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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여성불자)와 출가자(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진
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0년 본 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불
교신자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여 활용하였다. 불교인의 생활인임과 동시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도 불교신자와 출가자의 성평등의식을 종교영역과 사회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종교영역에서 재가불자의 변수는 2010년 실태조사에
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문항을 사용하였고, 사회영역에서는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허락을 받아 이 기관에서 개발한 일반인용 성인지력척도
(KGAS)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
누어 조계종단에 등록된 사찰 가운데 각 권역마다 전통사찰 한 곳과 포
교당 중심 사찰 한 곳을 포함하여 유의표집하였다. 사찰 관계자의 허락
하에 법회나 경전반 등 각종 모임에 조사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
사가 이루어졌다.
출가자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
기 기입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에서 종교영역의
문항 일부는 2010년 불교신자의 성평등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
하고, 나머지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영역에서
는 불교신자 실태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출가자의 실태조사
를 불교신자 실태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많이 사용한 것은 출가자와 재가
자의 의식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출가자 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식에 있
어 유의표집은 쉽지 않다. 왜냐면 출가자는 일정한 사찰에 머물기보다는
동안거와 하안거30)시기에 선방을 다니며 수행하므로 지역적 특성은 의
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객관적인 표본추출방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
다.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위해 대상자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전국 주지스님 연수교육장에서 설문조사하였고, 연령별 분포를 위
해서 20대는 초기 출가자가 가장 많은 기본강원/기초선원을, 30-40대는
중앙승가대학(원)과 동국대학(원)을, 50대 이상은 전국의 선원 출가자들
이 모이는 선원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받았다. 성별 분포를 위하여 비구
니사찰과 비구사찰을 방문하는 등 유의표집에 근접하도록 노력하였는데,
본 조사 분석에서의 출가자는 구족계를 받은 비구와 비구니를 중심으로
30) 여름과 겨울 일정 3개월씩 승려들이 선원에 머물며 참선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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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출가자는 335명으로, 이는 전체 출가
자의 2.3%31)에 해당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
해서 신뢰도분석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그리고 주요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
였다. 또한 각 영역의 성평등의식간의 상관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집단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출/재가자, 남/여의
네 집단 간 차이를 알기 위한 분산분석이 많았는데, 어떤 집단에서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Scheffe검증을 실시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c) 각 변수들과 설문지 문항
본 연구는 분석틀에 따라 문헌 연구와 함께 출가자와 불교신자를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설문지를 분석함에 있어 연구 목적에
맞게 하나의 문항을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문항을 묶어서 새로
운 척도를 생성하기도 했다. 불교 성차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종교
영역과 사회영역, 그리고 개인변수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설문지 문항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종교영역에서는 불교성차별의 구성 요소인 ‘교리’ · ‘종법’ · ‘계율’(팔경
계) · ‘신행’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현재 조계종단의 종법 세 조항과
팔경계, 그리고 교리와 신행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종교영
역은 ‘기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불교인의 특성이 종교 영역의 특성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출가자 행복지수’ · ‘부정적인
여성관’ · ‘성정체성 만족도’ · ‘여성신행 우월성’을 조사했다.
31) 2008년 조계종 종단자료집에 의하면 2008년 비구 5,413(50.35), 비구니 5,331명(49%)
으로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의 순서이다(2008년 종단통계자료집, 15-28).
본 연구의 출가자 설문조사 결과도 종단자료와 동일하게 40대가 가장 많고 두 번째
가 50대로 나타났으며, 성비는 비구가 52%로서 비구니 45%보다 더 많은 것으로(무
응답 2.4%)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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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교 교리는 남녀평등을 가르침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남녀평등수준 높음
∙중앙종회의원 비구 71명과 비구니 10명의
규정은 남녀차별
종법 ∙비구니
총무원장불가는 남녀차별
∙비구니 교구본사주지 불가는 남녀차별
비구니라 할지라도 갓 출가한
계율 100세
예를 갖추어 절을 해야 하고,
(팔경계) 비구에게
비구는 그 규정이 없는 것은 남녀차별
교리가 남녀평등한 생활태도를 갖는데
신행 불교
도움이 됨.
∙재/출가자 행복지수 -나는 스스로
수행자(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행복함
∙성정체성 만족도 -나는 여자(남자)로 태어난
것에 만족함
기타 ∙여성신행 우월성- 여성이 남성보다 불교
신행을 잘한다.
∙부정적인 여성관 -전생에 업이 많으면 여자
로 태어남, 여성의 몸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남성의 몸으로 대시 태어나야 함
사회적 ∙가정생활/직장생활/이성교제/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 성평등의식을 포함함.
양성평등 양성평등교육경험여부
교육
인구학적 연령
요인
교리

불교
영역

사회
영역
개인
변수

<표 3 > 각 변수의 내용과 설문지 문항
재가자 출가자
포함된 내용32)
설문지 설문지
6-8, 9 3-8, 9
12-1,
2, 3

9-1,
2, 3

12-4

9-4

6-10

3-10

6-1, 2 3-1, 2
6-3

3-3

6-4

3-4

6-6, 7 3-6, 7
16∼19 14∼17
9-1,3

6-1,3

22

20

불교 경전에서는 열등하고 부정적인 여성관과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
는 긍정적인 여성관이 함께 전해오기도 하는데, 불교여성이 성평등한 불
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가불자/출가자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긍
32) 구체적인 설문지 문항은 부록으로 첨부된 “출/재가자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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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
다. 그래서 불교인은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업이 많아서
여성으로 태어났다’거나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등 여성에 대해 부정
적으로 전해오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성관’을 알아보았다.
이는 신자 가운데 여성불자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한 ‘여성신행 우월성’
변수와 함께 ‘성정체성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에 의하면 불교여성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교리가 왜곡되었다면
불교여성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므로 ‘성정체성 만족도’
는 성평등한 교리가 불교여성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가정/직장/이성교제/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을 포함
하는 ‘사회적 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여부’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시일 내 성평등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
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성평등의식의 고양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인에게도 교육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개인 변수로는 인구학적 요인의 ‘연령’변수를 분석하였다. 출가자와 재
가불자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인구학적 요인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변수가 많지 않다. 학력도 출가자와 재가자의 교육 체계가 차이가
나며, 거주 지역 또한 출가자가 자주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재가자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연령은 인구학적 요인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연령 차이에
따른 성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d)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조사 분석에 사용될 설문지 문항들은 통계처리 과정에서 여
러 문항들을 묶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즉 교리와 관련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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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을 묶어 ‘교리의 성평등의식’, 제시된
종법의 세 조항이 성차별적이라는 ‘종법의 성차별의식’, 출/재가자로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불자/출가자 행복지수’, 부정하고 열등한 여성관인
‘부정적인 여성관’, 그리고 가정생활의 성평등의식· 직장생활의 성평등의
식· 이성교제의 성평등의식· 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을 묶어 ‘사회적 성평
등의식’변수를 생성하였다. 불교 영역에서 사용된 변수는 이미 타당도 검
사를 마친 사전 연구33)의 척도를 재검증하여 사용했고, 사회영역의 성평
등의식의 변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일반인용 성인지력 척도
(KGAS)를 활용하였다. 그 변수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출/재가자의 새로 생성된 변수의 신뢰도분석
출가자

재가불자

변수명
출가자 행복지수
부정적인 여성관
교리의 성평등의식
종법의 성차별의식
사회적 성평등의식
불자 행복지수
부정적인 여성관
교리의 성평등의식
종법의 성차별의식
사회적 성평등의식

문항 수
2
2
2
3
4
2
2
2
3
4

Cronbach's α
0.716
0.616
0.627
0.928
0.774
0.870
0.727
0.724
0.881
0.747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기
준으로 한 Cronbach's α 계수의 신뢰도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신뢰성 계
수는 0.6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는데(채서일, 1992: 240; 서혜영․최경호, 2009: 286), 분석결과 모든 연구
척도의 신뢰도가 0.7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3)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사전 연구로는 ‘불교신자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서울
대 여성연구소, 2011)와 ‘불교신자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보고서(옥복연, 2010; 옥복
연 2011: 369-395; 2010: 31-4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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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분류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응답한 출가자와 재가불자의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은 <표 5>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재가불자는 전체 1,589명 중 ‘남성불자’ 379명
(23.9%), ‘여성불자’ 1,140명(71.7%)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성별 분류
항
목

연
령
학
력
결
혼

여
부
직
업

구분

전체
성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전체
미혼

기혼
이혼/사별
전체
전업주부
직장인
자영업
학생

재가남성 재가여성 항목
1,589(100)
379(25.0) 1140(75.0)
62(16.7) 75(6.7)
69(18.6) 367(32.7)
133(35.9) 516(446.0)
106(28.8) 163(14.6)
370(100) 1121(100)
92(24.6) 639(58)
228(61) 421(38.2)
54(14.4)
41(3.8)
374(100) 1101(100)
61(16.3) 74(6.6)
307(82.1) 966(86.2)
6(1.6)
81(7.2)
374(100) 1121(100)
4(1.1) 661(59.9)
130(35.3) 159(14.3)
62(16.8) 78(7.1)
26(7.1) 24(2.2)

연령
사회
학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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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성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기타
전체
기본강원/
기초선원/
승가대학
중앙승가
대학(재/졸)
승가대학
원(재/졸)
중앙승가대
대학원
(재/중/졸)

단위 : N(%)

비구

비구니

1(29.3)

82(53.9)

77(44.3)

42(27.6)

14(8.0)

8(5.3)

15(8.6)

5

335(100)
175(53.5) 152(46.5
50(28.7)
40(26.5)
87(50.0) 65(43.0)
35(20.1) 35(23.2)
2(1.2)
11(7.3)
174(100) 151(100)
59(32.5)
63(42.3)
91(52.0) 72(48.3)
24(13.8) 13(8.7)
3(1.7)
1(0.7)
175(100) 149(100)
5

(3.3)

항
목

구분

재가남성 재가여성 항목

기타

146(39.7) 182(16.5)

전체

368(100)

1,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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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비구

17(9.8)

비구니

전체

174(100)

152(100)

15(9.9)

제 2장. 종법의 재․개정과 성차별의 제도화
조계종단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에는 다양한 시대적 구분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조계종 교육원은 종단 성립과정에서 민족불교의 시
련과 극복기(1910-1945), 불교의 자주화와 교단 개혁기(1945-1962), 대한
불교조계종의 성립과 발전기(1962-1999) 등 세 시기로 나눈다(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2001). 종단 내 비구니승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시대구
분에서 비구니 해주는 해방을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로 나누고, 현대에서
는 교단정화개혁 참여기(1945-1962), 자주적 단합과 발전기(1962-1985)라
는 두 단계로 나눈다(전해주, 2006: 307). 불교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시기 구분으로는 일제하· 해방 이후· 1980년대· 1990년대 등 연대기형식
으로 서술하기도 한다(이윤수, 2001).
조계종단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헌은 1962년 종단의 성립과 함
께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6차례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시기 구분은 종법의 성차별성 수준을 중심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시
기(일제강점기-1962년)는 불교여성들이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불교정화운
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일제 강점기부터 통합종단이 성립하기까지이다.
일제 강점기를 포함하는 이유는 1941년 일제에 의해 최초로 조계종단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비구-대처승간의 정화운동을 거치면서 1962년 정권
의 개입으로 비구승가와 대처승가가 강제로 통합하여 통합종단이 성립한
다. 통합종단은 정화운동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불교여성을 배제
하며 비구중심의 종단조직 유지를 위해 성차별성을 확립하는 공고화단계
에 접어들게 된다.
두 번째 시기(1963년-1993년)는 통합종단의 성립 이후부터 비구중심의
종단 운영이 고착화되고 불교여성을 종법적으로 배제하며 개혁종단이 성
립되기 이전인 1993년까지로 한다. 이 시기는 종단이 불교 내부 분규에
서 벗어나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종단 성립과정
에서 큰 역할을 했던 비구니를 ‘종헌’이나 ‘총무원장 선거법’, ‘산중총회
법’ 등 각종 법에서 배제한다. 또한 ‘신도법’으로 여성불자를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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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며 불교여성은 비가시적인 존재가 된다. 이 시기는 종단의 입법기
관인 중앙종회가 총의원 81명 가운데 비구니 2-5인을 제외하고 모두 비
구의원으로 구성되는 등 종단 내 성차별은 고착화단계로 나아간다.
세 번째 시기(1994년-현재)는 조계종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개혁종단이
등장한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로, 개혁종단에 의한 비구니 할당
제의 도입 등 일부 성평등한 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성별 위계를 기반
으로 한 다양한 종법들로 불교여성들을 억압하는 성차별이 일상화되는
일상화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단은 불교여성의 교육을 위한 조
직을 포교원 산하에 설립함으로써 최초의 여성정책이 등장하기도 하고,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의 제정으로 대사회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 법에서 최초로 ‘여성’이 독립적인 범주로 등장한다. 그동안 종단이 보
여준 몰성적인(gender-blinded) 종법에서 여성을 가시화한 것으로, 미약
하나마 종단 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종단 내 불교여성의 종단 참여와
종법개정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종단이 미약하나마 불교여성의 참종
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종단 내 젠더 역학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
이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여성의 의식 변화의 사회적 배경과 불교 내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6장의 성평등한 종단을 위한 불교여성의 노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통합종단 성립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일제강점기-1962년)

1) 불교 근대화와 조계종단의 성립의 시대적 배경
Max Weber는 불교의 현세 거부적, 도피 지향적 신비주의와 지식인계
급 위주의 특징으로 인해 민중의 주술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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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근대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장애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승
불교가 강조하는 보살행도 철저한 계율 실천이 필요하고, 자비는 높은
깨달음의 수준에 이르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능력으로는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았다. 또 깨달음에 이르는 6가지 방
편인 육바라밀(六波羅蜜-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 매우 관
념적이기 때문에 불교 이념이 일상화되기 어려운 종교라는 것이다. 반면,
종교사회학자인 Robert Bellah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을 예로 들면서 불교
의 근본적인 가치, 즉 물질보다는 정신, 소비보다 생산, 사적 책임보다
공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불교가 대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황선
명, 1983: 189; Bellah, 1986: 201).
그렇다면 한국불교는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조
계종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불교 최대 종단으로 오늘에 이르렀는가
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조계종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불
교는 1,700여 년 동안 민족종교로서 기능하면서 국가 통치이념이 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정책으로 승려가 도성 출입도 금지당할 정
도로 억압받기도 하였다. 도심에서 쫓겨난 불교는 저항하기보다는 산속
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는 등 은둔적인 모습을 보였고, 간화선 중심의 형
이상학적 교리를 설파하는 일부 뛰어난 종교 엘리트중심의 수행과 민중
의 기복적인 신행 등 신앙형태가 이원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한국
근․현대화과정에서 불교가 주체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배척당하거나
외면당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립된 조계종단은 한국의 근, 현대사와 그 흐름
을 함께 한다. 일제는 불교를 식민지 통치수단화하면서 한국 민중을 억
압하였는데, 전통적인 한국불교를 수호하려는 선禪중심 독신비구들은 민
족주의와 연결되면서 왜색 불교에 저항하였다. 반면 한국불교 내에서도
일본불교 추종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일본불교의 높은 사회적 지위
와 근대화된 불교에 대한 동경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정광호, 1988: 82). 그리하여 스스로, 혹은 일제의 동화정책에 의해 다수
의 독신비구들이 대처승으로 바뀌었고, 독신비구들은 종권과 교육기관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한 친일 대처승들에 의해 소수로 전락했다.
일제하 1941년 사찰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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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법’에 근거하여 ‘조선불교 조계종단’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민족불교
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민족불교와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34)
일제의 오랜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
다. 일제의 사찰령 등 불교의 식민정책은 한국전통불교의 억압이라는 부
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승려의 도성출입금지 해체와 불교 조직의 근대적
인 정비, 그리고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중심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한국불교의 근대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처승 거부와 일제 식민정책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전통불
교 수호세력은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하였다(박포리, 2001: 40; 최병헌,
1993: 456; 김광식, 1996: 29).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의 약사를 소개하면
서35) 대처승으로 인해 “사찰경제가 파괴되고, 사찰의 수행공동체가 해체
되고, 사찰 문화재의 손상, 승려들의 행정 및 권력 지향적인 속성의 만연,
일제 총독부에 구속 등 그 폐해는 매우 많았습니다.”로 기록하고 있는데,
독신비구가 얼마나 대처승에 대해 부정적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해방 후 친일 교단 집행부가 물러나고, 1946년 새로 등장한 교단 집행
부는 종명을 ‘조선불교조계종’에서 ‘조선불교’로 바꾸고, 식민지 불교 관
련 법령들을 철폐하며 교단조직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하지만 친일 대처
승들이 종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 불교 혁신세력과 교단 집행
부간의 갈등은 독신비구가 대처승을 종단권력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정
화운동’으로 이어진다. 정화운동의 주체 세력을 “대부분이 대처화되었는
데도 이에 현혹되지 않고 승가의 청정과 수행, 민족정기, 전통을 간직한
수도승과 참선수좌”(석림동문회, 1989: 30)라는 입장과 “순수한 선방수좌
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종권의 주변에서 동요하였던
소수의 비구승”(한국불교사회연구소, 1989: 78)이라는 입장으로 대립된다.
하지만 초기의 정화주도이념은 결국 종권 분쟁으로 흘러갔음은 부인할
수 없다.
34) 김광식(2006)은 조선불교조계종이 당시 비구-대처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던 방한암이
초대 종정으로 취임하고 종무고문으로 송만공, 장석상 등이 선출된 것으로 보아 비
구, 대처가 함께 참여했다고 본다. ‘조선불교조계종’의 출범은 자주적인 종단 건설을
향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1941년을 현재의 조계종단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김광식, 206: 183). 이 논문에서도 한국불교조계종의 성립을 1941년으로 한다.
35) 조계종단 홈페이지의 조계종단 소개 글에서 인용. http://www.buddhism.or.kr/bbs/board.
php?bo_table= DN_Content_001& wr_id=30&DNUX =info_01_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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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운동 과정에서 재가불자들은 독신비구승단에 적극 협조하면서 독
신비구측은 정통 불법의 수호자라는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물적
기반이 취약했던 독신비구측은 대처승에 대항하기 위해 이승만정권의 힘
을 빌려 독자적인 종단 집행부를 구성한다. 정화운동과정에서 정치권력
의 개입을 정당화시켰고, 대처승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이들을 배척한 것
은 이후 종단이 정권이나 권력에 예속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5.16
군사정부는 불교재산관리법36)을 제정하고 사회 안정을 빌미로 독신비구
와 대처승의 통합을 강요하게 되고, 1962년 비구중심 종단인 ‘대한불교조
계종’이 설립되었다.37)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독신비구측이 종권을 획득
하게 되면서 종단은 태생적으로 자주적 종단 운영권을 상실하게 된다.38)
일제하 비록 교단 지도부는 왜색화되었지만 불교여성은 전통의 담지자
로서 독신비구 중심의 전통불교를 지켜 왔고, 비구/비구니, 재가남/여불
자가 협력해서 저항하면서 통합종단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자율성을 훼
손당한 채 지도체제를 구성한 종단 지도부는 종단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종단 내 성․신분 차별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 역학관
계에서 불교여성은 계율과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더욱 억압적인 상황이
된다.
이러한 성별 위계의 강화는 마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흐트러진 민심
을 한데 모으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하기 위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
택하면서 남존여비․과부 재혼금지 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후 종단의 조직 규범인 종법은 인간평
등과 해방을 강조한 붓다의 교리와는 분리되어 비구승가에 의해 확대재
생산을 하게 된다.
36)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은 1911년 제정된 사찰령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
으로(윤금선․배금자, 한국 불교현대사와 불교운동, 불교운동 5호, 31) 1987년 11월
28일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바뀔 때까지 유지된다. 이 법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
의 관리운영, 불교단체의 등록, 주지 또는 대표자 등록 등을 규제하고 있고, 불교가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가가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군사정권
이 경제적 지배구조나 사회적인 잣대(법)를 통해 불교를 정권의 종속시켰다(윤승용,
1997: 51).
37) 대처승은 1970년 4월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등록하면서 독립한다.
38) 친기독교적인 이승만 정권은 사찰령을 존속시켜 주지 취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
록 했는데, 대처승과의 재산권 분쟁으로 법정 소송이나 잦은 폭력사태를 불러일으키
면서 종단의 위상 추락과 정권에 의한 강제적 불교정화에 빌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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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 이후 한국불교와 젠더 이슈
해방 이후 불교계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혁신 세력, 해방 후 일제
로부터 교단을 인수받은 보수적인 성향의 교단 지도부, 독신비구 선승중
심의 전통불교로의 개혁파 등 세 집단에 의해 개혁이 주도되었다. 이들
세 집단은 공통적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주창하면서 일제 청산을 위한 개
혁을 주장했지만 젠더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불
교계의 중요한 젠더 이슈 가운데 첫 번째로 ‘여성관’을 들 수 있다. 사회
주의사상은 불교계 단체나 주요 인사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1920년대 초기부터 불교혁신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서동석, 1999: 38). 당시 출가자들 가운데는 불교혁신운동과 동시에
직접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사례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민족교육 중심
의 이운허, 무장투쟁중심의 이종욱, 국내 지하조직중심의 만당결사 등이
직접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할 정도였다(강석주 외, 2002: 71).
혁신세력이 여성불자의 조직을 인정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의 파트너로
연대한 사실을 볼 때 여성을 독립적이며 평등한 존재로 인정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 예로 일제하 전국의 90여 민족해방운동단체가 참가한 전
조선청년당대회(1923년)에 ‘조선불교여자청년회’가 ‘불교청년회’와 함께
종교단체로 참석하였다. 또한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가 ‘조선불교청년총
동맹’으로 재편될 때 ‘조선불교여자청년회’는 그 산하의 ‘조선불교청년여
자동맹’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김광식, 2007: 129). 이처럼 혁신세력 내
여성불자는 독자적인 조직을 통해 세력화하고, 신행활동은 물론 민족해
방운동과정에서도 적극 개입하면서 남성불자들과 연대해간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의 교단집행부의 여성관은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
화운동 초기 수적 물적 토대가 열악했던 독신비구는 정화운동에 비구니
와 여성불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비구니승가를 이부승가의 한
축으로서 인정하였다. 하지만 종단이 제도적으로 안정된 체계를 갖추면
서 이전의 동지적 관계였던 비구니와 여성불자를 배제한 채 비구중심 종
단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여성관은 이중적이었으며, 그 본
질에는 부정적이며 열등한 여성관을 가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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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비구 선승중심의 개혁파는 여성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은 인정
하고 한국 비구니승가의 회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현실에서의 성
차별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세간/출세간의 이분법적인 여성관을 보였
다. 예를 들면, 비구 만공은 근대 비구니의 수행전통을 세우고 1916년부
터 비구사찰인 수덕사의 견성암에 최초로 비구니선원을 개설하여 비구니
승가의 지도자를 양성했다(Cho, 2011: 29). 하지만 비구 만공은 당시 뛰
어난 비구니 법희에게 비구니가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것은 시비
를 자초하는 것과도 같다며 절대로 법상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고, 비구
니 법희는 이를 따랐다(한국비구니연구소, 2007상: 68). 이는 한편으로는
뛰어난 비구니를 보호하고자 하는 비구의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깨달음 자체를 젠더화하여 비구니의 높은 수준의 깨달
음을 알리지도 못하고 역사에서 위대한 비구니스승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다른 예로 불교계에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칭송받는 비구 성철(1912
년-1993년)은 여성불자들과 함께 ‘선학원’에서 참선수행과 기도수행을 하
며 성차를 뛰어넘는 인간평등의 수행자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불
교의 세속화’가 아닌 ‘세속의 불교화’를 주장하며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
음만을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승려들의 세속에 대한 관심까지 경계하였
다. 그리하여 해탈학적 관점에서는 성평등을 인정했지만 현실세계의 성
차별적 이슈나 성억압적인 사회구조는 세속적인 문제라며 외면했다.
이 시기 불교계의 두 번째 중요한 젠더 이슈는 ‘승려의 혼인허용문제’
라고 할 수 있다. 1926년 당시 독신비구승이 700여 명이었는데 비해 대
처승이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였는데(목정배, 1993: 105), 해방
초기 보수적인 교단 집행부는 독신비구 중심의 한국전통불교의 대중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승려의 95%가 대처승인 현실을 반영하여 정화
운동과정에서 대처승을 당대에만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39) 반면에 비구 선승(禪僧)중심세력에게 승려의 혼인은 파계나 왜색
불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불교혁신
39) 조선불교도들 가운데 혁신진보대중이 궐기하여 불교혁신총연맹을 결성하였다. 이들
은 불교의 대중화운동과 아울러 사찰소유 토지를 농민에게 해방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불교대중화운동, “불교혁신연맹서”, 경향신문, 1947.1.11). 반면 보수적인 교
단집행부는 불교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사찰소유 토지에 대해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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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역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개혁과제로 간주되었
기 때문에 승려의 혼인제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불교혁신세력
가운데 하나인 ‘불교혁신총연맹’은 해방 후 불교혁신의 핵심 과제로 교단
에서 대처승을 몰아내는 것은 물론, 토지개혁을 통해 사찰 토지를 소작
인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김광식, 2006: 116). 이처럼 승려의 혼인은 불
교혁신세력과 선승비구중심세력,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 집행부 등에 의
해 거부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처승은 타협이 아닌 정화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승려의 혼인허용은 단순히 한국불교의 ‘왜색불교화’라고 규정하
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대처승 허용을 주장하는 세력들 가
운데는 승려의 결혼을 불교의 근대화, 불교의 사회화 방안으로 받아들이
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진보적인 불교개혁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한용운의 승려 혼인허용 주장은 오늘날 불교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출가자가 급변하는 현대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쉽고, 재가자와 출가
자의 괴리나 계층화를 방지하면서 포교를 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승려나
불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승려의 결혼을 찬성하였
다(한용운, 1992: 117-121).
만해는 승려의 혼인은 불교의 사회참여, 불교의 근대화를 위한 현실적
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지만, 해방 이후 독신비구가 재가신자의
지지를 얻고 교단을 장악하면서 대처승은 종단 운영의 주체로서의 명분
을 잃게 된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불교가 민족해방을 위한 적극적인 저
항운동을 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불교가 민족이나 국가를 어떻게 해석하
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없었기 때문이다(박포리, 2001: 40). 즉
불교는 대사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
회 변화에 적극 동참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시대에 뒤처지는 결과를 가
져왔다.
승려의 결혼문제는 이처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왜색’으로 배척되어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측
면이 있다. Robert Buswell은 당시 첨예한 이슈였던 승려의 금욕문제가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불교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과연 독신비
구가 현대사회에서의 불교발전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오늘날 질문한다
(Buswell, 2007: 100-131). 그의 질문처럼 승려의 금욕문제는 아직도 한
국불교에 주요 이슈로 남아 오늘날까지 종단 분쟁이나 계율 해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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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파벌 싸움 등의 고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40)
이 시기의 한국불교에서 세 번째 젠더 이슈는 ‘여성해방’이었다. 여성
해방운동이 가부장제하 젠더권력관계에 저항하며 성차별적 요인들을 제
거하여 성평등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할 때, 보수적인 교단집행부는 여성
해방에 무관심하였다. 대처승과의 권력 투쟁과 종단 내 기득권 장악을
위한 과정에서 여성은 종단의 지원세력, 즉 사찰의 경제를 책임지고 승
가를 호위하는 역할만이 강조되었다. 비구 선승(禪僧)중심세력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선수행과 기도수행 등을 강조하였고, 이들에게 여
성해방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즉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불교인들에게 현
실세계에서의 성적 억압과 모순은 투쟁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불교계에서 여성해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한 사람으로 진보적인
불교개혁가인 한용운이 있다. 그는 여성의 자각이 여성해방의 전제조건
이며,41) 여성의 역량 강화, 결혼과 이혼의 자유, 남녀 성규범의 동일화,
여성 참정권과 경제권의 획득 등을 통한 봉건적 인습 타파와 신도덕(新
道德)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주체적 사회 참여와 정치, 경제적 각
성 등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저력이
자 민족자주독립운동의 기반이라는 것이다(이상철, 1983: 167-168; 이종
익, 1973: 284). 하지만 그의 여성해방론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교육의
목적이 미래의 가정교육을 담당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
며, 여성해방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해체나 법․제도 등 구조적인 개혁
이 아니라 여성 개인이 자각하여 봉건적 인습을 타파할 것을 요구하였
다.
반면 불교혁신세력은 여성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은 존재라고 보았으며, 여성해방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전제조건이
었다. 여성도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여
성해방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개혁에 찬성함은 물론(류병덕, 2001: 94),
여성불자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통해 남녀평등을 실천하고자 했다. 이들
은 미군정에 의해 사회주의자로 탄압을 받아 불교사에서 사라지고 불교
40) 불교계에는 종단 승려들의 은처(숨겨둔 부인)문제를 폭로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
도 하는데, 실제 결혼을 한 후 출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에서는 복잡
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41) “여성의 자각”, 동아일보, 19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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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해방운동은 좌절되었지만, 불교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붓다의
성평등사상을 기반으로 불교 내 최초의 여성해방을 주창한 세력이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불교계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성과 여성해방적 이데올
로기가 경합하면서 열세였던 독신비구세력이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인정
받아 출․재가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시기였다. 하지만 보수
적인 교단집행부는 가부장적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고, 독신비구중심의
종단 지도부는 현실의 성차별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여성해방을 주장했
던 불교혁신세력마저 정치적 이유로 궤멸하면서 종단 내 성평등을 지지
할 세력은 사라지고 있었다.

3) 정화운동과정에서 비구승가의 지원세력인 불교여성
유교적 가부장제가 확립된 조선시대는 여성이 절에 가는 것조차 금지
되어 있었지만, 당시 여성이 불교신앙의 주체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조
선시대는 부녀가 절에 가면 곤장 백대에 처했다고 하니42), 여성이 비구
니가 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말(1909년) 563명의
비구니가 개별적, 혹은 은둔적으로 사찰을 지키면서 불교 전통을 이어왔
고(이향순, 2007: 107-110),43) 한국불교의 근대화시기에 비구승가 못지않
게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해방 이후 비구니승가의 교육체계가 갖추어지
게 되면서 비구니승가는 사찰 재건· 대중포교는 물론, 대중교화 등 대사
회적 영역에서 그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
비구니가 본격적으로 정화운동에 개입하게 된 것은 1954년 이승만의
정화유시 이후이다. 비구니가 정화운동에 동참한 원인으로는 첫째, 당시
승려들 중에 독신비구승이 대처승보다 수적으로 훨씬 적었던 점을 들 수
42)「경국대전」의 형전(刑典), 금제(禁制)에 “유생,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장 일백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수 여성들이 절에 다녔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조항
이었는데, 국법으로도 여성불자의 신행을 막을 수 없었음을 보여줘 불교가 유지, 전
승되는 데는 여성의 힘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강명관, 2012: 307).
43) 1910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비구니의 숫자가 563명(비구 5198명)이었으며, 1918년 전
체 비구니수는 1,275명이었다(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2000: 21; 227-228).
또한 본공스님이 1937년 개원한 오대산 지장암 선원은 북방 최초의 비구니전문선원
이다(하춘생, 201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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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1955년 3월 전국에는 약 1,200여 개 사찰과 8,000여 명
의 승려가 있었는데 이 중 비구는 불과 1,200여 명에 불과했다44)고 한
다. 이처럼 수적 열세인 비구에서 비구니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에 비구
니승가에 도움을 요청했고, 비구니들은 “보다 떳떳한 불교가 되리라 생
각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정화운동에 나섰다”는 회고록처럼(선우도량 한국
불교근현대사연구회, 2002: 273)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45)
비구니의 정화운동 동참의 두 번째 원인은 승려는 독신이어야 한다는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 비구승은 물론 비구니에게도 전통불교 계율의 수
호라는 명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비구니승가가 교리에 기반을
둔 정화운동의 정당성을 공감하고 정화운동을 적극 지원한 것은 이처럼
계율 수호라는 명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원인으
로는, 비구나 비구니의 열악한 물적․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당시 본
사는 대처승들이 차지하고 선승들은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작은 암자
에서 수행하거나 탁발로 식량을 구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46). 일제에 협력한 대처승들이 사찰 토지나 재산을 독점하였기 때
문에 독신비구들은 최소한의 수행공간조차 구하기 힘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김광식, 2006: 161).
비구승들에 의존해 생활하거나 개별적으로 생활하던 비구니의 상황은 매
우 열악했고, 대처승에 대한 불만도 많았을 것이다.
비구니의 정화운동 동참의 네 번째 원인으로는 대처승제도 하에서 대
승불교는 보살불교를 강조하며 사회 속에서 중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포
교와 중생구제를 중시하였다. 그들의 관점에서 독신비구승은 수행승으로
산속에서 수행을 중시하였지만, 대처승은 사회 속에서 포교와 정법을 구
현하는 진정한 보살, 즉 교화승이었다. 또한 당시 90% 이상이 대처승인
현실에서 그 부인을 ‘보살’로 불렀는데, 이들 대처승의 부인들은 앞장서
44) “불교 분쟁 종결 단계에”, 동아일보, 1955.08.13.
45) 당시 정화에 참여했던 비구니스님들은 청담스님이 비구니들을 불러 모았다고 회고한
다. 정화운동 당시의 사진에 효봉, 동산, 금오, 청담스님과 같은 정화 지도자들과 함
께한 사진들이 많고, 특히 당시 모인 비구니들의 사진에는 십칠 팔세 정도의 나이
어린 비구니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46) 해방 전후 비구니는 비구에 비해 매우 낮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곤란
을 겪었는데, 이 시기 비구니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불필스님의 자서전 “영원에서 영
원으로”, 묘엄스님의 자서전 “한계를 넘어서”, 광우스님의 자서전 “부처님 법대로 살
아라”에 잘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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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중 포교활동과 대사회적 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권한이
매우 컸는데, 이들의 역할은 사찰에서 ‘비구니’와 그 역할이 겹치면서 비
구니승가의 활동이 위축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구니승가는 적극적으로 정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본다.
불교계의 승단정화 운동사를 일지형식으로 기록한「한국불교 승단정화
사」(1954년 8월 24일부터 1955년 8월 16일까지 기록)는 정화운동을 ‘교
계 정화’와 ‘승단 정화’를 위한 운동으로 개념정리하고 있다. 즉 비구와
대처간의 승단 내 문제뿐만 아니라 불교근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 이 기록은 독신비구승가(조계종단)의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므
로 비구-대처 양쪽의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
음을 전제하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 9월의 제1회 전국비구승대회에 비구니 30명(비구 116명)이 참
석하였고, 11월 임시종회에서 8명의 비구니가 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2회 임시종회에서 총 50명의 종회의원 가운데 10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이 선출되었고, 동년 12월은 대회 명칭을 아예 ‘전국 비구․비구니대회’
로 바꾸면서 비구와 비구니가 각각 221명씩 참가하여 비구니가 명실공히
정화의 주체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47)
1954년 12월 23일 치안국에 제출한 비구측의 ‘불교정화 추진대책안’(이
하 “대책안”이라 함)에 의하면 중앙종회(국회와 유사)의 종회의원(국회의
원과 유사) 60명 가운데 비구니는 정수의 6분의 1로 할당했다. 또한 주
지가 될 수 있는 자는 “수행승”으로 명시하며 비구나 비구니에 제한을
두지 않아 비구니도 불교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문헌은 “위의 대책
안을 생명과 같이 알고 앞으로 절대 주장하여 정화에 만전지책으로 확립
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고 끝을 맺고 있어 이 대책안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한국불교승단정화사 편찬위원회, 1996:
71-203).
비구니의 역할이 얼마나 활발했는가는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의 회
의록에도 나타난다. 이 회의는 비구 참석자 382명(위임장 제출자 48명을
합치면 총 430명), 비구니 참석자 431명(위임장 제출자 140명을 합치면
총 571명)으로, 비구보다 비구니가 훨씬 많이 참석하였다(한국불교승단
47) 조계사 대웅전 앞에는 비구, 비구니, 남녀신도 약 오륙백 명이 질서정연하게 거리 시
위를 나섰다고 한다(Ibid: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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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사 편찬위원회, Ibid: 644).48) 정화운동에서 비구니는 숫적으로도 무
시할 수 없는 주요세력이었던 것이다. 정화운동과정에서 조계사에서 단
식하던 비구니들이 목숨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49), 1960년
대처승의 사찰정화 대책회의 결의서 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
고 벌어진 ‘법원난입사건’으로 긴급 구속된 331명 가운데는 93명의 비구
니가 있었다.50)
비구니승가가 적극적으로 정화운동에 참여한 결과, 독신비구승이 종단
운영권을 확보한 후에 교구본사인 동화사의 주지로 비구니 성문(1955년)
이, 비구니 수옥은 내원사의 주지로(1955년), 비구니 법일은 지리산의 대
원사 주지로(1955년), 비구니 인홍은 석남사 주지로(1957년) 임명되었다
(박포리, 2004: 27). 하지만 1955년 비구니승가가 정화운동의 성과로 배
당받은 교구본사인 동화사는 겨우 일 년이 지난 1956년 비구사찰로 바뀌
고, 비구니들은 말사인 운문사로 옮겨진다.51) 정화 이후 종단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종단 지도부는 젠더 위계를 재구축하며 가부장성을 드러낸
것이다.
위의 대책안에서 제시된 비구니 종회의원 1/6 할당제 도입, 본사(本寺)
인 대구 동화사에 전국비구니총림 개설, 비구니 본말사 주지 임명 등은
비구니승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인하였다. 이는 오늘날 여성정책과 비
교해도 매우 진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 가운데 성주류화정책
은 성평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여성
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남녀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성주류화는 남녀가 사회 각 분야에 차별없
이 참여하고,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 인력과 재정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며, 법․제도 개혁과 성평등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등 전
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 대책안은 당시 사
회에서는 매우 성평등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니승가가 비구승가와의 협력관계로 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48) 한국불교승단정화사에서 승단정화운동을 회고하며 감격사를 쓴 범용스님은 비구승니
천이백여명이 굳게 뭉쳐 불퇴전의 각오로 싸워서 성공했다면서 정화운동과정에서의
비구니승가의 역할을 높이 치하하였다(한국불교승단정화사 편찬위원회, Ibid: 11).
49) “위급환자 구호에 고심”, 동아일보, 1955.06.15.
50) “잇달은 난동에 구속”, 동아일보, 1960.11.25
51) “통합종단에서 개혁종단까지/<24> 비구니교육 시대 개막-배경과 전개과정”, 불교신
문, 20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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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결과 비구니승가는 이부승가의 한 축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
이 높아졌다. 비구니승가가 재가여성불자와는 달리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종단 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것은 대처승에 대항할
수 있는 독신 출가자간의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
럼 한국불교사에서 소외되었던 비구니승가는 종단의 정치적 격변기에 비
구승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역할을 인정받고, 종단 내 출가자
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정화운동기간에 재가여성불자도 헌신적으로 비구승가를 지원하게 된
다. 3.1운동 이후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불교 신여성들이 대사회
적 활동에 나서게 되면서 불교계에도 여성단체가 설립되었다(박재현,
2009: 210). 1910년대 여성 불자는 계몽의 대상이었지만, 1920년대는 여
성 불자들이 계몽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재가여
성불자 운동조직은 ‘조선불교여자청년회’(1922년)가 있는데, 이들은 재가
여성불자 대상의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여성의식을 일깨우는 데 앞장
섰다. 이 단체는 당시 불교계 유일의 여성교육 기관인 ‘능인여자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김광호, 1924: 568), 당시 ‘조선불교청년회’가 비구중
심의 단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재가여성불자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인정
받을 정도로 그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52)
해방 이후 여성불자의 신행은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진보세력’과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는 ‘보수 세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주의영향을
받은 ‘진보세력’은 ‘불교여성총동맹’(1945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은 전국 8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불교 개혁과 민족단결 촉진은 물론,
남녀평등을 확립하겠다는 강령을 내세우며 불교 내․외적인 개혁을 주장
하였다.53) 보수 세력도 종단개혁을 위해서는 비구승가를 적극 지원하였
는데, 예를 들면 조계사에 거사림회(남성 신도회)와 부인회가 ‘불교정화
대강연’을 개최하면서 대처승은 신도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독신비구만
을 출가자로 인정하면서 독신비구측을 지지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한국
불교승단정화사, 1996: 165).
52) ‘조선불교여자청년회’ 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선학원’에도 동참했는데, 이 단체는
불교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정화운동과정에서 조직적인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만주독
립군의 군자금을 제공하거나 불교혁신동맹에도 가입하기도 하였다. 불교의 선수행이
사회활동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성불자들의 활동이었다(조승
미, 2009: 157-174).
53) “여성의 단결로 독립에”, 동아일보, 194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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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조계종 정화운동에서는 신도대표로 이대법행이 참가하였고(화
계사 국제선원, 2011), 1955년 ‘불교정화추진위원회’의 주도적 인물 가운
데 김법련화․최대원경․김무착행보살 등의 재가여성불자들이 있다. 특
히 이 ‘불교정화 추진위원회’는 곧바로 ‘조계종 전국신도회’로 전환하면서
전국신도회 차원에서 독신비구를 지원하게 된다(석림동문회, 1997: 140154; 화계사 국제선원, 2011).54)
이처럼 재가여성불자들은 불교 근대화와 여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하지만 종단 지도부의 가부장성과 성평등을 위한 지원세력
의 괴멸 등으로 인해 자율역량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종단이 조직 유지
를 위해 관료화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재가여성불자는 종
단에 흡수되고, 결국에는 체제에 순응하게 된다.
2. 조계종단 최초의 종법 개정과 여성의 배제
(1963년-1993년)

1) 통합종단의 종법 개정과 불교여성의 배제
1962년 통합종단이 독신비구중심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은 재가자가 배
제된, 비구중심의 종단 질서를 관료화하여 성차별이 공고화단계로 접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화운동 초기에는 종단운영의 파트너로서의
비구니의 역할을 약속하였지만, 통합종단이 설립된 이후 비구니총림은
물론, 종회의원 1/6 보장, 비구니 본사 주지임명 등에 관한 약속은 이행
되지 않았다(이경순, Ibid: 459). 통합종단의 승리는 독신 출가자의 승리
였지만, 정화운동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비구니들은 종단 지도부
에 합류하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절로 흩어지게 된다. 종단 개혁에는 성
공했지만 종단 내 성차별성을 극복하지 못한 비구니는 배제되고, 조직화
54) 이 외 사찰을 비구승으로부터 접수하는 역할에 앞장선 반야부인회(1957년), 기복불교
를 극복하려는 신행단체로 지식인위주의 불자모임인 원각회(1955년), 장학사업과 사
찰재건불사에 관여한 관음클럽(1955) 등이 있다(김영일, 2000: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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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 비구니승가는 비구승가로부터 약속받은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
도 저항할 수 없었다.
최초의 통합종단 종헌(宗憲)이 1962년 공포되면서 종단의 법체계가 완
성되었고, 종헌에서 종단의 구성원은 비구/비구니, 재가남/여불자로 명시
하여 종도주권주의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종단운영의 대표나 책임자는
모두 출가자로 제한하고 재가자를 배제하였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의원은 자격은 “연령 30세 이상, 승랍 15년 이상, 법계 3급 이상
의 者”(중앙종회법 35조, 1962년 03월 25일 공포)로 ‘출가자’만 가능했다.
이에 남녀 재가신도들은 1963년 ‘조계종 전국신도회(이하 ‘전국신도회’
라 함)’를 중심으로 ‘조계종단 혁신재건안’을 종단에 제출하고, 전국 주요
도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실질적인 종단참여를 요구하였다(조계종
중앙종회, 2004: 214-215).55) 그러자 대처승과의 분규를 마무리 못한 비
구승단은 재가신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출가승과 재가신
도가 영도권과 운영권으로 나누어 영도권은 출가자가, 운영권은 재가신
도가 분담하여 함께 종단을 운영하는 상하양원제를 도입하기로 신도회와
타협했다. 하지만 군사정권과 결탁한 종단은 재가자와의 합의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고, 결국 종단은 출가자중심, 특히 비구중심의 종단운영체계
를 완성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종정, 종정을 자문하는 장로원 등 종단의 고위직은
“比丘로써 構成한다”(종헌 28조)로 명시해서 비구니를 배제했고, 중앙종
회에 소수의 비구니의원만 허용하여 종단 내 비구가 비구니보다 우월함
을 드러내는 성별 위계화를 분명히 하였다. 통합종단은 종법으로 성차별
을 제도화하여 비구승가는 기존의 젠더 권력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비구
니승가 세력은 주류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토큰적 지위를
허용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억압 또는 무시하면서 비구니승가를 주변
화하였다.
이에 비구니승가가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표명한, 불교역사상 최초로
비구니승가가 정치세력화를 위해 전국 조직을 결성한 중요한 사건이 발
생한다. 정화운동 이후 전국으로 흩어졌던 전국의 비구니들이 1968년 1
월 독자적인 단체인 ‘대한불교비구니 우담바라회 발기위원회’(이하 ‘우담
55) 재건안에는 ‘중앙종회 의원수를 기존 5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고 증가된 30명을 신도
중에서 선출할 것과 조계종단의 재산 변동시에는 미리 신도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고 종정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첨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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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회’라 함)를 결성한 것이다. 제1회 임시총회에는 약 250여 명의 비구
니들이 모였는데, 당시 비구니가 50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참
석할 정도로 전폭적인 비구니승가의 지지를 받았다. 우담바라회56)는 창
립발원문을 통해 출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불교를 현대화할 것을 선언한다(한국비구니연구소,
2003b, 4권: 160; 한국비구니연구소, 2003b: 480-507). 비구니승가가 출가
자로서 종단 내의 문제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 역할을 수행
하여 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진정한 전위가 될 것을 맹세한 매우 진보적
인 입장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종단 지도부는 이를 정치적 권위에 대한 위협․계율 파기로 받
아들였고, 이에 비구니승가는 적극적인 대항 담론을 생산하거나 지속적
인 저항활동을 펼쳐나가지 못했다. 비록 비구니승가는 종단의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비구니승가의 독자적인 조직화와 세력화
를 시도한 점은 이후 한국 비구니승가의 독자적인 세력화의 기반이 되었
다. 그리하여 비구니차별적인 종단 운영으로 인해 1994년까지의 중앙종
회 비구니의원은 제1대 중앙종회에서(1963.8―1966.12) 3명에서 시작하여
제10대 중앙종회까지 적을 때는 한 명에서, 많을 때도 다섯 명에 불과했
다(비구니 일법, 2007: 17). 이들의 참여 또한 명목상의 지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
럼 종단 성립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비구승가를 지원했던 불교여성은 종단
성차별의 제도화가 고착화되면서 종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배제된다.

2) 계속된 종단 분규와 여성불자의 부재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개발과 군사독재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
화와 사회적 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등 정치적 변동이 매우 컸다. 조
56) ‘우담바라회’라는 명칭은 천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 꽃처럼 과거에 없던 아름다운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초대회장인 은영스님은 1972년 비구니종단인
보문종을 창단하고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였지만, 보문종의 비구니스님들은 조계종계단
에서 비구니계를 받는 등 그 정신적인 뿌리는 조계종에 있다고 할 수 있다(광우,
2008,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조계종출판사: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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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종단은 대처-비구간의 종단 내부 분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종단 근
대화의 성과는 미비하였고, 대사회적 역할 또한 부족했다. 교단 운영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면서 공권력의 요청으로 인한 정권의 예속과57) 폭
력사태 등으로 종단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1981년까지 약
20년 동안 12차례 종헌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종단 내부 분규가 얼
마나 극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통합종단 출범당시부터 비구-대처간의 기나긴 갈등은 1970년 5월 대처
승이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분리되면서 마무리되고, 조계종단은 근대적 조
직체계를 정비하며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시작했다(동국대 석림동문회,
1997: 148). 70-80년대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모순
에 대해 종교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시도하고, 종
교를 통해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종교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종교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윤승용, 1992: 52). 그리하여
불교 신자도 증가하면서 종단 내외적으로 인적․물적 기반이 축적되었
다. 당시 기독교나 천주교 등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이 본격화되지만, 종단
은 종권 다툼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
처럼 종단의 혼란58)이 지속되면서 종단 안정이라는 ‘대의’ 앞에서 젠더
이슈는 중요치 않은, 점점 더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재가여성 불자는
신도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면한 종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종단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감이 더욱 강조된 시기였다.
종단 내부에서 시도된 불교의 자주화를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나
타났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75년 최초의 종헌 개정은 종정중
심의 종단 운영에서 중앙종회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에 권한을
57) 종단 분규의 해결이 불교적이 아니라 사회법에 호소하게 되고, 사찰령은 불교재산관
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으로 그 이름만 바꾸면서 종단은 지속적으로 정권의 감시와
감독을 받았다. 독재정권에 굴복한 종단 지도부는 종권을 보장받는 대신 종단을 친정
부 세력화하였고,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불교 내부 세력들은 폭력적으로 응징하면서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58) 당시 종단내부 분규를 살펴보면, 종정은 종단의 상징적 권위를 가졌지만 종정이 종
단실무를 관장하고자 종정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면 이에 반발한 종회위원들이 ‘종정
추대결의 무효선언’과 ‘종정 불신임’을 결의하고, 종정은 종회 해산을 명령하는 등 악
순환이 반복되었다. 갈등의 해결은 양측의 법정소송으로 연결되었다. 종단 분규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경순(1998), 청산해야 할 분규의 역사: 조계종 분규사 개관
(1950년대～1980년대), ‘98 조계종 사태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 토론회, 1998년 12월
11일의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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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하는 등 반복적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 1980년 제6대 중앙종회
에서 총무원장은 종단의 화합과 자주적인 발전을 모색하면서 불교의 자
주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불교정화라
는 명분으로 10.26법난이 발생하고, 결국 종단 지도부는 군사정권에 더욱
예속된다. 이 시기는 종단에 의해 비구니 성차별이 노골화되었고, 잦은
종법의 개정과정 어디에서도 비구니승가나 여성불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
이 없었다. 불교여성은 종법에서 비가시적 존재로 종단 지도부에 순응하
는 세력이었고, 권리를 주장할 불교여성의 세력은 부재하였다.
종단 신도의 다수가 여성인 현실에서 종단은 여성불자의 ‘여성성’을
‘모성’과 동일시하면서 자비와 희생에 기반을 둔 모성을 ‘여성성의 본질’
로 규정함과 동시에 여성의 영적 우월성만 노골적으로 강조하였다. 성역
할을 이분화하고, 무성적(asexual) 여성을 이상화함으로써 여성의 섹슈얼
리티를 왜곡하였고, 그 결과 이상적인 재가여성 불자는 가부장적 이데올
로기에 의한 탈인간화(dehumanized)되고 탈성화(desexualized)된 여성이
었다. 비구승은 종단이나 종단과 사찰 운영의 주체였지만, 재가여성 불자
는 정상적인 사찰 운영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사찰 관리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였다. 승가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순
종적인 여성불자의 신행은 기복적이거나, 사찰의 불사에 적극 헌신하거
나, 자원봉사에 앞장서거나, 출가자에게 맹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3) 종법의 개악과 최초의 대사회 정책 등장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민중불교운동
의 영향과 불교개혁운동 등으로 종단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즈음
신흥사 폭력사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종단의 자율정화와 불교 개혁을
주장하는 승가와 재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불교 개혁과 정법수호
운동을 다짐하는 ‘비상종단’이 출범하였다. 비상종단은 진보적인 불교개
혁안을 수렴하여 6부대중제도(비구․비구니․남/여 불교신자․중간 교역
자층인 교화 비구/비구니)와 신도관리 개선 등 혁신안을 마련하였다.59)
59) “연중기획, 되돌아 본 20세기 한국불교 17”, 불교신문, 2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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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혁신안은 종정, 원로회의, 교구본사 주지세력 등이 연합한 기득
권을 가진 출가자의 반대는 물론, 출가자 중심의 종단 운영에 반대하는
재가자 양쪽으로부터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비상종단의 개혁 지지기반이
축소되었다(김광식, 1999: 235).60) 그 결과 남성불자는 물론 여성불자는
종단의 내부분규나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호위세력으로의 역할만을 강
요하게 되었고, 종단 성차별은 제도적으로 일상화단계에 접어든다.
1981년 ‘비상종단’에 의한 개정안은 비구중심의 종단임을 분명하게 천명
하면서 비구니를 법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개악되었다. 그 대
표적인 조항이 총무원장과 부원장의 자격을 “비구”로 한정한 것이다. 이전
까지 총무원장은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者)”로 규정하였는데, “연
령 50세 이상 승랍 30년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비구”로 총무원장의 자격
을 비구로만 제한하고, 부원장의 자격 역시 “연령 45세 이상 승랍 25년 이
상 법계 대덕 이상의 비구”로(총무원법 제4조) 규정을 했다. 현실적으로
비구니 총무원장이 등장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조항에서 자
격 요건으로 성별을 규정하면서 성차별을 노골적으로 가시화한 것이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4명의 총무원장이 바뀌었으며, 원로회의가 해
산되고 총무원의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해체되기도 하는 등 종단 내부의
종권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1981년 대사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61) 종단의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것은 그나마 의
미 있는 시도였다. 이는 당시 민주화운동과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서며 활
발하게 반정부투쟁에 앞장섰던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
준이었지만, 종단이 불교 내부 분규에서 벗어나 종법적으로 사회문제를
거론한 최초의 변화였다.
한편 비구니승가는 조직 정비를 통한 세력화를 시도했다. 1968년 설립
된 전국 비구니의 조직인 ‘우담바라회’가 비구니총림의 설립이 좌절되면
서 한때 침체에 빠졌지만, 1985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이하
‘전국비구니회’라 함)로 다시 결성된 것이다. 이는 종단 내 유일한 전국
60) 종단에서 밀려난 비상종단측의 승려들은 그 후 민족불교연구소와 한국청년승가회를
조직하여 종단 내 소장그룹을 형성하였다.
61) 종헌에는 불교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문화진흥기관을 설립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91조), 각종 구호사업 및 사회봉사 사업 기관과 단
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92조). 아동․청소년․노약자 복지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하고(93조), 신도와 일반인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관과 단
체를 설립․운영(94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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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구니조직으로, 전국비구니회의 발원문에는 수행뿐만 아니라 인
종․성․계급을 초월한 전 지구적 평화와 번영, 공생을 기원하며 이에
헌신할 각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종단 내외에서도 큰 기대를 불러 일으
켰다(한국비구니연구소, 2003, 6권: 161).62)
이 시기에도 권력지향적인 종단 분규는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불교여
성의 참종권이나 종단 성평등을 위한 목소리는 가시화되지 못했다. 사회
운동을 연구함에 있어 Doug McAdams의 정치적 기회론(The Political
Opportunity Thesis)에 의하면 “정치적 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사회
적 운동이 출현한다고 본다. 즉 사람들은 사회운동에서 정치적 기회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운동에 동참하며, 정치적 기회를 확장하고 동원 가능
한 상황을 만들고, 집단적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므
로, 실질적으로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정치적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때 지배세력에 도전하는 대항세력이 형성되는데, 정치
적 기회란 기구화된 정치구조의 개방/폐쇄, 전형적으로 정치제도를 강화
한 엘리트 동맹의 안정성/불안정성, 엘리트 동맹의 존재/부재, 제압을 위
한 국가의 능력/성향 여부로 그 역동성이 변화됨을 주장한다(Goodwin
& Jasper, 1999: 27-54).
이러한 주장을 종단 역학관계에 적용해 보면, 불교여성들이 비구중심
의 종단 운영에 저항하기에는 성차별적 종단 체계가 너무 강건했고, 여
성불자와 비구니승가의 동맹은 부재하였으며, 종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비구중심세력은 국가권력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불교
여성은 종단운영에 대한 정치적 기회를 확대시키지 못하게 된다. 비구니
승가는 종단 운영의 주체에서 밀려남과 동시에 대종단적 이슈나 사회적
활동보다는 개별 수행이나 종단 운영과 관계없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을 돌리면서 소극적, 은둔적인 승려상을 구축하게 된다.
여성불자 역시 이와 유사한데, 재가여성 불자의 종단 운영 참여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직도 없었으며, 동맹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없었다. 그 결과 재가여성 불자의 참종권 목소리는 거의 사라지고, 이들
62) 이는 당시 불교 잡지들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한국불교 무엇이 문제인가: 한
국불교에서의 비구니의 역할”(실천불교, 1985.10.), “비구니 시대가 열린다”(대원 11호,
1986.11.), “비구니, 그 실천의 영역의 확대를 위하여”(월간 해인 62호, 1987.4.), “오늘
을 꽃피우는 천수천안-전국비구니회 활동에 대하여”(승가 5호, 1988.), “비구니회의 내
일은 밝다”(비구니 회보, 1990.6.), “한국불교에서의 비구니의 위상”(대중불교 116호,
1992.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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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행 형태는 종교적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묵묵히 수행이나 사회봉사
활동 등에 집중하게 된다. 결국 불교여성은 자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종단 지도부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은 배제된
다.
3. 개혁종단의 종법과 종단 내 젠더의 위계화
(1994년-현재)

1) 개혁종단에 의한 비구니 할당제와 젠더위계의 확립
90년대 종단은 총무원장의 탈법을 동원한 장기집권과 정권 예속 상황
이 계속되었고, 이에 대학을 졸업한 학승과 젊은 수행승들로 이루어진
진보적 승려집단은 물론, 불교계의 거의 모든 사회운동조직이 연대하여
불교 자주화에 앞장섰다. 그 결과 1994년 한국불교사상 가장 혁명적이라
고 평가받는 개혁종단이 발족했다. 개혁종단은 종단 내 개혁은 물론 불
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의 지표를 내세우며 ‘제2의 종헌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종법을 혁명적으로 개정한다. 종단개혁운동은 불교 내부 분규의
종식을 시도하였으며, 국가 권력에 대한 불교의 자주성 확보 및 현대
화․대사회적 기능 회복 등을 통해 사회비판과 참여의식을 고양시켰다고
할 수 있다(박수호, 2005: 59-90).
비구니승가는 정권 예속적이고 권위적인 기존의 종단 지도부를 과감하
게 척결할 개혁종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개혁종단
1년이 지난 1995년 5월 비구니승가의 공식 창구인 ‘비구니정혜도량’(이하
‘정혜도량’이라 함)이 창립되었고, 개혁에 대한 비구니승가의 여론을 수
렴하고 비구니승가의 위상정립을 위한 2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팔경계를 ‘소승계율에 갇혀버린 대승정신’으로 비판하며 팔
경계를 재해석할 것, 종법상 종단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비구’로 한정된
것을 ‘승려’로 고칠 것, 그리고 교구본사에 비구니승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비구니의 위상정립은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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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진정 비구니스님 대중의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쟁취”(이용림, 1994:
65-69)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정도로 비구니승가는 그 역량을 결집
하였다. 정혜도량은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역량 강화
를 통한 종단 진출․ 그리고 교육/포교/복지사업을 위한 연구와 실천 활
동을 향후 과제로 삼았다.
정혜도량의 출범을 “시대적 요청”으로 규정하며, 비구니승가의 기회 균
등한 종단 참여, 종단 내 성평등 쟁취 등의 쟁점을 토론회에서 공식담론화
하고 비구니승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시기는 한국불교 1,700여
년 동안 비구니승가의 자율 역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대
중불교 기획실, 1994: 28-33). 이처럼 비구니승가가 조직적으로 종단 개혁
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한 종단 지도부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우담바라회에서 시작하여 전국비구니회의 조직 경험도 큰 역할을 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왜냐면 정화운동 이후 통합종단이 성립되었지만, 비구니
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화를 통
한 역량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혁종단 지도부는 종단이 안정되자 비구니승가의 요구를 종단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비구니승가에게 있어 종단 개혁은 부패한 권력의
개혁뿐만 아니라 성차별성의 개혁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
만, 혁명에 성공하고 권력을 쟁취한 비구승가에게 있어 성평등 주장은
오히려 종단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여겼다. 그 결과 비구승가는 <표
6>처럼 종법상 비구니를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비구니승가는 중앙종회
총 의원 정수 81인 가운데 비구니에게 10인을 할당하는(중앙종회의원 선
거법 제13조) 토큰적 지위만을 허용했다.
그리고 이부승 수계제도를 확립하여 비구니는 수계 전에 반드시 비구
승가에 복종한다는 팔경계를 받게 하였고, 비구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종
단 내 젠더 위계를 강화했다. 비구승가는 당시의 체제를 인정하는 비구
니는 포섭하고, 비구중심의 종단에 저항하는 비구니는 배제하는 전략으
로 대응하였다. 종단 내 이러한 정치적 역동 속에서 비구니승가는 세력
화를 기반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종단 지도부에 순응하게 된
다. 그와 같은 선택의 원인으로서 본 연구자는 다음 장에서 다룰 비구니
의 계율 위반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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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표 6> 개혁종단 종법의 비구니차별적인 조항들
비구니 차별적인 종법 조항들

종헌 제20조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가 원만한 비구이어야 한다.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랍 45년, 연령 65세, 법계 대종사급의 원
종헌 제26조 ①로비구로
구성한다.
종헌 제53조 ①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학덕을 겸
종헌 제59조 ①비한교육원장의
비구로 한다.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학덕을 겸
종헌 제67조 ②비한포교원장의
비구로 한다.
자격은 승랍 25년, 연령 45세, 법계 3급 이상의 율장과 법규
종헌 제73조 ③및호계위원의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종헌 제74조 ②호계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법규위원의 자격은 승랍 25년, 연령 45세, 법계 대덕 이상의 법리에 밝은
종헌 제80조 ④비구로
한다.
②위원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사급 이상 비구 중에서 중앙종회의 동의를
법계법 제5조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계단법 제14조 (계사의 자격)계사는 비구계 및 보살계를 받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중앙종회 (제8조 선거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구는 당해 교구의 중앙종회
의원선거법 의원 선거권이 있다.
총무원장 (제9조 피선거권) ①종단 재적승으로서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
선거법 계 2급 이상의 비구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교구본사 재적승(비구),
교구종회 (제8조
재직
승(본말사 주지, 본사 국장, 본말사 암자 감원), 당해 교구의 1년 이상
의원선거법 거주승 (비구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① 다음 각호의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1.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산중총회법
2.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 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제4조 3. 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4.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 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당시의 개혁종단에 대한 비구니승가의 분노는 ‘전국승가대학 학인연
합’(이하 ‘학인연합’이라 함)이 1995년 발표한 ‘개혁회의 종법 통과에 대
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잘 드러난다. “재가의 참종권은 봉쇄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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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의 참종권은 박탈, 제한되었다”라며, 비구니 종회의원을 비구와 동일
하게 직선제로 선출할 것63)과 비구니와 재가불자의 참종권을 확대를 요
구하였다. 또한 학인연합은 개혁종단의 정책에 대해, “대중을 화합하여
종단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개혁회의가 비구니의 참종권을 극도로 제한
하는 것은 승단을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 종단의 이원적 체계를
고착시키므로 반개혁적 발상”임을 주장한다(전국승가대학 학인연합 활동
자료집, 1995: 5-1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혁종단은 종단 내 비구니 차별을 해소하
기 위한 두 가지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 첫째는 승려교육제도의 개혁을
체계화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비구니에게 비구와 동등한 교육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그 결과 비구니 전문 강원을 설립하여 비구와 동일한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으로 안정적으로 비구니 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학교 등 종립대학 교육과정
에서 비구니를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비구
니 스승으로부터 비구 제자들이 교육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비구니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의 각
영역에 진출하게 되어 비구니승가의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했다. 성평등
한 교육은 능력 있는 비구니 지도자를 양성하여 비구니승가의 역량을 더
욱 강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종단 내 비구니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혁종단에 의한 두 번째 역할은 종법을 개정하여 비구니 할당제를 도
입한 것이다. 여성 할당제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된 시기는 1994년부터
이고, 2000년 2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비구니 할당
제는 당시로는 매우 여성친화적인 진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회의원 81명 가운데 비구니의원 10명’은 오늘날까지 적용되면서 역설
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비구니 참종권 확대의 걸림돌로 작동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여성정책을 예로 들면서 비구니승가가 참종권 확
대를 주장할 때마다 비구승가는 이미 종단 운영에 비구니가 충분히 참여
하고 있음을 10명의 중앙종회의원을 예로 들며 반박하거나, 주어진 자리
에서 더 열심히 하라며 비구니승가를 비판하기도 한다.
63) 개혁회의가 발의한 중앙종회의원 선출방식은 비구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비
구니의원은 전국비구니회의 추천에 의해 직능대표선출위원회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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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혁종단은 한편으로는 비구니 친화적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
으로는 비구니 차별적인 이중전략으로 비구니승가를 복종시키고 종단 내
젠더 위계를 유지했다. 종단 내 불교 성차별이 일상화 단계로 접어든 것
이다.

2) 개혁종단에 의한 여성불자의 배제
개혁종단은 비구니의 권리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부분적인 발전을 보였
으나, 여성신도를 포함한 재가불자의 권리는 제한하였다. 종단은 재가불
자를 신도64)로 규정하고 그 신분을 출가자와 분리시켜서, 출가자는 ‘교육
법’65)으로 교육원에서, 재가자는 ‘신도법’으로 포교원에서 교육을 담당하
는 이원화된 정책으로 법제화하였다. 승가교육제도는 매우 성평등하게
변화되었지만 교육법은 출가자를 위한 것이고,66) 이 중 재가자에게 해당
되는 것은 종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일 뿐이다. 심지
어는 교육 교역자의 자격도 ‘승려’를 원칙(제24조)67)으로 하여, 개혁종단
에서도 종단이 출가자 중심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승려법이 1961년 제정되었지만 신도법은 1984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
는데, 신도에 대한 관심은 승려보다 훨씬 늦음을 알 수 있다. 신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신도법에 단위사찰 신도회의 교화부에서 ‘사찰 신도회의 포
교, 교육, 사업 등을 관장한다.’(신도법 24조)라고 나와 있을 뿐이다. 종단
에 의한 승려위주의 교육제도 정비는 승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64) 1994년 11월 개헌에서 신도법의 목적으로 “신도의 종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신도
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을 촉진하며, 아울러 종단의 신도 현황 파악과 종단 운영
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도라 함은 “삼보를 호지하고, 등록 전
후를 불문하고 종단 소정의 기본 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는 자에 한한다(신도법 3
조). 즉 신도는 남녀를 포함한 개념이다.
65) 조계종단의 교육법은 “모든 종도에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함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불국토 실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을 받
을 권리’(제5조)와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제6조)을 명시하였다.
66) 출가자의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시책(제6조)이나, 교육법상 인정된 교육기관
의 종류(제25조)로 제시된 선원, 염불원, 율원, 강원, 득도산림, 연수원, 승가학원, 승가
대학, 동대 선학과 등에서도 알 수 있다.
67) 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선학과의 전임교수는 재적승으로서 청정 비구, 비구니여야
하며 적임자가 부족할 때에는 신심이 돈독한 여타 종도로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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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지만, 신도의 교육은 해당 사찰에 위임하여 신도교육에 대한 무
관심을 드러냈다.
개혁종단은 신도가 사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찰에서부터 신
도회를 조직하고, 교구본사, 전국신도회로 그 조직을 <그림 4>처럼 정비
하였다.
<그림 4> 조계종 신도법에 근거한 각 신도회의 위상

하지만 신도회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
다. 왜냐면 개별 사찰의 신도회장은 해당 사찰의 주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지역 내 사찰들의 모임인 ‘지역신도회’의 지도부는 당해 지역 사찰
주지의 참관 하에 대의원회의(당해 지역의 사찰 신도회 임원, 사찰에 등
록한 신도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됨)에서 선출한다. 또한 ‘교구신도회’는
교구본사 주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중앙신도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종
정을 증명으로 하며 총무원장이 당연직 총재로, 포교원장을 당연직 고문
으로 명시했다.
신도회의 책임자는 반드시 출가자로 명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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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가자의 신분 위계화를 종법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도회
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찰 운영에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는 해당 사찰 주지에게 조언하는 역할로 제한하였다. 심지어
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주지의 재량으로 의무사항이 아니
었다.
이처럼 개혁종단은 개혁에 동참했던 재가여성 불자들이 출가자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는 성별․신분별 차별을 강화하면서 성차별은 일상화된다.
즉 종단 내 성평등을 위한 재가여성의 주장은 개별 사찰에서부터 차단되
어 조직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여성불자의 자율성은 보장받지 못했
다. 2012년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로 격
상하였지만, 사찰 주지가 운영위원의 위촉권과 해임권을 가짐으로 인해
신도의 사찰운영 참여는 그 한계성이 여전하다.
개혁종단에서 재가 종무원은 승진도 제한되었다. 종무원은 종무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각 종무기관의 종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
과 관련한 법이 종무원법이다. 종무원법은 종단 설립부터 제정되어 있었
는데, 이 법에 의하면 종무원은 교역직과 일반직․특수직․잡무직으로
구분한다. 교역직은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를 칭하고, 그 직책은
원장, 위원, 국장, 종단 및 사찰 기관지 및 부속기관 책임자 등 종단운영
의 책임자를 일컫는다. 반면에 일반직과 잡무직은 불교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를 말한다. 즉 종무기관에서 출가자는 책임자이고, 재가자는
출가자의 보조자로 출․재가자의 신분상 위계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
법의 제10조(승진) 2항에 의하면 재가종무원은 부국장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즉 아무리 능력이 있는 종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승진에 제한을 둠으로써 출가자와 재가자의 위계를 분명히 제시하며, 종
무원은 출가자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규정해 놓은 것이다.
혁명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개혁종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동
참했던 여성불자들이 출가자에 의해 지도를 받아야 하는 성별․신분별
차별을 강화하여 종단의 가부장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즉 종단 내 성
평등을 위한 재가여성의 주장은 개별 사찰에서부터 차단되고, 개혁종단
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재가여성 불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또
한 종법은 비구중심의 종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붓다가 제시한 사부대중
의 공동체를 종단 스스로가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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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법에 의한 여성불자의 권리와 의무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단은 교육과 포교를 강조하였지만 교육대상은
승려인 반면, 재가자는 포교의 대상이었다. 특히 종단은 신도법을 통해
신도와 관련된 법조항들을 정비하였는데,68) 신도의 권리 변화는 <표 7>
과 같다.
<표 7> 신도법 개정에 따른 신도의 권리 변화

제 1984년 03월 06일
정 조항 제10조(권리)
일
종단의 법규에
1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종단의 법규에
따라 재적 사찰
2
과 종단의 유지
․운영에의 참여권
내
부처님 원력을
3 실행하기 위한
용
각종 단체결성권
종단시설 무료
4
또는 우선 이용권
종단 발전을
5
위한 각종 제안권

1994년 11월 15일
제5조(권리)
종단 법령에 따라 재적 사찰
과 종단의 유지 운영에 참여
할 권리
종단의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신행․ 사회봉사 ․
사회 참여 포교․교육․공제
등 목적의 단체를 결성/가입
하여 활동할 권리
사찰 및 각종 종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
할 권리
종단 발전을 위해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법회․포교․교육 등에
참여할 권리

6

1999년 09월 21일
제4조(권리)

신도 교육을 받을 권리
종단 또는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행사
등에 참여할 권리
신도회 또는 신도 단체
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
사찰 및 각종 종단
시설 무료 또는 우선
적으로 이용할 권리
종단과 사찰의 유지 및
발전에 동참할 권리
기타 종법령에서
정하는 권리

종단 개혁에 동참했던 신도의 권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의무는 확대
68) '불교교양대학 등록 및 관리규정(1998년)’, ‘신도단체등록 및 관리령’(1998년), '신도기
본교육시행령(2001년)’, ‘신도전문교육시행령‘(2002년), ‘신도기본교육/재교육 시행령’
(2011)등이 제정되어 종단의 신도교육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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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1984년의 신도법에 의하면 신도는 종단
운영 참여, 단체 결성, 종단 발전을 위한 제안권을 가지게 되지만, 1999
년의 신도법에 근거하면 신도는 종단 운영 참여권이나 제안권이 삭제되
어 오히려 권한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은 종단 법규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종단 운영 참여권, 종단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권 등
이 명시되어 신도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1994년은 피/선거권이나 종단운영 참여권은 사라지고 종단 발
전을 위한 각종 제안권만 남았다가, 1999년에 가면 이 조항조차 없어진
다. 재가불자는 종단 운영에서 주체적 행위자가 아니었으며, 그 권리는
점차 축소되었다.
반면에 신도법에 근거한 신도의 의무조항 변화를 살펴보면, <표 8>처
럼 신도의 의무가 더욱 가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84년
은 법회․교육 참석․법규 준수 등 비교적 개인적인 의무가 강조되었지
만, 1994년은 재적사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첨가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삼보(拂․法․僧團)를 보호․지원한다는 가장 포괄적이고 무
거운 의무가 주어진다. 즉 신도법에 의하면 신도는 불교가 유지․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엄청난 의무가 있는 반면, 종단의 운영에
는 참여하거나 제안도 할 수 없게 변한 것이다.
종단 개혁에 헌신적으로 동참했던 재가불자들이 종단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종단 발전에 일방적 의무만 확대되고 권리는 축소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개혁종단의 주체세력이 당시 정법
구현과 사부대중의 공동체성을 주장했던 비교적 소장파 비구승이었고,
재가불자들은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전횡을 휘두르던 기존의 종단 지도부
에 저항하면서 종단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재가불자는 개혁세력의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역할을 했고, 개혁에 성공하기까지 재가불자의 역
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권을 확보한 개혁세력은 승려교육체
계를 정비하고 수계식 등 승가의 제도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종단
의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종단 내 출·재가자의 신분차별이나 비
구·비구니의 성차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한계성을 표출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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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신도법 개정에 따른 신도의 의무 변화

3월 6일
1994년 11월 15일
제정일 조항1994년제9조(의무)
제6조(의무)
법회
신도
기본/연수교육,
재적
1
참석의무 사찰의 법회에 참여할 의무
2 교육의 의무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
3 포교의 의무
종단의 법규 준수 의무
종단 발전과 불전의 홍포를
종단
유지
4
위해 포교․봉사․구호
의무
활동 등에 노력할 의무
내용
재적사찰의 수호 및 발전을
5
봉사 의무
위해 노력할 의무
6 교무금 납부의무
법규
7
준수 의무
8
9

1999년 09월 21일
제4조(의무)
삼보를 호지할 의무
보시 및 지계의 의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세우고 수행할 임무
종법령에서 정하는 신도
교육과 법회 참여 의무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
본종의 종법령 준수 의무
본종의 종지에 입각하여
포교할 의무
종단 및 사찰의 외호와
발전에 기여할 의무
기타 종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4) ‘화합과 소통’의 종단 정책에서 배제된 여성불자
종단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정책은 1999년 ‘여성불자 조직화사업’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당해 연도 핵심사업 중 하나로서 “종단차원의 여성불자
교육과 조직구성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밝
혔다.69) 그 후, 2000년 조계종 포교원 산하 여성불자의 연구․교육기관
이라는 위상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되었다(불교여성개발원 편집부,
2003: 16-17). 당시 한국사회는 1980년대 진보적인 성향의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탄생하며 남녀고용평등법․호주제 철폐운동․성폭력 특별법 제
정 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여성운동이 활발하
게 전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 주도의 여성불자 조직화사업은 사회
적 흐름으로 볼 때 매우 늦은 것이었다.
2009년 제33대 총무원장이 ‘화합과 소통을 통한 종단개혁 완성’을 표방
69) “여성불자 조직화”, 현대불교, 19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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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당시 종교차별이 불교계에서 큰 이
슈가 되었는데, 신임 총무원장은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비판적인 봉은사를 직영사찰(총무원장이
주지임명권이나 사찰 운영권을 가지는 사찰)로 전환하면서70) 정권 유착
의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불자의 사회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불교사회활동
진흥법’(2010년)을 제정하였다. ‘사회활동’의 범위를 인권․환경․여성․
통일․노동․재해구조․생명윤리 등 자비 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제반
의 사회활동으로 규정하며 정책의 대상으로 ‘여성’을 가시화하였다. 그동
안 여성불자는 ‘신도’라는 몰성적인 존재로 호명되었지만, 2010년에 와서
야 독립된 범주로서의 ‘여성’이 종단 정책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이
다. 이 법은 총무원뿐만 아니라 각 단위사찰에서도 대사회적 역할을 의
무화하였는데, 여성을 포함한 대사회적 활동을 강조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총무원은 2011년 자성과 쇄신을 위해 총무원장 직속의 ‘대한불교조계
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이하 ‘결사추진본부’라 함), ‘화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2년 승려
도박사건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종단은71) 강력한 종단 개혁으로 난국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단 쇄신법안들이72) 제
190차 중앙종회에서(2012년)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안 가운데는 재가불자
가 사찰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73)이 통과되었다.
70) “봉은사, 조계종 직영사찰 전환에 강력 반발”, 경향신문, 2010.03.12; “명진스님 “날치
기 의원들, 전자발찌처럼 전자배지 달아줘야”, 한국경제, 2012.02.09: “조계종 호법부,
명진스님 등원요구서 발송”, 불교신문, 2012.02.09.
71) “총무원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 불교신문, 2012.02.03;
“‘승려 도박사건’ 발단은 주지자리 다툼”(경향신문, 2012.06.14); “승려 도박 몰카 뒤엔
백양사 주지다툼 있었다.”(중앙일보, 2012.06.15); “불교계 최악 폭로전 중심에 선 자승
스님”(헤럴드경제, 2012.05.16).
72) 사찰재정 투명화를 위한 사찰예산회계법, 사찰 운영에 재가불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 종무원의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종무원법 등이 통과되었다. 그
러나 중앙종회를 통과한 쇄신법안들은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치지 못해 현재 계류 중
이다
73) 개정 법안에 의하면 각 사찰은 주지 스님을 당연직 의장으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운영위는 예산, 특별불사, 사찰부동산 처분 및 기채
승인신청, 신도의 상벌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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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면 재가불자가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가 사찰 내 주요 행
사나 재정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격상되고 재가불자가 사찰운
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74) 이는 재가자가 사찰 운영의 의결권
과 집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위원의 위촉을 각 사찰의 주지가 하게 하는 등 여전히 출가자 중심이라
는 한계를 가진다.
총무원이 자성과 쇄신을 주장하고 등장했지만, 2012년 발표된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의 10대 핵심과제나 15대 주요과제 어디에도 여성불자와
관련된 정책은 없었다. 재가여성 불자는 여전히 종단 내에서 비가시적
존재였던 것이다.

5) 대승불교를 표방한 종단과 상좌불교적인 종단운영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은 자비와 지혜의 화신으로 인도에
서는 붓다의 외형을 따라 남성성을 재현해 왔지만, 4세기 후반 남성보살
인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svara)는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여성보살
인 ‘관음’으로 재현된다. ‘관음’(觀音)이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Seeing
the Voice of the World)는 의미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며 구원하는 존재이다(Cabez, 1992: 139). 이처럼 포용․자
비․보살핌의 상징인 관음보살은 여성으로 재현되면서 극락세계를 관장
하는 아미타불과 융합되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현실과 미래
의 안녕을 기원하는 문구로 정형화될 정도로 성별이 공존하는 보살상이
등장한다.
또한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 입법품계에서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안
내를 받아 선지식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얻는다. 이때 선재동자가 만나는 53명의 선지식들 가운데
는 보살․비구니․재가여성불자․동녀(童女)․유녀(遊女) 등 22명의 여
74) 총무원 발의로 성안된 쇄신 입법은 ‘종무원법’ 일부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전부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 등이었고, 불교시민사회
등 많은 단체들은 이 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후 환영하였다(“제도 뒷받침…종단
쇄신 날개 달다”(불교신문, 20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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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선지식이 등장할 정도로 대승불교는 여성에게 열려 있는 교리를 가지
게 된다.
상좌불교가 출가자 중심의 전통과 형식을 강조하는 계율과 교법을 중
시한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불가결한 제일의 덕목
이다. 중생을 위해 희생과 봉사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위해 선을
베푸는 등 자비심을 중시하며, 이들의 불성을 깨우쳐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윤리관을 지향한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11: 165-169). 또한 붓다가 불법의 존재 이유를 뭇생명의 이익과 행복
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처럼, 대승불교는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발현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출가자와 재가자의
위계나 우열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조계종단은 이러한 대승불교의 정신을 어떻게 발휘
하였는가? 1994년 개혁종단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종단 운영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95년 종단은 교육원․포교원․총
무원으로 삼원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원은 현대적인 승가교육 체제를, 포
교원은 신도교육 체계를 담당하게 된다.75) 하지만 재가불자와의 연대를
통해 종단 체제를 바꾼 후에는 재가자를 배제시키고 위로부터의 개혁에
치중하면서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인 재가불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2004년 종단 최초의 총무원 문화부장이 비구니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종단 성립 이후 42년 만의 일이었다. 총무원의 부장직책은 교구본사 주
지와 동일한 지위이고, 현재의 종법으로는 비구니가 교구본사의 주지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비구니 부장의 등장은 종법에 어긋남은 물론, 부장
직책에 대한 예우로 비구가 비구니에게 절을 해야 하므로 팔경계에 어긋
난다는 이유로 비구승가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문화부장
비구니 탁연은 임명장을 받는 날 아침까지도 자신이 임명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문화부가 맡고 있는 문화재관리 등 업
무를 설명하러 관련사찰에 가서도 비구니는 비구 앞에서 가르칠 수 없다
는 말에 그냥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76) 당시 비구니 차별적인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75) 개혁종단과 관련해서는 ‘이경순, “98 조계종 사태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 토론회 기
조발제문, 청산해야 할 분규의 역사, 1998년 12월 11일, 불교 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
연대 주최’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76) 탁연, “참고 견뎌라.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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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보면 종단의 조직 규범인 종법은 대승불교를 기반으로 함
을 명시하고 있지만, 종단은 설립부터 비구니와 재가불자를 배제한 채
비구중심으로 제도화했다. 교단 유지나 신도 포교, 수행 등에 있어 비구
승가가 중심이 되는 것은 실제 종단이 지향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매우 편협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역사상 대승불교가 출가자 중심의 상좌
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을 생각할 때, 종단은 비구-비구니, 출가자
-재가자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사부대중의 평등한 종단이
되어야 한다. 대승불교를 표방한 종단이 비구 우월주의를 종법으로 명시
함으로써 상좌불교적인 종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종법의 성차별성에 대한 불교여성의 인식

1) 종법조항의 성차별성에 대한 인식
2012년 7월 조계종단 통계에 의하면 전체 출가자 가운데 비구 6,458명,
비구니 6,658명으로 전체 13,116명이다(법안, 2012b: 10). 비구니의 숫자
가 비구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종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원
에 비구 71명, 비구니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교구본사 주지는 산
중총회의 구성원이 선출하게 되는데 이 또한 비구로만 제한하고 있다.
산중총회법 제4조(산중총회의 구성원)77)에서 제시한 구성원의 자격요건
으로, 비구는 계를 받고 5년이 지나면 구성원이 되지만 비구니는 말사
주지가 아니면 산중총회의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 산중총회는 각 교구
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구니승가는 이러한 산중총회에 비구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
77) 2012년 9월 중앙종회에서 산중총회법이 개정되었는데, 구성원(6조)의 자격 가운데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설문지는 산중총회법
개정 이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설문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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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2012년 이전까지는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종법 문항의 성차별성에 대해서 불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 가지 종법 조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각 종법 조항들의 법
조항 근거와 질문 항목은 <표 9>와 같다.
<표 9> 종법의 성차별성에 대한 법조항과 설문지 문항

구 분

중앙종회
의원수
비구니 제한
비구니
총무원장
불가
비구니
교구본사
주지 불가

법 조 항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 13조
-“중앙 종회의원의 정수는
81인(비구니 10인을 포함)으로
하며…”
종헌 9장 1절 제53조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연
령 50세, 법랍 종사급 이상의 비
구로 한다.
본말사주지 인사규정 제10조
-교구본사주지의 자격은 이 영 제
6조의 추천 당시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비
구이어야 한다.

설문지 문항

(국회의원과 비슷한)중앙종회
의원을 비구스님 71명과 비구니
스님 10명으로 규정한 것은 남녀
차별이다.
(국가 헌법과 비슷한)종헌·종법
에서 비구니스님은 총무원장이
될 수 없게 후보 자격을 정한
것은 남녀 차별이다.
(국가 헌법과 비슷한)종헌·종법
에서 비구니스님은 교구본사
주지가 될 수 없게 후보 자격을
정한 것은 남녀 차별이다.

종법의 성차별성에 대한 출가자와 재가자집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 10>처럼 나타났다. 먼저 출가자집단을 살펴보면 성별로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났는데, 비구니집단이 비구집단보다 위에서 제시된 세 항목 모
두에서 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항목 가운데 특히
비구니는 ‘교구본사 주지 불가’ 항목이 가장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비구와의 인식차도 가장 컸다. 이는 말사 주지를 제외하고는 비구니승가
가 각 교구의 의사결정기구인 산중총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차별성의 순위 중 비구니 응답자가 두 번째로 심각하게 인식한 항목
은 ‘중앙종회 의원수 비구니 제한’이었는데, 중앙종회의원에 비구니를 10
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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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는 명실상부한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종단
내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호계원장은 물론 주요기관 책임자를
선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종단운영의 주체이다. 이러한 중앙종회의 의원
에 비구니승가에게 12%만 할당하여 비구니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서 종법
으로 성차별을 강제하는 현실에 대해 비구니승가는 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출/재가자의 종법조항의 성차별성에 대한 인식

구분
중앙종회
의원수
비구니제한
비구니
총무원장
불가
비구니
교구본사
주지불가

*p<0.05 **

성 별
비구
비구니
남성불자
여성불자
비구
비구니
남성불자
여성불자
비구
비구니
남성불자
여성불자

p<0.01 *** p<0.001

N

170
149
349
985
169
147
352
996
170
147
355
980

평 균
2.80
4.07
3.42
3.68
2.52
3.92
3.69
3.95
2.64
4.18
3.74
3.99

표준편차
1.290
.980
1.161
1.038
1.273
1.101
1.106
.971
1.308
.941
1.097
.961

정통계량(t)
-9.822
-3.882
-10.361
-4.197
-11.829
-4.005

검

***

***

***

***

***

***

세 조항 모두에서 비구집단은 성차별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비구/비구니 사이에 성차별에 대한 인식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조항은 ‘비구니 총무원장 불가’ 항목이어서,
비구집단은 비구니가 종단 조직의 대표인 총무원장이 되는 것에 대한 거
부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출가자 간의 심각한 인식의 격차는 현
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비구/비구니 간의 상호 역학관계에 의한 갈등
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불자집단 가운데서는 여성불자가 남성불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함을 보여주어, 성별 인식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불자가 가장 성차별적으로 느끼는 종법 조항은 ‘비구니 교구본
사 주지 불가’였고, ‘비구니 총무원장 불가’와 ‘중앙종회 의원수 비구니
제한’의 순서였다. 남성불자는 비구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구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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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장에 대해 덜 부정적이었다. 남/여불자나 출/재가자 간의 인식 차이
보다 비구/비구니집단 간의 인식차가 더 컸는데, 이는 종단 내에서 종법
과 관련한 성차별 이슈가 출가자 사이에서 매우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비구중심으로 종단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평등한 종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비구집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발을 불러온 것이
‘비구니 총무원장’이라는 용어였다. 비구들은 비구니와 총무원장을 연결
하여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하여 설문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78) 일부 비구니들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전통
과 관습이기 때문에 비구승을 예경해야 한다거나, 비구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등 승가 내 비구/비구니의 위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종단 내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신학자들은 신의 남성 상징을 비판해왔는데, 이는 신의 성(sex)을
남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독교 내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구조를 정
당화해왔다는 것이다. 남성만이 종교조직에서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에 대해 여성신학에서는 남성 상징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Mary Daly는
“만약 신이 남성이라면, 남성이 신이다”(Daly, 1973: 19)라고 주장하며,
기독교 역사에서 ‘상징’(symbol)이 ‘사실’(fact)로 왜곡되었음을 비판했다.
가부장제하에서 형성된 남성 신은 동시에 가부장적 젠더 위계를 정당화
하여 이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신의 남성 상징의 가
부장성이 불교에서도 나타난다면 더욱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붓다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공사상과 연기사상은 성차를 극복하는 교
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 붓다가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남녀 간의 성별 위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에는 성차별적 가치관을 정당화하여 젠더 위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교리
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78) 설문조사 중에 비구로부터 가장 많은 반발을 불러온 것이 ‘비구니 총무원장’이라는
단어였다. 비구니들은 아직 생각도 못해봤지만 ‘할 수도 있지’, 혹은 ‘그리되면 좋겠다’
는 등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비구들은 대체로 ‘종단이 망하려고’, 혹은 ‘왜 이런
쓸데없는 조사를 하는지’ 등으로 부정적인 심사를 보였다. 심지어 모 지방사찰에서는
사전에 미리 협조를 약속받고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현지에 갔었지만, 이런 불경한
조항이 있는지를 사전에 몰랐다면서 노여워하시면서 국장 비구스님이 설문조사를 거
부했다. 결국 그 사찰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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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성 상징은 불교계에서도 나타난다. 즉 붓다의 몸의 32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음마장상’이 있는데, 이는 붓다의 음경이 말의 것처
럼 숨겨져 있다는 뜻으로 남성 상징을 의미한다. 만약 오랜 세월동안 음
욕을 행하지 아니한 댓가로 음마장의 모습을 ‘얻었다’(동국역경원, 2010b:
175)라고 한다면, 여성은 아무리 오랫동안 금욕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음마장상은 남성만이 깨달은 자, 즉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남성 상징을 신격화하는 것이 가부장적 음경 숭배
를 통해 남성우월사상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뛰어난 여성보살 등 불교여성 지도자를 발굴하여 불교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2) 비구니총무원장 위한 재가불자의 종법개정 인식
조계종단 종법의 재. 개정 권한은 중앙종회에 있으며, 종도의 기본권을
형성, 제한하거나 종단 작용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
시 중앙종회가 제정하는 종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므로 종헌종법에 대
해 종도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현행 종법상 재가신도들은 이를 개정
할 권한이 없다. 종교지도자란 성직을 수행하거나 종교공동체를 운영하
는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여성 종교지도자란 단지
그 역할을 여성이 수행할 뿐이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은 수행기관이 아
니라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다. 총무원장은 조계종단의 행정기관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에서는 여성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계종단 비구니
는 행정조직인 총무원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권한 여부에 관계없이, 만약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면 개정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재가불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79)
조사 항목은 “비구니스님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
79)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출가자에게는 비구니총무원장에 대해 거부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출가자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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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로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 문항은 집단별로
찬성과 반대의 응답 결과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카이검증을 하여
찬반 빈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비구니의 총무원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 중 찬성이 1,058명(83.0%), 반
대가 216명(17.0%)으로 80% 이상의 재가불자 대다수가 종법 개정에 찬
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는 ‘성별’
과 ‘직업’으로 나타났다(p<0.05).
<표 11> 비구니총무원장위한 종법개정 응답자 특징(재가불자)
항목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불자
여성불자
30대 이하
40대
연령
50대
60대 이상
고졸 이하
학 력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결혼
미혼
기혼
여부
전업주부
직장인
직업
학생
기타

*p<0.05 **

N

1274
345
929
132
388
522
207
589
589
91
129
1127
532
390
48
297

p<0.01 *** p<0.001

찬

도
1058
252
806
105
326
440
165
497
487
71
100
943
463
314
43
234
빈

성

%

83.0
73.0
86.8
79.5
84.0
84.3
79.7
84.4
82.7
78.0
77.5
83.7
87.0
80.5
89.6
78.8

도
216
93
123
27
62
82
42
92
102
20
29
184
69
76
5
63

빈

반 대

%

17.0
27.0
13.2
20.5
16.0
15.7
20.3
15.6
17.3
22.0
22.5
16.3
13.0
19.5
10.4
21.2

단위: N(%)


33.616***
3.596
2.434
3.113
13.127**

종법개정 찬성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직업은 학생이
종법 개정을 찬성하는 응답이 유의미하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고졸 이하, 기혼, 전업주부가 높게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응답
은 현재 여성불자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불자들은 남성이 조직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 89 -

에서 벗어나 여성도 종교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종교적 상징과 가부장적 체제가 확고한 불교집단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자격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비판적이
고 기복적이고 남성종교지도자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어, 여성불자의 성평등의식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
응은 총무원장이 종교적 상징인물이라기보다는 총무원이라는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기능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종법개정에 반대할까? 반대자의 특징을 살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
기타 직업군과 직장인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직장생활을 하
는 30대 이하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남성이 비구니 총무원장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비구
니 총무원장을 위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전업주부가 찬성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은 차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종법 개정의 찬․반 이유
비구니가 총무원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일까?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표 12>처럼 나타
났다. 다수 재가불자는 총무원장은 성별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선출해
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이유로는 붓다는 성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성별’, ‘결혼 여
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에서 비구니총무원장이 가능하도록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더
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변수는 종법 개정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남녀평등의식이 낮게 나
타난 조사결과(김금미, 2001; 대한주부클럽, 1999; 중앙행정기관, 2002)와
최종학력에 따른 가사 참여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조사결과(안상
수 외, 2009) 등, 학력과 성평등의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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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한다.80)
<표 12> 종법개정 찬성 이유
비구니총무원장 가능하도록 종법개정 찬성 이유

항 구 분 ①능력으로 ② 여성 ③비구니
목
선출
신도다수 기회줘야
N

%

전 체 840 76.0
성 남자 184 70.2
별 여자 630 77.8
30대 82 75.9
이하
연 40대 239 75.9
령 50대 340 76.6
60대 141 76.6
이상
고졸 388 73.9
이하
학 대졸 371 79.6
력 이하
대학
원이상 49 70.0
결 미혼 69 68.3
혼 기혼 735 77.0
전업 364 77.8
직 직주부
장인 242 78.6
업 학생
30 73.2
기타 169 69.8

*p<0.05 **

N

15
3
12
1
6
5

2
9
4
1
2
13
7
1
1
4

p<0.01 *** p<0.001

%

1.4
1.1
1.5
.9
1.9
1.1
1.1
1.7
.9
1.4
2.0
1.4
1.5
.3
2.4
1.7

N

11
3
8
0
3
4
4
9
2
0
0
11
7
1
0
2

%

1.0
1.1
1.0
.0
1.0
.9
2.2
1.7
.4
.0
.0
1.2
1.5
.3
.0
.8

비구니 ⑤붓다는 ⑥잘모르지
많아 성평등함 만 그래야

④

N

%

N

%

N

6 0.5 178 16.1 55
0 .0 51 19.5 21
6 .7 122 15.1 32
0 .0 13 12.0 12
1 .3 51 16.2 15
5
1.1 71 16.0 19
0 .0 30 16.3 7
5
1.0 89 17.0 25
0 .0 68 14.6 21
0 .0 15 21.4 5
0 .0 19 18.8 11
5
.5 148 15.5 42
4 .9 67 14.3 19
0 .0 50 16.2 14
0 .0 8 19.5 2
2 .8 48 19.8 17



%
5

.0
8.0
4.0
11.1
4.8
4.3
3.8
4.8
4.5
7.1
10.9
4.4
4.1
4.5
4.9
7.0

12.629*
19.097

15.612
11.133*
17.229

응답자 가운데 붓다는 성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종법 개정에 찬성한
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집단이 ‘대학원졸 이상’이었고, 성별이 아니라 능
력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집단은 ‘대졸 이
하’의 집단이었다. 즉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교리적 관점에서, 대졸 이하
에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종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었다.
80) “학력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 낮다”, 한겨레, 1999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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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붓다 재세시부터 통용되어 온 대중
공의제도이다. 승가공동체 대중이 모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정하
는 방식인데, 오늘날 종단은 그 규모 때문에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능력위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
주의의 대의제 방식이며, 종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방식의 적용은
힘들더라도 그 정신을 살려 모든 출가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
다. 하지만 종법에서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을 성별, 즉 비구로 한정한 것
은 불교 전통적인 대중공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신자
들은 남녀 모두 종단 지도자의 자격에 성별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있어,
총무원장의 자격으로 비구․비구니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재가불자가 총무원장의 자격요건으로 성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것
은81)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진입에
있어 특정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성차별
(sexism)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
은 여성과 남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
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강조한다. 또한 그동안 열악했던 여
성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보상조치의 일종으로 성형평성(gender
equity)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기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종단이 사회의 성평등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치 기준
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재가불자들이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비구니가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종법개정에 반대하는 이
유는 무엇일까?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학력’이었다(p>0.05).
고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다.’를 응답
하였고, 대졸 이하는 ‘조계종의 전통이므로’라고 응답하였다.
비구가 총무원장이 되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동안 비구니가 한 번
도 종단 내에서 지도자가 되지 못했고, 또한 종단 내 지도자로 인정받는
81) “비구중심 종단 한계…재가자 참여 확대가 살 길, 한국불교중흥 대토론회, 출가와 재
가의 역할”, 불교포커스,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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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도자가 부재했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
군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다’고 응답한 숫자가 많았는데,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도 비구니가 주류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젠더 위계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구니가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종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는 지도력의 문제
인지, 전통적인 문제인지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
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재가남녀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한국불교 내 가부장성이 재가불자들에게도 매우 뿌리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종법개정 반대 이유

비구니총무원장 가능하도록 종법개정 반대 이유

비구스님 ③비구스님이 ④비구니스 ⑤아직은
항 구 ①조계종의 ②지도력
원치 바꿀 때가
목
분 전통이므로 뛰어나서더 더 많아서 님이
않아서
아니다
N
%
N
%
N
%
N
%
N
%
전 체 186 28.7 68 10.5 48 7.4 18 2.8 73 11.3
성 남 자 48 29.4 15 9.2 15 9.2 3 1.8 27 16.6
별 여 자 132 28.5 50 10.8 33 7.1 14 3.0 45 9.7
30대 9 25.0 3 8.3 1 2.8 1 2.8 7 19.4
이하
연 40대 45 28.3 21 13.2 13 8.2 4 2.5 19 11.9
령 50대 86 28.6 28 9.3 24 8.0 9 3.0 30 10.0
60대 38 31.7 13 10.8 9 7.5 2 1.7 14 11.7
이상
고졸 99 27.1 39 10.7 25 6.8 11 3.0 27 7.4
이하
학 대졸 67 30.7 25 11.5 20 9.2 4 1.8 38 17.4
력 이하
대학원 10 30.3 1 3.0 1 3.0 1 3.0 6 18.2
이상
결 미혼 11 25.6 4 9.3 2 4.7 1 2.3 6 14.0
혼 기혼 166 29.0 60 10.5 46 8.0 15 2.6 65 11.4
전업 83 28.0 36 12.2 22 7.4 10 3.4 28 9.5
주부
직 직장인
18 10.6 14 8.2 4 2.4 21 12.4
업 학생 463 27.1
37.5 0 .0 1 12.5 0 .0 1 12.5
기타 44 30.6 11 7.6 10 6.9 3 2.1 21 14.6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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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⑥

N

254
55
189
15
57
124
44
164
64
14
19
220
117
67
3
55



%

39.3
33.7
40.8
41.7
35.8
41.2
36.7
44.9
29.4
42.4
44.2
38.5
39.5
39.4
37.5
38.2

8.093
7.687
27.046

**

1.391
7.687

여성이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가치관이나 태도는 전통적인 가
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입할
수 있고,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기회와 조건
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성평등의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성평등의식
이란 ‘남녀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
와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성평등의 핵심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의 정도’(안상수 외, 2009: 181)를 말한다. 즉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오늘날 여성정책의 현실이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법보다 더욱 앞선 가르침이므로, 불교인이라
면 누구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a)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는 앞서 불교 성차별의 구조로 종법․교리․신행․계율(팔경
계)을 제시했는데, 본 절에서는 종법이 성차별이라고 인식하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주로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불교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믿음, 의지 등은 ‘교리의 성평등의식’으로 개념화하였고, 제시한 종법의
세 조항이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의 수준을 ‘종법의 성차별의식’으로 개념
화하였으며,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에 관련하여 ‘팔경계 성차별의
식’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였다.82) 또한 가정생활/직장생활/이성교
제/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을 합쳐서 ‘사회적 성평등의식’으로 명명하였
다.
그리하여 불교인들의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
82) 세 항목의 Cronbach’s α 값은 0.928로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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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종교 영역과 사회 영역의 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요 변수들
을 중심으로 이후 분석에 사용될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 결과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구

출
가
자

재
가
불
자

<표 14> 주요 측정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리의
성평등의식
종법의
성차별의식
교리의향
신행영
팔경계
성차별의식
수행자
행복지수
여성신행
우월성
성정체성
만족도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교리의
성평등의식
종법의
성차별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팔경계
성차별의식
불자
행복지수
여성신행
우월성
성정체성
만족도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333
329
327
328
333
328
332
333
329
1491
1413
1462
1357
1552
1484
1486
1467
1528

1.00
1.00
1
1
1.50
1
1
1.00
1.00
1.00
1.00
1
1
1.00
1
1
1.00
1.00

b)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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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5.00
5

5
5

.00

5

5
5

.00
5.00
5.00
5.00
5

5
5

.00

5

5
5

.00
5.00
5

3.9459
3.2994
3.98
3.24
4.5480
3.38
3.97
2.5796
3.0508
3.5962
3.8089
3.69
3.92
4.4124
3.92
4.00
2.2249
3.0721

.88754
1.26607
.906
1.402
.58529
1.105
1.085
1.08264
.66175
.96427
.93336
.987
1.059
.69681
1.002
.954
.97278
.63622

회귀분석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과 전반적인 변
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15>처럼 주요 독립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80 이상의 높은 상
관관계(이인재 외, 1997)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가자집단에서 종법에 대한 성차별의식과 팔경계에 대한 성차별의식
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팔경계가 성차별적이
라고 인식할수록 종법도 성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특히 비구니집단보다 비구집단이 그 상관성의 정도가 더 높았다
(비구 r=.695, 비구니 r=.483***, p<0.05). 또한 종법이 성차별적이라는 의
식은 사회적 성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출가자집단
은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이 높아도 종법의 성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의식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출가자 모두 ‘교리의
신행영향’ 변수였는데,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수록 교리
가 성평등하다는 인식수준이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비구 r=.679, 비구니
r=.674). 반면에 사회적 성평등의식은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의 교리에 대
한 성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아무리 사회적 성평
등의식이 높아도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추측할 때, 불교인들은 종법이나 팔경계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영역을 사회적 영역과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
된다. 출가자 행복지수는 비구집단의 성정체성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
이 있는데(r=.397), 이는 비구니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성정
체성에 대한 만족도란 자신이 남성이라는 신체적 성(sex)에 대한 만족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구집단은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행
복감을 느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구니집단에서는 성
정체성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구니
집단이 여성이라는 자신의 타고난 성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 자신의
성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출가자간의 성정체성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이 무의미함을 가르치는 성평등한
교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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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출가자의 주요변수간 단순상관관계

종법의 교리의
구 분
성차별 성평등
종법의 1
성차별
교리의 -.022 1
성평등
교리의
신행영향 -.032 .679
팔경계 .695 -.061
비 성차별
출가자 -.041 .233
구 행복지수
성정체성 -.205 .325
만족도
여성신행 .219 .006
우월성
부정적인 -.201 -.013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175 -.056
종법의 1
성차별
교리의 -.063 1
성평등
교리의
신행영향 -.112 .674
팔경계 .483 -.134
비 성차별
출가자 .126 .218
구 행복지수
니 성정체성
만족도 -.065 .109
여성신행 .134 -.055
우월성
부정적인 .024 .032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130 .167
* p<0.05 ** p<0.01 *** p<0.001
***

***

**

**

***

**

**
*

***

***

**

*

교리의 팔경계 출가자 성정체성 여성신행 부정적인 사회적
신행영향 성차별 행복지수 만족도 우월성 여성관 성평등
의식
1
-.037
.210
.179
-.110
-.049
.049

1
-.070
-.246
.211
-.159
-.195

1
.397
-.124
.033
-.010

1
.003
.152
.012

1
-.003 1
.093 .283

1
-.190
.178
.145
-.035
.020
.044

1
.013
-.118
.085
.044
-.003

1
.072
.021
-.040
.004

1
.182
-.113
-.019

1
.079
.083

**
*

*

*

**

**

*
*

***

*

*

***

1
.206

*

1

1

결론적으로 보면 출가자집단에서 종법과 팔경계, 교리와 신행에 대한
성평등인식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리와 종법, 교리와
팔경계의 경우는 상관이 없었다. 즉 불교 성차별의 네 요소가 모두 다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법과 팔경계, 교리와 신행에서 성평
등의식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관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97 -

사회적 성평등의식이 종교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깊이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Francois Houtart나 M. B. McQuire 등 종교학자들
은 사회와 종교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김진원, 2006;
Luhmann, 2012).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여권이 향
상되어 성평등의식이 높아져도 출가자의 종법과 팔경계에 관한 의식 변
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출가자 집단의 종법과 계율의
성차별성은 변화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달리 해석하자면, 출가자는 종교영역과 사회영역의 성평등의식을
분리해 봄으로써 서로 상관이 없거나, 종교영역인 종법과 계율을 신비화
하고 있거나, 사회적 기준과는 다른 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도 추측
할 수 있다.
반면 재가자의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16>처럼 나타났다. 종법
이 성차별적이라고 보는 재가자 의식에 가장 상관이 있는 변수는 팔경계
가 성차별이라고 보는 의식이고,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다(여 r=.635, 남 r=.749).
팔경계가 비구니승가에 해당하는 계율이지만, 이는 재가자의 종법관련
성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녀불자 모두 종법이 성차별이라는 인식과 사회적 성평등의식
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 성평등의식이 아무
리 높아도 종법이나 팔경계에 관한 성평등의식에는 영향을 주고받지 못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재가불자가 종단 운영이
나 종법 재․개정 등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영역과 사회영역의
성평등의식을 분리해서 인식하거나, 종법/팔경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종법/팔경계를 고정불변의 법이나 계율로 받아들여 무조건 지켜야 한다
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의식에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교리가 신행에 영
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다(여 r=.615, 남 r=.737).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교리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이중적인 성적 가치
관 등 성차별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교리가 성차별적이라
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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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재가자의 주요변수간 단순상관관계

교리의
구 분 종법의
성차별 성평등
종법의 1
성차별
교리의 .056
1
성평등
교리
신행영향 -.020 .615
팔경계
여 성차별 .653 .045
성 불자 .084 .251
불 행복지수
자 성정체성 .003 .109
만족도
여성신행 .092 .124
우월성
부정적인 -.083 .021
여성관
사회적성 -.114 .068
평등의식
종법의 1
성차별
교리의 -.014 1
성평등
교리의
신행영향 .018 .737
팔경계
남 성차별 .749 .043
성 불자 .020 .438
불 행복지수
자 성정체성 -.024 .332
만족도
여성신행 .038 .069
우월성
부정적인 -.071 -.105
여성관
사회적성 -.149 .056
평등의식
* p<0.05 ** p<0.01 *** p<0.001
***

***

*

***

***

**

***

*

***

*

***

***

***

***

*

***

교리의 팔경계 불자행 성정체성 여성신행 부정적 사회적
신행영향 성차별 복 지수 만족도 우월성 여성관 성평등

1
-.008 1
.272 .077
.108 .002
.102 .045
.119 -.066
.100 -.100
***

*

***

***

***

*

***

***

1
.295
.251
.070
.060

***

***

*

1
.151
-.095
.006

***

**

1
.118
.173

***

***

1
.273***

1
.039
1
.479 .089
1
.360 .061 .562
1
.055 -.030 .138 .122
1
-.085 -.122 -.043 -.026 -.002 1
.040 -.109 .046 .177 .257 .198

1

***

***

***

**

*

*

*

***

***

***

1

또한 남성불자집단은 불자로서 행복감을 느낄수록(r=.438) 교리가 성
평등하다고 느끼거나,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r=.737)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남성불자집단에서 불자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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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남성불자의 성평등의식에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성불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r=.332)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성정체성의 만족도가 남
성불자의 성인식에만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앞서 비구집단의 결과와 유사
하다. 여성불자집단이나 비구니집단에서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은 성평등
의식에 별다른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재가불자집단에서 교리․종법․계율(팔경계)․신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각 집단구성원에게서 종법과 팔경계, 교리와 신행은 매우 높은 수
준으로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성평등의식은 여성
불자의 교리, 종법, 팔경계에 대한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남성불자는 종법에서만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여성불자가 남성불
자에 비해 사회적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출가자집단과 재가자집단에서 종법과 팔경계, 교리와 신행
에 관한 성평등의식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교리와 종법, 교리와 팔경계에 대한 성평등의식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교인들의 인식 가운데서 종법과 팔경계에 대
한 성평등의식과 교리에 대한 성평등의식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하여 불교인은 교리가 아무리 성평등하다고 할지라도 교리의 성
평등성이 종법이나 팔경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
다. 출가자와 재가자집단에서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은 물론
사회적인 성평등의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인 여성관은 ‘여성업설’과 ‘여성성불 불가론’이라는 불교적 의미
의 여성관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성평등의식이 부정적인 여성관에 상관
이 없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성평등의식의 변화가 종교
영역의 성평등의식과 상호 연관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여성의 지
위가 향상되고 긍정적인 여성관이 확산되어도 경전이나 계율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여성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평
등의식의 확산으로 인해 불교계가 저절로 부정적인 여성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영역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예를 들면, 교리나 경전에서 제시되는 부정적인 여성관에 대한 재해
석과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뛰어난 여성불자와 비구니를 발굴하거나
잊혀진 위대한 불교여성에 대한 재조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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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법의 성차별의식과 기타 변수들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보았
을 때, 특히 팔경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변수들 간
의 인과관계나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종법의 성차별의
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보다 자세한 관계와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출가자집단에서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믿는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및 주요 독립변수들로 분석한 결과
<표 17>처럼 나타났다. 비구집단의 변수 및 일반적 특성이 ‘종법의 성차
별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50.4%로 높게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14.146, p<0.05). 비구니집단에서 변수
및 일반적 특성이 ‘종법의 성차별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28.3%로 나타
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 4.963,
p<0.05). 출가자집단의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팔경계 성차별의식(비구 β
=.633, 비구니 β=.443)’만이 유의한 변수이자 매우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83) 즉 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는 의
식이 종법이 성차별적이라는 의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구집단이 팔경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은, 비구들이 팔경계를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면 할수록 종법이 성차별
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종법을 성차별적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리하여 장차 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종단 구성원 가운데 특히 비구집
단이 팔경계를 성차별적인 계율이라고 인식케 하는 노력이 더 큰 영향력
이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비구니집단에서 사회적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차후에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83) 영향력이 있는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계수 베타를 보아야 하는데, 베타는
대체적으로 .1로 나타나면 약하다, .3이면 보통이다, .5이면 높다고 해석한다. ‘팔경계
성차별’의 계수가 .5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수는 영향력이 높은 편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이윤로, 유시순, 2011, 사회복지사를 위한 SPSS, 학지사: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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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17> 출가자의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 분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069
-.054

.049
-.037

출가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028
-.082
.130
-.081
-.091
.017
-.100

팔경계 성차별의식

비구
집단

B

.561

R2
F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팔경계 성차별의식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비구니
부정적인 여성관
집단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

β

.042
-.030
.320
.216
-.057
.102
.034
-.239
.233
-.001

R2
F

p<0.05 ** p<0.01 *** p<0.001

.633***

1.355***
0.504
14.146***

1.810***
0.283
4.963***

.013
-.054
.113
-.077
-.051
.005
-.039

.041
-.031
.443***
.140
-.074
.124
.037
-.161*
.074
.000

현재 종단 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일부 비구들은 팔경법이 현실에서
이미 사장된 계율이라거나, 현실에서는 출가자들 사이에서 통용되지 않
는 계율이라고 주장했다(옥복연, 2011: 21; 강보향, 2011: 25). 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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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 팔경계가 현실에서 사장된 것이 아니라 종단의 법규범인
종법과 관련되어 비구집단의 성평등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종법의 재,개정 권한은 비구중심의 중앙종회에 있는데,
중앙종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구 71명과 비구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헌 개정과 관련된 분과로는 법제분과위원회와 종헌종법개정 특
별위원회가 있는데, 종회의장이나 부의장은 물론 위원회의 대표 역시 비
구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들이 성차별적인
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팔경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가불자집단이 종법의 성차별성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
는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파
악한 결과, 아래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여성불자의 여러 가지 속성
이 ‘종법의 성차별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42.1%로 나타났고,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50.391, p<0.05). 남성신자의
여러 변수들이 ‘종법의 성차별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56.7%로 나타났
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36.093, p<0.05).
재가불자가 갖는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 요인으로
서는 ‘팔경계 성차별의식(여 β=.623, 남 β=.738)’이 유의하고도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녀불자로 하여금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생각
하게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팔경계’에 관련되며, 팔경
계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차후 팔경계가 불자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성불자의 경우, ‘여성신행 우월성’(β=.128)에 대한 인식이 종법이 성
차별적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여성신행이 우
월하다고 인정하는 남성일수록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성불자는 여성신행의 우월성을 인정하
지 않는 것인지, 여성신행이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종법과 무관하게 생각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출가자와 재가자집단에서 팔경계에 대한 인식 여부
가 종법이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준화계수로 볼 때 남성불자가 여성불자보다, 비구집단이 비구니집
단보다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종법이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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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성평등교육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종단 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8> 남/여재가불자의 ‘종법의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
불자
집단

구 분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팔경계 성차별의식
불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068
-.064
.539
.041
-.021
.042
-.031
-.080
.031
.046

.073
-.072
.623***
.029
-.024
.047
-.034
-.053
.009
.015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팔경계 성차별의식
불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039
.079
.670
-.004
-.104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037
-.132
.053
.103

R2
F

남성
불자
집단

여성신행 우월성

B

1.694***
0.421
50.391***

.128

R2
F

*

β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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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068
.738***
-.003
-.085
.128***

1.085***
0.567
36.093***

.032
-.081
.016
.041

5. 소결

본 장에서는 종단의 종헌에서 제시한 종도 주권주의와 인간평등주의가
종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식민지하 일제에 의해 성립된
‘조선불교조계종’은 해방 이후 불교계 정화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대처승을
배격하고자 했고, 1962년 정권에 의해 통합종단이 성립되었다. 한국전통
불교의 재건과 일제 악습 타파라는 명분에 공감한 비구니승가와 여성불
자들은 대처승에 비해 열세였던 독신비구층의 든든한 지지세력, 호위세력
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통합종단은 성립부터 비구니와
여성불자를 차별하고 배제하였다. 비구니승가는 종법으로 철저하게 종단
운영에서 배제되면서 일부 토큰적 지위만이 주어지고, 여성불자는 종단
수호와 사찰 운영지원의 의무만이 강제되고 권리는 배제되었다.
그 결과 종법은 종헌에서 제시한 사부대중의 평등공동체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젠더 위계와 신분 위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
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종법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구보다는 비구
니가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구니집단은 종법의 성
차별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비구집단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는 비구니승
가가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
부승의 한 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생각된다. 종법의 성차별성에 있어 출가자 내부에서도 비구집단과 비구
니집단 간의 의식차가 매우 커서 현실적으로 출가자 내부에서 많은 갈등
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자와 재가자집단에서 종법과 팔경계, 교리와 신행에 관한 성평등의
식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리와 종법, 교리와 팔경
계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불교 성차별의 구
조 속에 포함된 이들 네 요소는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
정했지만, 분석을 해본 결과, 불교인들이 성평등하다고 생각한 교리 등은
종법과 팔경계에 대한 인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보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 가운데서,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는 의식이 공통적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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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경계는 비구/비구니, 여/남성불
자의 종법에 대한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종법도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으며, 그 반대로 팔경계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인식
하는 사람은 종법도 성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팔경계에 대한 재해석이 성평등한 종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법은 종헌에서 제시한 종도주권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붓다의 평
등사상을 실현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종단 구성원들에게 규
범과 질서를 부여하는 종법이 이처럼 신분차별, 성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종단은 “21세기 신 카스트제도”를 생산, 유포하며, 성차별과 신분차별의
메카니즘을 합리화하고 있다. 즉 종단은 평등한 공동체가 아니라 위계화,
차별화되어 있으며, 그 가장 높은 위치는 비구승이, 그 다음은 비구니승이
상부구조를 이룬다. 종단에서 재가자는 출가자보다 낮은 신분으로 남성불
자, 그 다음으로 여성불자가 하부구조에 위치한다. 가장 하층에 존재하는
여성불자는 종단의 존립과 운영은 물론 위기시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종단을 지원하고 승가를 보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법으로 배제되는 존
재였다.
종법은 불교의 ‘교리’(敎理), 즉 붓다가 진리라고 규정한 교리에 근거해
서 종단의 운영지침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종법이 성차별적이
라면 교리가 성차별적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는 교리의 성평등성 여부를 교리담론 중심으로 살펴보고 교리와 종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해 불교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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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성차별적 종법에 의한 교리의 왜곡화
종법은 붓다의 가르침인 교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리가 성차
별적이라면 종법도 성차별적일 것이고, 교리가 성평등하다면 종법도 성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교리는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
기까지 매우 성평등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에서 이를 여성운동의 실천이
데올로기로도 적용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불교 교리를 담고 있
는 경전을 보면,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가장 유연하고 열려 있는 교리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관을 보여준다.
경전 안에서 열등하고 부정적인 여성상과 자비롭고 지혜로운 여성상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여성성불 담
론에서는 여성도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여성 성불
론’(전재성, 2004: 130)과 여성은 다음 생에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
불할 수 있다는 ‘변성성불론’(정암, 1999: 394) 혹은 여성은 아예 성불할
수가 없다는 ‘여성성불 불가론’(전재성, 2007: 10)이 함께 전해온다.
여성의 몸 담론에 있어서도 전생에 나쁜 업을 지은 탓에 여성의 몸으
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죄와 벌의 상징이라는 ‘업 정체성’(마
성, 2007: 23)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법기(法器: 법을 담는 그릇)
로서의 여성의 몸을 중시하는 ‘수행자 정체성’(전재성, 2007: 784)이 대립
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에서는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없거나 남
성을 파멸로 이끄는 요부 혹은 음탕한 여성인 ‘유혹자 정체성’(전재성,
2007: 113)과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고통을 돌보는 ‘보살 정체성’(선일,
2009: 29)이 경합한다. 젠더 수행담론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성에
게는 희생과 봉사만이 최고의 덕목임을 강조하는 ‘타자화 정체성’(전재
성, 2009: 1042)과 공사상에 기반하여 성차를 극복하려는 온전한 생명으
로서의 ‘탈이분법적 정체성’(정화, 2010: 17)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동일한 경전 내에서도 상반된 여성관이 공존하는데, 특정한 시
공간에서 불교인들이 어떤 여성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여성의 가치관, 기
대,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종단이 여성에 대해 성불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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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와 지혜의 존재이며, 법기로서의 여성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긍
정적인 여성관을 가진다면, 이를 종단의 법규범인 종법의 기본정신으로
담게 되어 성차별적인 종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로 종단이 여성이
열등하고 나쁜 업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유혹자로서의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진다면 종법이나 계율로 여성의 권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가부장성에 대한 극복보다는 인간해방을 강조
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간 구원의 문제로 몰성화(gender-blinded)함으로써 현실의 성별 위계
나 여성억압에 대한 여성의 의식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평등
한 종교로의 변혁은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앞 장에서 종단은 종법을 통해 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으로 불교여성을 소외․배제해왔고, 출가자와 재가불자를 분리하여 위계
화하면서 여성불자는 이중적인 성차별을 경험해왔다. 이처럼 열악한 현
실에도 불구하고 불교여성은 붓다의 평등과 해방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리를 재해석하며,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가치관으
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붓다의 평등과 해방사상은 사회의 변
화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구조화되기도 하는데, 교리의 성평등성을 확고
히 하는 것은 성평등한 불교로의 변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왜냐면 교리는 종단의 종법과 계율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관을 제공하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과 신앙생활에 올바른 기준을 부여해주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교리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는
지를 살펴보고, 가부장적 가치관에 오염된 교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종단이 성평등한 교리를 왜곡하
여 성별 권력관계를 만들어내고, 성차별적인 종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된 교리를 바르게 재해석하는 것은 종법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로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
러 불교인들은 과연 교리가 얼마나 성평등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실태조
사를 통해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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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한 교리의 사회적 재구성

종교의 교리는 그 경문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절대적인 카리
스마를 가진 교주가 사라진 뒤에 교리를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종교사를 통해 볼 때, 종교지도자의 사후에는
그 가르침이 왜곡되기도 하였고, 정치 경제적 변화나 문화 변동 등이 일
어날 때는 기성 종교가 교리의 해석이나 의례 등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교리나 신앙체계의 근본은 변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
기 위하여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고, 또 본래의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 많
은 변화가 나타나면 초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운동도 끊
임없이 일어나게 된다(김광억, 1998: 271-307; 류경희, 1993: 120-134). 이
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교리를 재해석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종교는 뿌리 깊은 가부장성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에 가장 느리게 반응
하며, 특히 성별 위계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종교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정당화되었던 성별 지배구
조를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분배하고, 여성을 종속화하는 여러 기제
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여성들의 주장을 종교 혹은 종단에 대한 공격으
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방어논리가 작동되면서 더욱 보수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리를 재해석함으로써 여성들의 주장이
교리와 어긋나지 않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보면 대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민족종교로
서의 역할도 점차 축소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불교는 호국불교,
치마불교, 대승불교, 민중불교, 생태불교 등 대상과 시기, 관점에 따라 다
양하게 호명되어 왔는데, 이러한 해석들은 시공간적, 상황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불교적 함의를 담고 있다.
불교 경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원전에 내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현재의 지평에서 재해석하는 창조적 작업이 불교해석학이라고 할 때, 대
승불교는 붓다의 직접적인 가르침만 불설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내적 깨
달음의 실체인 법(Dharma)의 본성을 더 중요시한다. 불교학자 Gomez는
대승불교의 전개 이후 저술된 방대하고 다양한 사상과 주제의 경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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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해석학적 다원주의(hermeneutic pluralism)’라고 명명하기도 한
다(김호성, 2009: 15). 초기불교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을 얻는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교리로 채택하는 것도 교리에 대한 재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붓다의 말씀이므로 진리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말씀은
곧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이 종교적 해탈과 깨달음
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진리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 텍스트에 대해 부차적이고 상
세한 설명을 의미하는 해석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불교 경전들에서
특정한 가치관이나 의미를 덧붙이거나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주석들, 해
설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붓다는 교리를 설명할 때 대중의 이
해와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언어와 방편으로 설법하는 대기설법(對機說
法, 방편설법方便說法이라고도 함)과, 상대의 인식 수준에 따라 낮은 단
계에서 높은 단계로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이면서 설법을 하는 차제설법
(次第說法)을 중시했다. 즉 경전적 진리를 해석할 때는 자구에 얽매이기
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하므로 교리에 대한 창조적이며 열
린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불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언어로 표현되는 일련의 해석학적 순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처럼 불교 교리는 현재의 지평에서 과거의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창조적
해석이 요구되며, 경전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설해진 것
이므로 경전속의 진리는 상황과 맥락적 진리(contextual truth)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호성, 2009: 20-30).
불교신자가 불교를 인식하거나 불교적 경험이 언어화될 때 교리와 실
천 사이에는 언어로 드러나는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하나의
집합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 규칙성이 드러나는 장이 바로 불교 인식
론적 장으로, 모든 인식적 주체는 각각의 성별, 계층별, 국가별, 민족별로
조건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조직하며 실천의 계기로 작동한다
(이정우, 2004: 222). 불교 내 성평등적 교리에 대한 인식은 가부장적 성
별 위계구조의 극복을 위해 여성들의 주체적 경험을 강조하거나 여성의
의식 전환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젠더 위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
성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이상 붓다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
다는 인식이 확대되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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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위한 교리로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는 등 교리에 대한 인식도 변
화한다. 이 과정에서 불교여성은 교리를 성평등하게 재해석하고 재구조
화하는 생산자, 유포자,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계 일부에서는 ‘삶의 한 방식’이며 ‘존재양식’인 불교를 제자리에
위치시켜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을 신학에서 차
용하는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을 시도하기도 한다(이민용, 2010:
216-237). 그런데 교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열등하고 부정적인 여성관이
나 여성혐오사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여성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성
서를 재해석하는데, 여성신학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교리를 재해석하는
방식은 불교에서의 왜곡된 교리에 대한 재해석에도 매우 유용하다. 여성
신학은 종교 내 여성 억압의 원인을 연구함에 있어 주로 성서에서 출발
하는데, Cady Stanton은 성서가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억압
을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남성들
의 입장에서 성서가 기술되고 여성들은 소외되었기 때문인데, 종교 이데
올로기에 의한 인식보다 더 강력한 방어기제가 없을 정도로 종교는 인간
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종교적 가치, 즉 교리의 변화 없이
법제도적인 개혁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기는 힘들다. 때문에
Mary Daly는 성서에 억압적/해방적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이 있으
므로 ‘선택적으로 성서 읽기’(selective reading)를 강조한다(강남순, 1998:
54-55).
또한 여성신학자들은 성서의 가부장성은 개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기
도 하고, 성서 해석자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하며, 역사적 자
료를 재해석하기도 하고, 여성성을 찬양하기도 한다(Ruether, 1983: 53).
여성신학자 Elisabeth Fiorenza는 성서를 고정적 원형(archtype)이 아니
라 변화를 향해 열려있는 전형(prototype)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Fiorenza, 1984: 10-15).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
할 때는 의심과 비판의 관점으로 검증하고,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텍스
트와 성차별주의적 전통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님을 선포하며, 종교사적
전통의 재발견을 통해 여성들의 경험들을 발굴하고 기억을 살리며, 해방
적 성서의 이야기들을 창조하는 해석학적 관점을 제시한다(강남순, 2004:
279-292; 안후남, 2000: 25-36). 그러므로 여성신학은 성서와 교회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남성중심의 상징체계, 예를 들면 ‘Go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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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과 같은 언어의 성차별성(Wren, 1991: 118)이나 가부장주의에 대
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과 해체가 필요하며, 또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가져와 성평등한 언어를 만들고 성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성서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불교 성차별성의 극복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
는데, 경전 속에 전해오는 가부장적 교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통해 그 가부장성을 해체함과 동시에, 불교여성이 긍정적인 여성관에 기
반하여 성평등을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리가 재해석되고, 재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불교의 해방적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서 남/여,
출/재가자, 자연/인간의 경계를 넘어 모든 생명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드
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인식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2.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1) 이중적인 여성관의 실체
여성신학자 Rosemary Ruether에 의하면, 권위의 상징인 신과 추종자
인 신자의 관계는 엄격한 위계 하에 남성중심적인 상징과 법 제도를 생
산하며, 신-남성-여성이라는 ‘상징적 위계주의(symbolic hierarchy)’를 자
연의 질서로 만든다고 본다(Ruether, 1983: 53).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에
서 형성된 남성적 신은 동시에 가부장제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이데올로
기로 작동하고, 오직 남성만이 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등하
고 부정적인 여성관을 전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붓다는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오직 법을 따르면서 끊임없는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
르기를 가르쳤다. 붓다는 승단을 이끌어가는 존재도 아니었고, 승단의 조
직 운영방식 또한 대중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승가의 계율은 신의
계시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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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제정되었다. 승가 구성원들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두 함께 모
여 계율을 잘 준수하였는지를 서로 반성하고 참회를 했다. 또한 승가는
재가불자의 보시와 공양으로 유지되었고, 재가불자는 출가자로부터 가르
침을 받았으므로, 출․재가자가 상호 위계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평
등한 관계였다.
이렇게 평등한 교리와 조직 운영방식은 붓다 사후 급격하게 가부장적
으로 위계화되면서 열등하고 부정한 여성관이 확립된다. 일반적으로 종
교에서 부정적인 여성관은 종종 나타나는 것이지만, Faure는 붓다 재세
시 성평등한 실천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증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
들이 계율을 통해 전승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Faure, 2003: 56). 특히
부정적인 여성관은 기본적인 불교의 가치관이나 종교적 실천론과 정면으
로 대치되지만, 경전에 기록되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성 차
별․무시․배제․억압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Camody, 1992: 61).84) 이
러한 이중적인 여성관의 대표적인 주장은 “여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
는가?” 하는 여성 성불론이다.
초기경전인「앙굿따라니까야」제1권 ‘으뜸의 품’85)과「증일아함경」제
3권 제7품에 ‘청신녀품’에는 붓다가 인정한 뛰어난 열 명의 여성불자도
기록되어 있다.86) 2,600여 년 전 엄격한 인도사회의 가부장제하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교단 내외에서 수행자뿐만 아니라 법사․포교
사․스승 등의 역할을 할 정도로 초기불교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인정했
다. 하지만 붓다의 사후 제자들 사이에서 계율 해석의 견해차 때문에 붓
다 사후 100년경에 계율 중심의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분열되었
다. 이때 여성은 성불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특히 여인오장설의 근거로
‘불설초일명삼매경’에는 첫째 잡스럽고 악독하며 교태가 많기 때문에 제
석이 될 수 없고, 둘째 음란하고 방자하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천
84) Camody는 불교의 부정적인 여성관이 비구승 중심의 교단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
며, 부정적인 여성관은 승가 내 비구니의 배제로 연결된다고 본다. 여성을 단순히 사
악한 존재로 묘사하는 힌두교의 마누법전은 불교의 여성혐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이 종교적 장애물로 전락하는 이유는 생명, 풍요, 출산, 다산 등 여성의 끊임없는
생명력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을 그 원인으로 본다(Camody,1992: 62).
85) 붓다의 제자들 가운데 각 분야에서 으뜸가는 비구 47명, 비구니 13명, 남성신도 10
명, 여성신도 10명 등 각 분야에서 80명의 붓다 제자들이 거명되고 있다.
86) 붓다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경전에 이름이 나오는 제자는 비구 886명, 비구니 103명,
우바새 128명, 우바이 43명 등 모두 1,160명이다(현담, 20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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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다. 셋째 경박하고 불순하며 정법을 훼손하므로 마왕이 될
수 없고, 넷째 거짓말을 하고 청정한 행이 없기 때문에 성스러운 제왕이
될 수 없고, 다섯째 색욕에 탐착하고 정이 흐리며, 태도가 솔직하지 못해
성불할 수 없다고 한다(마성, 2007: 23-24).
그리하여 출가자중심의 상좌불교에서는 여성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남
성의 몸으로 변해야 한다는 ‘변성성불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출/재가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대승불교가 등장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최종 단계도 아라한에서 부처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하는 ‘여성즉신성불론’이 등장한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리의 재해석으로 성립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유마경에서는 재가남성 불자인 유마거사가 붓다의 뛰어난 제자들에
게 법문을 설하면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평등함을 보이기도 하고, ‘승만
경’에서 재가여성 불자인 승만부인은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것임을 붓다
로부터 증명을 받기도 한다(전해주, 김호성, 2009: 157).
이와 같이 여성성불론은 출/재가자의 관계나 평등관, 성별 역학관계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리가 재해석되면서 변화해 왔는데, 그 과정은
<표 19>로 설명할 수 있다.
구분
생 시기

발

중심 사상
출/재가자
의 관계
평등관
여성성불론

<표 19> 젠더 위계에 의한 여성성불론의 변화 과정
초

기불교

상좌불교

대승불교

다의 열반 직후
그의 직제자들에 붓다 사후 100여 년 후 기원전 1세기경부터
의해 구전됨
가르침 그대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인간해방과 평등사상 붓다의
실천할 것을 강조 (上求菩提 下化衆生)
출. 재가자의 평등한 출가자/수행중심 교단 재가불자 중심의
수행공동체
불교부흥운동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남/여, 출/재가자
남/여, 출/재가자
평등함
차이가 있음
평등함
여성성불론87)
변성/여성불성불론
여성성불론
붓

87) 초기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이 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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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법의 일종인 부정관(不淨觀)의 왜곡된 전승
한 사회 내에서 지배적인 집단은 사회적으로 억압된 집단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신체적 요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억압받는 집단을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억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때 주로 비하되는
집단의 요인이 성․인종․계급 등이 되기도 한다(장필화, 2000: 139). 특
히 여성의 몸은 성별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열등․
결핍․부족․선하지 못한 몸 등으로 단지 신체 구조적 의미가 아니라 정
치적인 몸으로 해석된다. 즉 몸은 특정한 시공간이나 조직 혹은 규제에
의해서 훈육되고 형성되며, 이러한 몸 위에서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새겨
지는’ 것이 된다. 몸이라는 표면 위에 문화의 핵심 규칙이나 위계질서가
새겨지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적 통제가 직접 행해지는 장88)이기도 하며,
상징자본이 되기도 한다.
가부장제하 열등한 여성상으로 인해 여성의 종속이 정당화되면서 여성
들은 남성인 아버지, 남편, 아들에 종속된 존재로 남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받고, 가부장적 종교에서는 이러한 남성이 종교지도자로 대
치되면서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상은 더욱 강화된다(이재숙 외, 1999:
183; 김주희외, 2005: 36-48).89) Foucault는 성(sex)과 ‘성 장치’로서의 섹
슈알리티(apparatus of sexuality)를 구분하는데, 이 둘의 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권력이 성에 대하여 금지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섹슈알리티를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이다(Gordon, 1991: 230-231). 푸코
의 이러한 분석은 기독교 전통에서 성이 쾌락의 본질이며, 그렇기 때문
에 성은 출산을 위하여 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어떻게 종교적 권력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붓다 당시 인도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열등하고 부정적이며 악한 존재
88) 보르도는 여성성의 텍스트인 몸을 거식증, 히스테리, 광장공포증(1950년대 직업을 가
진 직업여성은 수치스러운 용어였으며, 가정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증세를 광장공포
증이라고 함)으로 설명하고 있다(Bordo, 2001:117-118)
89) 힌두교 전통에 의한 여성억압의 관습은 현재 인도에서 조혼, 사띠, 과부 억압 등이
아직도 존재하며, 아직도 월경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생리기간 동안 격리되어 목욕을
금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도의 여성억압적 관습 이면에는 고대인도의 강력한 여신문
화를 부정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공모가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김주희 외, 200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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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현된다. 예를 들면, 마누법전90)에서 ‘계집은 본래가 악성이다.’, ‘여
자는 음탕하다’, ‘여자는 늘 독립하지 않는다.’ ‘여자는 베다를 독송하거나
제사를 행할 수 없다.’는 등 성차별적 가치관은 여성의 몸에 문화를 각인
한 결과이다. 몸뿐만 아니라 죄의 개념도 젠더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서양의 신학자 Valarie Saving은 신학에서 원죄의 개념이 남성중심적으
로 젠더화되었다고 본다. 즉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열등, 소외된 삶을 살아온 여성에게는 적용
하기 어려운 신학개념으로 분석한다. 오히려 여성들에게 적절한 죄의 개
념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아를 부정하거나, 자신
을 개발하고 성숙시키는 데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강남순, 2004,
54-55).
이러한 부정적인 여성관은 불교 경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위
에서 제시한 법화경에서 용녀가 남성으로 변하여 남성의 몸으로 깨달음
의 경지에 이른다. 이때 남성의 몸, 즉 깨달음을 얻은 몸은 32가지 특징
을 지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음마장상’이다.
이는 거대한 성기가 오므라들어 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말과 같다는 뜻
으로 남성의 상징이다. 이 단어는 ‘부처님의 음마장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동국역경원, 2010a: 441), 오랜 세월동안 음욕을 행하지 아니한 과
보로 음마장의 모습을 ‘얻었다’(동국역경원, 2010b: 175)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성욕을 절제함이 좋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금욕
한 댓가로 ‘남성’의 성기를 ‘얻었다’는 것은 음경숭배(phallicism)의 노골
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초기경전인「디가니까야」에서 ‘성기’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황소나
코끼리 등처럼 황금 연꽃의 과피와 같은 덮개에 둘러싸인 음부’를 의미
하는데(전재성, 2011: 1266)91), 이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의미하는 것인
90) 마누법전의 부정적인 여성관은 불교의 초기경전인 ‘불설옥야경’에서도 나타난다. 옥
야경은 여성이 살면서 겪는 10가지 나쁜 일로 여성은 임신부터 원치 않는 생명으로
항상 부모의 속박과 근심 속에서 성장하며, 항상 시집보낼 걱정을 하고, 부모와 이별
하며, 남편을 두려워하고 독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전에서 나타나
는 여성관은 대부분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붓다의 사후 교단이 급격하
게 남성중심으로 보수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1) 전재성에 의하면 원래 인도에는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갖춘 자를 대인
상으로 부르며, 음마장상은 대인상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원어로는
kosohitavatthaguyho：kośopagata-vasti-guhya로, 세봉장밀상(勢峯藏密相)이라고도 번
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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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성의 소음순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의
‘감추어진 성기’는 남성의 몸인 ‘음마장상’으로 번역되어 계승되고, 그 결
과 음경을 갖지 않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성성불 불가론의 상징
이 되었다. 여성의 몸은 이처럼 불교에서도 열등한 몸으로 성차별적 문
화를 각인하는 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몸이 경전에서 서술되는 방식을 보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즉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이 등장하면, 젊고 아름다움의 실
체를 알게 하기 위해 붓다는 부정관을 통해 몸을 해체하고, 그 실체를
알 것을 요구한다. 부정관을 알게 하여 젊고 아름다운 몸이 변화하므로
덧없음과 이로 인한 괴로움을 깨닫게 하고, 이는 무상과 고라는 불교의
기본 교리를 깨우치기 위한 방법인 무상관(無常觀)의 일종인 것이다.
<그림 5>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 인식방법

부정관은 종종 여성의 몸과 연결되어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마간디야 바라문이 자신의 딸을 붓다에게 데려와 아내로 삼아달라는 말
에 붓다는 “대소변으로 가득찬 그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 여자들
에게 발이 닿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다.”고 하며 거부하였다(전재성,
2008: 420). 「숫타니파다」의 ‘승리의 경’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잘 드러나
는데, 아름다운 유녀에게 반한 비구가 상사병으로 괴로워하다가 그 유녀
가 죽자 상심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 했다. 이에 붓다는 그녀의 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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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게 방치하라고 부탁했고, 수행승들을 데리고 시체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다. 즉,
“여성의 몸이 순수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절액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아홉
구멍에서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는 눈꼽, 귀에는 귀
지가 나온다. 코에는 콧물이 나오고….”(전재성, 2008: 155-158).
이러한 서술은 여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성적 욕망과 탐욕을 없애기
위한 수행, 즉 수행자의 수행법의 일종인 부정관(不淨觀)을 설명한 것이
다. 성욕은 가장 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구제자들에게 감각적인 욕망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등장시킨
것이다. 하지만 가부장적 남성출가자들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더
럽고 부정한 여성의 몸담론으로 확대시켜 유포하며 여성혐오(misogynism)
를 더욱 강화하는 장치가 되었다. 그 결과 섹슈알리티담론은 불교 전통에
서 성이 철저히 도구화되고 제도화되는 근거가 되었는데, 육체/정신․자
연/개발․신/인간 등 이원론적 사고가 여성/남성의 열등/우등으로 연결되
면서 육체혐오사상은 여성혐오사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여성을 통제
하는 장치로서 제도화된 성은 불교전통에서 주류의 성담론을 형성하여
왔다.
그런데 경전에서 감각적인 욕망을 경계하기 위해 부정되는 몸은 여성
의 몸뿐만 아니라 남성의 몸도 포함된다. 비구니를 대상으로 부정관을
가리킬 때는 남성의 몸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숫타니파다」의 ‘승리의
경’에는 붓다가 비구니를 깨우치기 위해 비구의 몸을 예를 들어 설명하
며 남성의 몸을 통해 부정관을 익힐 것을 요구한다(전재성, 2008:
155-159). 젊음과 아름다움은 무상하며, 그 몸이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서 썩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스스로 몸에 대한 욕망에서 벗
어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전에서 여성의 몸이 더럽고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여성
을 유혹자, 열등자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부정관의 일종이다. 하
지만 여성의 몸만이 부정되는 것으로 부각시켜 가부장성에 오염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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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왜곡되고, 그 결과 불교는 신체결정론에 근거한 성차별적 종교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3) 독신비구의 금욕 위한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붓다가 성평등을 주장하였지만,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
양모 고타미의 요구를 세 번씩이나 거절하였다. 모든 인간의 해탈 가능
성을 주장한 붓다가 이처럼 여성의 출가를 강하게 거부한 것은 붓다가
실제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성의 출가를 간청하다 거절당하자 아난다는 붓다에게 직
접적으로 여성은 성불할 수 없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붓다는 “아난다야,
만약 여인이 여래가 설하신 법과 율에 있어 출가한다면 예류과․일래
과․불환과․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11: 25-26). 즉 붓다는 깨달음에 있어서 남녀의 능
력 차이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여성의 출가를 세 번이나 거절했을까? 붓다가 염
려하는 것은 이미 교단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출가
가 제자들의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욕이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본능으로서 출가한 독신비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며, 교단에 여성이 들어왔을 때 독신 수행승들은 성
욕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울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남녀가 함
께 교단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직 수행과정에 있는 출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민하였다.
“아난다, 나는 여자 이상으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
도 알지 못한다. 어떤 소리나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여자와 관
계된 것 이상으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다. 마찬가
지로 아난다여, 남자 이상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소리나 냄새도, 맛도, 감촉도 남자
와 관계된 것 이상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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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게 곧 여자가 느끼는 남자의 매력이며, 남자가 느끼는
여자의 매력이다. 아직 갈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남녀 제
자들을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은 마치 불과 기름을 가까이
두는 것과 같다.”(전재성, 2007: 1-10)
불교에서 계율은 일종의 수행규칙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
가 제기될 때마다 붓다가 수시로 정한 실천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교
단 내 예절, 질서 등과 관련된 공동체 규칙임과 동시에 모든 수행자들은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해방되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Bernard,
1998: 64). 불교에서 금욕이 깨달음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가신자들 가운데서도 해탈에 이른 사례들을 보면, 붓다는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으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교
는 성욕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억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 출가수행자가 있는 수행공동체에서 금
욕은 단순히 조직의 기강을 위한 규범 체계나 윤리조항이 아니라 수행을
방해하며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유키 시라마네, 2007; 조준호, 2011-10-17).
붓다는 자신의 제자들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환경을 만드는 일
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금욕이 얼마나 중요한 전제조건인가를 보여주
는 단적인 예는 출가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계율이 불사음(不邪
淫, 음행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금욕92)은 출
가자 모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며, 그것을 위반한 자는 승가로부
터 격리된다(Buswell, 2007: 101).
또한 경전에서 성욕과 관련하여 비구와 비구니의 계율이 다르게 적용
된다. 예를 들어 출가자의 계율을 보면, 비구는 4바라이93)가 있지만 비
92) Lancaster는 불교의 일부 종파에서는 오늘날까지 금욕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교 내부에서도 보편적인 수행이 아니라 불교 전통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용인해 왔음을 주장한다(Lancaster, 2007). 정성준은 전통적으로 계율과 관련하
여 불교교단은 율법주의에 의지한 다른 종교와 달리 행위의 결과에 대해 수행자의 동
기와 내면적 반성을 중요시해 왔으며, 각 시대별로 행위에 대해 결과와 동기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가는 주변의 문화와 사회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성준, 2005).
93) ‘바라이’라는 말은 ‘패배’를 뜻하고 비구나 비구니가 이 계를 어겼다는 말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번뇌에 패배했다는 말이다. 일단 이 계를 어기면 그 사람은 승가에서
쫓겨나는 무거운 죄이다.
- 120 -

구니는 8바라이가 적용된다. 비구니계에 추가된 4바라이 가운데 3가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것이다. 이 중 바라이 제1조는 비구와 공통
이며, 바라이 제5조와 제8조는 비구니에게만 적용되어 구체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행위를 제시한다. 바라이 제1조는 “상대가 동물이
라 할지라도 이성과 의도적으로 관계를 가진 비구니는 번뇌에 패배당한
자로서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다른 비구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여
남녀출가자의 직접적인 성행위를 금지했다.
반면 비구니에게만 적용되는 바라이 제5조는 “자신의 몸을 원하는 남
자와 함께 쇄골 아래와 무릎 위쪽을 가까이 하거나 비비거나 잡거나 만
지거나 누르는 일에 동의하는 욕정에 사로잡힌 비구니는 번뇌에 패배당
한 자로서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비구니에게만 적용하는 바라이 제8조
는 “욕정에 사로잡힌 비구니가, 자신을 원하는 남자가 손을 잡거나 가사
의 끝자락을 잡는 데 동의하거나, 혹은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말하거나
함께 약속하고 다니거나 남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으슥한 곳에
들어가거나 음행하기 위해 몸을 드러내 보이면 번뇌에 패배당한 것으로
서 바라이를 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Siramane, 2007: 21-41).
이처럼 계율은 남성-비구보다 여성-비구니의 섹슈얼리티를 더욱 엄격
하게 통제하는데, 이는 비구승단이 먼저 성립되어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독신비구들이 모여 교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상 유래없이 여성을 교단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을 때는 당시 많은 비
구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생종교인 불교가 여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승단 외부로부터도 비판이 고
조될 수 있기 때문에, 교단 내 여성수행자가 들어오더라도 이들을 통제
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이 더욱 필요했을 수도 있다. 붓다가 수행자들에
게 여성을 경계할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가는「쌍윳다니까야」94)에 나오
는 ‘수행자와 여인’편의 제자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여인을 대해야 합니까? - 보지 마라,
만일 눈에 띄면 어떻게 합니까? - 말하지 마라,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깨어 있으라.”(전재성, 2007: 347)
94)「장아함」유행경의 “수행자와 여인”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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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는 금욕을 출가자에게 강조한 반면 재가자에게는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왜냐면 붓다의 여성제자들 가운데는 결혼하여 자녀를 출
산한 여성신도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뛰어난 재가여성불자 제자인
비사카는 결혼하여 아들 열 명과 딸 열 명을 두었고, 케마는 빔비사라왕
과 결혼한 왕비였다.
그러므로 붓다는 “순결 이데올로기”나 출가 이전의 성적 경험 여부보
다는 출가 후의 수행을 더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결하지 못
한 행위를 삼가라, 만약 순결할 수 없다면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
다.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을 떠나라”(전재성, 2008: 244-245)라는 구
절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재가자에게는 철저한 금욕이 아니라 순결한 성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독신비구의 금욕과 출가자의 보호를 위한
붓다의 의도는 가부장제하 이중적인 성규범으로 고착되면서 계율은 여성
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성장치가 된다.

4) 타자화된 여성
가부장적 종교에서는 몸/정신의 이원론은 여/남성의 이원론과 연결되
면서, 육체혐오사상은 여성혐오사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
다. 여성의 몸은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성적 유혹자이기 때문에 임신 이
외의 성적 행위는 철저하게 배격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도구화했다.
여성은 경박하고, 변덕스럽고,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로 규정
하면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했고, 여성 또한 스스로 자발적 동의로 자
신을 ‘탈성화’ 시켜서 여성을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로 이분화했다. 좋은
여자는 남성의 지배에 속한 여성이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남성들의 ‘유
혹자’․‘일탈자’․‘마녀’로 취급하면서 여성의 성을 타자화․대상화하였다.
하지만 경전에 등장하는 여성상은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상만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여성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말리까 왕비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슬퍼하는 파사
익왕에게 붓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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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라고 해도 남자보다 더 훌륭하다, 지혜가 있고 계율을 지
키고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남편에게 충실하다. 그녀가 낳은 아들
이 영웅이 되고 지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훌륭한 여인들
이 국가를 가르쳐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전재성, 2005: 39).
라고 하셨다. 이러한 붓다의 말씀은 여성의 역할이 부인․어머니․며느
리에서 지혜의 완성자․계율 수호자이자 국가 경영자로 확대되어 국가
경영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이 소
외되고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이끌 정도로 주체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부장적 종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성상은 여성
의 ‘어머니 되기’, 즉 모성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데, “어머니는 집안에 계
신 친구요, 아내는 남편에게 최상의 벗이다”(전재성, 2007: 112)라는 경전
구절에서는 어머니 되기를 극복한 모습을 제시한다. 즉 여성이 가정이라
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돌봄노동의 희생적 존재가 아니라, 남편이나 가족
일원에게 최상의 벗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
는 것이다.
붓다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는 여성 특유의 고통에 대한 설명에
서도 알 수 있다. 즉 붓다는 남성과 달리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여섯 가지 고통으로 생리․임신․출산․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함․결
혼을 해서 멀리 집을 떠남․남성을 받들고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한
다(각묵, 2009: 490). 생리․임신․출산은 모성으로 연결되는데, 경전에서
재현되는 모성이데올로기는 모성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
급의 평등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브라흐만 계급이 가장 높다는 주장
에 대해서 붓다는 위대한 브라만이라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인 여성이 생
리를 하고, 임신을 하고, 자궁을 통해 낳고,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여
성의 몸은 부정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전재성, 2009: 1042-1055).
바라문 계급이 여성에게서 태어났듯이, 모든 여성에게 태어난 인간은 신
분 차별이 없다는 붓다의 가르침은 여성의 출산 능력을 신비화하기보다는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같이 여성 특유의 고통 가운데
생리․출산․임신 등 신체적인 요인을 제외한 고통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
한 고통이다. 즉 붓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여성이 차별을 받으며,
그 결과 남성과는 다른 여성 특유의 고통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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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서 여성이 타자화되는 방식은 출가자가 수행중이라는 상황적 맥
락에서 여성을 사악한 존재로 재현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즉 붓다가 깨
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옛날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갈애
와 혐오와 애욕의 세 ‘마녀’를 보고서도 그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10: 100- 104). 이
때 그를 유혹하는 세 마녀는 불교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인 갈애․혐오․
애욕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딸들’이라는 ‘기표’는 여성-유혹자, 깨달음
을 방해하는 자, 악마라는 ‘기의’를 가진 채 불교에서 유통되었다.
이처럼 경전 상에 나타난 타자화된 여성상은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
상으로 전승․왜곡되면서 여성혐오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가부장
적 경전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교리의 성평등에 대한 불교인의 인식

1)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한 불교인의 의식 분석
붓다의 가르침인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해서 앞서 이론적인 고찰을 하
였는데, 그렇다면 불교인들은 실제로 교리가 얼마나 성평등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지 교리의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았다. 인간의 ‘의식’이
란 인간 특유의 심리적 활동의 총체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지식․감
정․의지라는 일체의 활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불교 교리가 성평등
하다는 믿음․의지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불교 교리는 남녀평등을 가르
친다’와 ‘불교 교리는 다른 종교에 비해 남녀평등수준이 높다’는 항목을
묶어서 ‘교리의 성평등의식’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출/재가자
의 경우,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의식 정도와 각기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았다(p<0.05).95)
95) 등분산 확인 후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유형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사
후검증에서 각 유형간의 차이를 A, B, C로 기호화하였는데, 통계적으로 A가 가장 크
고, 그 다음이 B, C의 순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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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출/재가자의 ‘교리의 성평등의식’과 일반적 특성
항목
성별

출
가
자

연령
이력

구 분
전 체
비구
비구니
t값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F값
기본강원/기초선원
중앙승가대학
승가대학원/
중앙
승가대학원

M
5

3.9
3.89
4.02
3.97
3.93
3.97
3.88
4.00
3.98
3.79

F값

학력
성별

재
가
불
자

연령
학력
결혼
여부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F값
전 체
남자
여자
t값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F값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F값
미혼
혼
t값

기
전업주부
직장인
직업
학생
기타
F값
* p<0.05 ** p<0.01 *** p<0.001, Scheffe A>B>C

3.92
3.95
3.92
3.60
3.85
3.50
3.34(B)
3.57(AB)
3.59(A)
3.77(A)
3.47(B)
3.69(B)
3.91(A)
3.32
3.62
3.52(AB)
3.66(A)
3.41(B)
3.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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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1.355
0.084
0.905
0.049
6.181***
.9 1

5 5 ***

14.049***
-3.449***
2.934*

0.89
.87
.88
.88
.86
.96
.82
.92
.87
.87
.88
.90
.86
0.96
.89
.96
.87
.95
.95
1.00
1.02
.89
.81
.90
.96
.97
.95
.89
.96

출가자집단에서 유의한 변수는 없었지만 평균점수가 3.95(5점 만점)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출가자는 대체로 불교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가자는 대체로 붓다의 가르침인 불교 교리가
남녀평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한 불교의 교리는 타종교에 비해 남녀
평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각 변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비구보다는 비구니가, 30대와 50대 출가자가 다른 연령대의 출가자
보다 교리를 성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력에 있어서는 승려들이 출가자로서 처음 교육을 받는 기본강원/기
초선원 출신의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중앙승가대학이나 승가대학원 이
력자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서도 60대 이상보다 30대 이
하에서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력이 높거나 연령이 높은 것은 그만큼 출가
자로서 수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리를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구성원들이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연령이 어린 출가자보다
교리를 더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그 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만약 출가자의 수행기
간이나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교리를 상대적으로 더 성차별적이라고 인
식하게 된다면, 경전 학습이나 교리 교육과정에서 성평등하지 않음을 알
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선원이나 율원, 강원 등에서의 수행, 사
찰이나 총무원 등에서의 교육이나 포교활동이 오래될수록 그 사이 성차
별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재가자가 갖는 ‘교리의 성평등의식’은 성별, 연령, 이력, 학력 등
인구학적인 변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불교 교리가 성평등함을 가르친다고 보고, 타 종교보다 불교가
성평등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남성불자가 여성불자보
다 교리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교리의 성차별성을 인식할
정도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성차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불자는 남성불자에 비해 교리가 성차별적이
거나 타 종교보다 더 성차별적이라고 보게 하는 경험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는데, 이는 직업 변수에서 학생집단이 교리의 성평등의식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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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온 결과와 연결되었다. 학생 집단을 포함하여 연령이 낮은 젊은
세대는 타 집단보다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불교계는 젊은 세대의 포교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
가 불교 교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원인과 맥락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왜냐면 양성평등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성차별적인 종교는 결국 거부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력이라는 변수는 교리의 성평등의식과 정비례적 관계를 보이고, 대
학원 이상과 대졸 이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성평
등한 교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대졸 이하에서 교리가 성차별
적이라는 인식을 경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변수에서 직장인
과 기타 직업군에서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업주부는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찰에는 전업주부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이
나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응답이 낮
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배웠지만, 스님의 법문 혹은 경전 등에서 교리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
을 인식했음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교리를 무조건적으
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타종교와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맹목적으로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교리에 대한 성평등인식은 출가자가 재가자보다, 비구보다는 비구니가,
여성불자보다는 남성불자가 더욱 높았다. 여성불자가 남성불자보다 신행
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리의 성평등성을 덜 인정하는 원인은 무
엇일까? 여성 불자가 교리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경로는 주로 법문이나
경전연구반, 불교 서적 등이다. 이를 통해서 교리가 성평등함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남녀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
한다면, 학습 경로인 스님들의 법문이나 경전, 불교 서적들이 가부장적
성별 위계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오염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
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불자가 타 종교보다 불교의 성평등 수준을 낮
게 인식하고 또한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의 성평등의식이 오히려
높아졌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재가여성불자의 성의식의 변화는 종단 내 성평등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성평등의식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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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교리의 성평등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 장에서 ‘교리의 성평등의식’과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교리의 신행 영향’ 변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의 자세한 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와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 가설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성평등교육이 교리의 성평등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양성평등 교육 여부’를 변수로 하여, 출․재가
자 모두에게 공통 변수인 ‘연령’과 함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a) 출가자 집단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한 출가자집단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표 21>처럼 나타났다. 비구집단의 여러 가지 속성이 ‘교리에
대한 성평등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47.9%로 나타났고(F=12.784,
p<0.05), 비구니집단에서 동일한 변수들이 ‘교리의 성평등의식’을 설명하
는 정도는 53.4%로 나타났다(F=14.428, p<0.05). 두 집단 모두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집단의 ‘교리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통적으로
‘교리의 신행 영향’(비구 β=.608, 비구니 β=.653)으로서,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
다. 즉 교리가 남녀 평등한 신행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일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달리 말하면 교리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이중적인 성적 가치관 등
성차별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교리가 성차별적이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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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1> 출가자의 ‘교리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 분
종법의 성차별의식

비표준화 계수
.037

표준화 계수
베 타
.052

팔경계 성차별의식
출가자 행복지수

-.028
.141

-.044
.095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063
.036
-.158
-.057
.039

교리의 신행영향

비구
집단

성정체성 만족도

B

.629

.168

R2
F

비구니
집단

종법의 성차별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팔경계성차별의식
불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026
.610
-.015
.135
.041
-.060
.025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100
-.018

사회적 성평등의식

.154*

.285***
0.479
12.784***

.246

R2

*

.608***

F

p<0.05 ** p<0.01 *** p<0.001

.077
.047
-.124
-.023
.021

.026
.653***
-.022
.091
.056
-.076
.029
.172***

.434***
0.534
14.428***

-.033
-.009

앞서 불교인들은 교리가 매우 성평등하다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출
가자는 그런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평등한 신행활동을 위해서는 교리가 성평등하다
- 129 -

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
평등한 신행활동을 위해서는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정체성 만족도’란 응답자가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성
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비구집단에서는 성정체성 만족도가
클수록(β=.154)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구니집단은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
는데, 비구니집단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비구집단에 비해
낮거나 성정체성에 대해 비구보다 관심이 적거나 성정체성과 교리가 무
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 비구집단에서는 자신의 성별(sex)이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구니집단의 경우, 유의한 변수가 ‘사회적 성평등의식(β=.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구니집단은 사회적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구니집단이
성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여
성의 사회참여나 국가의 성평등한 여성 정책 등으로 인해 여성인권 감수
성이 높아지고 성평등이 확산되면, 비구니는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믿음
이나 의식이 증가할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인은 잡스럽고 악독해서 제석이 될 수 없고, 음란하고 방자해
서 범천이 될 수 없고, 경박하고 불순해서 마왕이 될 수 없고, 거짓말을
하고 청정한 행이 없어 제왕이 될 수 없고, 색욕에 탐착하고 솔직하지
못해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오장설’이나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다
는 ‘여성성불 불가론’, 그리고 여성을 교단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법이
오백년 감소할 것이라는 ‘불법 오백년 감소설’이 붓다의 교설로 전승된다
면, 여성은 출가자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여성정체성을 가질 수 없을 것
이다.
여성의 몸이 육체혐오사상과 여성혐오사상으로 연결되고, 여성정체성
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성정체
성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승되어지면, 교단의 젠더 위
계를 정당화하고, 가부장적 성역할을 내면화하여 수행이나 포교, 교육현
장에서도 여성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왜곡된 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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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재해석하는 것은 교리의 성평등성을 회복하고, 신행활동이 성
평등하게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임을 알 수 있다.
b) 재가자 집단
‘교리에 대한 성평등의식’에서 재가불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는 아래 <표 22>와 같다. 여성불자의 여러 가지 특성이 ‘교리의
성평등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45.7%였고(F= 58.432, p<0.05), 남성불자
의 특성들이 그 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54.2%가 된다(F=32.613,
p<0.05). 남녀불자의 ‘교리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변수
는 ‘교리의 신행 영향(여 β=.634, 남 β=.666)’이었다. 남녀불자는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여성관’은 전생에 업이 많으면 여성으로 태어난다거나 여성
이 성불하려면 남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
다. 이처럼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관은 ‘교리의 성평등의식’에 매우 낮
은 수준이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6). 이는 긍
정적인 여성관을 가진 여성불자일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
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불자는 여성불자와는 달리 ‘불자 행
복지수’나 ‘부정적인 여성관’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남성불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차별받으며 소외된 경험도 없
고, 젠더적 관점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
자로서의 행복 여부나 부정적인 여성관이 교리 이해에 영향을 주지 못했
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즉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에서 출․재가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리의 신행 영향’이었다. 신행은 수행은 물론 포교․봉
사․교육 등 궁극적인 깨달음을 지향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교리가 그러한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교리도 성평등
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성평등한 교리는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신자로서의 행복감을 증가시킴은 물론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구성하는
- 131 -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리의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성평등이론의 개발
이나 재해석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22> 재가불자의 ‘교리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
불자
집단

구 분
종법의 성차별의식

비표준화 계수

팔경계 성차별의식

.001

B

.073

교리의 신행영향

.595

불자 행복지수

.159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041
.027
-.065
.053
-.102
-.033

종법의 성차별의식

-.031

팔경계 성차별의식
불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022
.060
.015
-.015
-.060
-.037
.018

R2
F

교리의 신행영향

남성
불자
집단

.634***

.001

.104***

.631***
0.457
58.432***

.672

연령_30대 이하

-.202

상수

*

표준화 계수
베 타
.068

R2
F

p<0.05 ** p<0.01 *** p<0.001

-.042
.028
-.066*
.033
-.028
-.010
-.036

.666***

.027
.054
.014
-.018
-.059
-.026
.006

1.210***
0.542
32.613***

-.093*

‘성정체성 만족도’는 남성불자의 교리상 성평등 인식에는 영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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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특히 여성불자의 경우는 불자로서 행복할수록, 긍정적인 여성관을
가질수록 매우 미약하나마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 이는 여성신도가 다수인 현실에서 여성포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종단에서 성차별이나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관을 유포하면 여성불자
들은 불자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고, 긍정적인 여성관을 가질 수 없
다. 그 결과 불교에 대해 냉담해지거나, 방관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붓다는 “성장하는 고귀한 우바이들(여성불자)”이라고 부
르며, 여성을 독립된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쌍윳따니까야」4권
의 ‘성장의 경’에서도 알 수 있다(전재성, 2007: 784). 2,600여 년 전 붓다
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았으며, 왕족이나 귀족
여성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병든 여인․범죄자․성
매매 여성 등이 차별없이 비구니승가에 들어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
다. 이들은 교단에 들어오는 그 자체로 사회적 모순으로부터 해방되었으
며(김재영, 2012: 344),96) 붓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강인하고 당당한
불교여성으로 거듭났음을 경전에서 보여주고 있다.
붓다는 교리를 가르칠 때 대중의 이해와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전에 기록된 붓다의 가르침을 해설할 때는 그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붓다의 성평등한 실천행위에
도 불구하고 여성혐오증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계율을 통해 전승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정적인 여성관은 인간평등과 해방을 주
창한 붓다의 가치관이나 실천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지만,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성 차별․무시․배제․억압
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전의 반여성적 내용 때문에 여성신학에서 성서를 재해석하는
것처럼, 교리에서 열등한 여성관, 여성의 타자화, 더럽고 부정한 여성의
몸담론을 확대, 유포하며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왜곡된 교리는 재해석되
어야 한다. 경전적 진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진리이기 때
문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경전을 재해석해야 한다. 이때 붓다의 가르침
96) 앙굿다라니까야 제3권 ‘비구니품’에는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은 51명의 비구니이
름이 나오며, 청신녀품에는 30명의 뛰어난 재가여성신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전해온다.
장로니계는 92명의 장로비구니들의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게송도 있다(광우, 200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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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하는지 의심과 비판의 관점으로 검증하고, 성차별적이고 가부장
적인 경전과 관행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님을 드러내고, 불교사를 통해
뛰어난 불교여성을 발굴하는 왜곡된 교리를 재해석해야 한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성평등한 불교교리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종법이 유지,
전승되는 원인으로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여성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교여성은 성평등 담론의 생산자․유포자․실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
지만, 불교 내 여성혐오 담론은 성별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성
을 철저하게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소외시켰다.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
성불론은 붓다 사후 남성의 몸만이 성불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여성관을
유포하며 대표적인 성차별 담론을 생산하였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의 일종인 부정관은 인간의 몸에 대한 해체
론적 접근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으나, 더럽고 열등한
여성의 몸으로 재현되었다. 또한 독신비구의 금욕을 위해 여성은 위험한,
음탕한, 유혹하는 섹슈얼리티로 변화했고, 출생이 아니라 행위로 고귀함
을 판단하던 붓다의 교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정당화되었
다.
실태조사에서 불교인들은 교리가 남녀평등을 가르치며, 불교는 타 종
교와 비교할 때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5점 척도에서 평
균 3.95). 출․재가자의 집단간 비교에서는 출가자가, 출가자 내에서는
비구니가, 재가자 내에서는 여성불자보다 남성불자가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었다. 비구니집단은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것에 대해
다수가 인정했지만, 여성불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신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불자가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스님들의 법문이나 경전․불교 서적
등이 성차별적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나 우려된다. 하지만 여성불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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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불자
의 성평등의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각 집단별로 교리에 대한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네 집단에서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는
‘교리의 신행 영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리와 신행이 깊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교리의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구집단만의 유의미한 변
수는 ‘성정체성 만족도’였는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비구니집단은 사
회적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했다. 즉 비구니집단은 성의식과 관련하여 사
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따라서 교리에 대한 성평등의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추정케 한다. 여성불자는 불자로서 행복을 느낄수록, 긍정적인 여
성관을 가질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
로 불교신자의 다수인 여성불자가 불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조건과 환
경을 만들고, 여성 업설이나 여성성불 불가론 등 부정적인 여성관으로
왜곡된 교리를 바로잡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불교인들은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장에서는 불교성차별의 네 요
소 가운데 계율, 특히 비구니 차별적인 면에서 대표적인 계율로 알려진
팔경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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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종법과 계율의 상관성: 팔경계를 중심으로
불교에서 계율(戒律)은 계와 율이 합쳐진 용어로, 계(戒)란 좋은 습관
이나 도덕적 행위를 뜻한다. 즉 몸에 좋은 습관이나 자발적으로 선한 행
위를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행위이다. 율
(律)이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한 승가공
동체의 규칙으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이 따른다. 즉 계(戒)란 좋은
행위를 익히는 자발성에 기초하지만 율은 타율적으로 규율한다. 계율은
교단공동체라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붓다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는 물론, 출․
재가자가 상호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교단이 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규범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붓다는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금지 규칙
을 정했고,97) 오늘날 이는 ‘율장’이라는 문헌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붓
다는 한번 만들어진 계율이라고 할지라도 출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
를 고치기도 하면서 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신발을 신지 않았지만, 발이 약한 승려가 신발 신기를 요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자 비단신을 신는 승려가 나타났고, 이에
붓다는 추가로 비단신을 금지시켰는데, 추운 지방의 승려가 와서 신발을
2겹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붓다는 이를 받아들여서 추
운 변방에서는 2겹의 신발을 신도록 허락하였다.98)
계율 가운데 비구니승가에게만 적용되는 팔경계는 붓다에 의해 제정되
었다고 하지만, 그 진위 여부나 원전 비판 등 현재까지도 논쟁중이다. 본
연구에서 팔경계에 대한 경전적 해석이나 근원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출․재가자가 팔경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출/재가자의 팔경
계에 관한 관점이나 입장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계율이 비구중심
97)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계율이 제정된 것을 불교적 용어로는 수범수제(隨犯隨
制)라고 한다.
98) “율(律)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지, 목적 아냐”, 사회변화와 불교윤리의 재고: 편리
를 위해서 만든 제도에 규제되는 인간”, 자현스님, 불교신문,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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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승되면서 젠더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계율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청규
(淸規)의 제정을 통해 살펴보고, 청규보다 더 현대 불교인의 요구를 반영
해야 하는 종법은 과연 계율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팔경계가 오늘날 어
떠한 방식으로 종법의 성차별성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팔경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경합하고 있는 오늘날, 팔경계가 출가자
의 의식이나 종단의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교인들은 팔경계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팔경계가 현재 불교인의 성평등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1. 종법과 젠더화된 계율과의 관계

1) 팔경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
조계종단 교육원은 “팔경법을 받아들인다면 출가를 인정한다는 붓다의
말을 전해들은 마하파자파티는 평생 팔경법을 지킨다는 약속을 하고 비
구니가 되었다.”라고 기술하면서 팔경계는 비구니교단을 성립하는 전제
조건이었음을 강조한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Ibid: 27). 이
는 팔경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붓다가 제시한 계율을 위반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교단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비구니 팔경법의 성차별성에 대한 국내 최초의 문제 제기는「한국여성
학」창간호에서 이영자(1985)의 “불교의 여성관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이다. 팔경계가 비구니에 해당하는 계율임에도 불구하고
재가여성불자에 의해, 그것도 여성학 학회지에서 최초로 실렸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즉 이전까지는 비구니승가는 팔경계에 대해 잘 몰랐거
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거나, 발화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검열이 작
동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팔경계는 1994년 혁명종단에 의해 각종 의례
나 법․제도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종단 지도부에 의해 이부
- 137 -

승 수계제도로 정착하면서99) 강화되었는데, 오늘날은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비구니승가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
다.
팔경계에 대한 출․재가자의 최근의 연구와 주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비구니 해주는 종단 내 비구니 참종권이 제한되고 있는
원인으로 팔경계를 들고 있다. 팔경계가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하고 계를
받고, 법에 대해 지도를 받는 등 비구를 따르지만 결코 비난해서는 안된
다는 일종의 비구에 대한 “복종서약”이라고 주장한다(전해주, 1997;
1999). 이는 교단을 평등공동체로 구성한 붓다의 교설이 될 수 없다며,
대승불교, 특히 화엄사상에서 보여주는 평등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또한 오늘날 전해오는 팔경계 속의 용어나 형식 등에서 붓다 재세시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며, 붓다의 사후 교단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부
파불교시대 장로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비구니 해주는 팔경계가 애초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조계종단에서 여
성출가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구니승가가
반드시 팔경계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태국의 비구니
챠슈만100)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팔경계가 붓다 재세시 출가 여성
들 대부분이 붓다의 친족인 왕족 출신을 가르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부승 수계는 비구니승단보다 앞서 설립된 비구승단에게 자문을 구하라
는 의도이므로 오늘날은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성
정, 2007: 28-40).
팔경계가 정치적 의도로 제정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마하파자파티가
붓다에게 출가를 요청한 후 승인을 받기까지 약 5년 정도가 소요된 이유
는 여성의 출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외부에 보임으로써 여성출가를 반
대하는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Tongprasert, 2001
:126). 비구니 해주는 팔경계의 대안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청규나
종법을 성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제시하며, 특히 비구니승가가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구니교육을 강조한다.
비구니 본각은 팔경계는 인도의 성차별적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
99) 1994년 당시만 해도 비구니승가에서 출가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비구니수계를 하
지 않는 경우도 많아 팔경계가 비구니승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비구니 해주는 자신의 스승과 함께 비구니계를 받았다고 한다.
100) 태국은 비구니계단이 없지만, 비구니 차슈만은 중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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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약 팔경계가 붓다가 제정한 것이라면 남성중심의 인도사회에서 강
한 저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비구니의 팔경법 수계는 대애도 고타미비구니 1인에게 한정한다는 근거
를「십송율」에서 찾았다고 주장한다(대정장 23, 290-291, 재인용 본각,
2010: 350-354). 비구니 수계방식이 특별한 방식으로 행해진 사례를 비구
니 반가시를 예를 드는데, 당시 미모가 뛰어난 반가시가 수계를 받기 위
해 비구승이 머무는 사찰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악인들이 그녀를 납치
하기 위해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반가시는 다른 사람
을 보내 수계를 대신 받아왔는데, 이는 반가시 한사람에게만 적용되었고
그 후로는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비구니 본각은 팔경계가 반가시의 사례
처럼 고타미에게만 적용하고 폐지된 계법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팔경
계가 오늘날 율장에서 전해오므로 팔경계를 무시할 수 없다면, 평등사상
을 주장하신 부처님 마음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여성들이 스스로 사
장(死藏)해 버릴 것을 주장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계율에 얽매이지 말라
는 것이다.101) 이는 성차별적인 계율에 대해 비구니승가가 주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만약 비구승가가 팔경계를 유지․전승하고자
한다면 종단 내 젠더 위계 속에서 비구니 스스로 이를 사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비구니 상덕은 팔경법이 승가 내부에서 출가자 간의 공경법의 하나로
본다. 붓다의 법을 공경하기 위한 예법임에도 불구하고 출가자들이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비구니들이 성차별적인 현실에 올바르게 대처하
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스로가 율장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을 것을 강조
한다.102) 이는 비구니가 팔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비구니의 관점
에서 재해석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비구에 의해 종법이 만들어지고
종단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비구니승가에 팔경계에 의한 성차별의 책임
을 전가할 우려도 있다.
비구니 광우도 팔경계가 후대에 부가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본다. 동국
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비구니교수가 있고, 비구학생이 비구니교
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비구니는 비구를 가
르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경
101) “본각스님, 세상을 자애로 감싸 안는 일’ 여성만이 할 수 있다”, 현대불교, 2011.
06.20.
102) “상덕스님, 단지 내 역할이라 생각하고 행하니 이루어졌다”, 현대불교,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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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폐기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비구니 광우, 2008: 222-223). 조승미
(2011)는 팔경계로 인해 비구니가 비구를 비판하지 못하면서 비구니승가
가 종단 운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비구니가
자기 검열로 종단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과
적으로 종단 내 비구니승가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여성은 팔경계가 가부장적 비구승에 의해 첨가
혹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의 재해석을 요구한다.
일부 비구승가는 성차별적 종단 운영의 원인을 ‘팔경계’로 주장하거나,
비구니승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폐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비
구 틱낫한은 대만 비구니와 불교신자들이 2001년 달라이라마 성하가 대
만을 방문하기 전에 비구니 팔경계에 대해 폐지선언을 한 사례를 예를
들며, 팔경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다고 한다고 주장한다.103) 한국의
비구승가 가운데는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구 청화
(2011)는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개차법(開遮法), 즉 계를 지킨다는 것은
계의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계의 자구(字句)를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계율의 자구에 얽매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비구들이 팔경계를 존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음, 지혜가 없는 탓
이라고 본다(강보향, 2011: 24- 25).
비구 법안(2011)은 팔경계가 인도의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여성 출가
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2.500년이 지난 오늘날 팔경계는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옥복연, 2011: 20-21). 붓다는
시대를 앞서간 혁명적인 성평등주의자인데, 만약 팔경계가 문제가 된다
면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구 도법(2004)
은 만약 팔경계가 붓다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음에 방해가 될 때
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깨
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만약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도법스님, 2004; 박노자,
2011).104) 비구 법인(2004)도 비구 도법과 유사한데, 그는 붓다께서 제시
103) “다시 불붙은 비구니 팔경법 여성 차별 논란”, 현대불교, 2011.11.12.
104) 청화스님은 조계종 제5대 교육원장을 역임하였고, 법안스님은 현 중앙종회 종헌종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법인스님은 총무원 교육국장을 역임하였
고, 도법스님은 현재 종단 화쟁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분들은 현재 종단 내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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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이 진정한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평등
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승가공동체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
고 본다. 계율이 이러한 불법의 정신에 합당한지,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
의 수행과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 현재와 미래에도 법의 정신을 실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팔경계는 이를 제시하
지 못하기 때문에 팔경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법인스
님, 2004).
이처럼 일부 진보적인 비구스님들은 팔경계가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었
다거나, 오늘날의 교단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다. 계율정신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구에만 매달리거나 근본주의적으로 계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팔경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거나’ ‘재해석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팔경계가 붓다가 제정한 계율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
장도 있다. 비구 마성(2006)은 여성출가 허용에 대한 교단 내외의 비난
을 피하고 비구니승단을 설립할 때 붓다가 직접 제정한 방편적인 계율이
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마성스님, 2006: 15). 또한 율
원장인 비구 도일은 승가의 계율은 출세간적 문제이므로 세간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며, 팔경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비구니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승단에서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도
일스님, 2011: 1-2). 그는 팔경계의 주요 조항인 비구에 대한 예경도 여
성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비구승단과 비구니승단이 자리에 앉는 차례
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출가자간 남녀차별을 강조하기보다는 깨
달음을 위한 수행에 전념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차별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을 주장했다. 그는 세속적인 잣대로 계율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조계종 단일계단위원 및 교수사인 비구 지운(2011)은 붓다가 마하파자
파티에게 세 번이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또한 비구니승가의 성립시
팔경계를 제시한 이유를 여인에게 84가지 번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대애도비구니경」에 의하면 여성의 본질이 부정적이고 열등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의 이러한 본성 때문에 붓다는 팔경계를 제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105)
105) “21세기 페미니즘 시대에 여성 신행”, 2011.12.3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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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팔경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특히 팔경계의 폐
지를 주장하는 출가자를 비교해보면 비구가 비구니보다 더 적극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팔경계로 인해 직접적
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비구니가 비구보다 팔경계 폐지 주장에 소극적
인 것은 비구니가 팔경계에 의해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
다. 그 예로, 2004년 모비구니 스님은 팔경계의 폐지와 관련된 논문을 발
표한 이후, 종단 교육원에서 이 비구니 스님의 승가대학(강원) 중강(부교
수) 자격이 보류된 사건이 있었다.106) 2001년 발표한 이 스님의 논문에
서 팔경법의 성차별성과 함께 이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이러
한 연구 전력이 승가대학의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종단이 얼마나 젠더 위계적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팔경계
를 통해 언제든지 비구니를 규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
다. 종단의 비구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결과적으로 비구니를 훈육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왜냐면 그 후 비구니승가에서 팔경계의 적극적인
폐지 주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비구중심으로 전승된 계율
출가자나 재가자를 불문하고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계율은 반드시 지켜
야 한다. 계율은 붓다가 제정한 것이므로 청규나 종법 등 교단 내에서
그 어떤 규범보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계율을 어길 경우
에는 종단에서 파문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율의 제정이나 전승의 주체
는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계율을 이
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붓다 재세시 교리나 계율은 암송에 의한 구전107)의 형식으로 전해져
소기념 세미나. 이미령은「대애도비구니경」이 팔리본이나 산스크리트어본이 있는지조
차 불분명하고, 심지어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조차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인데,
이를 근거로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84자태로 여성은 깨닫
기 어렵다? 그럼 84자태가 남성에게는 없는가?”, 미디어붓다, 2011.12.7).
106) “논문’과 중강자격”, 현대불교, 2003.9.19.
107) 초기경전에서 dhara는 ‘갖고 있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의 의미를 가지는데,
Vinayadhara는 교단의 수칙을 분업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맡아서 암송하여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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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하지만 붓다 사후부터는 그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교단 내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불설(佛說)을 승인하는 ‘결집(結集)’과
정을 거친 후 계율로 확정되었다. 제1차 결집은 붓다의 입멸 직후 그의
가르침을 기록하기 위해 ‘500명의 비구’가 참가하여 법을 결집하였다. 제
2차 결집은 일부 비구승 가운데 금은을 보시를 받는 것이 계율에 어긋나
는가 하는 문제로부터108) 논쟁이 시작되어 ‘7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진행
되었다. 3차 결집은 기원전 3세기 불교신자인 아쇼카왕이 교단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하자, 자격이 없는 외도들에 의해 교단이 타락하면서 이
를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교단 내부 정화작업으로 결집이 이루어졌다.
결집 과정은 당시의 고승인 ‘목갈리뿌따띠사와 100명의 비구’와 왕이 참
관하는 가운데 교리문답을 통해 제정되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
연구소, Ibid: 37).
그 후 12세기경 제4차 결집은 2세기경 카니슈카왕의 주선으로 ‘500여
명의 비구들’이 모여 정리하였고, ‘제5차 결집’은 19세기 중반 영국 식민
지하의 버마(Burma)에서 불법 소멸을 막기 위해 경전을 돌에 새기는 석
경(石經)을 만들었다. ‘제6차 결집’은 1954년 5월 미얀마에서 ‘인도․스리
랑카․네팔 등 아시아 불교국가 등에서 온 승려들’이 상좌부 팔리어 경
전 전체 원문을 검토하고 암송하였다(조준호, 2010; 평천장, 2011: 12-13;
권오민, 2009). 이러한 계율의 결집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은 계율 제정이 철저하게 비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6차에 걸친
결집 과정에 비구승만이 경전 암송자․계승자․기록자․승인자로 역할을
해왔으며, 결집에 참여한 수 백 여명의 출가자 가운데 비구니가 참여했
다거나 이들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기록은 없다. 즉 결집은 비구승가만의
결집이지 이부승가의 결집이 아니었고, 비구니와 관련된 계율은 철저하
게 비구에 의해 기록되고 전승된 것이다.
붓다는 비구니승단을 설립하여 이부승가의 체계를 분명히 하였고, 뛰
어난 비구니제자들을 직접 거명하시며 칭찬하셨다. 예를 들면, 지혜 제일
케마, 초능력제일 웃빨라완나, 정진제일 소나, 투시력제일 사꿀라, 통달
는 사람을, Dhammadhara는 붓다의 철학적 실천적 가르침을 마찬가지로 암송하여 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즉 경전(sutta)은 주로 붓다 교설의 전문가에 의해 분업적으로
암송되었다.
108) 비구 개인의 소유물이 무엇인지, 소유물의 허용 과정 등과 관련된 계율의 해석은
백도수(2003),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연구: 팔리율장을 중심으로, 불교학
연구 6, 241-243; 213-247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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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밧다꾼달라께사, 신통력제일 밧다깟짜나, 실천제일 시갈라마따 등에
관한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전재성, 2007; 현담, 2008). 각 분야에서 깨달
음을 인정받은 비구니들은 ‘위대한 비구니’로 불리며, “의기양양한 이야
기”(triumphant songs: Faure, 2003: 57)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붓다는
비구니 담마딘나의 뛰어난 학식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한 여성신도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들으며 “나도 그와 똑같이 답했을 것”이라며 비구니
제자의 인식 수준이 붓다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음을 칭송하고 있다
(Bhikkhu Beligalle, 2013: 132).
이처럼 뛰어난 비구니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결집부터
비구승만이 참석하여 비구승에 의해 전승되었다. 기독교 여성신학에서는
성서는 남성 상징과 제도, 그리고 남성에 의한 기록으로 인해 가부장성
에 오염되었다고 규정하며 성서는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uether, 1980: 702). 이는 불교 경전도 유사한데, 왜냐면 경전의 기록과
전승은 전적으로 비구승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
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의심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율
의 문구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계율정신을 살펴 계율의 목적에 어긋남
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젠더화된 계율로의 왜곡
붓다 사후 100여 년 무렵부터 비구니승가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다가 6
세기 이후부터 비구니는 역사에서 사라진 존재가 된다(평천창, 2003: 94;
마성, 2008: 414; 2007: 56-58). 비구니승가의 성립은 비구승가에 비해 약
20년 늦었으며, 초기에는 소수였기 때문에 앞서 출가한 비구승가의 지도
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구니와 관련된 계율은 매우 엄격하게 적
용된다. 예를 들면, 출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비구니에게는 수행과 아
무런 상관이 없는 성기의 기형이나 생리의 이상 등을 적용하기도 하는
데,109) 이는 계율이 젠더화되어 전승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할
109) 예를 들면, 여근이 없거나 불완전한 자, 생리가 없거나 멈추지 않는 자, 음부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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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처럼 계율이 가부장적으로 왜곡된 이유는 성차별적 비구승가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거나 계율을 전승하는 역할을 맡은 비구승가의 가부
장성으로 인해 왜곡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초기경전의 번역가인
전재성(2012)은 문자로 기록되어 전파되는 과정에서 붓다의 말씀이 잘못
전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전재성, 2012: 4). 인도의 말은 악센트나
억양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게 되면
악센트나 억양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 와전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리하여 동일한 경전 내에서도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여성에 대
해 상반된 기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초기경전인 니까야 가
운데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앙굿따라니까야」1권의 ‘여자의 경’에서 붓
다는,
“수행승들이여, 여자가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수
행승들이여, 남자가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된
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고 가능한 일이다.”(전재성, 2007: 28)
라며 여성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남성만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설법한다. 이는 평등과 해방을 주장한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
침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하지만「앙굿따라니까야」의 ‘고따미의 경’에 의
하면 고따미의 출가를 재차 간청하는 아난을 향해 붓다는,
“아난다야, 만약 여인이 여래가 설하신 법과 율에 있어 출가한다
면 예류과․일래과․불환과․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대한불
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11: 25-26; 전재성, 2007: 213)
라고 여성이 깨달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깨달음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
별이 없음을 붓다가 분명히 제시한 것인데, 이는 동일한 경전임에도 불
구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여성의 성불 가능성에
출해 있는 자, 성기와 직장 부분이 들러붙어 있는 자, 남근과 여근을 동시에 가진 자
등 비구승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매도할 때도 이용된다고 한다(마성, 2008: 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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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두 가지의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이는 가부장성에 오염된 젠더화
된 계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전에 있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경전의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붓다는 비구스승과 비구니제자 사이의 위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데,「앙굿따라니까야」8권 ‘수행녀의 교계사110)에 대한 경’에 의하면 비
구니를 가르치는 비구는 여덟 가지의 엄격한 자격을 갖춘 비구승만이 비
구니의 교계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구니의 스승이란 모
든 출가자로부터 존중받는 자로, 제자들을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
고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전재성, 2007: 242). 이는 스승과
제자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아니며, 만약 계율과 수행이 뛰
어난 비구라 할지라도 비구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승으로서 권위를 가지기 위해
서는 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의 깨달음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붓다는 비구스승이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스승
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명심할 것을「앙굿따라니까야」의 ‘고따미에 대
한 훈계의 간략한 경’에서 비구니 고따미에게 가르친다(전재성, 2007:
243-244). 이처럼 붓다는 비구와 비구니의 사제 관계에서도 상호인정과
존중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 비구니가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만약 뛰어난 비구라고 할지라도 깨달음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면 스승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구니는 비구스승을 거
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
만을 강조하면서 비구와 비구니 간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그
결과 팔경계는 젠더 위계적인 성권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계율이 된다.

4) 성차별적 계율과 성평등한 청규(淸規)111)
110) 교계(敎誡)란 일반적으로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이어지는 교법의 계통을 말하는데,
교계사는 스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11) 계율의 현대적 해석인 청규에 대해 도움 말씀을 주신 해주스님께 감사드린다.
- 146 -

계율은 승가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자 생활규범인
데, 그렇다면 이 계율이 모든 불교국가의 수행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앞서 계율은 붓다에 의해 제정된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는 원칙이 성립되었음을 보았는데, 부득이하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교율법학자들이 모이는 결집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불교가 전파된 국가마다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통일된 계
율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
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규(淸規)’를 제정하여 생활에 적용하였
다. 예를 들면, 더운 날씨의 인도에서는 가사 하나만 걸치고 야외에서 수
행하며, 음식을 모아두지 않고 매일 아침 그날 먹을 음식을 시주받아 생
활한다. 하지만 중국의 선원은 한겨울에는 두꺼운 승복을 입어야 하고,
야외 수행생활이 아니라 사원이라는 건물에서 함께 모여 정주생활을 하
며, 식량 등 재가자의 보시물을 모아놓고 사용한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불교가 전파된 국가의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선원에서는
계율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행자들의 생
활규범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청규(淸規)’라고 한
다.
그렇다면 계율과 ‘청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청규’는 초기불교의
계율과는 상반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초기불교에서는
출가자에게 노동을 금지하고 의식주를 시주에 의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밭을 일구거나 초목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연을 훼손하거나 살생
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만약 어떤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거
나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도록 하는 것은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다…. 만
일 낫과 칼로 찌르거나 내지 손톱으로 땅을 긁어서 상하게 하면 모두 바
일제를 범하는 것이다”(사분률, 11권, 대정장 22: 641; 재인용 대한불교조
계종 불학연구소, 2011: 195)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최초의 청
규인 ‘백장청규’에서는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不食)”이라
며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노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좌선만이 수행이 아니
라 노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생활
규범을 제정하였다(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Ibid: 192-196).
초기불교가 중국에 전파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산활동이 금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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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권력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교가 부패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청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불교는
결사를 통해 교단을 보호하고 계율을 정비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
로는 선원이 독립된 수행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장청규’를 제정
하였다. 청규가 이처럼 계율과 상반된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 출가자들이
이를 따르는 이유는 붓다가 계율을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계율 정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에서 청규는 고려시대 지눌이 선원의 생활예법 등 선원생활에
필요한 일상규범과 행동을 제시한 것이 최초였지만, 근․현대불교사에서
도 청규가 ‘규칙’․‘규례’․‘규약’ 등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Ibid: 229).112) 한국의 대표적인 청
규로는 일제하 대처승의 왜색불교에 저항하며 “부처님 법대로” 수행할
것을 주장한 봉암사 결사113)의 ‘공주규약’이 있다. ‘공주규약’은 전통불교
의 회복은 물론 자급자족․수행자로서의 청빈․선방질서와 수행자세 정
비 등 구체적이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봉암사결사는 비구니 5명(묘엄,
묘찬, 지원, 재영, 묘명)이 동참했는데, 청담․성철․자운스님 등 당대의
비구지도자들이 비구니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섯 명의 젊은 비구니를
뽑아 결사에 합류시켰기 때문이다.114) 이들은 비구와 거처만 달랐을 뿐,
경전 공부와 오후 불식․울력․노동 등 모든 생활이 비구와 동일했다.
비구스승들은 비구니에게 밥을 짓거나 빨래나 바느질 등 가사노동을
시킨 적이 없었고, 비구니를 비구와 똑같이 결사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하면서 남녀의 경계를 벗어나 평등을 실천했다(김광식, 2006: 36-73;
정인영, 2012: 196-199). 이는 해탈학적 관점에서의 인간평등을 강조하는
112) 한국불교의 근․현대 청규를 1947년 봉암사결사를 중심으로 그 전후의 특징을 보
면, 그 이전에는 주로 선방 소임자 선출, 대중화합, 수행자 자격조건 등을 중시했다.
반면 봉암사결사에서는 식민불교 극복과 자급자족․가사착용․선방 내 법문 등 청규
의 내용이 선원의 규칙과 함께 사회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받아 보다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3) 봉암사 결사는 청정성과 그 엄격함으로 인해 많은 출가자와 재가불자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참가자들은 이후 조계종단의 지도자들로 성장하여 종단 발전에 큰 영향을 미
친다. 공주규약과 관련되어서 김광식의 한국현대불교사연구(2006), p.36-73을 참고하
기 바란다.
114) 당시 비구니의 지위는 대중들을 위한 공식적인 의례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했는데, 왜냐면 불교신자들은 불공을 드리거나 시주할 때는 비구사찰을 찾았기
때문이다(정인영, Ibid: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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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선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비구 스승과 비
구니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불교의 청규는 이처럼 신분이나 지위, 성별에 대한 차별대우 없이
선원의 직책을 번갈아 맡고, 생활에 필요한 일들은 함께 동참하면서 붓
다의 평등주의적 공동체 정신을 구현했다. 이처럼 청규는 붓다의 계율
제정의 근본 뜻을 계율의 시대적․대승적 재해석을 전제로 적용한 것이
다(전해주, 1999: 338). 계율을 수정하지 않고 계율의 정신은 유지한 채
계율에 대한 창조적인 변용을 통해 “계율의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를 세
운 것임”(김호귀, 2011: 180-187)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규와 종단의 종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청규는 율장의
정신을 중심으로 출가자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법은 종단 내
출가자는 물론 재가신자를 대상으로 신행생활을 지원하는 교육․포교․
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청규나 종법은 율장의 정신에 합당해
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화될 수 있어야 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적인 깨달음은 물론 대사회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종법은 사부대중을 위한 현대적 유형의 행정조직인 종단의 조직
운영 체계와 조직규범을 담고 있고, 청규는 재가자가 존중할 만한 출가
자의 가치관이나 태도, 그리고 실천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2010년 조계종단은 종단 차원에서 통일된 ‘선원청규’를
편찬하여 보급하였는데,115) 이 청규의 편찬위원회는 종헌․종법의 연장
선상에서 선수행에 관한 의례와 규범 등을 발굴하여,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청규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
학연구소, Ibid: 222-231). 즉 청규가 종헌․종법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종단 내 출가자의 조직인 강원․율원․선원 등에서 청규를 만들
어 사회적 변화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출․재
가자의 생활공간이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출가자도 사회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 청규는 일반사회의 가치관도 고려해
서 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이자랑, 2012: 60). 이처럼 팔경계가 계율
115) 선원청규의 수칙은 다양한데, 수행생활과 관련된 내용에는 금융기관 개인계좌 개설
금지, 펀드 및 주식 금지, 차량과 전자용품에 대한 기준과 한도, 기타 생명윤리와 장
기기증, 재가인의 교화를 위한 상담, 복지 등의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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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서 바꿀 수 없다면 출가자 내 생활 규범과 연관되는 청규를 제정하
여 교단을 성평등하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5) 종법의 성차별성을 합리화하는 계율
계율은 불교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므로 종단의 조직규범인
종법에 우선한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종법은 계율에 근거하
여 개정되었을까? 조계종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와 율장을 비교 분석한
차차석(2012)은 계율이 현재의 종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율에서 중벌에 해당하는 것이 종법에서는 가볍게 처리된다거나, 계율
에서는 가벼운 벌을 받지만 종법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도 하고,
또한 율장에서는 처벌하는 행위가 종법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종법
에서는 승단에서 쫓겨나는 중죄이지만, 율장에 의하면 세 번의 경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법에
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내지 제적’으로 처벌하지만, 율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사설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 종단에 등록시킨 자’는
종법에서 ‘공권정지 5년 이상 내지는 제적’이지만, 계율에서는 이에 해당
되는 조항이 없다. ‘자격없이 도제(제자)를 두는 자’는 종법에서는 법계를
낮추게 되어 있지만, 계율에서는 승단에서 쫓겨나는 중죄이다.
계율에는 출가자의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서도 금하는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금
지하거나(촉여신계), 성(性)에 관한 말을 여성에게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추악어계), 여인과 단 둘이 앉아 있는 것을 금지하는(병처여인좌계) 등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구니가 비구와 단 둘이 있는 것도 바일제죄
에 해당되는데(차차석, 2012: 31-48), 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다
거나 음란한 잡담을 한다거나 여성과 단 둘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성욕
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독신 출가자의 금욕을 위해 제시된 이러한 계율을 현대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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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출가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포교나 신행
상담 현장에서 비구가 여성내담자와 상담실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비구
학생이 비구니교수로부터 개별 지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율장에서 금하는 사항을 그대로 지키기에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이질적이므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2012년 9월 제191회 중앙종회에서 종헌 제23장 ‘포상 및 징계’116)
에서 승려의 징계에 ‘벌금’과 ‘변상’을 신설하고자 했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2012: 16). 이 조항을 담은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에서는 통
과되었지만 원로회의에서 부결되어 개정되지는 못했는데, 출가자는 사유
재산을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가자 개인에 대해 ‘벌금’과 ‘변상’
이라는 재산상의 처벌조항을 종헌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개인물품
을 소지할 수 없다는 율장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무소유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앙종회의원
에 의해 법안으로 종회에 상정된 이유는 율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변
화하는 시대에 맞춰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출가자 스스로 만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종법은 붓다의 계율 제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율을 재해석하고 있다. 계율은 종법을 개정할 때 지침서 역할을 하며,
종법의 상위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계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거나,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하고 맹종하는 것이 아님을 종법에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종단에서 계율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종법에 반영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권한인데, 중앙종회의원은 전체
81명 가운데 71명이 비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계율을 종법으로 재해석
하고 이를 반영하여 종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비구인 것이다.
비구니승가에만 적용되는 팔경계가 재해석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가
계율을 재해석하는 주체가 비구이며, 계율의 재해석에서도 젠더 위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 비구니승가가 독립적인 승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계율과 법규범을 정
함에 있어서도 비구니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116) 현행 종법에 의한 승려의 징계는 멸빈(다시는 승단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함)․제적
(승단에서 쫒겨남)․법계 강급․공권 정지․면직․변상․문서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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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팔경계의 성차별적 성격에 대한 분석

1) 비구니의 계율 위반 공포와 복종의 내면화
붓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스승이며 안내자임을 “내가 수행
승의 승단을 이끌어간다 라거나 승단이 나에게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아
니다.”(전재성, 2011: 733)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출가자가 집과 가족
을 떠나 홀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장애물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불교
가 등장한 인도사회는 신분과 성을 엄격하게 통제한 가부장제 사회로,
여성이 성직자로서 남성과 동등한 수행방법으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인
해탈을 추구하는 것은 출가자로서의 종교적 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가부장제를 극복하는 것은 이중적인 장벽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비구니」에 기록된 뭇따비구니는 아라한 상태를 성취하고 읊은
게송에서 “잘 풀려났다. 나는 알맞게 풀려났다. 세 가지 굽은 것들로부
터, 절구통, 절구공이, 그리고 굽은 남편으로부터 풀려났다”고 노래했다
(Dhammapala, 2007: 31).
이처럼 여성이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도 힘든데, 여성으로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크나큰 성취감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약 깨달음을 얻지 못했
을 때는 여성, 그리고 출가자로서 이중적인 비난이나 저항에 처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여성출가자는 남성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감
이 더했을 것이다.117)「쌍윳다니까야」에서는 뛰어난 비구니조차 공포를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미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쏘마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비구니 쏘마가 숲에서 명상에 들 때, 악마 마라가 비구니 쏘마에게
두려움, 전율과 공포를 불러 일으켜 그녀가 선정에 드는 것에서 멀
어지게 하려고 그녀에게 다가와 게송으로 말했다. “성자만이 도달
할 수 있을 뿐, 그 경지는 성취하기 어렵네, 두 손가락만큼의 지혜
117) 비구니 쏘마의 게송에 대해 알려주고, 거기에 나타나는 여성수행자의 공포와 심리
학적 연관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조은수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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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 여자로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네!”라고 말한다.
그때 비구니 쏘마에게 “게송을 읊는 이가 누구인가, 사람인가 사람
이 아닌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이는 내게 두려움, 전율과 공포를 불러 일으켜 내가 선정에 드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게송을 읊어 온 악마 마라이다.”라는 생각
이 일어났다. 그때 비구니 쏘마는 “이것은 악마 마라이다.”라고 알
아차리고 그에게 게송들로 대답했다.
“진리 법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마음을 제대로 잘 집중하고 지혜가
꾸준히 흐른다면, 여자라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소. ‘나는 여
자이다’ 또는 ‘나는 남자이다’, 혹은 ‘어쨌든 나는 무엇이다.’라는 생
각이 일어나는 사람은 마라가 딱 맞지요.”라고 응답하였다.
그때 악마 마라는 “비구니 쏘마가 나를 안다”라고 알아채고 슬
프고 실망하여 곧바로 그곳에서 사라졌다.(전재성, 2005: 48-49)
위의 사례는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니 앞에 악마가 나타나서 여성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주장하자, 비구니 쏘마는 이에 반박하면서 여
성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경전에서 등장하는 악마
는 주로 수행을 방해하는 망상이나 잡념 등을 의미하며, 악마가 ‘공포를
일으키며’ 나타난다는 것은 이 망상이나 잡념 등이 수행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악마는 여성의 지혜가 “두 손가락만큼”에 불과
할 정도로 열등하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뛰어난 수행자인 비구니 쏘마는 마음속으로 “열등한 여성
이 성불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리고 스스로
이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린 후, 깨달음에는 남녀 구별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비구의 수행 과정에서도 마라가 등장하는 것을 종종 보여
주지만, 비구에게 마라가 나타나서 “남성의 몸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
는가?” 혹은 “다음 생에 여성의 몸으로 바뀌어야 성불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깨달음을 젠더화하지 않는다. 비구니의 공포는 남성비구와 달리
‘깨달음에 대한 공포’와 ‘여성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공포’
라는 이중의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과정에서
비구니는 비구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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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구니 공포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공포의 원인이 여성
이라는 신체적인 조건(sex)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회의 성차별적 태도
(gender)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왜냐면 여성의 심리상태는 위
치 지워진 사회나 가족관계가 달라 남성과 차이가 나타나는데,118) 여성
이 경험하는 무력감․무능감․자기비하․자기혐오 등은 전통적인 성별
권력구조에 의해 억압으로 학습된 감정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차별적
인 인도사회에서 비록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여
성혐오적 사상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이때문에 비구니 스스로 부정적인 여성관을 내면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비구니 공포는 이중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구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
성은 능동적․독립적․합리적이며, 여성은 수동적․의존적․감성적인 것
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성규범을 강요당해 왔다. 그리하여 여성은 열등
한 위치와 의존적인 관계에서 무력감과 자기비난에 빠질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머니는 자신
이 잘못 키운 탓으로 돌리는 것과 유사하다. 외적 조건에 의한 잘못도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려 자기비난과 자책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사회적
여성혐오사상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무력감과 자기혐오에 빠질 수 있다
(Thorne & Yalom, 1991: 173-198). 그러므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무력감에 빠지거나 죄의식, 수치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열등한
여성관을 내면화하게 된다.
셋째, 비구니의 공포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연결되어 이중적인 불안을
야기하면서 자신을 억압한다. 가부장제하 여성의 끝없는 육체노동과 여
성 모멸적 가치관은 ‘남성도 하기 힘든 수행의 최고 경지에 여성이 오를
수 없다’는 부정적인 교단 내 시선119)과 맞물리며 불안을 가중시킬 수
118) 여성이 감성적이고 스트레스에 예민한 신체적 조건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
면, 기혼여성이 독신 여성과 이혼녀보다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한국여성이 남성
보다 홧병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 권력관계로 재현되는 부부관계 등이 그 원인이다(김순희 외 1989; 정인원 외, 정
신분열증환자의 병원군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 서울대 정신의학
10:1, 1985; 민성길 외, 홧병에 대한 일역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9: 4, 1990).
119) 붓다 재세시 교단에 출가한 비구는 56% 이상이 브라흐만의 출신이라고 한다(이영
자, 2001: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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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비구니는 비구니 스승에게 수계를 받은 후 비구에게도 수계
를 받는 이중수계를 강요받아, 비구보다 더 강도 높은 감시와 처벌을 받
는다. 그 결과 남성보다 더 강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주변 환경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방어기제를 작동하며 순종적인 여성관을
내면화한다.
넷째, 비구니의 공포는 계율 불복종에 대한 공포로 이어진다. 비구니가
자신의 가족과 집을 나와서 교단에 들어오게 되면 교단은 새로운 가족이
되고, 붓다는 아버지로 재현된다. 교단을 가부장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은
오늘날 세계여성불자들의 모임의 이름이 ‘샤카디타’, 즉 ‘붓다의 딸들’이
라고 호명하는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가부장제하 아버지붓다는 절대
적 권한을 가진 존재이고, ‘붓다의 딸들’은 아버지붓다가 제시한 규범․
금지를 내면화하면서 초자아를 형성한다. 초자아는 비구니 스스로 아버
지의 권위를 대신하는 내적 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무의식 속에서부터
이 기능을 수행한다. 이 초자아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본능적 충동을
억압하고, 현실세계의 작동원리도 엄격하게 감시하고, 만약 규범을 따르
지 않으면 죄책감․양심의 가책․비합리적인 두려움 등으로 스스로를 처
벌한다. 그리하여 비구니는 계율복종을 내면화한다.
결과적으로 비구니에게 있어 계율의 불복종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아
버지에 저항하는 것으로 가장 큰 공포가 된다. 비록 모순적인 계율이라
도 비구니가 교단이나 종단이 제시하는 계율을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이유는 비구니의 계율 불복종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구승가의 가부장적 문중문화
조계종단의 출가자들은 대부분 ‘문중(門中)’에 속해 있는데, 이 ‘문중’은
현실에서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래
‘문중’이란 높은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명한 조
상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계 혈연집단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스승을 중
심으로 한 제자들의 모임이다. 조계종은 크게 2대 문중, 범어문중(해인
사, 범어사중심)과 덕숭문중(수덕사 중심)이 있는데, 이 두 ‘문중’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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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력을 가진 지도자와 엄격한 가풍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
어왔다. 또한 종단 설립 이후 종단의 대표인 종정과 총무원장의 대부분
은 이 두 ‘문중’ 출신일 정도로 종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수행 가
풍의 계승’이라는 문중 본래의 목적이 일제 식민지와 정화운동을 거치면
서 종단 내 종권 확보를 위한 인맥 형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하
춘생, 2010: 312).
불교학자 김용표(1999)는 한국불교의 한 측면을 “문중불교”로 정의하
면서, “한국불교에서 문중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사자상승하는 가풍을 통
해 불교 전체를 다채롭게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중들이 교구
본사 주지를 선출하고 중앙종회 의원을 뽑으면서 다수의 힘을 발휘하여
교구본사와 말사의 운영권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다.120) 이는 한편으로는
옳은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적이다. 왜냐면 비구니문중과 비구문중
은 그 성격이나 활동 방식이 다르며, 그가 주장하는 종권 지향적인 문중
은 비구문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비구니승가도 10여 개의 문중이 있는데, 1943년 최초로 비구니
수옥이 비구니강원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비구니문중의 성립은 비교적 현
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비구니문중의 성립은 비구문중과는 성립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즉 스승의 생일이나 기일 등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계보 발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작되어, “사제간의 인
연과 법맥을 보존하고, 수행에 피차 탁마하기”위해 형성되었다(하춘생,
Ibid: 314). 현재 종단이 비구중심이기 때문에 종권에서 비구니가 배제된
것도 큰 요인이겠지만, 비구니문중은 종권 확보나 종단 내 인맥형성보다
는 수행과 교화, 그리고 제자들 간의 화목이라는 목적을 더 중시하는 것
이다.
이에 비해 비구승가의 가부장적 문중문화는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었는
데, 그 첫 번째는 단일한 종단 내에서도 비구, 비구니의 이분화된 성역할
을 강제하는 역할을 했다. 가부장제하 비구승가는 종교적 규범을 만들고
경전을 재해석하는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비구니승가는 비구승가에
의존적인 존재로 불교가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전통의 담지
자이자 신자를 재생산하는 사적 영역을 담당한다. 종단은 고정적인 성역
120) “종회와 문중, 불교 정치권력 핵심”, 불교신문, 2008.4.18; “문중불교, 조계종 망친다”,
현대불교, 19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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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 비구니에게는 수행과 포교를 강조하면서 공적 영역, 즉 정치적 영
역에의 진입을 금지한다. 비구니승가가 아무리 참종권 확대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비구승가의 승인 없이는 법․제도의 개선은 불가능하며, 비구
니승가는 비구승가가 제시한 법과 규율에서 이탈하면 처벌당한다. 즉 주
어진 성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비구에 대한 도전’ 혹은 ‘정상에서 벗어난
비구니’로서 감시와 처벌을 받거나, 비구승가의 승인없이 공적 영역으로
성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이탈자에 대한 처벌’로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뛰어난 비구니가 등장하게 되면 정법이 아닌 주술로 이를
폄하하거나 배제하면서,121) 비구문중은 가부장적 가치를 전통으로 유
지․계승하는 역할을 한다.
가부장적 비구문중의 두 번째 문제는 ‘문중’에서 강조하는 스승과 제자
의 관계가 가부장제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재현되면서 아버지 비구
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종(禪宗)에서는 깨달음에
이른 정도를 스승과 제자 간의 질의응답인 ‘선문답’을 통해 증명해야 한
다. 이 ‘선문답’을 통과해서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제자
가 되고, 그 징표로 ‘의발(衣鉢, 승복과 공양하는 그릇) 전수’가 행해진
다.122) 그러므로 한국불교에서 스승은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해주고 ‘법
맥’을 계승하는 존재로 그 권위는 절대적이며,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만 해당 문중의 구성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지간은 출가
자의 일생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문중
의 어른스님이 반대하면 문중 전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에 복종하기도
하고, 총무원장이나 종단의 책임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도 문중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문중 이기주의’로 귀결되면서 종단의 책임
자를 선출하는 각종 선거에서 문중 간 대립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에서도
알 수 있다.
121)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대중포교에 가장 성공한 비구니 중에는 1982년 조계종 산하
‘한마음선원’을 설립한 ‘대행스님’을 들 수 있다. 100명이 넘는 출가 제자를 두고, 국내
포교는 물론 해외포교로 등록된 신도수가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22,000세대이며, 출판
사(여시아문출판사) 및 언론사(현대불교신문사), 여러 신행단체와 대규모의 합창단이
있다. 대행스님은 한국의 가부장적 불교 풍토에서 비구스님들을 법제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였지만, 초기에는 ‘외도’로 폄하되기도 하였다(가온여
울, 2005: 1-4).
122) 선종의 전통은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법맥을 전한 이래, 중국에서 1대
조사 가섭존자부터 28대 달마대사, 33대 육조 혜능 대사에서 끝났다. 하지만 법은 지
속적으로 이어져오고, 한국 역시 법맥이 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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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문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예로, 2012년 부산 범어사 교
구본사 주지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일자 총무원장은 “선거 후
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중 어른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123)라고 주장했다. 즉 선거라는 방식보다 문
중어른을 모시고 사는 산중 가풍을 존중하여 문중의 어른스님이 교구본
사 주지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대방식은 옳고 그름을 떠
나 비구승가의 문중이 오늘날 종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문중이 종단의 권력구조나 운영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중과는 다르지만 ‘종책모임’124)도 이러한 종파 이기주의적 속
성으로 비판받다가 최근에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다가 또다시 결성되는
등을 반복하고 있다.
가부장적 비구문중의 세 번째 문제는 비구니승가를 규율함에 있어 세
대를 이어가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비구니승가가
독립적인 승가로 발전하기까지 ‘비구지도자’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고 할 수 있다. 비구니 본각은 “1950 - 60년대에는 비구니의 수행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큰스님들의 보호가 필요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비구지도
자들은 비구니승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125) 하지만 비구승지도자
들은 비구니의 종단 운영 참여나 대사회적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수행을
강조했는데, 이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그 문중의 제자들로 이어진다. 비구
문중의 가부장적 문화가 종단 내 소위 ‘전통’이나 ‘관례’로 비구승가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다음 세대 비구승가 지도자에게까지 그 가부장성이
계승된다. 이러한 예는 비구니승가가 참종권 확대를 주장할 때마다 ‘종단
어른들이 원치 않아서’, ‘종단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므로’라는 발언에서
도 알 수 있다.
비구승가의 문중문화는 오랜 전통을 거치면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23) 자승 스님, “범어사․법주사도 총림 추진해야” 법보신문, 2012.04.04.
124) 1994년 개혁종단 이후 중앙종회의원들 사이에서 무량회, 화엄회, 무차회, 보림회 등
네 개 계파가 ‘종책모임’을 결성하였다. 초기에는 종단의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대외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였으나, 각종 선거나 종단 내 주요 보직을 종책 소속자
들로 배분하면서 비판받았다. 결국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가
정책모임 해산을 요구하면서, 각 계파들은 공식적으로 해체를 공식발표하였다(“조계
종 무차회 계파 전격 해체”, 한국일보, 2012.5.14; “무량회, 화엄회, 법화회 해체… 남
은 회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 천지일보, 2012.6.6).
125) 본각, “세상을 자애로 감싸안는 일, 여성만이 할 수 있다”, 현대불교,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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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출가자 내에서 이처럼 가부장적 위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동하
고 있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Faure는 붓다가 출가를 통해 깨
달음을 얻었지만, 동아시아에서 출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족보(교
단)에 들게 된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Faure,
2009: 129). 이처럼 종단은 비구승가의 가부장적 문중문화가 계승되어 오
기 때문에, 비구니승가는 비구승가의 문중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비구니승가는
비구문중에 저항하고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인내하면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그 결과 비구승가의 우월적 권위에 순종하게 된다.

3) 비구니승가의 규율장치로서의 팔경계
인도에서 비구니계단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Nancy Falk(2011)는 비
구니의 낮은 지위로 인해 보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제도적인 구조, 비구
니승가의 교육의 부재, 그리고 비구니에게만 적용된 계율(특히 팔경계)을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Folk, 1980; 조은수, 2011: 381-391). 그
런데 팔경계는 오늘날 종단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7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스님이 비구니가 비구와 똑같이 25조
가사(袈裟, 승복)를 입는 것을 두고 ‘비구니 팔경계법’을 거론하며 반대의
사를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비구니에게 25조 가사를 입도록 허
용하는 것은 비구․비구니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한 율장 정신에 어긋나
는 것이라며, “부처님 당시부터 비구니 팔경계법이 엄연히 존재해 왔고,
백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갓 출가한 사미나 어린 비구를 보면 합장을 하
고 절을 하게 돼 있다.”며, “부처님이 비구니의 출가를 허락하면서 ‘정법
의 시대가 500년은 더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 했던 것을 감안하면 비구
니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26) 또한 비구․비구니
가 동일한 승복을 입는 것은 출가자 간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했던 부처
126) “어찌 비구니와 같은 가사 입겠나”, 법보신문, 2007.11.19.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비구니 스님에 대한 명사법계(출가자 내 최고지위)가 2007년 수여되면서 비구와 동일
한 25조 가사를 입었다. 이때 총 7명의 비구니가 명사품계를 받으면서 25조 가사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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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자 정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팔경계를 기반으로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회의는 종단 내 존경받는 원로스님들의 모임으로, 종정의 자문 기
관이자 종정을 지낸 원로 및 중앙종회에서 추대한 원로 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종단에서 권위 있는 비구스님들의 모임인 원로회의의 대표
가 이처럼 팔경계를 고수하고 있다면, 종단 책임자들은 이 의견에 동의
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팔경계는 사장된 계율이 아니라 오늘날 종단의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팔경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영역은 매년 시행되는 ‘수계식’과
같은 제도이다. 정식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니는 팔경계의 여섯
번째 조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반드시 이부승(비구승, 비구니승)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비구는 비구승가로부터만 구족계를 받으면 된
다. 이처럼 출가자로서 인정받는 첫 의례인 수계식부터 팔경계를 적용하
여, 비구니는 비구에 의존적인 존재임을 각인시킨다. 그런데 비구니수계
는 고려시대까지 이부승에 의해 실행되다가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비구니들의 법맥이 거의 끊어지게 되면서 비구니 이부승 수계제도의 기
록이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 1982년 조계종단이 이부승구족계 수계제도
를 부활하였는데, 이 당시에 비구니 묘엄은 수계식에서 중요한 역할인
교수 아사리직(수계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명의 원로 승려 가운
데 한 명)을 맡았다. 하지만 1999년 비구율사들은 비구니 수계식에서 교
수아사리직은 비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비구니 묘엄은 항의
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비구율사들은 “감히 비구니가 언성을 높여 비구
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팔경계를 들어 복종을 강요했고, 결국 비구율사
들의 요구대로 실행되었다. 이 일로 비구니 묘엄은 계사(수계의식에서
계를 주는 스승)를 그만두었다(정인영, 2012: 336-340). 이처럼 비구니와
관계된 계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것이 비구율사들에 의해 결정되
고, 비구니는 팔경계에 따라 비구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팔경계가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영역은 종법이다. 팔경계의 일곱 번
째 조항에 의하면 비구니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구를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종단은 조계종의 모든 출가자를 동일한 종법으로 규율하고 있
는데, 아무리 훌륭한 비구니라도 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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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는 종단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전국비구니선원인 선문회회장인 비
구니 육문은 1994년 종단 개혁시 개혁회의 의원 및 상임의원으로 활동
하였는데, 당시 팔경계를 들어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반대한 비구승가와
많은 논쟁을 하였지만 결국 이부승가가 평등한 종법 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127)
팔경계가 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종법을 재․개정하는 중앙종회
에서도 볼 수 있다. 2012년 6월 중앙종회에서 한 비구니의원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비구니도 교육원장이나 포교원장이 될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비구의원스님들은 “율장 정신과 정체성
을 확실히 알고가야”, “불교 발생 근원을 생각하면”, “비구니는 불교의
기본 윤리상 교육원장이나 포교원장이 절대로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128) 이처럼 팔경계는 아직도 종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로서, 종법의 근간임을 보여준다.
팔경계가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영역은 출가자의 성평등의식이다. 기
성 종교는 종교 내부에서 성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종교적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중세 기독교 마녀사냥은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여성을 마녀로 규정하여 제거하기도 하였다. 종단사를 통해 볼
때 통합종단의 성립, 1994년 종단 개혁 등 중요한 시기마다 비구니승가
는 종단(혹은 비구승)과의 갈등 국면에서 저항하고 대립하기보다는, 결정
적인 순간에 타협하고 순종하였다. 종단 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비구
니스님들조차 팔경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은 팔경
계를 비구니 스스로 내면화하여 비구니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마치 계율 위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모
순적인 계율이라도 비구니는 교단이나 종단이 제시하는 계율을 스스로
거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팔경계가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영역은 여성불자의 의식이다. 비구니
는 여성불자의 수행과 신행의 실천과정에서 여성지도자이자 역할모델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팔경계로 인해 여성불자의 역할모델, 혹은 여성
127)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는 2002년 비구니선원의 기강을 강화하고 올바른 참선수행인
을 위한 도량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는데, 현 회장인 육문스님은 엄하기로
소문나 ‘팔공산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육문스님, “초연함이 위기대처의 비법, 문
제 해결은 자각에 달려”, 현대불교, 2011.8.17). 비구니선원은 전체 93개 선원 가운데
33개에 달하며, 비구니선원의 선원장 스님은 19명에 이른다.
128) 2012년 6월 제191회 중앙종회 속기록 중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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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상을 훼손시킴은 물론, 여성불자에게도 부정적인 여성관을 유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수행력으로 출가자 대신 실질적으로 선원을
지도하고 있는 몇몇 재가여성지도자들도 공통적으로 은둔적이고 방어적
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조승미, 2011: 249-251), 이는 여성수행자들
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불교여성을 성차별하는 구조에 기인하는 특
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팔경계에 대해 오늘날의 비구와 비구니, 재가남/여불자는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팔경계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
아보는 것은 팔경계를 재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므로 다음 절
에서는 팔경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팔경계에 대한 불교여성의 인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3. 팔경계에 대한 불교여성의 인식

1) 팔경계의 성차별의식에 대한 집단간 인식 비교
※ 팔경계의 문항 예시: 100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갓 출가한 비구
에게 예를 갖추어 절해야 하고 비구에게는 그 규정이 없는 것은
남녀차별이다(팔경계 제1조항).
본 연구자는 앞서 비구니승가가 계율 위반에 대해 비구보다 더 큰 공
포를 가지면서, 팔경계가 오늘날까지 비구니승가를 규율하는 장치로 분
석하였다. 팔경계는 과연 현실에서 비구니를 규율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을까? 팔경계가 성차별적인가에 대한 불교인의 인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팔경계의 한 항목으로 출가자와 재가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팔
경계 가운데 위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한 이유는 이 문항이 팔경계와 관
련된 토론회나 설문조사, 중앙종회의원들의 회의 발언, 출가자들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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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등에서 팔경계의 대표적인 문항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기 때문이다(도
일, 2011; 조승미, 2010; 유승무, 2000; 옥복연, 2011). ‘팔경계는 남녀차별
이다’라는 문장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이 문항을 ‘팔경계 성차별의식’이
라고 명명하였는데,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팔경계는 성차별이라고 인식
하는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인용한 유승무(2000)는 비구니의 59.2%가 팔경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불교의 평
등사상에 맞지 않고’(63%) ‘현실 사회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28.3%)이
라고 응답했다. 즉 과반수 이상의 비구니는 팔경계가 성평등한 붓다의
가르침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유승무, 2000: 41
-42). 팔경계가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 ‘팔경계 성차별의식’에 대하여 집
단별로 응답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여 비교한 결
과 <표 23>처럼 나타났다.
제시된 팔경계 조항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
을 합쳐 팔경계가 성차별이라는 응답을 네 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불자(75.9%), 남성불자(69.8%), 비구니(67.4%), 비구(31.1%)의 순서로 나
타났다. 즉 네 집단 가운데는 여성불자가 가장 성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
는데, 팔경계가 출가자에게 적용되는 계율임에도 불구하고 재가여성불자
가 성차별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구분
비구
비구니
남자
여자
전체

<표 23> ‘팔경계 성차별의식’에 대한 집단간 비교
100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갓 출가한 비구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해야 하는 것은 남녀차별

우
그 지 다
매
렇 않
N
%

39
11
16
26
92

그렇지
않다

N

%
5

그저
그렇다

N

%

그렇다

N

%

전체
우 (100%)
그 다
매
렇

N

%

22.9 43 2 .3 35 20.6 30 17.6 23 13.5
7.3 14 9.3 24 16.0 43 28.7 58 38.7
4.6 36 10.3 53 15.2 143 41.1 100 28.7
2.7 87 8.9 122 12.5 399 40.9 341 35.0
5.6
180 11.0 234 14.2 615 37.4 522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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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70
150
348
975
1643

이처럼 대부분의 여성불자는 팔경계를 성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
면, 비구집단은 팔경계가 성차별이 아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팔경계
가 성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을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친
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비구니집단(16.6%)과 비구집단(48.2%)으로, 비구
의 절반 정도는 팔경계를 지켜야 하는 계율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구․비구니 간의 팔경계에 대한 인식 차이
가 매우 커서 이는 승가에서 논쟁적인 이슈로 종단 운영은 물론 수행과
정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팔경계에 대한 비구니의 인식은 얼마나 변화하였을까? 앞의
유승무의 2000년의 선행연구에서 응답자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였고,
본 조사의 응답자는 20대에서 70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자 집단의
특성 또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비구니승가를 대상으로 팔경계에 대한 의
식조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팔경계에 대한 성인식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이 조사와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2000년에는 팔경계가 성차
별이라는 응답이 비구니 59.2%였지만, 본 연구조사에서 비구니 67.4%가
성차별이라고 응답하였다. 2000년과 비교할 때 8.2%만이 증가한 것이다.
십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비구니 32.6%
는 팔경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이를 내면화하여 반드시 지
켜야 하는 계율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구중심의 종단 운영이나 비구승가에 의해 법과 계율이 제정되는 현
실에서, 비구니승가가 팔경계를 성차별이라고 인식하더라도 비구승가가
이를 성차별로 인정한다면 팔경계는 지속적으로 비구니를 규율하는 장치
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팔경계를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에서 계율을 성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는 팔경계로부터 직접적인 차별을 받는 비구니승가 스스로가 이를 극복
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성주의
라면, 여성주의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동시에 지극히 상식
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가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확대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동시에, 계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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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기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종단에서 적용하는 계율은 비
구 270개, 비구니 348개로, 비구니승가는 지켜야 할 계율 조항이 비구승
가보다 더 많다. 하지만 붓다는 계율 제정의 목적을 승가의 단합과 기쁨
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
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11: 26). 또한「디가니까야」에서 붓다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다여 내가 간 뒤에 승단은 원한다면 사소한 학습계율
은 폐기해도 좋다”(전재성, 2011: 799)라며, 계율이 절대적이 아님을 분명
히 말씀하셨다.
팔경계가 비구니승가는 물론 재가남녀 불자가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하
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에 맞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발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붓다의
계율제정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팔경계는 계율 정신에 근거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2) 팔경계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의 2장에서 ‘팔경계 성차별의식’과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종법의 성차별의식’ 변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팔경계가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의 성평등의식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팔경계가 성차별
적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 출가자 집단
출가자집단의 변수 및 일반적 특성이 ‘팔경계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분석결과, 비구집단의 변수 및 일
반적 특성이 ‘팔경계 성차별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50.5%로 나타났으
며(F=14.183, p<0.05), 비구니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팔경계 성차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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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정도는 25.9%로 나타났다(F=4.405, p<0.05). 두 집단의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가자집단에서 팔경계가
성차별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법의 성차별의식’(비구 β
=.632, 비구니β=.457)이었다. 계수를 비교하면, 비구집단은 비구니집단보
다 종법의 성차별의식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출가자의 ‘팔경계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비표준화 계수
B
-.066
.099

표준화 계수
베 타
-.042
.060

출가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047
-.225
.082
-.007
-.187
-.259
.068

.020
-.131
.063
-.006
-.093
-.066
.023

종법의 성차별의식

비구
집단

.714

R2
F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049
-.156

출가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063
-.061
.014
.025
.126
.155
-.096

종법의 성차별의식

비구니
집단

.632***

2.236***
0.505
14.183***

.633

R2
F

*p<0.05, **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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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117

.457***

1.842***
0.259
4.405***

-.029
-.058
.013
.020
.061
.036
-.033

출가자는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팔경계가 성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비구집단에서는 그 영
향력이 비구니집단보다 매우 컸는데, 이는 비구집단에서 팔경계와 종법
에 대한 인식이 상관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팔경계가
성차별이 아니라면 제시된 종법 조항도 성차별이 아니고, 팔경계가 성차
별이라면 종법 조항도 성차별이라고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비구의 절반 정도가 팔경계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응답했기 때문
에, 종법도 성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니승가가 팔경계를 성평등하게 재해석하려는 의지가 없다
면, 팔경계는 물론 종법의 성차별성도 극복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팔
경계나 성차별적인 종법이 현실에서 유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팔경
계에 대한 비구니승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기반한 현실적인 극
복 방안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b) 재가자 집단
재가불자의 팔경계가 성차별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
25>와 같다. 여성불자의 일반적 특성이 팔경계가 성차별이라는 ‘팔경계
성차별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41.1%였고(F=48.319, p<0.05), 남성불자
의 일반적 특성이 ‘팔경계 성차별’ 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56.4%로 나
타났다(F=35.710, p<0.05). 재가불자의 ‘팔경계 성차별의식’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변수는 남녀 공통적으로 ‘종법의 성차별의식’(여 β=.634, 남 β
=.742)으로, 재가불자집단에서 종법과 팔경계에 대한 성의식은 상호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불자가 여성불자보다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팔경
계도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더 컸다. 남성불자가 팔경계가 성
차별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신행 우월성’과 부적(β
=-.099)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여성의 신행이 남성에 비해 우월하다고 인
식할수록 팔경계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계율은 종단의 조직규범인 종법의 재. 개정의 지침서 역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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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종법에 계율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하고 문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은 앞서 청규의 제정 과정을 통해서도 살펴보
았다. 또한 종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함을 보았다.
<표 25> 재가불자의 ‘팔경계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비표준화 계수
.002
.006

표준화 계수
베 타
.001
.006

불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024
-.016
.009
-.005
-.031
-.036
.092

.014
-.015
.009
-.005
-.018
-.009
.026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의 신행영향

.033
-.071

불자 행복지수
성정체성 만족도

.061
.120

B

종법의 성차별의식

여성
불자
집단

.734

R2
F

종법의 성차별의식

남성
불자
집단

여성신행 우월성

부정적인 여성관
사회적 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연령_30대 이하
상수

* p<0.05, ** p<0.01, ***p<0.001

1.193***
0.411
48.319***

.026
-.056

.817

.742***

-.109

-.099*

-.094
.040
-.010
-.062

R2
F

.634***

.044
.089

.745***
0.564
35.710***

-.074
.022
-.003
-.023

그런데 팔경계는 2,600여 년 전의 내용 그대로 적용하며 이를 ‘절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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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승가공동체의 단합이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팔경계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교단 내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유
용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다수 재가남녀와 비구니집단
이 성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팔경계와 종법이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비구니라도 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팔경계로 인
해 종단에서 비구니가 종단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붓다 재세시 인도사회에서 여성의 사
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지만, 비구니승가를 설립하여 누구든지 출가하고
자하는 여성이 있으면 출신 계급과 연령․결혼 여부․직업 여부 등에 상
관없이 평등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
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뛰어난 비구니 툴라난다가 파사익
왕에게 설법을 하여 보시를 받기도 하였다(한국비구니연구소, 2010: 23).
깨달음을 성취한 비구니가 출신 성분이나 연령․계급 등을 초월하여 여
성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팔경계로 열등하고 부정적인
여성관을 유포한다면 이는 평등을 절대화한 붓다의 교리에도 맞지 않다.
인간평등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팔경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계율을 제정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
차별적인 종법의 개정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4. 소결

비구승 중심의 종단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
고 종단 설립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종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한
국불교의 가부장성뿐만 아니라 계율, 특히 팔경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계율은 승가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자 생활
규범으로, 종단은 팔경계가 비구니교단을 성립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 그런데 계율의 제정의 주체는 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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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승가에 적용되는 계율조차도 비구에 의해 제정되고 계승되어 왔
다. 2500여 년 전부터 6차 결집에 이르기까지 계율이 철저하게 비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계율 전승과 기록과정이 젠더 위계적으로 유지,
전승되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계율을 재해석하거나 특정 시
대나 지역에만 적용되는 ‘청규(淸規)’를 제정하여서 구성원들에게 적용하
였다. 이는 계율에 대한 열린 해석으로, 비록 계율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문자에 구속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허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팔경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팔경
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비구니승가에 만연한 계율위반에 대한 공포
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부장제하 이중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비구
니에게 이중적인 불안을 일으켜서 계율 불복종에 대한 공포로 연결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구승가의 문중문화는 남성비구를 가부장화하면서 성별
위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비구니승가가 비구승가에 권리를 주장하고 저
항하기보다 타협하고 순응하는 심리적 배경이 된다.
팔경계에 대해 불교인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비구승가는 팔경계가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매우 낮은 반면, 비구니와 재가남녀불자는 성차별
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경계에 대한 출가자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은 팔경계가 사장된 것이 아니라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실에서 매우 논쟁적임을 추측할 수 있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 다수가 팔경계가 성차별적인, 비불교적인 계율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종단의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붓다의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해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팔경계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출․재가자 모두에서 ‘종법의 성평등의식’이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가자는 물론 재가남녀불자 모두에게 있어 종법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팔경계가 성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상관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평등한 종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팔경계의 재해석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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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성차별적 종법에 의한 신행의 젠더화
모든 종교는 교육을 통해 신자나 성직자를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교
육은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도 교리
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행활동을 위해서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종단 내 불교여성의 교육은 매우 늦게 시작되었
는데, 특히 비구니승가의 교육제도는 1994년 개혁종단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 시기에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
육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타 종교와 비교할 때 매우
진보적인, 성평등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 교육제도 속에서 교육
받은 비구니는 지도자로 성장하거나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비구니
승가의 질적 성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재가여성불자에 대한 교육은 재가불자 조직에 의해서 1970년대
에 등장했고, 1994년 개혁종단에 의해 신도교육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교리에 대한 이해와 수행력을 갖춘 재가여성불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포
교와 수행뿐만 아니라 종단 내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대사회적 영역에서도 환경․생명․인권 등 그 실천 영역을 확대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신도 교육은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에 영향
을 주어 불교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단
내 성차별성을 변혁시킬 실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여성의 신행활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로, 근
대 교육기관에서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新女性)들의 등장부터이다. 이들
은 여성 억압에 저항하며 사회의 성불평등구조를 극복하려는 사회변혁운
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는데(신영숙, 1999: 302),129) 이러한 신여성들은 여
129)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대한애국부인회 등 비밀단체가 결성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교사, 간호사, 학생 등이었다. 1923년부터 1927년까지 약 2백
여 개의 여성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고 하며, 그 중 많은 숫자가 사회주의적인 단체였
다고 짐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활동은 임시정부헌장에 ‘남녀평
등’이란 조항을 명문화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신영숙, Ibid: 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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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체들을 조직하여 교육과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종교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자비나 사랑 등 종교적 가치관이 대
사회적 실천에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도 신여성에 의해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여성 계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고, 또한 사
회적 이슈에도 동참하게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조직화와 세력화를 통해
여성노동․여성농민․여성빈민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
로 사회활동에 동참하였다. 반면, 불교여성들의 불교 성평등관련 활동이
나 대사회적 신행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자는 불교여
성의 이러한 소극적인 신행활동의 원인으로 종단 내 불교여성을 위한 근
대적 교육 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본다. 왜냐면 서
구의 여성해방이 법적 평등․참정권 확보․재산권 보장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전개된 반면, 한국은 교육이 거의 유일한 여성해방의 통로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이숙진, 2006: 66).
불교여성의 근대적 교육이란 종교영역에서의 신도/출가자교육은 물론,
불교 정체성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여성교육 둘 다를 포함
한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와 불교의 여성교육을 비교하며 불교여성의 성
장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 나타난 불교여성의 낮은 성정체성과
부정적인 여성관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비구니승가의 성역할 고정관념
에 기반을 둔 신행활동과 여성불자의 사찰 내 성차별 경험 등을 통해 종
단 내 성차별적 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불교여성들의 신행에 영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1. 지체된 신도교육과 재가여성불자 신행의 개인화

1) 근대적 시공간에서의 여성불자 교육
a) 일제하 불교여성주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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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근대여성교육이 형성, 정착되는 시기였
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조선교육령(1911)을 공포하며 여자고
등보통교육에 관한 조항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표는 현모양처, 즉 부덕을
갖춘 식민지여성을 길러내는 것이었다.130) 하지만 불교계는 일제 사찰령
과 왜색불교131)의 유입, 그리고 승려대상의 근대교육체계의 확립이 우선
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여성불자교육에도 무관심하였다. 불교계가 근대적
학교설립을 추진한 배경은 당시 기독교가 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적 영향
력을 확대해나가자, 불교계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신학문과
개화사상을 경험한 불교지도자의 개화와 민족 해방을 위한 각성이 대두
되었기 때문이다(김만수, 2006: 69).
한국에서 근대식 불교교육의 시작은 1906년 전국 16개 사찰로부터 출
자를 받아 세워진 출가자 중심의 교육기관인 ‘명진학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인 ‘원산야학’이 1883년 세워진 이래 23년이 지난
일이니, 근대적 불교학교는 매우 늦게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동국대
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259). 하지만 이마저 경영권이 일제로 넘어
가는 등132) 당시 한국불교가 자주적 발전의 길이 봉쇄당하면서 매우 열
악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시 서양선교사들은 여성 선교의 방법으로 여성교육에 집중하
였는데, 한국 최초의 기독교 학교인 배제학당(1885년),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1886년), 최초의 지방여학교인 평양정의여학교(1894년)가 설립
되었다(노태경, 2006: 10-12; 천화숙, 2000: 110). 이시기의 기독교 여성교
육의 목적은 규범적인 주부이자 전도사를 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
대적인 의미의 여성교육이라고 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문자를
해독하고 가정 밖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여성의 삶에 의미
130) 조선총독부는 관공립학교를 전국에 설치하여 일제 동화정책의 도구로 활용하여 일
본제국의 충성스런 신민을 만들고자 했으며, 1908년 ‘사립학교령’을, 1911년 ‘조선교육
령’을 공포하여 사립학교의 교육내용이나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에 의
하면 1909년 전체 일반학교 1,843개교 가운데 종립학교가 745개로, 739개 기독교 학교
와 6개의 불교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천주교는 1909년까지 135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31) 일본불교의 포교 실태를 보면, 1877년 부산 개항부터 유입된 이래 1939년까지 총
18개 종파에서 신도수 309,740명(한국불교 194,876명)으로 한국불교의 규모를 넘어선 것
을 알 수 있다(남도영, 1994: 391-394).
132) 명진학교(1906)는 불교사범학교(1910), 불교고등강숙학교(1914), 중앙학림(1915) 등
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면서도 지속적으로 불교계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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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1886년부터 1919년 사이에 설립된 여학교만 해도
200여개 교에 달했고(김경희, 1985: 208),133) 서양선교사에 의해 의사․간
호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기관 등을 통한 전문직 여성도 등장하였다
(윤정란, 2003: 57).
3.1운동 이후 여성의 민족적 자각을 요구하게 되면서 민족해방을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 1919년 조선여
성의 취학률은 공․사립을 포함하여 0.7%에 불과했지만 1930년은 5.7%
로 증가하게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유혜정, 2008: 289), 이 시기의
여성교육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선교학교를 졸업
한 신여성이나 유학파 여성, 그리고 여성교육자 등이 결합하면서 그 활
동 영역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로 확대되었다. 즉 가정에서의 남성과
동등한 권리 주장과 함께 민족 해방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기독교 여성들은 사회주의여성단체인 ‘여성동우회’
(1924년)에서도 활동하는데, 이 세력은 근․현대사를 통해볼 때 전무후
무한 좌우여성연대 운동조직인 ‘근우회’134)에 참여하기도 하였다(천화숙,
2000: 110-112; 윤정란, 1998: 173-211).
불교계에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등장은 기독교에 비해 매우 늦
게 시작되었다. 3.1운동 이후 신여성들이 여성운동에 나서게 되면서 불교
계에도 여성단체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여성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박재현, 2009: 210). 그리하여 1922년 ‘조
선불교여자청년회’는 불교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교육 기관인 ‘능인여
자학원’(能仁女子學院)을 운영하였으며, 재봉학원 경영과 기술전수 등 여
성의 직업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활동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
으로 확대하였다. 즉 이 학원은 여성을 근대적 공간으로 호명하는 역할
을 하였는데, 당시 4년급 학생이 200명이었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직
업교육에 동참했음을 보여준다(김광식, 1998: 20-21). 능인여자학원은 경
제적 어려움으로 폐교했다가 우봉운․김일엽․김광호 등 여성불자들에
133) 관립학교는 1898년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순성여학교가 시초였으니 정부의
여성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다. 기독교 학교는 관립보다 10년을 앞
서 여학교를 운영하였다.
134) 근우회는 그 방법론에서는 민족진영은 여성 지위향상이 문맹퇴치와 경제적 독립으
로, 사회주의여성 진영에서는 여성지위 향상은 체제변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
았다. ‘근우회’ 활동은 여성지도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조직 활동을 위한 재정마련
운동, 회원 확보 및 관리와 지회 설립 등을 통한 조직정비, 민족운동의 지원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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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다시 개교하는데, 이는 여성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에 열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불교여자청년회’는 기독교여성
과 마찬가지로 근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불교에서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으로는 ‘조선불교여자청년회’의 후신인
‘불교청년여자동맹’이 설립한 ‘명성여자실업학원’(1930)135)이 최초이다. ‘명
성여자실업학원’은 14세에서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4개과로 나누
어 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일반 가정과 교육과정과 40세 이상 처
음으로 공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와 직업교육을 병행했다(김
광식, 1998: 36-37). 불교계 여성교육을 주도한 세력은 불교계 신여성들
에 의한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 사찰신도회나 사찰에 기반을 둔 여성단체
들도 있었다. 이들은 여성을 위한 야학회나 강습소들을 개설하여 교육하
였는데, 예를 들면 진주불교진흥회는 부인야학회를, 의성 포교당 여신도
정각회는 초등교육학원을, 진주 의곡사는 여자야학회를, 나남 관북불교청
년회는 명성여자학원과 효성유치원을 운영하였다(이혜숙, 2012: 68-79).
사찰이나 포교당을 근거로 유치원부터 여성교육이 전개된 것은 사찰이
출가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대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찰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사찰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여성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예를
들면, 강릉포교당의 ‘동광여자학원’은 4년제 학교로 수십 명의 아동을 교
육하면서 아동교육에 큰 공헌을 해왔으나, 제정이 어려워져 보통학교를
마친 무자격자가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인가가 취소되기도 하였다.136)
일제의 사찰령으로 인해 당시 사찰들이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불교계의 여성교육에는 한
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제 식민지하 불교와 기독교의 종립학교
운영 현황을 십 년에 걸쳐 비교해보면, <표 26>과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37)
135) 1930년 ‘명성학원’(2년제)으로 설립되었고, 1932년 ‘명성여자실업학원’으로 변경하고
1933년 승동여학교를 병합하면서 ‘명성여학교’로 개교했다. 1950년 ‘명성여자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51년 ‘명성여자중학교’와 ‘명성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명성여
자실업학원의 설립에는 당시 조선불교청년회와 재단법인 중앙교무원의 협조가 있었다
고 한다.
136) “교원무자격이라고 동광학원 폐쇄”, 동아일보, 1929.04.12.
137) 조선불교여자청년회가 운영하던 능인여자학원은 1925년 일본 불교종파로 넘어가고,
보성고보도 재정난으로 타재단으로 양도된다(김만수, Ibi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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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제시대 불교와 기독교의 종립학교 운영 현황 비교

고등 중 여자고
전문
구 분 학교 보통 학 등보통
학교 교 학교
불교 1
1933
기독교 4 4
6
불교 1
1944
기독교 3 4 3 6

실업 보통 초/중
학교 학교 학교
중등-3
초등-9
3 27 129
중등-6
초등-6
2 24 108

수 합
맹인
원 .서당 학교 계
44 19
76
223 244 1 644
60 20
93
182 115 1 448
유
치

강습소

특

결론적으로 보면, 일제하 기독교 여성교육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선
교목적으로 다수의 여학교가 설립․운영되었던 것에 비해, 불교는 상대
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불교 신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단체나 사찰 신도
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대상도 유치원부터 40세
이상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교육 내용도 정규 교육과정부터 직
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불교여성교육은 식민
지정부의 탄압과 승려교육을 중시하는 불교계의 풍토에도 불구하고, 비
록 그 규모는 작았지만 불교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민족자본으로 자발적,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b) 근대적 여성불자 교육제도의 미비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설립한 불교종립학교는 총 10개이지만 기독교는
352개로, 미군정의 기독교우대정책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1945년 미군정에 참여했던 한국인 국장 9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6
명으로 전체 66%에 이르렀고, 미군정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했던 학무국
주요 보직자 12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8명이었다. 또한 1947년 당시 총
20개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의 총장에 기독교인이 재직하였다(김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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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111-121; 최현종, 2010: 388-389). 미군정은 불교 내 좌익세력을 척
결한다는 명분으로 혁신적인 불교세력을 탄압하였고, 일제의 사찰령을
존속시켜 교단이 재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교 친
화적이지 않았다(정병조, 1989: 103).138) 정치적 힘이나 물적 기반조차 취
약했던 불교계는 독자적인 교육사업을 위한 물적 기반을 제대로 확보하
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해방 이후
에도 기독교는 이승만정권의 지원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했다(김만수,
Ibid: 136-138).139)
이처럼 기독교는 근대적 여성교육 체계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
면서 한국여성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 학교 출신 여성은 기독
교 여성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양성하거나 여
성지도자가 되었다(천화숙, 2000: 110). 또한 여성전도사나 교회활동 등
을 기반으로 기독교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사회라는 공적
영역으로 사회적 비난 없이 그 역할을 확대해나가면서, 그동안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 없었던 하위주체인 여성들이 한국사회라는 역사적 시공간
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이숙진, 2006:
71-73). 이들은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거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은 물
론, 교사․전도사․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대적 직업을 가진 여성
주체를 양성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갔다.
기독교에 비해 불교는 한국여성운동사에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미비
했다. 그 원인으로 종단 주도의 재가여성불자 교육이 부재했던 것이 가
장 큰 원인이었다. 근대적 여성 주체를 양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지
도자가 양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여성불자의 활동을 대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찰에서는 엘리트 승려 중심․한문 위주의
138) 불교계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일본 불교의 적산조차도 접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는데, 그 이유는 타인이 점유한 적산에 대해 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불교의
무소유사상과 내부 분규로 인해 사찰소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방 공간에서 불교는 교육사업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인재
양성 및 포교의 수단으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교육사업이나 사
회적 활동에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139) 해방 이후 불교 종립학교는 대학 2개, 중․고등학교 22개, 초등학교 1개, 진각종 소
속 4개, 천태종 1개, 태고종 1개교 등 총 31개가 있다. 미군정하 불교학교는 동대 부
속 중․고(1947), 대전 보문중(1946), 광주정광중(1946), 경남밀양 홍제중(1948)이 설립
되었다. 해방 전후 여학교는 불교계에서 명성여중․고(1940), 학산여중(동래가정여학
원, 1946), 진선여중․고(1964)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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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인해 여성불자들이 교리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결과
기복적 신행으로 이어지면서 불교 교리를 통한 재가여성의 의식화가 쉽
지 않았다. 그나마 근대적 여성교육을 담당했던 불교계 혁신여성단체가
미군정에 의해 궤멸하면서 불교 여성단체들의 대사회적 활동은 위축되었
고, 신행 방식도 개별적인 신앙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불교여성의 역할이 미비했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끊임없는 불교 내부
분규의 발생이었다. 일제 식민지시대 사찰령으로 인해 물적 기반을 확보
하지 못한 불교계는 여성신도를 교육하거나 신행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불자가 불교계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었다. 해방 이후 전통
한국불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처승과의 정화운동 등 내부 분규가 끊
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여성불자는 자신들의 권리 요구나 대사회적인 활
동보다는 종단 내부 분규의 수습에 여성불자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전통
불교로의 회귀 주장은 불교 내 보수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
데, 조계종단의 설립과 함께 여성불자가 배제되면서 여성은 희생과 봉사
로 사찰을 지키는 역할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적
여성주체를 양성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불자의 활동영역을 확
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이는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c)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재가여성불자의 신행
1994년 교육법에 의해 출가자내 교육제도는 성평등하게 개혁되었지만
이 중 재가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종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수교육일 뿐이다. 심지어는 교육 교역자의 자격도 ‘승려’를 원칙(제24조)
으로 하여, 개혁종단의 교육제도도 출가자 중심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나마 종단 차원에서 신도 교육에 대한 정책은 1984년 “단위사찰 신도
회의 교화부에서 사찰 신도회의 포교, 교육, 사업 등을 관장한다.”(신도
법 24조)라고 명시하였는데, 이처럼 출․재가자 교육의 이원화는 신도교
육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았다(고병철, 2011: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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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신도교육은 종단 주도가 아니라 불자조직에 의해서
1970년대에 등장했다. 1972년 대원회가 대원불교대학을140), 서울신도회가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한 것이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택, 2012:
93). 또한 1980년대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불교대학이 설립되면서 불교
교육은 중요한 포교방식으로 각 사찰에서 등장했는데,141) 그 이전까지
신도를 교육하는 것은 스님의 법문이나 개별적인 경전 공부에 제한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단 차원에서 신도교육에 대한 정책은 각 사찰에
서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종단차원에서 신도교육 체계를 만든 것
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교리 공부에 치우치고
있어, 교리와 현실이 분리될 우려도 있다.
신도교육의 방식도 사찰에서 지정하는 날짜(예를 들면, 초하루법회, 보
름법회, 초파일법회 등)에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절․기도 등
의 수동적이고 개별적인 신행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
성들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거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성
의 신행 형태가 기복적․미신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
라기보다는 이러한 종단 내 신도교육 체제의 미비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종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신도는 대승불교에서 추
구하는 진정한 대승보살이 아니라 단지 희생과 봉사로 사찰을 지원하는
여성신도이고,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출가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조성택, 2012: 32-57).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종단에 대해 희생과 봉사
를 마다하지 않았다. 김응철(2012)에 의하면 조계사는 매년 새로운 신도
로 신도입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약 2,0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 400여 명
은 불교대학 2년 과정에 입학한다고 한다. 불교대학을 졸업한 이들 가운
데 약 100명 정도가 불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교육이나 수행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김응철, 2012: 46). 종단 내 신도교육이 아무리 늦게 시
140) 재가불자 교육은 장경호거사가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1970년 서울에 본격적으로
대중포교당을 짓기 시작했고, 드디어 1973년 5층 건물의 포교당을 건립했다. 이것이
재가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첫 선을 보인 대원불교대학의 모태가 된 대원정사이다.
141) 김관태(2012)는 신도교육의 역사를 사찰이나 불교단체에 의한 불교교양대학을 중심
으로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1980년대 ‘교양대학의 확산기’로 전국적으로 불교교양대
학이 확산되었고, 1990년대는 ‘신도교육기관의 정비기’로 사찰 신도교육기관이 증가하
였으며, 2000년대는 신도교육의 정착기로 본다(김관태, 2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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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고, 내용이나 형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종단 내 봉사
활동이나 불교에 대한 교학적 연구 등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재가여성신
도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신도가 여성인 종단 현실에서, 재가여성불자는 종교 영역뿐만 아
니라 대사회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활동을 전개해왔다. 2000년대
이후 불교여성의 활동은 여성 내부의 차이와 관심분야의 다양화로 인해
그 활동영역이 더욱 분화․발전되었다. 이러한 재가여성불자의 신행은
불교 중심과 그리고 대사회적 활동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신
행을 활동 패턴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불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사찰 봉사와 포교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회나 종단 산하단체 중심의 여성불자활동’이
있다. 유일하게 종헌에서 명시된 불교중심 신행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이하 ‘중앙신도회’라 함)는 산하에 각 사찰 신도회와 직능별
불자연합회를 포함하여 약 50여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
신도회는 2011년 전체 24명의 고문 가운데 여성은 2명이며, 30명의 지도
위원가운데 여성이 2명이다. 그리고 24개 교구신도회장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남성중심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속성은 여
성신도나 여성봉사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가부장성과 젠더
위계를 유지․계승할 수 있다. 또 다른 불교활동 중심의 여성단체로는
종단 포교원 산하에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불교여성개발
원’이 있다.142) 이는 우리 사회의 뛰어난 재가여성불자를 발굴하거나, 이
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등 대사회적인 활동을 확대하고 있지만, 포교원
소속이기 때문에 포교원장이 대표로 있는 현실에서 종단에 대한 비판이
나 참종권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여성불자들이 교리 공부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위
한 조직적인 “여성신행단체”로, 예를 들면 봉사활동 중심의 ‘대한불교부
인회’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143)가 있다. 이들은 여성불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의 인권신장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종교 영역을 중
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의식이나 현실인식에 기초한 대사회적 활동
142)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은 홈페이지 http://www.bwdi.or.kr/ 참고하기 바란다.
143) ‘한국여성불교연합회’의 활동은 홈페이지 www.kwba.or.kr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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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붓다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여성불자들이 대사회적
이슈에 동참하는 “불교시민사회활동”이 있다. 예를 들면, 만인 공존, 만
물 공생, 인권 존중, 정의 구현 등을 기반으로 무료급식소, 도시락 배달
사업 등을 하는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1991)’, 온 우주가 유기적 생
명공동체임을 자각하고 생명살림의 연대를 실천하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1999년),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빈그릇운동”을 펼치며 일찌감치 생
태적 깨달음을 추구해온 ‘에코붓다’(2005년), 청정국토와 환경보살을 추구
하며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주장하는 ‘불교환경연대’(2000년)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불교단체의 대표가 출가자이므로, 이들로부터 지
도를 받고 물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가여성불자의 역할로 규정하기에
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 종단
내부 분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재가불자운동단체”이다. 예를 들면,
‘참여불교재가연대’(1999년)는 교단자정, 인재 육성, 그리고 대사회적 활
동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박광서, 2009: 10-37; 조성택, 2009: 90).144)
이 단체는 출발 초기에는 남성활동가 중심의 조직 운영방식과 종단 내부
분규 해결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인해 젠더 이슈에 대해 소극적이었지
만, 조직 내 여성활동가를 양성하고 여성불자의 참종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성평등한 출가자교육과 비구니승가의 성장

1) 승가 내 성평등한 현대적 교육제도 완비
비구니를 위한 현대적 교육체계는 1994년 개혁종단에서145) 승려교육제
144) 특히 참여불교는 1998년 종단사태 이후 출가-재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과 재가자의
참종권에 대한 정당성을 종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최근에 들어와
서 출․재가자가 함께하는 ‘사부대중연대회의’를 창립하여 종단개혁과 관련된 연속포
럼(2012.09월부터 11월)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재가자의 권리를 문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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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정비하면서, 비구와 비구니에게 동일한 교육제도를 평등하게 적용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비구니 교육이 체계를 갖
춘 것은 근대비구니 강원(비구니를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이후부터이
다. 조선시대 이후 비구니 은사와의 개별적인 사제관계는 전통으로 이어
졌는데, 1970년 이전 한국 비구니들은 율장을 공부할 기회를 얻기도 쉽
지 않았다. 당시 비구니들은 훌륭한 비구스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
며 공부를 하였는데(정인영, 2012: 258), 1916년 비구 만공이 수덕사 견
성암에 최초로 비구니 선원을 개설하여 비구니 수행을 지도한 것이 비구
니 교육의 시초였다.
1918년 통도사에서 비구니 강원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대한불
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0: 21; 227-228: 전해주, 2006: 318-320),
이는 뛰어난 비구 스승들이 한국불교계의 미래를 위한 비구니 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146) 비구스승에 의해 교육받
은 비구니는 비구니 교육을 위한 강사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비구니승가
의 교육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1944년 남장사에 4년제 대학과정인 비구니강원이 개설되었고(광우스
님, 2008: 49),147) 1956년 이후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이 동학사에 설립
되었다. 이 시기에 비구니강원이 발전하게 된 것은 정화운동과정에서 비
구니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즉 정화운동이 성공하기까지 비구니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 다수의 비구니들은 대처승이 물러간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어 실
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비구니가 최초로 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주지로 임명될 정도였으니,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비구
니승가의 지위가 높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 비구니를 위한
강원은 전국에 걸쳐 개설되었고, 당시 비구니승가는 동화사를 비구니총
145) 현재 비구니를 위한 교육기관은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그리고 5대 지방승
가대학이 있고, 전문교육으로는 운문승가대학원, 금강율원, 청암사율원, 그리고 유마사
승가대학이 있다.
146) 정인영에 의하면, 1952년 운허스님은 당대의 주요 비구승들과 함께 비구니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운허스님이 비구니교육을 맡을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성철스
님은 운허스님께 묘엄스님을 비구니강사로 만들어달라며 간곡하게 청했다고 한다.
147) 그 당시 남장사 비구니강원은 약 20여명의 비구니가 공부했는데, 지원자가 많았지
만 공간이 좁아서 비구니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교과목은 경전 위주의 전통
적인 내용이었으며,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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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만들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비구승가의 요구로 교구본사인 동
화사와 말사인 운문사를 바꾸게 되었는데(광우, 2008: 133), 이 사건은
승가 내 젠더 역학관계에서 비구니의 평등권이 제한당하는 상징적인 사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동국대학교에서 현대적 교육을 받거나, 비구니강원에
서 교육받은 비구니들이 등장한다. 비구 청담과 비구니 묘엄, 비구 혜봉
과 비구니 광우, 비구 관응과 비구니 명성은 사적으로는 부녀관계였지만,
비구스승의 더욱 엄격한 가르침으로 비구니계의 여성리더로 성장했다.
특히 이들은 비구니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는데, 비구니 묘엄은 최초의
비구니강사이자 비구니율사로 한국비구니대학148)학장을 역임하였고,
1999년 봉녕사 승가대학에서 최초의 비구니율원을 개원하였다. 비구니
묘엄은 한국 비구승가의 율맥을 복원한 비구자운으로부터 2년간 율서를
교육받은 한국불교사 최초의 비구니율사[律師, 계(戒)와 율(律)에 능통한
스님]였다(정인영, 2012: 316). 비구니 광우는 비구니강사를 거쳐 제2회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했으며, 최초의 포교당인 ‘정각사’를 설립하여 신
도교육에도 열정을 쏟았다. 비구니 명성은 전국비구니회 제8, 9대 회장으
로 운문승가대학 학장 겸 승가대학원장으로 운문승가대학에서 40여 년
동안 1,700여 명의 비구니 제자와 13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하였다.
이처럼 교육을 받은 비구니들은 비구니승가를 위한 교육은 물론, 비구
니승가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면서 그 역량을 발휘한다.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선원 가운데 비구선원이 59개, 비구니선원
이 33개로 비구의 선원이 훨씬 많지만, 선원의 대중수는 비구선원이
1,119명, 비구니선원은 933명이다(성직, 2007: 23). 이는 상대적으로 비구
니가 더 좁은 공간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비구니 교육
의 현장에서 일생을 헌신해온 비구니 명성은 승가교육이 현실적이고 체
계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149) 강원에서의 교육 커리큘럼이
나 교제들이 한자 위주여서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는 자칫 소극적․은둔적․해탈 중심적 불교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
148) 한국비구니회가 1981 설립한 2년제 대학으로 교육학, 사찰경제, 포교 등 현대적 커리
큘럼을 가르쳤다. 최초 45명이 입학하였고, 그 다음해는 백 명이 넘었다. 하지만 재정
등 여러 이유로 1982년 당시 비구승들이 수학하던 중앙승가대학으로 합쳐지고 오늘날
에 이르고 있다.
149) “명성스님, 승가교육 개혁론의 의미”, 법보신문,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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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비구니승가 스스로 현재 강원의 교육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주장한 것은 그만큼 비
구니승가가 성숙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현대적 교육기관인 ‘명진학교’(구 동국대학교)에 비구니가 ‘입학
한 것은 1953년 비구니 광우가 처음이었다(광우스님, 2008: 65).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비구니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동국대 불교학부는 2009년 30명의 비구니들이 학부에서 교육받았고, 서
울 소재 동국대 동문 723명 가운데 비구니동문이 233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까지 동국대를 졸업한 비구니 가운데 박사 33명, 석사 224명에 이
른다(본각, 2008: 370).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비구니승가가 전문적이
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비구니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함은 물
론, 종단 내 성차별을 극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이 설립한 현대적 출가자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는 비구니 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비구니 자현에 의해 시작되었고, 1979년 중앙불교
승가학원을 종단이 인수하여 중앙승가대학교로 성장시켰다. 2002년 대학
원과정의 신설과 함께 승려 전문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과 정규대학이라
는 일반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28회 788명의 비구니
들이 배출되었고, 2010년 현재 학부에서 사미니와 비구니 92명이 수학하
고 있다(본각, Ibid: 369).
이처럼 비구․비구니의 평등한 교육제도는 비구니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의 전문영역에서 비구니가 역할을 확대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
다. 또한 비구니승가에 의한 자율적인 교육과 비구니 사제의 전통은 한
국사회에서 독립적인 승가로서의 비구니의 위상 확립에 큰 역할을 하였
다. 종단 내 젠더 위계에 의한 차별적인 다양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평등한 승가교육제도는 결과적으로 비구니승가의 발전은 물론 성차
별적인 종단문화를 개혁하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

2) 성평등한 교육과 성차별적인 비구니승가의 지위
종단 내 출가자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법계(法階)에 필요한 학력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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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계란 출가자 사이에서의 수행기간과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직위를 말한다. 비구니법계와 비구법계는 <표
27>처럼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된다.150) 수행기간에 따라 비구와 비구니
에게 동일한 법계가 수여된 것은 1994년 이후이다.
<표 27> 출가자 법계 품서와 자격

법계
수행 수행 및 교육과정
비구 비구니 기간
40년
이상
30년
이상
25년
이상
대덕 혜덕 20이상년
중덕 정덕 10이상년
1년
견덕
계덕 이상
4년
사미 사미니 이상
6개월
행자
이상

대종사 명사
종사 명덕
종덕 현덕

지위 및 자격의 예

종단 최고 지위 부여: 종정,
개별 수행
원로희원, 법계위원장 등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계원장,
개별 수행
법계위원 등 고위지도자 자격 부여
종단 교육연수/
본사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
개별 수행
호계위원 등 주요 지도자 자격 부여
선
종단 교육연수/ 중앙부실장/중앙종회사무처장/중앙
관위원장,
종정예경실장,
교육기관
개별적 수행
책임자 등
사
찰 주지/ 본사국장/
선원 4안거 이상/
중앙국장 자격
지정교육 이수/
박사학위과정 이수
지정 교육과정 이수
강원/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과/
정식 승려 인정
기본선원 등 택 1
입산 사찰/
예비승 자격, 교육이수의
행자교육원 필수
권리와 의무

종법에는 법계에 따라 지위나 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현실적으
로 비구니는 비구와 동등한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즉, 비구니가 비구
와 동일하게 수계 20년 이상이 되어도 종단에서의 지위가 중앙선관위원
장이나 종정 예경실장․교육기관 책임자 등이 된 사례는 없다. 비구니는
비구와 동일한 연한과 자격이 있어도 비구와 동일한 지위에 오를 수 없
고, 말사 주지․본사국장․중앙국장의 지위까지만 허용된다.
150) 본각(2008: 377)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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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단 내에서 비구니가 비구와 동일한 교육을 수료하고, 수행기간
이나 교육 등으로 아무리 법계가 올라간다고 해도 본사주지․총무원장․
교육원장․원로회의 등이 될 수 없도록 종법이 가로막고 있다. 학력이나
이력 등에 있어서 비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단지 비구니라는 이유만으로 비구보다 낮은 지위를 가질 수밖
에 없는 것이 오늘날 종단의 현실인 것이다.
대종사는 법계법(2001년 개정)에 근거한 최고 수준의 법계로, 종단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통합종단 이후 2004년 처음으로 원로회의 의원 20명에게 수여되었지만,
비구니가 대종사 급에 해당되는 명사법계를 받은 것은 2007년으로 이때
7명의 비구니151)가 명사법계를 받았다. 이처럼 비구니승가는 비구승가와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단 내 그 지위에서
도 성차별을 받고 있다.

3) 비구니승가의 세계여성불자네트워크(Sakyadhita) 동참
불교가 오랫동안 신앙으로 자리 잡은 동양에 비해, 짧은 기간에 새로
운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여지는 서양의 불교는 교리를 제외하고는
신행․계율 그리고 제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동서양의 불교
는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면 미얀마, 티
벳 등 상좌불교 전통 불교국가는 비구니교단이 부재하고 한국은 비구니
의 독자적인 교단이 있다. 서양불교, 특히 최근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미국불교(American Buddhism)152)는 기복대신 명상으로, 출가자중심이
아닌 재가자중심으로, 개인의 신앙차원보다는 과학과 의학․상담 등 학
문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응용하면서 생활화하고 있다.
151) 명사법계를 받은 7명의 비구니는 혜운, 정화, 광우, 정훈, 묘엄, 지원, 명성스님이다.
대종사의 숫자는 2008년 12명에 이어 2011년 7명으로 총 39명에 이른다.
152) 조은수교수에 의하면 19세기 중국이민자에 의해 미국에 유입된 불교는 1960년대 성
장을 시작하여, 현재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불교도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미국사회
에 불교의 영향도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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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서구 불교여성학자들에 의해 등장한 불교여성주의는 아시아
권 불교의 성차별성이 불교의 본질을 벗어난 일탈된 불교로 규정하고,
탈이분법적 인식론과 자기변혁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불교 내 젠더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불교여성주의가 동서양의 접점
에서 탄생한 것이 세계 각국 불교여성들의 네트워크인 세계여성불자대회
(샤카디타, Sakyadhita)이다. 샤카디타는 ‘붓다의 딸들’이라는 의미로,
1987년 2월 인도에서 동서양의 재가여성불자와 비구니들에 의해 조직되
었다(운월스님, 2000: 110-130). 이는 2년에 한 번씩 동․서양의 불교여
성들이 깨달음․화합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모여서 불교여성의
역량강화를 꾀하고, 불교여성의 역할모색이나 지도자의 발굴, 역량 강화
를 위한 연대와 교류 등을 주도해왔다(옥복연, 2009: 9-10).153)
샤카디타는 한국불교 여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인데, 한국은
1991년 2차 대회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샤카디타 8차 대회를 서울
에서 개최하였는데, 샤카디타의 참여를 통해 한국 비구니승가는 자부심
이 증가하고 비구니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비구
니 운월은 한국비구니가 교육수준도 높고 독자적인 비구니승단을 발전시
켜 왔기 때문에 참가자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회고하였고,
비구니 성정은 한국의 비구니승단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간절하였
다고 감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독립된 비구니승가의 전통과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국은 비구니승단이
없는 상좌불교 국가나 서구의 여성출가자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
이 되었고, 그 결과 한국 비구니승가는 세계 비구니승가를 위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즉 비구니는 이부승 수계(비구니승단과 비구승단 두
곳에서 비구니계를 받음)를 받아야 하는데, 미얀마․스리랑카․티벳 등
상좌불교 국가에는 비구니교단이 없기 때문에 비구니수계를 받을 수 없
다. 그리하여 이들은 비구니가 될 수 없고, 매치(Mae-chi) 또는 다사실
라마따(Dasasilamata) 등으로 불리며 출가한 여성수행자로 살아가고 있
다.
153) 샤카디타의 성격은 그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1세기 생존을 위
한 여성과 자비의 힘’, ‘불교에서의 여성―일치와 다양성’, ‘개인, 가족, 사회, 세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여성’,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과거’, ‘세계 다
문화 공동체 속에서의 여성불자들’, ‘과도기의 불교-전통, 변화 그리고 도전’, ‘뛰어난
여성 불자들’이었다. 즉 불교여성의 역할모색이나 지도자의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연대와 교류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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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국 비구니승가는 상좌불교국가의 비구니 수계문제에 지속적
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93년 3차 대회에서 한국비
구니들은 태국의 매치들에게 비구니계를 주었는데, 물론 태국 비구승단
은 이 수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1996년 한국의 비구․비구니들이
인도로 가서 스리랑카에서 온 다사실라마따 10명에게 비구니 수계를 하
였다. 이때도 스리랑카의 비구승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성정, 2007:
62 -64).15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구니승가는 비구니 수계문제는
물론, 세계불교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남아 불교국가에 학교 건립이
나 사원을 지원한다거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비구니승가는 샤카디타를 통해 한국비구니교단의 긍지를
회복하고, 서양의 불교여성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붓다의 뛰어난 가르
침은 물론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는 비구니승가의 성평등의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단 내 성평등을 위
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 출가자의 부정적인 여성관 비교분석

1) 비구니승가의 낮은 여성정체성
앞서 종단 내 여성교육의 부재는 불교여성의 성평등한 신행 활동을 위
축시켰음을 보았다. 성평등한 신행은 종교 영역과 사회영역에서 성평등성
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불교신자로서 긍정
적인 정체성을 가질 때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정체성이란 ‘내
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참모
154) 한국의 비구․비구니승가가 상좌부 비구니승가 복원문제에 개입한 것에 대해 비구
마성은 “아마도 한국대표로 참석한 스님들이 이처럼 중요한 행사인지 모르고 참석했
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한국 불교가 상좌불교 비구니승가 복원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마성, 2007: 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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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는 자기 심문과 성찰의
능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현순, 2008: 98). 이를 바탕으로 여성 정
체성을 규정한다면 여성 정체성은 “내가 여성임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으
로, 스스로 ‘여성임 being women’을 밝히고 ‘여성됨 becoming women’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Gerda Lener는 인종과 계급,
젠더는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억압체제들로 이해되어야 하며, 여성 정체성
은 상황에 따라 구성되고 정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Lener, 2006: 353).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의문에서부터 참 나(real self)를
찾는 것을 중시하는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정체성은 여성으로서의 자
신에 대한 통찰과 자아상을 찾기 위한 노력이 동반된다. 이때 부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내면화할 경우 성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로 인해 스
스로 여성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여성으로서의 독립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긍정적인 여성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열등하고 부정적
이며 왜곡된 여성관을 가지게 되고, 붓다가 제시한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의 성불가능성을 불신
하고, 성별이 장애요소로 등장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불교여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먼저 불교인들이 여성 혹은 남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았다. ‘성정체성 만족도’에 대한 측정 문항을 “나
는 여자(혹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라는 문항으로 분석했다. 그 결
과 <표 28>과 같이 나타났다. 즉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성별 유의한 결
과를 보였고, 비구니보다는 비구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았다. 비구
니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불만이었고, 비구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남성 불자는 재가여성 불자보다 성정체
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구와 비구니의 격차(.85)가 재가 남녀 간의 격차(.42)보다 더 높
았는데, 비구니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
지 않는 집단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비구니 가운데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비구로 태어나고
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인영, 2012: 298). 이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불만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인 종단에서 비구로 살아
가는 것이 수행에 더욱 용이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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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불교인의 성정체성 만족도
구분

비구
비구니
남성
여성
*

N

173
152
371
1,122

나는 남/여 자로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
4.36
3.51
4.32
3.90

통계값(t)
7.399***
8.315***

p<0.05 ** p<0.01 *** p<0.001

설문 조사과정에서 만난 비구니들은 성정체성에 있어서 복잡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수행자로서의 ‘몰성적(gender-blinded) 정체성’과 ‘긍정/부정
적 여성 정체성’이 혼재되어, 상황이나 존재방식에 따라 이 두 정체성을
작동시켰다. 예를 들면, 성정체성에 관한 질문에서 비구니가 여성으로 호
명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이미 여자가 아닌데”라거나, “머리 깎은
사람에게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라며 수행자는 몰성적 존재임을 주장
했다.
반면에 여성 정체성이 발현될 때는 긍정/부정적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비구니라고 못할 게 뭐 있어.”라거나, “부처님이 언제 남녀를
차별했나? 남녀를 차별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공부가 잘못된 사람들이
야.”라며 자신이 여성임을 받아들이는 비구니는 긍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가진 비구니는 자
신이 ‘여성’임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다음 생에는
비구로 태어나고 싶다.”라거나, “비구니라서 할 수 없어, 여자니까 어쩔
수가 없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몰성적인 여성 정체성을 보인 비구니집단은 성차별문제에 대해 무관심
하거나 덜 예민하게 인식하여, 깨달음이 가장 우선적이므로 성차별은 세
속적인 문제로 돌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로 간주했다. 비구니의 여성
정체성은 여성불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관을 내면화한 비구니집단은 여성업설을 바탕으
로 가부장적 성별 위계를 강요할 수 있어 재가여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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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여성정체성을 가진 비구니집단은 여
성불자도 성불할 수 있음을 지지하고 격려함은 물론, 가부장적 젠더 위
계가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남을 강조하면서 성차별은 반드시 불교계에서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여성불자들의 성정체성도 비구니승가와 유사하게 이중적으로 나타났
다.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성차별적 종법에 분노하
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요즘 세상에도 이러냐?”고
항의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여성불자는 비구니가 여성불자의 영적 지
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가 동일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불자
들은 “여자니까 할 수 없지 뭐” 라거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지.”
라며 열등한 여성관을 보였으며, 비구니가 비구에 비해 수행력이나 지도
력이 부족하다는 등 비구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즉 부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불자는 비구니에게도 동일한 여성관을 적용하며, 비
구니 차별적인 종법이나 종단 내 지위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붓다는 교단 내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경계하였는데, 그 예로
붓다는 비구가 비구니에게 입었던 승복을 빨도록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
나, 두드리게 하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제시하였다(백도수,
2003: 216). 수행방법에서 남성과 다를 바가 없었고, 비구니스님도 부처님
과 큰 제자들과도 동등하게 법회와 수행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기
경전에서는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뛰어난 여성신자 31명을 그 능력
에 따라 출가제자와 똑같이 제자로 칭찬하고 있다.「앙굿따라니까야」에
서는 불사(不死)의 열반을 성취한 21인의 재가자 가운데 10명의 여성신
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재가여성불자는 보시자 뿐만 아니라 참선수행
자․이타행 실천자․설법자․스승․포교사 등, 붓다의 제자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조준호, 2003: 72-96). 이처럼 붓다도
불교여성의 능력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여성들의 부정적인 여성
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교단에 성평등한 가치관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성(gender)이 여성주의이론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나 가치관, 혹은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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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성차별이 사
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분석의 틀을 마련해 주며, 성차별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종교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됨을
보여준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적인 성을 부정하는 원인은 여성을 열등하
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회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젠더적
관점에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비구승가의 부정적인 여성관
앞서 경전에서 긍정적인 여성관과 부정적인 여성관이 혼재되어 전해오
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불교인들의 여성관을 아는 것은 긍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전
상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여성관인 “전생에 업이 많으면 여자로 태어난
다.”는 여성업설과 “여성이 성불하려면 남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
다.”는 변성성불론을 통해 불교인의 여성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즉 비구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이 비구니집단이었다. 재가남성 불자는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장
적게 응답하여, 네 집단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
출가자집단이 재가자집단보다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출가자 중심, 비구중심으로 종단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매우 문제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가자집단은 재가자집단보다 교리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으며, 재가자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비
구집단에서 이처럼 여성업설과 변성성불론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여성관
을 가지고 있다면 종단운영이 성차별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찰에서 비구
스님의 법문이나 비구스님에 의해 쓰여진 경전들이 성차별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평등한 종단운영을 위해서라도 차후에 왜 비구집단
이 가장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가여성불자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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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부정적인 여성관에 대한 네 집단 비교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부정적인
여성관
*

p<0.05 ** p<0.01

비구
비구니
남자
여자
합계
***

162
151
341
1017
1671

p<0.001, Scheffe A>B>C

2.68 (A)
2.47(B)
1.94(D)
2.27(C)
2.26

1.09
1.03
.87
.94
.97

F

26.235***

가부장적 여성상을 서술하고 있는 마누법전에서 여성은 본래 악하고
음탕하며, 남성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열등한 존재로 묘사된다. 불교
가 마누법전이 형성되던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만약 마누법전의 부정
적인 여성관이 어떤 방식으로건 불교 경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교인들
이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성은 다음 생에 남성으
로 다시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거나, 여성의 몸은 죄와 벌의 상징이라
거나,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요부 혹은 음탕한 여성이며, 여성에게는 희
생과 봉사만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여성관이 전해진다면 여성은 자신의
여성 정체성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여성혐오적인 왜곡된 교리에 의해 불교여성이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지
게 되면, 그 결과 비구니는 가부장적 성별 위계를 수용하고, 종법의 성차
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불교여성이 수행을 통해 깨달
음을 얻는 도구로서 여성의 몸을 중시하며,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고통
을 돌보는 여성으로, 또한 여성도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불교여성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
아들일 것이다.
부정적인 여성관은 방글라데시의 한 조사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불교
인이 가장 많은 지역 여성의 90%가 스스로 2류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비구승에 의해 여성업설이 교리로 유포되거나,
신성한 장소에 여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생리기간 동안은 승려에
게 음식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성을 경멸하는 태도와 용어가 전통
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오면서 부정적인 여성관을 유지․전승하고 있었다
(Nazreen, 2012: 32-35).
불교여성주의에서는 뛰어난 여성의 이야기가 삭제되고 사라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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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비구가 경전을 결집하고 또 이를 계승했기 때문
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역사를 복원하
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불교여성들의 위치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함께 긍정적인 불교여성관을 확보하고자 한다. 붓다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서의 여성상을 정립했지만,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비
구니나 여성불자는 성별 만족도가 낮았고 재가자보다 출가자가 더욱 부정
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 비구중심의 종단운영과 비구니 차별적인 종
법․왜곡된 교리․계율을 통해 비구니를 규율하는 현실을 볼 때 비구니
집단이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정체성 만족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와 여성주의를 통해 불교의 친여성
성과 성평등에 대한 중심 교리를 널리 알리고, 왜곡된 교리에 대한 재해
석으로 긍정적인 여성상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종단 내의 젠더화된 신행활동 비교분석

1) 성역할 고정관념의 일상화
a) 출가자의 성별 이분화된 신행 활동
앞서 붓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경계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불
교인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신행 패턴을 분석하였다. 즉 출가자의 관심 영역이 무엇인
지, 그리고 경험한 활동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출가자의 현재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동분야를 예측할 수 있다. 출가자가 현
재 혹은 이전에 관여한 단체 유형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 결과
<표 30>와 같다. 응답자 가운데 ‘하나도 없음’이 가장 많아(39.5%), 다수
출가자는 대외적인 활동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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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출가자가 경험한 단체활동 유형
항구 분
목

출가자가 경험한 단체활동 유형(두 가지 선택)

N

전
424
체
성 비구 173
별 비구니 152
30대 92
이하
연 40대 155
령 50대 72
60대 13
이상
기본강원 134
이 중앙/선승원가대 126
력 승가대학
원 42
고졸이하 122
학 대졸이하 168
력 대학원 38
이상
*

불교 내
신행단체

①

N

7
62
53
26
56
32
5

48
39
20
39
59
18

%

불교
여성
단체

②

N

27.6 29
27.1 9
28.8 19
22.2 8
27.3 12
34.8 4
29.4 4
29.4 12
23.8 13
35.7 1
25.8 10
27.3 13
36.7 6

p<0.05 ** p<0.01 *** p<0.001

불교와
불교와
반여성 ⑤무관한
사회관련 ④일
관
련 단체
단체
단체

③

%

N

6.8 63
3.9 38
10.3 23
6.8 17
6.2 25
4.3 19
23.5 1
7.4 14
7.9 31
1.8 13
6.6 22
6.0 31
12.2 8

%

N

%

N

14.9 14 3.36 33
16.6 9 3.9 26
12.5 5 2.7 6
14.5 4 3.4 5
12.9 6 3.1 21
20.7 4 4.3 6
5.9
0 0.0 1
8.6 8 4.9 6
18.9 5 3.0 12
23.2 1 1.8 9
14.6 8 5.3 7
14.4 6 2.8 20
16.3 0 0.0 6

%

하나도
없음

⑥

N

7.8 168
11.4 85
3.3 78
4.3 57
10.8 77
6.5 27
5.9
6
3.7 75
7.3 64
16.1 12
4.6 65
9.3 87
12.2 11

%

39.6
37.1
42.4

48.7
39.7
29.3
35.3
46.0
39.0
21.4
43.0
40.3
22.4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 실태조사에서 분석한 스님의 이미지와도 유사
한데(실천승가회, 2011: 47), 이 조사에서 스님에 대한 이미지로 약 80%
의 응답자가 ‘참선 수행자’나 ‘염불’․ ‘금욕적 생활’ 등 수행자와 동일시
하였다. 반면에 ‘적극적 사회활동’을 응답한 비율은 1.5%로 매우 낮았다.
출가자가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사회활동이 매우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회참여나 포교 등의 활동에 출가자가 적극
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조사 결과, 출가자내에서 비구집단(37.1%)보다는 비구니집단
(42.4%)이 ‘하나도 없음’이 더 많아 비구에 비해 비구니가 대내외 활동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경험한 활동으로는 비구집단과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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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집단 모두 불교 내 신행단체 활동이었는데, 이 또한 출가자로서 당연
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많은 경험 활동부터 비구집
단과 비구니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비구니집단은 불교 내 사회단체나 불
교 내 여성단체 등 불교와 연관된 활동을 많이 경험하였고, 비구집단은
불교와 사회관련 단체나 불교와 무관한 단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구니는 신행단체나 여성신행단체 등 교
단 내부에서 신자의 재생산과 교육에 더 많이 활동하고, 비구승은 교단
밖인 사회와 연관된 활동이 더 많아서 출가자의 신행 형태가 성역할 이
분화로 젠더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출가자의 관심분야를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표 31>처럼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혼자서 공부’
(55.3%)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출가자로서의 본분인 수행과 관련된 부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혼자서 공부’를 제외하면 출
가자의 관심분야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활동은 ‘신자대상 활
동’이었는데, 비구집단은 12.9%인 반면 비구니집단은 15.3%로 비구니가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비구와 비구니의 활동을 보면 비구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사회정
의와 관련된 활동․사찰 운영과 관련된 활동이 많았고, 비구니는 상대적
으로 신자대상 활동과 불교단체 활동이 더 많았다. 이처럼 출가자의 앞
으로의 관심분야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이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가부장적으로 이분화된 성역할이 매우 뿌리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제하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로 한정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
편을 보조하는 남성의 ‘타자’로서 규정되었고, 만약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을 주장하게 되면 규범에 어긋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히며 처벌
받는다. 하지만 남성이 제시한 규범에 순종하는 여성은 영적 우월성을
인정받거나, 모성을 이데올로기화하여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여성상을 강
요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역할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며
탈정치화하고,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은 남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
능하다. 이러한 가부장성은 성역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출가자의 관
심 영역과 활동 영역이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분리되어 있다
는 것은 종단의 가부장적 성문화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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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출가자가 관심있는 단체활동 유형 비교
항 구
목
분

N

전
335
체
성 비구 175
별 비구니 152
30대 92
이하
연 40대 155
령 50대 72
60대 13
이상
기본선강원 134
원/
이 중앙승 126
력 가대학
승가대 42
학원
고졸이하 122
학 대졸이하 168
력 대학원
이상 38
*

출가자가 관심있는 단체활동 유형

자서 ②사찰
공부 운영관련

①혼
N

182
91
86
42
91
42
6
94
57
14
61
100
15

%

N

. 24
53.5 15
57.3 9
46.2 7
59.9 14
60.0 2
50.0 1
71.8 5
45.6 11
34.1 4
51.3 14
60.6 7
40.5 3
55 5

신자 ④불교 ⑤사회 ⑥사회
대상활동 단체활동 복지활동 정의활동

③

%

N

7.3 45
8.8 22
6.0 23
7.7 14
9.2 17
2.9 12
8.3 2
3.8 17
8.8 17
9.8 6
11.8 15
4.2 23
8.1 7

%

N

13.7 23
12.9 10
15.3 13
15.4 10
11.2 6
17.1 3
16.7 3
13.0 4
13.6 15
14.6 3
12.6 9
13.9 11
18.9 3

%

N

7.0 31
5.9 17
8.7 11
11.0 11
3.9 12
4.3 7
25.0 0
3.1 5
12.0 18
7.3 8
7.6 16
6.7 12
8.1 3

%

N

%

9.5 23
10.0 15
7.3
8
12.1 7
7.9 12
10.0 4
.0 0
3.8 6
14.4 7
19.5 6
13.4 4
7.3 12
8.1 6

7.0
8.8
5.3

7.7
7.9
5.7
.0
4.6
5.6
14.6
3.4
7.3
16.2

p<0.05 ** p<0.01 *** p<0.001

b) 여성불자의 사찰내 보조적 지위
재가불자의 사찰 내에서 ‘경험활동’과 ‘희망 활동’을 아는 것은 재가자
의 사찰 내 신행 활동 패턴에 대한 이해와 신행 생활의 만족 정도를 파
악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재가불자가 사찰 내에서의 경험한 활동은 <표
32>처럼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불자는 ‘부처님 오신날, 관음재일
등 각종 행사시 보조활동’이 가장 많았지만, 여성불자는 ‘음식 만들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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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청소 등’ 사찰 내에서 가사노동과 유사한 활동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재가불자의 사찰내경험 활동과 희망 활동
재가불자가 사찰 내 경험한 활동

구분

N

단위: N(%)

음식 포교, 교리 공 부처님
사찰
날
사찰 환복지경보호,
만들기, 신행 등 부, 신도 등오신각종
등 불사 신도
해당
운영
설거지, 상담 활동 교육등 행사 보 참여 사회봉사 등에서 친목
없음
청소 등
학습활동 조활동
활동
모금활동 활동

1139 537 976
전체 1386 (18.3)
(8.6) (15.7)
229
157 227
성 남 352 (15.1) (10.4) (15.0)
별 여 1034 910 380 749
(19.4) (8.1)
(15.9)

1008 286 615 639 909 102
(16.2) (4.6) (9.9) (10.3) (14.6) (1.6)
242
80 176 144 238 22
(16.0) (5.3) (11.6)
(9.5) (15.7) (1.5)
766
206 439 495 671 80
(16.3) (4.4)
(9.3) (10.5) (14.3) (1.7)

재가불자의 사찰 내 희망 활동

구분

N

음식 포교, 교리, 공 부처님
경보호, 사찰 신도
날
사찰 환복지,
만들기, 신행
부, 신도 등오신각종
등 불사
해당
등
운영
설거지, 상담활동 교육등 행사 보 참여 사회봉사 등에서 친목
없음
청소 등
학습 활동 조 활동
활동 모금활동 활동

635
전체 1386 (223
5.8)
(16.4)
86 164
성 남 352 (7.7) (14.7)
별 여 1034 137 471
(5.0) (17.1)

375
(9.7)
110
(9.9)
265
(9.6)

357 665 635 463 374 143
(9.2) (17.2) (16.4) (12.0) (9.7) (3.7)
96 202 154 159 104 41
(8.6) (18.1) (13.8) (14.2) (9.3) (3.7)
261 463 481 304 270 102
(9.5) (16.8) (17.5) (11.0) (9.8) (3.7)

재가불자들의 사찰 내 ‘희망활동’ 역시 성별 차이를 보였다. 남성불자
는 ‘사찰의 사업계획, 재정관리 등 사찰운영에 참여’를, 여성불자는 ‘환경
보호, 복지, 캠페인 등 사회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남녀불자들 모두 ‘사찰 운영 참여’에 대한 경험이 가장 적어, 사찰 운
영에 재가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불자는 사찰운
영 참여를 세 번째로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여성활동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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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하게 확대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파괴가 여성
신행 유형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성별 역할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만들고 종교법으
로 이를 정당화한다. 또한 각종 상징과 의례를 통해 성역할을 강화하기
도 하는데, 특히 여성들은 의례적 지위를 사찰 내에 두기 때문에, 공식적
인 의례나 신행에서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은 보조적, 혹은 종속적이다.
여성은 불단에 올라갈 수 없고, 여성은 법단에 올라가 법문을 할 수 없
다는 등의 여성에 대한 ‘분리’와 ‘차단’을 통해 여성들에게는 순종을 강조
한다. 그러나 현대의 종교들은 여성 성직자가 중요한 의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은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극복하고 대안적 성역할
을 제시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 성직자의 공적 역할의
‘허용’은 남성의 권위가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에, 성역할에도 여전히 성별 역학관계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가불자들의 신행활동은 경험활동과 희망 활동이 불일치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자들의 신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재가남녀 불자들은 현재 사찰 내의 역할에 만족하기보다는
신행활동은 물론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연구
에서 남녀재가불자 모두가 사찰운영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재가불자가 가장 희망하는 활동이자, 여성재가불자의 세 번
째 희망활동이 사찰운영에의 참여라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즉
종단은 각 사찰에서 재가불자가 사찰운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사
찰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로 격상하였으므로, 범종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종단이나 사찰은 이러한 불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불자들의 희망을 외면한다면 다수 불교신자들의 불만이 증가해
서 그 결과 신도의 이탈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 종단(불교계)의 성차별에 대한 집단간 인식 비교
종단 내 출가자의 성역할이 이분화되었다면, 종단 내 성평등 수준에
- 199 -

대해 출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조계종단은
출가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가자의 신행활동 가운데 종단
운영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출가자가 종단 운영상의 성평등성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불교종단 운영은 일반 사회조직에
비해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3>와
같았으며 성별로 유의했다(p<0.05>.
<표 33> 종단(불교계)의 성차별에 대한 집단간 인식 비교
항 구분
목

N

전 체 335
성 비구 175
별 비구니 152
전 체
성 남자 365
별 여자 1057
*

불교종단 운영은 일반 사회조직에 비해 남녀 평등(출가자)
불교계에는 남녀를 차별하는 경향 있음(재가불자)
우 그렇지
않다

매

N

6
17
37
216
74
131
5

%

그렇지
않다

N

그저
그렇다

%

N

%

그렇다

N

%

우
그렇다
매

N



%

17.0 128 38.9 44 13.4 76 23.1 25 7.6 100%
10.0 56 32.9 28 16.5 53 31.2 16 9.4
26.289***
24.5 68 45.0 16 10.6 22 14.6 8 5.3
14.7 620 42.1 298 20.3 266 18.1 71 4.8 100%
20.3 129 35.3 71 19.5 76 20.8 15 4.1 20.150***
12.4 472 44.7 218 20.6 181 17.1 55 5.2

p<0.05 ** p<0.01 *** p<0.001

출가자의 55.9%(‘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친 응답)는 종
단 운영이 일반 사회조직에 비해 남녀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비구
집단의 42.9%, 비구니집단의 69.5%가 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구보다 비구니가 훨씬 더 종단 운영이 차별적이라고 응
답한 것은 비구중심의 종단 운영에 대한 비구니승가의 불만이 반영되었
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재가자는 종단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찰이나 신행단
체 등 불교계의 성차별성을 “불교계에는 남녀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
정적인 응답이 남성불자 24.9%, 여성불자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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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재가불자가 성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차별을 인식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화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실태조사의 방법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번 실태조사가 각 사찰이나
신행단체에 직접 가서 설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속한 사찰
이나 단체가 나쁜 인상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보다 솔직하게 의사표현
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지를 받는 방식이 공개적이
었기 때문에 성차별과 관련한 부정적인 응답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을 수
도 있다. 이는 차후에 성평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의 방식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22.8%의 재
가불자들이 불교계에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응답하였다.
종교는 특정한 종교적 메시지를 유지하고 전파하며 종교 조직체의 통
합을 위한 규정을 가지는데, 이는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종교는 특정 종교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 허용과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천 규정을 종법으로 제시한다. 이때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된 가치질서인 종법은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상벌을 통해 공동체를 규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종법이 성
차별적이고 종단 내 신행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이분화되어 있다면, 성
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붓다의 지극히 평범한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 소결

기독교는 비록 전도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기독교계열
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근대적 교육체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교육이 이루어졌다. 반면 불교계는 일제 사찰령으로 인해 자주적 발
전의 길을 봉쇄당했기 때문에 근대식 교육제도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신도 교육보다는 승려대상의 근대적인 교육체계의 확립이 우
선적인 관심사였다. 또한 미군정기에 기독교 우대정책을 통해 기독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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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은 급격하게 성장하였지만, 불교는 정화운동과 불교 내부 분규로
인해 여성의식화나 여성교육을 지원할 물적․인적 기반이 미약하였다.
그 결과 여성을 대상을 한 교육제도가 미비하였고, 이로 인해 여성불자
의 교육은 물론 여성지도자의 양성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불자의
활동은 대사회적인 참여보다는 개별적인 신행중심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
었고, 근․현대사에서 현실인식과 사회비판의식으로 여성의 권익옹호에
적극 나서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격적인 비구니교육이 시작된 것은 1956년 이후이지만, 현대적 교육
체계도 94년 종단 개혁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후 비구니승가는 성평등한
교육제도와 수행방식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단일 비구니승가를 조직화하
고 세력화하였다.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신도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고, 종단차원에서 신도교육의 체계를 만든 것은
1990년대 이후로, 타 종교와 비교할 때 매우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종단 내 성평등한 신행활동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여성관을 가지는 것
이 매우 중요한데, 비구집단에서는 특히 열등하고 부정적인 여성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구니집단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
고, 비구집단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격차는 매우 컸다. 출가자들의 대사회적 활동은 소극적이었고, 신행활
동은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젠더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
은 재가자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재가불자는 불교 내 경험
한 활동과 희망하는 활동이 불일치하여 차후 불자로서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종단 운영의 주체인 출가자 다수는 종단의 운영이 성차별적이라고 인
식하고 있었고, 재가불자도 사찰이나 신행단체 등에서 성차별이 존재한
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재가불자들은 불자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재가불자의 교육과 효율적인 포교를 위해서라도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재가불자가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종도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재가불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평등
한 공동체를 강조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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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성평등한 종단을 위한 불교여성의 노력과
변화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이란 개인적인 수행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
사회적인 실천 행위가 따라야만 올바른 신행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
계종 등록 신도 가운데 68%가 여성불자로, 선방에서의 참선수행 등을
통해 새로운 여성 수행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유명 시민선방이나 큰스님
들로부터 그 수행력을 인정받고 수행 지도자로 활동하는 여성불자도 증
가하고 있다(한명우, 2001: 13-15).155)
불교 내부에서 남성신자를 ‘거사’, 여성신자를 ‘보살’로 부르는데, 이는
보살불교와 거사불교로 이분화하면서 신행을 젠더화․위계화하였다. 즉
‘거사불교’156)를 학문적 배경을 가진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나 불교계에 대한 사회의 바람직한 여론 조성, 그리고 한
국불교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 “불교계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을 남성이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보살불교’는 여성불자들이 개인
과 가족의 안위만을 중시하면서 현실회피와 내세 중심적인 신행으로 깨
달음을 왜곡하는 ‘치마불교’라며 폄하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불자에 의
한 신행을 가족이라는 개인적 범주에서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행으로 더
욱 확장하여 재해석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명법, 2011: 20-30; 최연,
2002: 278-296; 김종만, 2012: 325- 344).
2,600여 년 전에 등장한 불교가 오늘날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소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붓다가 제시한 성평등한 교리뿐만 아니라 열린 종교로서
성평등한 신행이 중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6년 종단사상 처음으로
제 24대 중앙신도회장에 여성불자가 선출되어 연임하였다. 여성신도회장
155) 재가불자 수행선원인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최초로 여성이 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위
빠사나 선원 등에서도 여성수행지도자가 등장하고 있다.
156) 최연은 “거사란 어느 정도의 자산도 있고 지식도 있으므로 출가자가 독점하고 있는
교단의 물질적 지원 없이 스스로의 재력과 학식으로 불교대중을 교육하고 포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성으로 보면서 재가불교운동에서 여성의 배제한다(최연, 2002:
27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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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급격하게 확대되
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는 “이제는 암탉이 울어야 하는 시대
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신도회장의 취임 전 발언에서도 알 수 있
다(한명우, 2005:13-15). 이처럼 종단 내 여성불자의 신행이 변화하면서
여성불자들의 관심이 수행이나 교리 공부뿐만 아니라 신행단체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열망으로 나아가고 있다.157) 또한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에 대한 요구도 종단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불교여성의 참종권 확대 요구가 등장하게 된 사회
적 배경과 종단적 변화들을 살펴보고, 비구니참종권 확대요구에 대한 출
가자내 다양한 주장과 갈등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분석
을 통해 불교인들의 현재 종단 내 성차별 정도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성인지적 여성정책의 흐름과 비교해서 어떠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불교인의 성평등의식을 고양
시키는 방안 가운데 양성평등교육(Gender Training)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에서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기되었는데, 정부는
2001년 정부시책과제로 남녀평등의식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한국양성평
등교육진흥원, 2008: 1-2).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공무원 교
육훈련기관에 양성평등교육을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교육기관 등
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158)
불교인에게 양성평등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빠
른 시일 내 종단의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평등의식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157) 2004년 불교여성개발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불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신
행활동이 ‘수행과 교육프로그램’이었으며, 그 다음이 ‘신행단체 활동’이었다. 또한 중요
하게 생각하는 신행 활동으로 ‘수행(41%)’과 사회봉사(34%)를 들었고, 여성불자로서
부족한 것으로 ‘교리’와 ‘사회참여 및 대외봉사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불교여성개발
원 사무국, 2004: 10-14).
158)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도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을 10대 과제 중
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도 성평등의식이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
인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2003년 양성평등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양성평등교
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홈
페이지(http://www. kigepe.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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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변동 속에서 불교인 성평등의식의 변화

최근 종단 내 비구니참종권의 확대 요구나 여성불자의 성평등 관련 요
구가 증가하는 등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불교
내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식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 고양된 성평등의식은 불교여성의
신행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성평등한 종단 운영을 위한 종법 개정요구로
전개되거나, 교리의 재해석 등을 요구하면서 종단 내 가부장성을 극복하
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교리의 성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도 성평등을 실천
하고, 대사회적으로도 성평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여성불자의 성평등의식은 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본
절에서는 최근 불교여성의 참종권 담론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
경으로 특히 국가 주도의 성평등한 여성정책, 한국여성운동의 발전에 따
른 여성권익관련 법의 제정, 그리고 세계여성연대라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 요인은 여성할당제, 여성입법운동,
전 지구적 여성연대를 통해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 불교계에서는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의 할당제, 비구니참종권 확
대 요구, 세계여성불자연대를 통한 티벳비구니승단의 구축 노력 등으로
나타난다.

1) 국가의 여성정책: 여성할당제
지구화시대에 각기 상이한 개별 국가의 성평등 수준은 여성운동의 발
전으로 인해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했는데, UN은 서구의 여성주의자
들에 의해 성평등을 국제규범으로 만들어낸, 여성운동의 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은 국내외
를 막론하고 시대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에 따른 정책영역도 변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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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예를 들면, 1960년대는 남녀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위해 개발자원
을 여성에게 동등하게 할당하라는 요구와 함께 ‘개발에서의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 정책이 등장했다. 그리하여 UN은 1967년 “여
성에 관한 차별철폐선언”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고, 1979
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이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자원의 성평등한 배분이라는 WID전략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젠더 위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여성이 주변적 위치에 머
무르게 되었고, 그 결과 UN은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 이
후 ‘젠더와 개발(GAD, Gender-And-Development)’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WID가 성평등을 위한 자원의 동일한 재분배를 요구한 반면, GAD
는 성별 지위와 성권력의 극복을 위한 여성의 세력화를 꾀하고, 그리하
여 정책결정과정의 탈가부장주의를 요구한 것이다(Razavi & Miller,
1995: 26-52). 그러나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
지 못했고, 정책의 설계원리나 평가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95년 UN은 ‘북경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하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주류화(Gender Mainsteaming)전략을 채택하였다(Verloo,
2005: 345; Eveline & Bacchi, 2005: 450).
‘성주류화’란 여성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되지 않도록, 모든 단
계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개발․
조직․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자원의 재분배, 동등처우를 통한 젠더의 균형 보장, 일․가정의
양립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Rees,
2005: 565-574; Verloo, 2005: 354-362). 이처럼 성주류화 전략은 국가의
모든 정책 효과가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지위는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성
차별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을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허라금: 2004: 20). 이에 한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략의 하나로 성주류화정책을 도입하였는데,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성별 영향평가․성인지 예산․성별 통계 등을 통해
여성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 206 -

성주류화 전략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
단으로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을 우선적으
로 배려해서 빠른 시간 내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조치인 ‘여
성고용할당제’를 적용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1995)에서도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
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59) 그리하여 공무원 시험에서 여
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외
무 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로 여성채
용 목표비율을 정해 놓았다. 또한 2000년 국회 및 시․도의회 의원 선거
에서 비례대표에 3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 비례대표의원
홀수번호에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였고, 여교수들의 여성교수 할당제
주장(김경희 외, 2004: 171-206) 등, 정치 참여 확대, 경제적 지위의 향
상, 그리고 전문영역에로의 활발한 진입 등 여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그런데 여성할당제는 조계종단에서 낮선 제도가 아니다. 1954년 ‘불교
정화추진 대책안’에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의 6분의 1로 할당제가 등장
했었다. 또한 1994년 개혁종단에서 중앙종회의원 총 81명 가운데 10명을
비구니승가에 할당하는 ‘비구니할당제’를 적용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
다. 비구니할당제 요구는 최근에도 종단 내에서도 등장하였다. 예를 들
면, 2011년 7월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
방안 제안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는 ‘중앙종회의원의 수
를 10명에서 최소 15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비구니할당제를 요구한 것이
다.160) 현재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여성 참여율을 최소
30% 이상 보장하면서 성평등한 여성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
할 때, 비구니의원 10명 할당은 매우 성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
비구니회장은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량 확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1/2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시대흐름을 감안해
159)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적극적 조치)의 조항에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160) “상덕, 단지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니 이루어졌다”, 현대불교신문,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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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구니의원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였다.161) 비구니가 비구보다 수적으
로 더 많은 현실에서 중앙종회의 비구니의원도 사회의 변화에 맞게 1/2
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비구니승가가 독자적으로 ‘비구
니할당제’의 확대를 주장한 것은 종단 내적으로는 비구니승가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음은 물론, 국가의 여성정책이 비구니승가의 의식 개혁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종단 내 비구니할당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토큰적 지위론’으로 개별적 비구니스님의 정치적 역량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할당제를 통해 등장한 비구니
스님들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위에서 말한 ‘비구
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방안 제안서’에 대해 비구의원들은 “기존의 의
석수 내에서 종법을 잘 알고 공부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은
안하고 의석수만 늘리면 뭐하냐?”라는 비판에서도 드러난다. 비구니의
능력으로 확보된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비구니의원이 역할을 믿지 못한
다는 말이지만, 비구니승가는 “기회를 줘보고 그런 말을 하라.”며 항의한
다. 비구승가가종단 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종회의
원 의석수는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비구니의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
는, 비구니 할당제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니할당제에 대한 두 번째 부정적인 관점은 ‘역풍적 위기론’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비구니스님의 권리가 급격하게 신장되면서 비구스님
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비구니승가에 대한 반감
이 증가하여 오히려 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구니스님의
활약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비구스님들은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2년 제189회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비구니 문화부장
스님의 종무보고 가운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938
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보존하는
예측예방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2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그때 중앙종회 비구의원스님들 가운데 일부는 이처럼 큰 예산
과 엄청난 규모의 사업에 비구니부장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비구니 문화부장이 문화재 관리나 사찰 문화재 관리 등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커지고 위상이 격상되면
161) “종회에서 비구니 의석수 늘려야”, 현대불교신문,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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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구니가 문화부장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노골적으
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는 비구니승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
하기보다는 종단 내 중요한 업무는 비구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부
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니승
가의 종단참여 확대는 오히려 비구승가 중심의 종단운영으로 인한 책임
을 비구니승가와 분담하고, 대사회적으로도 종단이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앞장서 실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역풍적 위기론’은 비구승
가가 비구니승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얼마나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구니할당제에 대한 세 번째 부정적인 관점은 ‘해탈학적 평등론’인데,
일부 비구니들은 자신이 비구니라는 비주류 집단에 속해 있는 현실 자체
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들은 할당제라는 적극적 차별조치를 통하여 ‘배
려’ 받는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 혹은 해탈학적으로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그리하
여 현실에서의 성차별적 사회구조나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
며, 성평등한 종단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해 비판적이다. 또한 일부 비구
들은 비구니들이 종단 내 주요한 직책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깨달음을
중시하라며, 비구니 참종권을 요구하는 비구니를 세속적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승단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관행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만들거나 여성의 사회적 고(苦)의 극복이라는 현실에 무관심을
요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은폐된 성별 위계적 경쟁구조 속에서 비구
니의 집단적 무기력과 소외를 가져온다.
이처럼 종단 내 성평등의 실천적 구현을 위한 ‘비구니할당제’는 비구니
승가의 역량 강화와 위상 정립, 그리고 대사회적 활동영역 확대에도 중
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교여성 참종권 요구에 중요한 전략으
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여성운동: 여성입법운동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규범․가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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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제 등을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행
동하는 집합행동의 한 형태”라고 정의한다면(임희섭, 2007: 20), 사회운동
의 한 부분인 여성운동 역시 낡은 규범이나 제도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한국의 여성
운동은 가부장적 사회구조나 성차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성문제를 정
치 문제화하였고,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여성운동은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24개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단체연합(이
하 ‘여연’이라 함)’을 결성하기도 하였다.162) 여연은 여성운동의 지역화,
대중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민주화, 기층여성 운동력 강화, 생존권 쟁취
로 설정하면서,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한국여
성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여성입법운동이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여성입법운동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생성되는 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남녀평등한 사회와 여성인권 존중의 새로운 법질서를 이루기
위해 기존의 법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여성운동의 한 형
태”이다(김엘림, 2004: 11-33). 즉 여성인권의 확대를 위해 법을 새롭게
재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여성운동의 한 형태로 범주화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법전문가, 입법청원활
동․법정투쟁활동․홍보․여론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대가 요구
되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기존의 법들이 한편으로는 반여성적인 여
성억압의 도구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성입법운동’은 법이 여성억압의
사회구조와 남녀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하나의 장치로 여성 스스
로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관
점에서 기존의 법들을 재검토하고 그 속에 내재된 성차별성을 드러내어
이를 재․개정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기회, 조건
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다.
여성입법운동 가운데 가족법 개정운동(이하 ‘개정운동’)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헌법상 젠더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162) 여연은 협의체라는 조직 특성상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중시하고 현재 6개
지부, 29개 회원단체로 조직되어 있다. 여연의 최근 운동이슈는 성매매방지 등 인권옹
호사업, 새로운 가족정책 수립,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운동 대중화, 자립화 위한 기
금조성, 국내/외적 연대활동 등이다. 여연의 홈페이지 http://www.women21.or.kr 참
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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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법은 1958년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남-공적 영역/여사적 영역이라는 남녀 이분법적 성역할과 부계혈통 우선주의, 그리고 동
성동본불혼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규범으로 개정되었다. 한국 가
족에서 부계 독점의 이면에 있는 모계 구성 원리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양성평등이 구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양현아, 2011: 173), 보편적 인권
의식에 기초하여 부계혈통주의의 완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50
년대부터 좌우익여성운동진영이 연대하여 법개정을 요구하였다.163)
그리하여 1973년은 61개 여성단체에서 1,200명이 연대하여 개정운동을
범여성운동으로 확대했다(김엘림 & 배영자, 1990: 223-236; 윤후정 & 신
인령, 2001: 97-136). 하지만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기 시작했고, 가족법 개정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김엘림, 2004: 12-33), 가족법 개정담론은 우리사회의 첨예한 젠
더이슈가 되었다. 개정운동은 1980년대 여성운동의 성장과 UN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정부가 가입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9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고, 2005년 현행 가족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됨을 인정하여 가족법은 폐지되었다. 이처럼 가
족법은 5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여성들이 연대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164)
또한 여성입법운동은 여성노동권과 관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
철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여성육체에 대한 위협(terrorization), 여성의 성
적 대상화(sexualization) 등에 대항하여 성폭력 특별법(1994)․가정폭력
특별법(1997)․성매매방지특별법(1995)․청소년성보호법(2004) 등 여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재정하게 되었다. 여성입법운동은
국내 여성운동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UN을 비롯한 세계여성운동
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을
163) 1957년 가족법 통과까지 여성운동계는 각종 강연 및 좌담회를 통한 여론 조성,
1956년 여권옹호위원회 조직 및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립, 국회공청회에서 전
국여성단체연합의 이름으로 가족법초안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의원의장 및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가족법에 대한 여성단체의 수정안에 대한 의원 발의안 제출,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64) 가족법은 제헌의회에 의해 1948년 제정되었는데, 1952년 가족법 기초과정에서 여성
차별을 인식하고 이때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은 시작되었다. 가족법 개정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윤후정·신인령(2001), 법여성학: 평등권과 여성, 이대출판부를 참고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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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전 지구적 여성들이 연대하며, 여성에 대한 ‘보호’와 ‘우선적 처우’·
그리고 ‘평등개념의 범주’ 안에서 결과의 평등을 당위적으로 요구하며,
여성을 주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입법운동은 여성운동 이슈에 대한 합법성 획득과 함께
운동 과정에서의 여성간의 연대, 소통에 기반한 여성의 집단 세력화․정
치 권력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주요한 영역으
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성운동의 주체와 영역의 확대가 가능하며,
국내외 여성연대의 확대를 통해 여성관련 법의 재․개정운동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여성입법운동의 제도화과정은 다양한 부작용에도 불구
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입법운동은 조계종단 내 비구니승가의 참종권확대 움직임에도 영
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2012년 제189회 중앙종회에서 모 비구니의원은
“법계종사 이상의 비구로 되어 있는 자격조건을 승려로 고쳐 달라”며,
비구니가 여성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법 개정을 요청하였다.
즉 비구만 가능한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등 총무원의 책임자에
비구니도 진입할 수 있도록 ‘비구’가 아니라 ‘승려’로 성평등하게 종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2012년 제190회 중앙종회 본회의장
에서도 비구니의원들은 “미래지향적인 종단을 위해 총무원장․포교원
장․교육원장을 비구니도 할 수 있도록 승려로 고치자”라거나, “대중의
공의를 존중해 달라. 대폭적으로 (개정)해주시면 교계 종단의 불자들의
(종단에 대한)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다.”라는 등 종법 개정을 요구하였
다.165)
하지만 60여년에 걸친 가족법 개정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계종단
의 종법 개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구니의원의 입법개정 요구
에 대해 한 비구의원은 팔경계를 거론하며, “(만약 그렇게 개정되면) 진
리와 방편, 법의 위계나 가치관이 위험에 봉착한다. 비구니가 종단의 최
고의 위치가 된다면 종단이 어지러워진다.”라거나, “(비구니에게도 평등
한 권리를 보장하도록)종법을 개정하면 종단 내 비구니승가에 대한 거부
감이 더욱 강해진다.”라고 반대의견을 펴기도 하였다. 즉 비구니가 비구
와 평등한 지위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비구니승가가 종단 내에서 비구
승가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5) 제189회, 190회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의 속기록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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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는 가족법 개정 반대진영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부계혈
통 승계원칙의 가족제도가 최선의 윤리도덕이며, 효친사상이라는 전통의
유구한 역사성을 미풍양속이므로 이를 유지․계승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재 비구중심의 종단운영이 불교 교단의 전통을 유지․계승하는 최선의
제도이므로 비구니승가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는 매우 닮았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운동이 오랜 시간동안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 속에
서 얻어낸 결실이다. 비구니의원의 입법활동을 통한 권리 확보는 주어지
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불교여성들이 연대하여 쟁취해야 함을
여성입법운동의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61개 여성단체가 가족
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대하듯이,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불교여성
들이 성평등한 종단을 위해 연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3) 전 지구적 여성연대: 세계불교여성연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라는 구
호를 내걸고 성평등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UN
에서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여성빈곤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대
응 방안을 각 나라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계여성들은 노력해 왔
다. 그리하여 UN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여성연대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1990년 이후 분쟁지역
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제규범으로 규율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
의에서 무력분쟁시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는 무력분쟁 아래 성폭력, 성노예 등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인정하였고,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서는 전시하 성폭력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안
보리 결의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각국에서 정책으로 실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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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 한국도 안보영역에서의 성주류화정책을 강화함은 물론, 개발 원
조를 통해 분쟁지역의 여성 피해자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며, 국제기구
의 성인지적 평화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국가행동계획」초안, 2013.3.18,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발표
문).
또한 여성과 환경에 대한 주제는 전 지구적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제로,166) 1992년 리오회의로 환경문제의 해결에 여성의 참여를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다. 이후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여성연대의 주요 아젠다가
되어, 1995년 북경여성회의에서는 주요 개발의제로 통합된 여성 환경문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167) 환경문제는 핵 위기, 군사주의의 및 다
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제3세계의 환경파괴 비판 및 감시활동 등이 포함
되어 있는데, 각국은 환경파괴행위를 억제하도록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
한 개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전우경, 1997: 29-32). 이처럼 한 개인이
특정지역이나 국가단위가 아니라 초국적인 지구시민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발적 참여에 의
한 전 지구적 여성연대로 이어진다. 이처럼 오늘날 여성과 환경· 여성과
전쟁· 여성과 성/평등 등 세계여성연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는데, 이
는 세계여성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여성의 연대방식은 불교에서도 나타난다. 동․서양의 불교여성들
은 비구니승가가 없는 상좌불교 국가의 비구니승단을 복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구니 수계문제는 세계불교여성의 전 지구적인 연대
를 촉발시킨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불교여성들
은 달라이라마 성하께 티벳불교에서 비구니수계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
다. 비록 비구니 수계에 대해 우호적인 달라이라마 성하였지만, 티벳에서
는 역사상 한 번도 비구니계단이 설립된 적이 없었고, 각 종파 원로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2006년 9차 샤카디타 대회에서 ‘비구니 계율과 구족계 수계’를 발
표한 잠파 쵸드론스님은 “달라이라마가 티벳의 비구니계단 설립을 암묵
166) 대표적인 활동으로 1980년 지구에서의 여성과 생명: 80년대 생태여성주의 회의,
1980년대 지구에서의 여성과 생명: 80년대 생태여성주의 회의, 1985년 나이로비 UN
여성회의, 1991년 건강한 지구를 위한 세계여성회의 등이 있다(전우경, 1997: 29).
167)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등 유엔개발
회의 등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석인선,200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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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허용했으며, 계단이 설립될 경우 지지 의사를 선포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고 전했다.168)
그리하여 동서양의 여성출가자들은 2007년 7월 함부르크에서 ‘비구니
율장과 계맥에 관한 과학적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라 함)을 개최하
였고, 한국․스리랑카․태국 등 세계 각국의 불교 전문가들이 모여 비구
니 율장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티벳불교 내 비구니계 도입방법을 논의하
였다(성정, 2007: 38). 참석자들은 티벳의 비구니승가를 설립하는 방법으
로 태국이나 한국에서 비구니수계 받는 것을 인정하거나, 단일승가 수계
를 인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왜냐면 베트남이나 중국의 비구
니수계는 단독 비구승가에 의한 수계나 이부승가에 의한 수계 모두 적합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비구니 법맥이 거의 사라졌
던 조선시대와 일제 식민지하 우리나라도 비구승가에 의해서 비구니수계
가 이루어졌는데, 만약 이부승 수계만을 인정한다면 한국비구니승가의
정통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정인영, 2012: 334).
이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비구니들은 비구니승단의 복원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고,169) 세계의 불교여성들은 비구니승단을 복원하는 역사
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종단 대표
300여명이 참석하여 달라이라마 성하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는
티벳불교 내 비구니승단의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현실 적용
은 힘들다고 결론지었다.170). 참석했던 많은 불교여성들은 실망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후 제3세계 불
교여성의 인권문제에도 동참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수행환경 개선을 위
해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여성수행자들에게 교육권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168) “달라이라마 지시…내년 7월 ‘독일 비구니계맥 심포지엄’서 결정”, 법보신문, 2006.07. 26.
169) 이 대회에서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은 “21세기 비구니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역할이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석담스님은 한국 비
구니승가가 이부승 구족계 수계제도를 부활시킨 과정을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였다. 묘엄스님은 봉녕사 금강율원에서의 비구니 스승이 비구니 제자에게 계를
전수하는 것을 소개하였고, 해주스님은 조계종단의 이부승수계제도를 설명하였다(성
정, 2007: 28-40). 한국의 비구니승단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했는가
를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의 비구승도 참석하여 발표도 했지만, 한국의 비
구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170) 달라이라마 성하의 연설문 “Statement of His Holiness the Dalai Lama on
Bhikshuni Ordination in the Tibetan Tradition”은 “www.congress-on-buddhist-women.
org/ 142.0.html”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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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해서 미국인 비구니 소모가 여성수행자와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기관
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Agrawal, 2013: 150154).
그런데 세계불교여성의 연대과정에서 지구화시대에 비구니승가 내부에
서도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며, 지구화시대 동․서양비구니의 젠더 이
슈에 대한 해석과 대안 모색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났다. 예를 들면, 샤카
디타의 공식 언어가 영어이고, 불교여성주의자들의 이론 중심의 발표,
171) 그리고 적극적인 성향의 서양비구니들이 발표회장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정보교환 등으로 대회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동양
비구니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쉽지 않아 조용히 앉아서 통역기
로 발표를 듣고 있거나, 양보와 겸손이 미덕인 전통문화 속에서 성장한
동양비구니들은 서양비구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도적이지 못한 참여방
식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동양비구니들의 주장이나 입장들이 제대로 전
달되지 않았고, 동양의 불교여성들은 서구의 불교여성들이 남성들처럼
특권을 가진 지배문화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Tsome, 1999: 223).
티벳 비구니 수계문제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개혁, 지구화와 지역화가
만나서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불교여성 내부의 차이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이슈였다. 서구의 불교여성주의자들은 티벳의 비구니
수계가 비구와 동등한 공동체 내 지위, 권한, 소속감 강화, 그리고 행복
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일부 티벳 여수행자들은 수
계문제나 젠더 이슈보다는 중국의 억압으로 인한 인종차별, 종교차별 등
정치적인 이슈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Hannah, 2012:
26-27). 또 다른 일부 티벳 여수행자들은 비구니수계보다 티벳불교에서
그동안 남성 출가자만 가능했던 불교학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Geshema
Degree를 받아서 정식으로 티벳불교 공동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실제로 2011년 티벳불교 지도자들은 비구니 수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벳의 망명정부 내 종교문화부 주관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2012년
티벳불교 여성수행자들이 남성 수행자들과 평등하게 Geshema Degree
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Tsedroen, 2013: 164). 그리고 또 다른
171) Nguyet는 샤카디타는 여성불자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대를 증대시키
거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조언 등 그 내용이 비구니승가와 여성불자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내용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guyet, 20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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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불교의 여수행자들은 비구니수계의 정당성보다는 율장에 충실한 티
벳불교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티벳불교 내 젠더 위계를 주장하는 서양이
나 한국비구니의 비판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토착 티벳불교 수행녀들과 서구의 불교여성주의자들의 수계문제
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매우 컸기 때문에 서양 불교여성주의자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다(Tsomo, 2004: 7). 지구화라는 현실에서 제1세계와 제3세
계 불교여성 내부에서도 인종, 계급, 계층 등에 의해 다양성이 표출되고,
여성 내부의 차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타자들이 구성된다. 또한 동일한
여성이라도 권력관계의 이동에 따라 여성들의 위치가 변화되기도 하고,
국가 경계들이 허물어지면서 보편적인 여성 범주가 해체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체와 동시에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 내부의 차이의 재현방식
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전 지구적 사회에서 불교여성의 역할이
다. 동․서양 불교여성의 초국적 연대 및 실천을 위한 초국적 불교여성
주의운동은 제3세계 불교여성들을 타자화, 대상화하여 또 다른 불평등과
소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내부의 차이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초
국적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2. 불교여성 성평등의식 변화의 종단내적 요인

1) 재가여성불자의 가시화와 출․재가자 간의 갈등
최근 종단 내 시민사회활동에는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2011
년 설립)는 불교 내 여성신행을 재해석하거나 뛰어난 재가여성불자로 깨
달음을 얻은 승만부인의 가르침을 통해 재가여성불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 성폭력상담소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2010년 설립)는 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을, 종교와 젠더연구소(2011
년 설립)는 재가여성의 자존감을 높여 종단 내 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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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불자들의 신행활동은 종단개혁과
사회개혁이라는 두 방향에서 젠더 위계에 의한 성차별과 종법에 근거한
전통적 가부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불교여성은 ‘여성피해자(women-as-victim)’가 아니라 ‘여성-행위자(women-as-agency)’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 위계에 저항하고 성평등을 위한 활동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재가여성불자의 신행활동의 변화와 함께 종단 지도부가 재가불자
의 참종권과 관련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논의들이 있었다. 즉 2011년
종단 주최로 불교 발전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고민하는 ‘한국불교중흥 대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함)가 매달 열렸는데(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
흥위원회, 2011.01월-12월), 7월 주제인 “출가와 재가의 역할”에서 재가자
의 참종권을 종단이 주도적으로 공식 담론화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변화
에 따른 종단 지도부의 의식 변화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토론회
에서 출가자는 재가자가 종단운영에 참여하는 세가지 방식을 제시하였
다. 첫째, 포교사들을 성직자로서 불교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 출가자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해소하며, 둘째, 종책 기구 등을 확대하여 재가자를
통해 종단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며, 셋째, 종단사업과 같은 업무는
전문재가자가 운영하는 것 등이다.172) 이처럼 포교사, 재가자, 전문재가
자의 종단 참여방식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으로도 재가
자의 종단운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재가자의 참종권은 종단책
임자들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이다.
반면에 재가자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참종권확대에 대한 접근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 재가자들은 종단 내 재가자의 역할 확대 수준이 아니라
종단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종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재가자의 역할 재정립은 권한
재분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재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며, 종단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해
출․재가자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3) 왜냐면 출가자
172)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일문스님 발제문), 불교포커스, 2011.07.21; “비구중심 종단
한계…재가자 참여 확대가 살 길”, 불교포커스, 2011.07.21.
173) “역할 분배 아닌 교단 재구성돼야”, 현대불교 2011.07.20; “출가 중심 종단운영 한계…
재가 역할 확대해야”, 불교신문,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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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시한 재가자, 포교사, 전문재가자의 종단 참여방식은 종법에서 재가
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
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재가자의 권리는 ‘신도법’에 의해 그 권리가 제한
되며, 재가불자 포교사는 ‘포교사법’(1982년 제정)에 의해 특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종단의 포교당이나 시설에서 활동하려 할 때 그 시
설의 책임자인 출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포교사법 32조). 2011년 종
단 통계에 의하면 남성 1,812명과 여성 1,737명이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
지만,174) 이들은 포교현장에서 출가자보다 낮은 지위로 인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재가자인 종무원은 ‘종
무원법’에 의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국장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
한당하고 있다. 이처럼 출가자자 대안으로 제시한 재가자․포교사․전문
재가자는 종법상 그 권리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
적이지 못함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법․제
도적인 개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종단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출․재가가 종단운영에 재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접근방식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출가자는 현
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가자의 종단운영 참여를 확대하
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재가자는 현재의 종단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새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재가가자의 참종권 확대에 대한 가
시적인 성과는 미흡하지만, 재가자의 참종권이 종단 주도적으로 공식담론
화되었다는 것은 종단이 어떠한 방식이든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
인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종단에 재가자의
참종권이나 여성불자의 권리를 위한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성차별의 제도화과정에서 볼 때, 종단이 성평등한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와해의 단계로 가느냐, 혹은 성평등한 제도를 흡수
하여 종단구조를 재구성하는 재구성단계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가여성불자에게 지금의 현실은 여성불자의 역량에 따라 위
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74) 종단은 포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승가의 역할을 재가신자에게도 개방하였는데, 재가
불자를 포교사로 인정한 종단은 불교계에서 조계종단이 유일하다(차차석, 2008: 323
-356).
- 219 -

2)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와 비구니 참종권의 공식 담론화
비구니 참종권이 종단 내에서 공식 담론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종단 내 젠더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종단의 입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종회
가 2011년 3월 중앙종회산하에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정특위’
라 함)”를 설치하여, 사회변화에 맞는 종단개혁을 위해 종법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종법 개정은 <그림 6>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개정특위’는 종단
내 여러 선거제도를 개정하고자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구니승단은 공식적으로 비구니 참
종권 확대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림 6> 종법에 근거한 종법 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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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참종권이 공식담론으로 등장한 두 번째 이유는 중앙종회비구니
의원들의 역할로, 제187회 중앙종회 임시회(201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구니종회의원 10명은 ‘개정특위’에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방안
제안’을 제출하였다.175) 이 제안서는 ‘중앙종회 비구니 의석수 확대’와
‘비구니승가의 선거권 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중앙
종회의원의 수를 최소 15명으로 확대할 것과 산중총회(교구본사가 소재
하는 산중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을 요구한 것이다.
중앙종회 비구니의원들의 참종권확대를 위한 이러한 시도는 일반 비구
니승가의 요구를 수렴하는 어떤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전체 비구니승가
를 대변하기 보다는 중앙종회 비구니의원들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구승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요
구, 예를 들면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요구하거
나,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 연한을 비구와 동등하게 ‘수계 이후 5년’을
분명히 요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비록 이 의견서는 본회의에 상정되
지도 못했지만, 중앙종회비구니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종권 확대와 관련
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종단사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단의 성차별성을 극복하려는 비구니승가의 적극성이 돋보
이는 활동이었다.
이후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일동은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전국비구니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고(2012. 2. 28), 또 개정특위가 주
관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공개 담론
화하였다. 예를 들면,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비구니 탁연은 ‘비구니
에 대한 차등적인 현행 선거법제도는 종단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참종권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총무원장 등 종단의 책임자는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하고, 산중총회 구
성원도 비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는데(탁연, 2012a: 19;
2012b: 16),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1995년 비구니 정혜도량에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정혜도량 이후 비구니 참종권과 관련된 종법의 변
화가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종권 확
대를 위해 비구니승가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
175) 상덕스님, “단지 내 역할이라 생각하고 행하니 이뤄져 있었다”, 현대불교, 20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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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 종단차원에서 공식담론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구니 참종권이 공식 담론화된 세 번째 이유는 2011년 종단사상 최초
로 공개투표로 전국비구니회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제10대 전국비구
니회장선거에 비구니승가의 위상 제고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두 명의
후보가 등장하면서, 비구니 1,366명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투표로 선출되
었다.176)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공통점은 비구니승가의 위상 정립이었
는데,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당선된 명우스님은 선거공약에서부터 “종헌종
법상 오도된 비구니 위상의 수정, 비구니 종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노력,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입법· 연구활동의 실질적인 지원,
종단 각종 위원회에 비구니 위원수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전국비구니
회 회장은 당선 후 비구니 위상 확립방안에 대해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을 모은 만큼 적극적으로 종단에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들의 요구
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종단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177) 신임 비구니회장은 당선 후 총무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비
구니스님을 종단 교역직에 임명할 때 비구니회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상
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가 종헌기구로서
집행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178) 이는 종단
내 비구니승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식기구로서 ‘전국비구니회’를 인
정하고, 또한 종단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구니참종권 요구는 중앙종회는 물론 전국비구니회장의 선거
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담론화되고 있는데, 이는
비구니승가가 종단운영에 참여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성차별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의식의 발현으로 보인다. 비구니승
가가 성평등한 위상을 갖는 것은 대승불교의 올바른 법을 펼치는 데 필
수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176) “전국비구니회 새 회장에 명우스님”(한겨레, 2011.10.17); “줄탁동시의 열린 마음과
자세, 전국비구니회의 지향점입니다”(불교신문 광고, 2011.10.13). “거꾸로 가는 종교
계…여성차별 여전”, 한국일보, 2011.10.26.
177) “종회에서 비구니 의석수 늘려야”(현대불교 2012년 02월 23); “제10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 비구니의 힘으로 비구니 권익 확대”(2011.10.17, 미디어 붓다); “조
계종 제10대 비구니회장에 명우 스님”(불교포커스, 2011.10.17).
178) “교역직 임명 비구니회와 상의해 달라, 비구니회 집행부 예방… “공식기구화” 제안
(불교포커스, 2011.11.30).
- 222 -

3. 불교여성의 성평등 요구와 갈등의 다면화

1) 재가여성불자 참종권 담론의 등장
1990년대 민중불교의 쇠퇴 이후 불교계에서 여성불자들이 독자적으로
여성불자의 참종권을 주장을 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었다. 그 원인으
로는 여성불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독자 조직의
부재는 물론, 이러한 담론을 지속시키고 여성불자를 동원할 수 있는 자
체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불자는 ‘재가신도’라는 일반적
범주에 속해 있어 여성의 특수성에 의한 독립적인 범주로 가시화되지 못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교시민사회에서도 여성불자는 소외되었는데, 통
합선거법 개정관련 요구에서도 불교시민사회에서 ‘재가자의 참종권 확대’
를 주장하였지만 여성불자는 ‘재가불자’로 호명될 뿐이다.179)
하지만 최근 미약하나마 여성불자의 참종권에 대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종단 소속 불교사회연구소의 한 세미나에서(불
교사회연구소, 2012: 18) 현재 불교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제시했다. 즉 현대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출가 여부와 성별’이 아닌 ‘역할과 자질’이 우선되어야 종헌 정
신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여성
불자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성별’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종단의 몰
젠더성에서 한발 나아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로는 재가자의 참종권 확보 주장 속에 재가여성불자의 목
소리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출․재가자가 연대해서 종단 개혁을 주장하
는 ‘사부대중연대회의’(2012년 설립)는 출가자위주의 종헌․종법의 재․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공청회에서 진정한 사부
대중의 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재가여성불자의 능력을 활용하고, 차
세대 불교 포교를 위한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 확대에 대한 주장이 등장
했다. 특히 재가여성불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종법의 실천이야말로 불교
179) “종단 선거법 재.개정은 자성과 쇄신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제189회 임시
중앙종회에 즈음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성명서,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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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고 21세기에 적응하는 바로미터로, 재가여성
불자의 참종권을 위해서는 2013년 총무원장선거에서부터 그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옥복연, 2013: 257).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을 위
한 종법 개정은 종도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이자 사부대중의 한 축으
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재가여성불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이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동시에, 지구화시대에 성․인종․
계급 등의 차별을 넘어선 성평등한 불교로 자리매김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로는 중앙종회 비구니의원들의 참종권 확대를 위한 노력
에 재가여성불자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12년
비구니승가의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가여성불자는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적극 옹호했고,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여성불자 108인회’
는 자유토론회에서 종헌 정신에 따라 사부대중공동체 체계를 확립하고,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및 동등한 지위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기
도 하였다.180) 또한 2013년 6월에 발생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의 중앙종
회 퇴장 사건이 발생 시에도 재가여성불자단체들이 비구니의원을 지지하
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종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비구스님들은 여성불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종단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하거나(현응, 2011a: 22-24), 종단 감시와
비판 요구, 그리고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주
장했다(법안, 2011: 20-22).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일원임을 자
각하고 단결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시대적 보살이 되
어야 함을 강조했는데(정화, 2011: 24-25), 이부승가의 한 축인 비구니승
가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불자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
180)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여성불자 108인회’는 종단 주최 “야단법석”(2012.6.5-7.24)의
6월 6일 자유토론회에서 종헌 정신에 따라 사부대중공동체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
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견서는 1) 사부대중공동체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
면서 이를 위해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및 동등한 지위보장 요구, 2) 출가자는 수행과
교화, 재가자는 운영과 신행을 담당하는 체계 확립과, 이를 위한 사찰운영위원회의 활
성화와 전문 종무원제도의 현실화 방안, 3) 승가의 기강 확립을 위한 현대적 청규 제
정 등을 촉구하였다. 의견서 제출의 목적이 종단의 근본적인 혁신 요구였는데, 이 성
명서에서조차 ‘여성불자’는 없었고, 무성적인 존재로서의 ‘재가불자’로 재현되고 있었
다. 여성불자의 비가시화, 주변화가 여성불자에 의해 ‘텅빈 기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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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종단이 성평등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수 여성불
자로부터 배척당하면, 종단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교는 소
멸하거나 세력이 약화되어 ‘와해의 단계’를 맞이하여 할 수도 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재가여성불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성평등한 제도와
문화를 구성하는 ‘재구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친여성적인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므로 종단은 배제된 재가여성불자의 역할을 인정하
고 공식적으로 종단운영에 참여토록 하여, 한편으로는 다양한 여성불자
의 능력을 활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사회적인 실천영역을 다각화
해야 한다.

2)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 요구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 주장은 종단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통합종단의 성립으로 비구니승가가 배제되자 ‘우담바라
회’를 조직하여 전국비구니의 조직화를 이루어냈으며, ‘전국비구니회로’
비구니승가를 다시 결집하였고, ‘비구니정혜도량’의 활동으로 비구니의
주체 역량을 보여주었다. 최근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위한 시도들
은 비구니승가의 역사성을 이어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
를 들어, 2011년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사회의 검찰과 같은 역할
의 호계위원과 호계원장의 자격조건을 “법계 종덕 이상의 법리에 밝은
비구”로 개정하고자 할 때, 비구니의원은 비구니가 여성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구’가 아니라 ‘승려’로 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
다. 비록 다수 비구의원들의 반대발언으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중앙종회
장에서 비구니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비구의원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비구니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181)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시도는 2011년 제189회 중
앙종회에서 포상법과 관련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종단은 불교와 종
단 또는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안인
181) 2011년 9월 제188회 중앙종회 NGO모니터단의 기록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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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법’을 개정했다. 이때 포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자에 관해 논의
가 있었다(중앙종회, 2011: 17-19). 개정안은 원로회의 의장․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 및 각 교구본사 주지가 포
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했다. 이때 한 비구의원이 재가자인
중앙신도회장도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비구의원들
의 찬성발언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 비구니의원이 ‘전국비구니회장’도 포
상 추천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논쟁이 이어지자
비구의원들은 문제가 복잡해진다면서182) 중앙신도회장과 전국비구니회장
둘 다 추천자에서 제외하고 포상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전국비구니회장
은 포상자를 추천할 권리마저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비구니승가의 또 다른 사례는 2012년 제191회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
개정특위 소속의 비구니의원이 ‘승려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계종
사상 최초로 비구니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단상에 섰고, 비구의원
들의 법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오랜 토론 끝에 이 법안은 통과되었
는데, 이는 한국불교역사상 최초로 비구니가 중앙종회에서 법안을 발의
하여 통과시킨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즉 비구니승가가 법안을 만
드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적인 비구니승가의 역할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위의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비구니의원 일동이 “중앙종
회비구니연구회”(이하 ‘비구니연구회’라 함)를 발족하였는데,183) 이는 종
단사상 최초로 종회비구니의원들이 비구니승가의 관점에서 종단의 정책
을 연구하는 모임의 성격을 가진다. 비구니연구회는 산중총회법에서 비
구니승가의 기대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비구니는 비구의 1/5만이 산
중총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자,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중앙
종회에서 비구니승가의 역량 확대와 관련 법안 연구 등을 조직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종단사에서 최초로 비구니의원이 중앙종회라는
입법기관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구니승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시
도로, 이는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보여준
182) 전국비구니회가 종단의 공식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임을 내세워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을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
구하고 종단의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포상 추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83) “비구니 위상 제고 ‘중앙종회비구니연구회’ 발족 , 19일, 초대회장에 일운스님 선임…
연구․조사․입법활동”, 법보신문,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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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겠다.

3) 참종권 확대 요구를 둘러싼 비구니승가 내 연대와 갈등
2012년 2월 중앙종회 산하의 ‘종헌종법개정특위’는 3월 중앙종회를 앞
두고 ‘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개정특위’는 총무원장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공명한 선거절차를
법제화하는 통합선거법이 주제였는데,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비구니를 확
대하는 안건이 포함되면 통합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구니참종권 요구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즉 종단 어른들이 아
직도 비구니 참종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법안, 2012:
3-8).
불교시민사회에서도 절충적 전략을 선택하였는데, 2012년 2월 중앙종
회에 제출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의 “선거법 개정 청원서”에서도 비구
니 선거권 확대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
구종회가 선출하는 5인의 위원 가운데 반드시 비구니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에 전문적 역량이 있는 남녀불자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
을 제안하였다(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2012: 3-5). 그리하여 2012년 3월
189회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통합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도했지만,
중앙종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산중총회법의 비구니
참종권은 본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였고, 통합선거법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가족법 개정안이 남성들의 반발 속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때,
여성계 내부에서 운동 전략과 방법에 관한 두 가지 국면에서의 의견대립
이 있었는데(김엘림, 2004: 12-33), 이는 비구니 종법 개정요구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첫 번째 갈등은 “운동 전략상의 갈등”으로, 개정
가족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개정안 내용 가운데 여성계와 유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호주제도 폐지안과 동성동본 폐지안을 계속 요
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일부 여성들은 호주제 폐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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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갈등 조항이 포함되면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거
론하지 않고 양보하는 대신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것을
쟁취하자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여성들이 국회에서 수정
안이 원활하게 통과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국회에 제
출한 소위 ‘단독수정법안사건’이 발생하였고, 호주제 폐지조항이 빠진 것
을 알게 된 진보적 여성계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수정안을 철회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호주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는 가족법 폐지의
상징이자 기본 틀이므로 이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세력과, 반대세력
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협하자는 세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성운동 내
부에서도 갈등국면이 대두되었다(김엘림․배영자, 1990: 220-221). 가족
법 개정운동은 이처럼 운동 전략과 갈등으로 인해, 결국 50여 년이 지난
2005년에 와서야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비구니승가는 참종권 확대 이슈를 적극적으로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이
와 유사하게 운동 전략과 방법론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었다.
논쟁 지점은 비구니승가 내부에서 산중총회의 구성원 자격 연한이었다.
산중총회법상 구성원의 자격연한은 비구와 동일하게 10년을 주장해서 관
철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은 종단 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비구와 차별을 두어 20년으로 제안하여 일단 비구니승가가 산중총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앙종회 비구니의원들 사이에서 대립
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1998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당시 산중총회 구
성원의 자격을 비구니계를 수지한 지 20년이 지난 비구니에게 확대해 달
라는 비구니승가의 제안에,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에서 비구니승
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이 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
다(해주스님, 1999: 322).
비구니승가는 비록 한계는 있지만 ‘20년’이 지난 비구니라도 산중총회에
일단 진입하고, 그 다음에 비구니승가의 역량을 키워서 구성원의 폭을 확
대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 결과 비구니승가는 ‘비구니 20년 이상’ 자격을
결정하고, 2012년 6월 비구니승가는 190회 중앙종회임시회에 산중총회 구
성원의 자격으로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비구는 비구계를 받은 지 ‘10
년 이상’되어야 하며, 비구니는 비구니계를 받은 지 ‘20년 이상’으로” 개정
안을 올리게 되었다. 이 안은 중앙종회 개회 전에 최종 성안된 재․개정
안을 검토하는 총무부 상임분과위원회의 종헌종법 개정안에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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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회 개회 이틀 전에 있었던 ‘개정특위’의 회의에서 이 안은 삭제
된다. 개정특위는 비구니 구성원 자격으로 20년 이상이라는 제안 때문에
다른 “중요한” 안들이 폐기될 것을 우려하여, 논쟁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삭제했다는 것이다. 즉 개정특위는 ‘20년’이 지난 비구니가 산중총회 구성
원이 되는 것도 종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 갈등은 “운동방법에서의 갈등”이었는데, 1989년 민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일부 여성들은 유림이나 반대세력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 법조계나 정치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과 개
인적인 설득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주장했다. 반면 신진세력들은 설득과
청원과 같은 형식의 소극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치세력화한 여성의 힘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개정 압력을 통해 가족법 개정을 쟁취해야 함을 주장
하였다. 여론화를 통해 가족법을 찬성하는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조성하
고, 피켓팅이나 가두시위, 모금활동 등을 통해 여성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는 다양한 운동방식들이 적용되었고, 호주제
철폐는 여성들의 역량이 총결집되어 힘들게 이루어낸 성과였다.
비구니승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전
국비구니회’ 차원의 개정 서명운동과 중앙종회 본회의장 앞에서의 농성
등 여론작업과 조직역량을 보여주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격한’ 방식은 오히려 비구승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종단
내 어른스님들께 청원을 드리고, 개별 종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하는
등 온건한 방식을 주장하였다. 결국 후자를 선택한 비구니승가는 개별
종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거나 당부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
나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에 비구니 ‘20년 이상’ 이라는 개정안은 총무
부상임분과위원회에서 삭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가족법 개정운동과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위한 시도들을 비교하
면 매우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가족법은 여성들이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투쟁을 선택했고, 비구니승가는 타협을 선택했다. 그 원인으로는
앞서 비구니승가의 계율 위반 공포와 종단 내 가부장성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운동의 국면에서 가장 가시적인 차이는 여성역
량을 통한 세력화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61개 여성단
체에서 1,200명이 연대하여 50여 년간 노력한 성과로, 운동의 주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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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동가뿐만 변호사․정치가․홍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연대하였다. 운동방식에 있어서는 청원뿐만 아니라 법정투쟁․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문제
는 재가여성불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비구니승가의 지원세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구니승가만의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재가여성들과의 연
대도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교여성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서는 비
구니승가와 재가여성불자가 연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화하며 지속
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승가 내 계율갈등과 젠더갈등의 경합
비구니 참종권 확대 요구에 대한 비구승가의 반응은 다양했다. 2012년
6월 제190회 중앙종회의 통합선거권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한 비구니
의원은 종단 쇄신을 종단 안팎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
인 종단을 위해 총무원장․포교원장․교육원장을 비구니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요건을 ‘비구’에서 ‘승려’로 고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
해 예상 외로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졌는데, 당
시 종회의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비구승가의 비구니 참종권 확대에 대
한 입장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184)
첫째, 비구니의 종단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비구니 동등참여론’이다.
일부 비구의원들은 여성의 지위상승과 활동영역의 다양화, 그리고 비구니승
가의 성장 등을 통해 볼 때 비구니가 종단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
연하다고 주장했다. 붓다의 법이 제시하고 있는 평등사상이나 불성을 가
진 존재로서의 인간해방의 사상에 근거하여 “비구니 참종권 확대 요구를
여러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지만, 불교 교리상 비구니를 차별하면
안된다.”라거나, “여성이 대법관, 대통령도 하는 세상인데, 종단이 쇄신하
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종법을 개혁해서 포교원장, 교육원장은 물론, 본사
주지도 비구니가 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구니 동등참여론을 주장하는 비구의원들의 발언 이면
184) 제190회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의 속기록 중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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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교리적 관점에서 출가자의
평등은 당연하다는 근거와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가자가 부족한 현
실 때문이다. 즉 “출가자가 없어서 출가 연령도 올리고 장애인도 출가자
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비구니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거나, “지금
본사는 사람이 없어 주지 자리가 비어 있는 절도 많다”라는 주장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이유로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지지하는 것이다.
비구승가의 두 번째 입장은 점차적으로 비구니 참여를 확대하자는 ‘단
계론’이다. 비구니승가의 적극적인 종단운영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현실화시키기에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은 “총무원장은 무리라도 포교원장, 교육원장은 비구니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라거나, “교육원장, 포교
원장 자리를 (비구니에게) 열어주는 것이 종단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
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적으로 비구니승가에 종단 참여를 개방하자는 주
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면적인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로 한 주장으로, 현재의 종법 내에서 비구니승가의 종무행정 참여를 확
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비구니승가의 권리 확보보다는
비구니승가의 대사회적 혹은 종단 내 역할 확대를 통해 종단 발전에 기
여해야 한다는 일종의 도구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구승가의 세 번째 입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시기상조론’이다.
비구니승가가 종단 운영에 적극 개입할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으로) 주어진 10석이나 잘하지”라는 주장처럼 그
동안의 비구니승가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다. 혹은
비구니가 문화부장도 하고, 각종 종단 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종
단이 충분히 비구니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종단이 충분히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비구니승가가 종단 참여에 대한 강렬한 열의가
없고, 소극적으로 배려만을 기다리며, 종단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
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중에 스님들 의식
깨어나면 자동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발언처럼 현재의 비구니승가의 역
할이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에 대해 비구니 측은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며 반발한다.
비구승가의 네 번째 입장은 계율에 어긋난다는 ‘불가론’이다. 팔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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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비구니는 비구를 지도하거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처벌할 수 없
기 때문에 비구니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은 계율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러한 주장은 팔경계를 위반하면 진리와 방편, 법이 위계나 가치관이 위험
에 봉착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비구니가 종단의
최고의 위치가 된다면 종단이 어지러워진다.”, “종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함부로 결론내리면 안된다.”, “직책은 오히려 비구니가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불교 발생 근원에 대해 생각하면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여성인권을 존중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단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등 팔경계가 절대불변의 진리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최근 발생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의 전원퇴장 사건은 비구니승가의 참
종권 요구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6월 제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의 중에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들이 모두 퇴장하고 중앙종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구니승가의
일은 비구니가 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비구니의 징계 여부와 관련
된 일은 비구니가 할 수 있도록 호계원(사회의 검찰과 유사한 역할)의
자격을 기존의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
던 중이었다. 본회의 전에 있었던 개정특위에서부터 비구승가는 만약 승
려로 바꾼다면 비구니가 비구를 처벌하는 것이 되고, 이는 비구니는 비
구를 비판할 수 없다는 팔경계에 위배된다면서 반발하였다. 그래서 비구
니승가와 절충안으로 재심 호계위원이나 호계원장이 아닌 초심 호계위원
만 비구니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니승가만
심사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비구의원들은 호계위원에 비구니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종헌에까지 비구니가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거나,
비구는 비구니를 보호할 수 있지만 비구니는 비구니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성차별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호계원은 종법을 어긴 승려를 심판
하는 행정기관이므로 계율을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구니의원의
발언은 채 끝나기도 전에 제지당했고, 비구니의원들의 발언권은 무시되
었다. 이에 비구니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였다. 그런데 비구니의
원들이 퇴장한 후에도 비구의원들은 총림법(14조 3항)의185) “임회의 선
185) 총림이란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사찰로, 수많은 출가자가 모여 있어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임회는 총림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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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직위원은 법계 대덕/혜덕 이상인 재적승 중 비구 8인, 비구니 8인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라는 비구니의원들과 합의한 개정안을 번복하여,
‘승려 10인’으로 개악해서 통과시켰다.
이에 비구니의원들은 그 다음날 종회 출석도 거부하였고, 중앙종회 퇴
장과 관련된 입장문을 언론사에 발표하였다.186) 즉 “중앙종회가 비구니
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실에서, 비구니의원은 더 이상 비구니승가의 대
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 600년 전 만들어진
율장을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율장 정신을 존중하면서
승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비
구니의원들의 역할을 존중해 줄 것을 중앙종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재가여성불자단체도 이 사태에 대해 비구니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는데,187) “현재 종헌종법은 비구니스님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중앙종회 의원도 단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처님의 평등법에 위배되
는 성차별법”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초심 호계위원에 비구니승가가 참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중앙종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만약 중앙종회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재가여성불자들은 차별
적 종헌종법을 포함한 교단평등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주장
하였다. 이 일은 비구니승가의 합법적인 참종권 확대를 위한 비구니승가
와 재가여성들 간의 최초의 공식적인 연대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도 논평문188)을
통해 비구니 호계위원 선출은 “양성평등의 사회 흐름을 반영하자는 지극
히 소박한 것들”이었다며, 중앙종회의 비구니차별을 비판하였다. 비구니승가
와 재가여성불자가 종단 내 젠더 이슈를 공식담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성평등의식이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186) 2013년 6.26일 중앙종회비구니의원 일동으로 발표되었는데, 제목은 “제194회 중앙종
회 본회의장에서 비구니의원들의 전원 퇴장과 관련된 비구니의원의 입장”이다.
187) 2013년 6월 26일 “중앙종회 비구스님들의 호계위원 개정안 부결 결정을 규탄합니
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연대한 여성불자 단체는 종교와 젠더연
구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등이다.
188)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중앙종회 폐회 후 “‘종단 쇄신’ 취지마저 퇴색하나- 중앙종회와
총무원의 일대각성을 촉구한다.”라며 중앙종회의 쇄신 의지를 비판하며, 비구니 호계위원 선출
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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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라는 입법기관에서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공식적으로 거론되
는 것은 가부장적 종단현실에서 젠더 위계에 균열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종단 내 계율갈등과 젠더갈등이 경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비구니승가는 그동안 독립적인 승단으로서 역량을
축적해왔는데, 오늘날 비구니승가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평등한 종단으로의 변화 움직임

조계종단의 역사에서 종단의 성평등성을 확대하기 위한 불교여성의 노
력은 끊이지 않았으며, 종단 내 성차별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비록 불
교여성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본 연구의 각 장에서 제시된 성평등한 종단으로의 변화의 특징을 간단
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출가자의 성평등한 교육제도를 통해서 비구니승가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한 교육제도는 비구니승가의 성장에 커
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종단개혁의 출발은 승가교육 개혁이었는데,
강원교육의 체계를 갖추고 수행과 표교를 위한 사표(師表)로 자리매김하
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이후 출가자의 교육은 현대
적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전통강원교육에
서 교육받은 출가자들이 더욱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비구니승가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비구니
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앙승가대학(원)은 수행과 실천행을 겸
비한 대승불교적인 출가자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구
니승가의 참여는 비구승가 못지않다.
비구니교육자는 물론, 비구니지도자도 끊임없이 양성되면서 교육현장
에서는 붓다의 평등사상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한 교육은 비구
니승가 스스로 긍정적인 비구니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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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예를 들면 비구니승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불교사에서 소외되거
나 삭제된 비구니사를 집중 연구하는 ‘비구니연구소’(1999년, 소장 비구
니 본각)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비구니승가는 사회복지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189)
2013년 제193회 중앙종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종단 소속 사회복지시설
총 148개 가운데 30곳에서 비구니는 관장 등 책임자로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비구니승가가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 속으로 들어와서 대사회적
활동을 해나가면서 종단 내 비구니승가의 위상정립에 대한 요구도 증가
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은 비구니승가는 앞으로 종단
내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성평등한 불교문화를 구축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성평등한 종단 변화의 움직임은 종단 지도부의 성평등의식의
점진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단은 비구니승가에게 제
한적이나마 문호를 개방하면서 종단 지도부의 의식 변화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비구니가 취임한
이래, 종단 산하 연구소나 포교원 연구실에서도 비구니가 진입하였다(일
법, 2007: 19: 현담: 2010: 434). 이후 2003년 비구니 문화부장이 등장할
때 당시 총무원장은 “사회와 종단간의 여성비율, 시대적인 변화와 요청
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190) 이는 사회의 변화에 종단도 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종단 지도부의 의식 변화의 한 단면이다. 비구니
부장의 탄생은 종단 내 비구니승가의 권력 확보라는 의미보다는 비구니
가 비구를 비난할 수 없다는 팔경법의 사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매
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처음으로 총무원 호법부(사회의 검찰에 해당하는 부처)의
상임감찰로 비구니가 임명되었다. 상임감찰 비구니는 비구니승가의 숫자
189) 비구니승가의 대사회적 활동을 보면, 불교와 심리학을 접목한 ‘문제는 항상 부모에
게 있다’의 저자 서광스님, 일본 동경대와 미국 하버드 유학기를 다룬 ‘하버드에서 만
난 부처’의 저자 소운스님, 10여 년간 불교방송 ‘차 한 잔의 선율’을 진행한 진명스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의 정목스님, ‘거룩한 만남’의 도현스님, ‘불교신행상담’의 성정스
님, 어린이포교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의 자용스님 등이 있다. 종단 내 비구니 진입은
1996년 교육원 산하 불학연구소의 사무국장으로 효탄스님, 상임연구원으로 심원스님
에 이어, 불학연구소의 사무국장으로 지호스님(1999년) 포교원 포교연구실의 사무국
장으로 법성스님(1997년)이 재직하게 된다.
190) “비구니스님 활동 활발해졌다”, 불교신문,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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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자 비구니와 관련된 문제만을 규율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
하였지만, 비구니가 종단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4대 중앙종회(2006.11.- 2010.11.)는 종단사상
처음으로 사회분과위원장에 비구니의원이 선출되었다(일법, Ibid: 18). 이
처럼 비구니승가의 종단 내 활동이 조금씩 확대되는 배경에는 비구니
주도의 생태생명운동이 대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등의 비구니승가의
성장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종단 지도부가 비구니의 능력과 역할을 인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 번째, 종단 변화의 움직임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의 입법운동이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구니승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산중
총회에 비구니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문제는 1994년 개혁 종단의 등장 후 11대, 12대 중앙종회 산하의 ‘종헌
종법재개정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본회의에서 거부당했
다. 하지만 비구니승가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
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2년 제191회 중앙종회에서 비구니는 비구와
동등하게 10년 이상 출가자에게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허용하는 법 개
정의 성과를 가져왔다. 물론 비구니는 비구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산중총회법 개정 이래 비구니 구성원 자격이 10년 이상의 비
구니에게 일부 확대된 것이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2012: 21-35).
종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는 통합종단 성립 이후 두 세 명의 비구니
의원이 있었지만, 1994년 개혁종단에서 10명의 비구니의원들이 중앙종회
에 진입하였고, 2012년 중앙종회비구니의원들은 비구니의원의 숫자를 15
명으로 확대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2013년 ‘승려법’ 법안이 대표 발의
하여 통과되었는데, 이때 비구의원들은 진지하게 비구니의원에게 질의를
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자 웃으며 비구니의원을 격려하는
큰 박수를 보내며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비구니의원의 역할을 인
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별을 떠난 진정한 화합의 출가자 정
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부승가의 한 축으로서의 비구니승
가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구의원들에 의한 반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비구니
승가의 역량이 확대되어 더 이상 비구니승가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종단 지도부는 비구니승가와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젠더 위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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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존속시키는 이중적인 전략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산중총
회법에서 총무원장 선거권이 가장 큰 권리였지만, 총무원장을 선거가 아
니라 추대로 선출하기로 선거방식을 바꾸었다. 즉 종단 권력에 대한 비
구승가의 주도권을 법적으로 확보한 후, 비구니의 산중총회 참여를 확대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역동 속에서 비구니승가는 역량
강화를 통한 세력화만이 종단의 성차별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앞으로 참종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단 내 비구니승가가 독자
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91)
네 번째, 종단 변화의 움직임은 팔경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고민들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구니를 규율하며 젠더 위계를
강요하는 팔경계는 불교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재해석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팔경계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현실
타협적인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구니 해주는 팔경계의 현실적인
극복을 위해 비구니부․비구니 총림․비구니본사 등의 신설을 통해 비구
니승단의 운영을 제도권 속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팔경계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비구승가의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팔경법 제1경법에서부터 제3경법까지의 조항을 이부승가의 합의하에 별
도의 규정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마성, 2011: 19). 또한 비구 진
오는 비구니 부총무원장 제도 도입 등 장기적 해법을 통해 팔경법의 보
완을 제시한다. 즉 비구니교구본사의 신설, 종단 내 각종 선거에서 비구
니의 참종권을 비구와 동일하게 적용, 비구니 종회의원수를 대폭 늘리며,
비구니와 관련 된 제반 사항은 비구니승가에 맡기는 독자적인 비구니승
가의 운영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했다.192)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가 상호
존중하지 않는 교단에 한국불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계율 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팔경계는 종법의 성차별성을 정당화
하는 도구이자 남녀재가불자의 성평등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
한 계율이었다. 하지만 팔경계의 재해석의 주체는 팔경계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비구니승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구니승가는 팔경계속
에 숨겨진 성별 권력에 대한 통찰을 끌어내고, 이러한 통찰을 통해 종단
191) “비구니부, 비구니총림 설치 가능한가?”, 법보신문, 2005.04.02.
192) “상호존중 않는 승가 미래 없어”, 불교신문,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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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배적인 젠더권력에 도전함으로써 현실을 변혁할 수 있도록 실천해
야 한다.
다섯 번째, 종단 변화의 움직임은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가여성불자는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 주체
적으로 신행을 전개해 나가면서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교단개혁과 사회참여라는 두 가지 과제 위에서
설립한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현재 소
속된 단체 가운데 절반의193) 여성이 대표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여성주의적 의식이 높다. 또한 2012년 종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이하 ‘모
니터단’이라 함)이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194) 모니터단은
중앙종회의 활동을 일반신도들에게 알려 사부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고, 출가자와 재가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며, 나아가 실천적 대안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재가불자가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
에서, 종단 내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종회의 활동을 감시․비판
함으로써 재가불자의 참종권을 간접적으로나마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불교여성연대도 활발한데, 2012년 샤카디타 한국지부가
‘Sakyadhita Korea’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195)
이러한 불교여성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종단 지도부도 미약하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종단 주도 토론회에서 총
무원 교육원장은 종단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지금 당장’ 사부대
중이 종단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현응, 2012: 382
-398),196) 비록 재가자의 참종권에 대한 출/재가자의 인식 차는 매우 크
지만 재가불자의 종단 운영 참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출가
193) 사찰생태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인드라망, 에코붓다, 붓다와의 대화, 나무여
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사) 좋은 벗, 대한불교청년회, 실천불교승가회, 광
주․전남불교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마하이주민지원센타, 종단종무원조합 등으로 불
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2011년 결성되어 활동 중이다.
194)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2012년 3월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나무여
성인권상담소, 정의평화불교연대 네 단체가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195) Sakyadhita Korea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조은수는 샤카디타의 부회장으로 임명
되는 등 세계불교여성들 가운데 한국불교여성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6) “‘조계’란 이름 매달리다 한계 봉착했다”(법보신문, 2011.12.21) ; “회통불교 위상 정
립, 종단운영시스템 혁신해야”(불교신문, 2011.12.21); “[기조발제] 현응 스님, ‘한국불
교 중흥의 길을 향하여”(불교닷컴, 201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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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2012년 사찰재정 투명화를 위
한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에 재가불자들이 의결권과 집행권을 부여한
사찰운영위원회법, 종무원의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종무원법 등이 중앙종
회에서 통과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197)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 주장은 통합종단의 성립 이래 계속 제기되었는
데,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가여성불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종단의 종법이 규범적인
기능을 가지는 이유는 종단 내 개인과 집단 등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정하고 합의하여 종단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종법이
규범으로써 종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종단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
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종법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종단 지도부가 불교여성의 위상을 고민하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정
하는 것은 종단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평등과 관련해서 종단은 여전히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종단
내 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이 거의 없으며, 재가여성불자의 의견을 수렴
할 법․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평등과 해방을 가르친 붓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평등을 선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종단이,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법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종법으로 성차별을
합리화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5. 종단 내 성평등을 위한 대안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차이는 단지 ‘다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르다는 것
197) 그러나 중앙종회를 통과한 쇄신법안들은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치지 못해 현재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은 재가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담지 못한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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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국가의 여성정책인 성주류화 전략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요
구되는데, 첫째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여성의 성주류화정책이다. 둘째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정책의
내용과 과정, 결과가 성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주
류화가 강조된다. 셋째는 조직의 성별 구성이 균형을 이루고,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됨으로써 조직구조와 문화,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
지는 ‘결과의 주류화’를 달성하고자 한다(Rees, 2005: 555-574). 이는 오
랜 차별이나 관습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제도로 강제하면서 빠른 시간 내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을 여성정책의 기
저로 하면서,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의 차이, 성
과 관련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여성과 남성의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의원단, 2006: 9-14). 또한 여성에 대
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해서라도 빨리 남녀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며,
남녀평등과 관련된 이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임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주류화 전략은 위계적인 젠더관계
의 변화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유용성에 의해 악화되
거나 왜곡되기도 하면서 여성주의적 정치성이 상실되기도 한다. 예를 들
면, 여성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 논쟁을 불러오기도 하고, 양성
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김
경희․신현옥, 2004: 204).
이처럼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
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여성에게도 성평등을 위
한 성주류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성차별적인 종단
문화가 지속되면서 문화 지체현상이 나타난다면 여성출가 수행자는 물론
재가여성불자도 줄어들 것이다. 단적인 예로, 종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간 종단의 출가자가 감소되었지만 특히 여성출가자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1년 조계종단에서 출가자가 되기 위한 예비단계인 행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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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의 수료자 성비를 보면, 여(女)행자 221명: 남(男)행자 255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 여 70명과 남 149명으로, 감소비율을 보면 여행자는
68.5%, 남행자는 41.6%로 여행자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띈다(제193회 중
앙종회임시회 배부자료집, 2013: 93-94).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 성차별적 종단 분위기는
여성출가자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종단 내 비
구니차별적인 문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여성들이 출가를 외
면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타 종
교에서도 나타나지만, 불교계는 급격하게 여행자가 감소하여 선원이나
율원, 강원 등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종단 내 성평등 수준이나 종단 현실에 대해 불교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불교인들의 의식을 출․재가자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여성 상급자의 부족 원인
2011년 조계종단 중앙의 종무원 가운데서 팀장 이상 직급에는 남성이 23명,
여성이 3명 있다. 이처럼 여성이 종단관련 업무를 보는 종무원 등에서 상급자
가 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34>과 같이 출․재가자집단에
서 공통적으로 성별 변수가 유의했다(p<0.05). 비구집단은 ‘잘 모르겠다’가 가
장 많았고, 두 번째가 능력대신 성차별을 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비구니와
재가불자집단에서는 능력보다 남녀차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답했고, ‘잘 모르
겠다’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은 이유는 출․재가자
가 종단 종무원의 운영 실태나 종무원 승진 등의 제도와 관련되어 잘 모르거
나 종무원에 대한 관심 부족일 수 도 있다.
남성불자보다는 여성불자가, 비구집단보다 비구니집단이 능력을 중시하지
않고 성차별을 했기 때문으로 응답했는데, 특히 비구보다 비구니집단은 두 배
이상으로 능력보다 남녀를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구니집단
은 네 집단 가운데 성차별을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이는 비구중심의 종단 운
영으로 비구니가 성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재
가자집단에서 남성이 사무처리에 유능하고, 남성지도자가 조직에 신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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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남성지도력이 우월하다는 응답이 약 25%에 달했다. 이는 재가
불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도 있겠지만, 여성지도자가 흔치 않는 종단의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표 34> 종단관련 조직에서 여성상급자의 부족 원인
여성이 상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남성지도자 ③남성 ④능력중시 ⑤여성이
항 구 ①남성 사무 ②조직에
지도력이
⑥잘 모름
처리
유
능함
목 분
신뢰감 줌 우월함 않고남녀차별함 원치 않아서

전 체
성 비구
별 비구니
전 체
성 남성
별 여성
*

N

41
23
18
135
46
84

%

12.7
13.7
12.1
9.7
13.4
8.3

N

24
15
8
135
36
96

%

7.4
8.9
5.4
9.7
10.5
9.5

p<0.05 ** p<0.01 *** p<0.001

N

18
15
3
54
22
30

%

.6
8.9
2.0
3.9
6.4
3.0
5

N

128
42
84
637
123
498

%

39.5
25.0
56.4
45.8
35.9
49.5

N

20
7
13
70
13
55

%

6.2
4.2
8.7
5.0
3.8
5.5

N

93
66
23
360
103
243



%

28.7
39.3 46.343***
15.4
25.9
30.0 30.063***
24.2

결론적으로 보면, 종단 종무원 등의 조직에서 여성상급자 부족 원인
을 출가자와 재가불자가 공통적으로 종단 내 성차별을 그 원인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 불평등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내재
되어 있을 때,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
단, 국가,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도화된
젠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에게 혜택을 재분배하는 것이 남성의 강력
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회집단에서 젠더 관계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인식
틀이나 관행을 거부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하여 세계 여성운동의 성과로 UN
은 많은 국가에 성평등한 정책의 도입과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을 강제하
고 있다.
정부는 고용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성을 우대
하는 ‘잠정적 우대조치(1995)’를 적용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성차별로 인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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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당한 집단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우대조
치를 취하는데, 이는 과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라기보다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98)나, 국회의원
이나 시도의회에 여성공천할당제, 여교수 채용목표제 등을 적용하는 것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
적이라는 보수적 남성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별 잠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 남녀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장
지연, 2006: 193).
종무원 내 여성상급자의 부재가 성차별이 원인이라면, 잠정적 우대조
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차별을 중단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의미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
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
하는 조치”로(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3항),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성별 격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별 금지만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보
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종단의 여성종무원 고용실태이다. 그러므로 누
적된 차별을 시정하려는 적극적 조치로 소수자인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여성 상급자를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여성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여성들이 종무소, 신행단체, 봉사단체, 종단 부속기관 등의 여러 조직
에서 상급자가 되려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34>와 같이 출․재가자 집단에서 공통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
었고, 성별 변수에서 출가자집단은 유의했지만 재가자집단은 유의하지
않았다(p<0.05). 비구집단과 남녀불자집단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남성만 상급(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198)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2002년 종료되면서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
행하여, 특정한 성이 30% 미만일 경우 그 성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바뀌
었다(김경희, 2005: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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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종단관련 조직에서 여성상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여성상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남성만 지도

정한 비율 ②여성 능력을 ③ 여성지도자 자된다는 생각 ⑤잘
구 분 ①일
여성몫으로 배정 인정해야
많이 양성 고침
모르겠다.
④

전 체
성 비구
별 비구니
전 체
성 남자
별 여자
*

N

43
23
19
167
38
125

%

13.3
13.7
12.8
11.8
10.8
12.2

N

79
44
33
419
110
300

%

24.5
26.2
22.3
29.7
31.3
29.4

N

73
37
35
370
79
283

%

22.6
22.0
23.6
26.2
22.5
27.7

N

81
30
48
283
70
201

%

25.1
17.9
32.4
20.0
19.9
19.7

N

47
34
13
174
54
113



%

14.6
20.2 14.336**
8.8
12.3
15.4 7.475
11.1

p<0.05 ** p<0.01 *** p<0.001

반면에 비구니집단은 남성만 상급(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 비구니집단은 남성만 상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장 문제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는 현재 비구 중심의 종단 운영에 대해 비구
니승가가 얼마나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출․재가자는
불교 조직이나 기관에서 여성지도자가 부족한 원인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님이나 남성신도들이 여성의 능력을 인
정하고, 남성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출․재가자 모두가 여성지도자의 양성을 중시하고 있었지만, 일정한
비율을 여성의 몫으로 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은 가장 낮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여성할
당제를 적용하여 여성의 진입을 확대하기도 하기도 하고, 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
인들은 할당제와 같이 강제적인 법․제도적 개선보다는 남성중심의 가부
장적 의식 개선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젠더 위계적 문화 등 현실의 모순을 빠른
시간 내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는 물론, 결
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여성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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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한 성주류화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제1호)가 실
천 전략으로 필요하다.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
행하는 ‘성인지적 예산’이나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
른 정책 개선방안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부터 정부기관 및 단체에서 이미 성별영향분석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제정법에 의해 성인지 예․결산서를 제출하
여, 예산의 집행 결과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를 평가하고 있다(최희경, 2012: 30-31).
이처럼 국가는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있어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도 여성상급자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서는 성주류화전략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법이나 정책의 입안․실행․
평가과정에서 성차별을 가시화하며, 여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여성이 성차별로 인해 억압받았음을 인식
하고, 성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성주의 의식이 필요하다.

3) 불교인의 양성평등교육 경험과 성평등의식의 변화 여부
앞서 종무원 조직 등에서 여성지도자의 부족 원인이 여성의 능력을 인
정하지 않고 차별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불자들은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법․제도적 개혁보다는 의식개혁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출․재가자들에게 여성의 능력을 인정
하여 성평등한 종단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
이 효율적인지 그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뿌리 깊은 성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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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성주류화전략이 채택되었고, 성평등한 가치
관 확립을 위해양성평등교육(Gender Training, 성인지 교육 또는 젠더감
수성훈련Gender Senstivity Training이라고도 함)이 성주류화정책의 핵
심적 도구로 등장했다. 양성평등교육이란 “1) 여성과 남성의 성 중에서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
지지 않고, 2)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별로 직결
시키지 않으며, 3)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
(여성부, 2009: 6)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1년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된 이래 2003년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이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양
성평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199)을 제정하는 한편, 성평등의
식을 확대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뿐만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남녀고용
평등법에 근거함), 성폭력예방교육(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유아에서부
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최은옥(2008)은 유아기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성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김정이(2005)는 양성평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과 진로 성숙에, 김선덕
(2005)은 고등학생의 성평등의식과 긍정적인 성역할정체감에, 김분희
(2009)는 전문계 여고생의 가정, 학교, 사회문화, 언어영역에서의 성평등의
식에, 이언숙(2008)은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에서 학생은 물
론 어머니의 자녀 돌봄 태도에 있어서 성평등의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성평등교육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성평등의식의 고양에 긍정
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교인들은 양성평등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절에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의 정의를 ‘남녀평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의미
199) 우리나라의 남녀차별 금지 관련 법은 다양한데,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고용평
등법(1999),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08년 바뀜),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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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리 설명하였다.200)
a)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출․재가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이하 ‘교육’이라 함)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표 36>처럼 나타났다. 교육 경험자는 비구(12.0%), 남성불
자(11%), 비구니(10.7%), 여성불자(7.3%)의 순서로 나타나, 비구집단에서
가장 경험이 많았다.
출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학력’에서만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대학원 이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구집단의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거나 양성평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강원이나 기
초선원 등 출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력에서 교육 경험이 많지
않아, 교육기회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재가불자의 교육 경험자는 성별, 연령, 학력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불자보다는 남성불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
록, 기혼자, 기타 직업군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교육경험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은 전업주부인 여성보다 직장생
활이나 사회활동에서 교육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력이
나 연령이 높은 응답자가 교육을 더 많은 받은 이유는 교육제도나 사회
교육기관이나 회사, 단체 등에서 교육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업주부는 신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경험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찰이나 불교단체들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짐작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조직 내 여성지도자의 부족 원인으
로 종단 내 성차별 때문이라거나, 불교 교리가 타 종교에 비해 성차별적
200)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성희롱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 등도 양성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
업․학교․사찰․사회단체 등에서 실시된 교육 중에 남녀평등과 관련된 교육도 양성
평등교육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2010년 “불교신자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에 의하면, 위의 양성평등교육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타당도가 설문지 예비조사
결과 검증되었다. 하지만 설문지의 응답자마다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이나 형식의 차이
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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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재가여성불자의 성평등의식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36> 출/재가자의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항 구 분
목
전 체
비구
성 비구니
별 
30대
이하
연 40대
0대
령 560대
이상

양성평등교육 경험여부 항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있다
없다 목 구 분 있다
없다

기기본 원/원
이 중앙대학가
가대학/
력 승중앙
승가
대학원

92.8
91.6
81.1




강
초 선
승


졸

고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학 이상
력


N

%

N

%

36 10.7 286 85.4 전
20 12.0 146 88.0 성
16 10.7 133 89.3 별
0.133
8 9.3 78 90.7
17 11.0 137 89.0 연
7 10.4 60 89.6 령
4 33.3 8 66.7
6.221
14 10.6 118 89.4
12 10.0 108 90.0 학
력
5
12.8 34 87.2
0.247
10 8.5 107 91.5 결
13 8.0 150 92.0 혼여
9 25.7 26 74.3 부
10.464**

체
남자
여자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p<0.05 ** p<0.01 *** p<0.001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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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89.0
92.7

95.5
94.6
91.8
83.8





96.1
91.2





*

N

114 7.2 1210
38 11.0 308
69 7.3 870
4.375*
6 4.5 127
21 5.4 366
43 8.2 482
35 16.2 181
24.371***
42 7.2 545
50
8.4 545
17 18.9 73
13.753***

미혼
5
3.9 124
기혼 100 8.8 1040
3.660

전업 40 7.4 501
주부
직장인
32 8.3 352
직
업 학생 2 4.1 47
기타 33 11.3 258
5.133


92.6
91.7
95.9
88.7

b) 교육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변화
교육이 응답자의 의식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기 위하
여 교육경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출가자의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표 37>과 같이
‘이성관계 성평등의식’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즉 교육경험
자가 이성관계 성평등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출가자의 종교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사회
영역에서도 이성관계의 성의식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교육 경험자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
만, 현재 종단내 출가자의 교육과정에 양성평등교육이 없기 때문에 체계
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반면에 재가불자의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파악
한 결과, 종교 영역에서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교리의 성평등의식’, 교리
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리의 신행 영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영역에서는 ‘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이 높아
졌고, ‘성정체성 만족도’도 상승했다(p<0.05). 즉 교육 유경험자가 교육
무경험자보다 교리․신행․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이 더 높았으며, 불자
로서의 행복지수와 성정체성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비교해보면, 출가자집단에서는 교육 경험이 종교영
역에서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재가자에게는 교
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과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재가자와 출가자의 양성평등교육 내용
이나 형식 등이 어떻게 달랐는가는 알 수 없지만, 분석 결과만을 비교할
때 출가자가 종교 영역에서의 성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사회영역의 성평등의식에 있어서도 출가자집단은 이성교제에 대한 성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가자집단은 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이 변
화되었다. 그러므로 종단 내 뿌리 깊은 성차별과 가부장적 성별 위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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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출/재가자의 교육경험자 성평등의식 차이분석
항목
교리의
성평등의식
t값
종법의
성차별의식
t값
교리의
신행영향
t값
팔경계
성차별의식
t값
출/재가자
행복지수
t값
성정체성
만족도
t값
여성신행
우월성
t값
부정적인
여성관
t값
가정생활의
성평등
t값
직장생활의
성평등
t값
이성관계의
성평등
t값
사회문화적
성평등
*

t값

M

있다

4.04
3.07
4.17
3.06
4.56
3.86
3.33
2.71
3.02
2.98
3.14
3.28

출가자
SD

양성평등교육 경험 여부

M

없다

1.04 3.93
0.684
1.27 3.32
-1.076
.98 3.96
1.318
1.39 3.25
-0.767
.50 4.55
0.097
1.14 3.98
-0.632
1.20 3.38
-0.239
1.08 2.58
0.673
.75 2.74
1.946
.71 2.89
0.688
.83 2.80
2.208*
.77 3.21
0.481

SD

M

.88

3.93

1.28

3.78

.90

4.11

1.41

3.96

.60

4.58

1.07

4.21

1.07

3.85

1.09

2.04

.82

2.82

.77

2.87

.86

3.00

.77

3.38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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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가자

SD

M

.97
3.57
3.859***
1.02 3.81
-0.252
.91
3.66
4.650***
1.05 3.93
0.290
.5 9
4.40
2.779**
.93
3.99
2.342*
1.13 3.91
-0.618
.98
2.23
-1.918
.89
2.69
1.806
.77
2.75
1.618
.87
2.87
1.597
.81
3.20
2.301*

없다

SD

.94
.92
.97

1.06
.69
.94
.98
.97
.74
.69
.80
.73

4) 불교계 성평등 실천을 위한 시급한 개선사항
현재 종단의 성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출가
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교계가 남녀평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우
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두 개만’ 질문하였다. 그 결과 <표 38>과 같이
응답하였다(p<0.05). 비구집단과 재가남녀불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응답
은 ‘일반 신도들이 스스로 남녀 평등한 생활태도를 가진다’와 ‘스님을 포
함한 교계 지도자가 남녀평등의 모범을 보인다’였다. 즉 성평등을 실현하
기 위해 불교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구니집단은 ‘스님을 포함한 교계 지도자가 남녀평등의 모범을
보인다’와 ‘남녀 차별적인 종단의 법이나 제도를 개선’에 가장 시급한 사
안으로 응답했다. 비구니승가가 종단의 비구니 차별적인 법․제도에 대
해 얼마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현재 비구니승가
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참종권 확대는 교계 비구지도자의 의식 전환
과 종단 법․제도 개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녀차별시 불자들이 적
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는 응답은 네 집단 가운데 여성불자가 가장 많
았다. 이는 남성불자에 비해 여성불자가 재가자로서 성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자집단에서 가장 적은 응답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성평등교
육이나 성차별을 감시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었고, 그 다음이 ‘남녀 차
별시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응답을 통
해 볼 때, 출가자는 감시․교육․개선 요구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타율
적인 방식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가자집단에서 가장 적은 응답은 ‘성평등교육이나 성차별을
감시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남녀 차별적인 종단의 법이나 제도를 개
선’하는 것이었다. 재가자도 감시나 교육 등의 강제적인 방식보다 불자
스스로의 노력을 중시하였고, 특히 종단의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무
관심한 것은 재가자가 종단운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
다. ‘성평등 교육 및 성차별 감시 전문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네 집단
모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불교인들은 성평등 실천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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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으로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불교계 성평등 실천을 위한 시급한 개선사항
불교계 성평등 실천을 위한 시급한 개선사항

구 분
전 체
성 비구
별 비구니
전 체
성 남성
별 여성
*

남녀
평등한
생활태도

①

N

%

불교교리
를성평등
하게
재해석

②

N

%

남녀차별 ④성평등
적종단 교육/성차
법․제도 별 감시
개선
전문기관

③

N

%

N

126 21.2 123 20.7 96 16.1 19
75 24.4 60 19.5 33 10.7 14
48 17.6 60 22.0 62 22.7 5
883 31.6 407 14.6 230 8.2 48
236 34.5 94 13.7 59 8.6 14
628 31.1 298 14.7 166 8.2 30

p<0.05 ** p<0.01 *** p<0.001

%

3.2
4.6
1.8
1.7
2.0
1.5

⑥남녀차별
교계지도 시불자들
자남녀 이적극적
평등모범 으로개선
요구

⑤

N

%

151 25.4
72 23.5
75 27.5
604 21.6
160 23.4
422 20.9

N

44
28
14
417
92
313

%

7.4
9.1
5.1
14.9
13.4

15.5

잘
모르겠다

⑦

N

36
25
9
207
30
164

%

6.1
8.1
3.3
7.4
4.4
8.1

출․재가자 집단이 법․제도적 개선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것은 불교가 개인적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성향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신자나 교계 지도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차별을 극
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불교계에 만연한 젠더 위계나 신분 위계
속에서 자발적인 노력에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대책이
라고 할 수 있다.
출․재가자 모두 성평등 교육이나 성차별 감시 전문기관 설립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는데,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이나 전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나 강제적인 조치가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성평등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양성평
등교육을 강제하고 있는데, 불교계 성차별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불자들의 적극적인 개선 요구와 성차별 감시기
관의 설립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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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종단의 성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불교여성이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을 펼
쳐나갈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는 여성할당제로 대변되는 국가의 여
성정책, 한국여성운동의 발전에 따른 여성입법운동, 그리고 세계 여성운
동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여성연대의 영향이 컸다. 또한 종단 내부 배경
으로는 이 시기에 중앙종회 산하의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중앙
종회비구니의원들의 종법 개정활동, 그리고 참종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
걸고 직접선거로 출범한 전국비구니회의 등장 등이 있다. 현재 종단 내
비구니참종권 담론이 확산되면서 오늘날 비구니 참종권을 둘러싼 비구니
승가 내 갈등, 비구승가의 계율 갈등과 젠더 갈등이 경합하고 있다.
재가여성불자의 종단운영 참여에 대한 주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출/재가자간의 인식 차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재가자가 교단
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가남여불자 간의 젠더파트너쉽이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적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은 출가자보다는 재가자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출가자는 특히 종교영역과 사회영역의 성평등의식을 분리하여
종교영역을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출․재가자들은 불교계 성차별로 인해 여성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인식
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고용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여성정책으로 도입하여 실행중인데, 이는 오랜 세월동안
성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집단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성차별을 극복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종무원 내 여성상급자의 부재가 성차별이 원
인이라면, 잠정적 우대조치 등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심각한 성차별을
중단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불교계에 성평등 실천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 비구와
남녀불자집단은 일반 신도들이 스스로 남녀평등한 생활태도를 가져야 함
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반면에 비구니집단은 스님을 포함한 교계 지도
자가 남녀평등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비구중심의 종단운영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재가자 모두 성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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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불교인 스스로의
개별적인 노력을 더욱 중시했다. 정부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젠더 위계
적 문화 등 현실의 모순을 빠른 시간 내 극복하기 위해서 성주류화 정책
을 입안하고, 성인지적 예산이나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
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등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도 불구하고 성평등한 교단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자들과 교계지도자들
의 개별적인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신행이 가부장적 젠더 위계를 생산․유통하며, 가부장적 종
법으로 이를 강화함으로써 성차별이 고착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종단 현
실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불교여성이 참종권을 공적 영역에서 담론화한 것은 불교여성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낸 결과이자, 불교여성의 역량을 통해
종단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여성의 참종권 확대는
평등을 절대화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종헌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종단 내 젠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앞장서서 기
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과의 평등을 실천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여성이 성차별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성차
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변화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
하여 불교 여성으로서의 연대를 통해 성평등을 위한 목적과 전략을 자율
적으로 결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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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 론
본 연구는 조계종단의 종법을 연구대상으로 불교 성차별의 구조를 분
석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불교 성차별의 구조를 ‘종법’, ‘교리’, ‘신행’, ‘계
율’로 규정하고, 이 네 요소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종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불교여성의 신행을 통해 종단 내 성차별이 어떻게 극
복되는지 불교여성과 종단 지도부간의 역동성을 분석하면서 불교인의 성
평등에 대한 의식을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단의 운영 규범인 ‘종법’의 성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성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성평등한 교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리의 재해석 방식, 그리고 수행자의 가치 기준체계인 계율이 종
단 내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종법의 성차별성이 정착
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교여성과 종단 지도부간의 긴장과 갈등, 불교
여성내부의 대립과 연대 등을 살펴보았다. 비구니참종권 확대 요구와 재
가여성의 종단운영 참여 등 현재 종단 내 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
들을 살펴보면서 불교여성의 역량 강화로 종단에서 미약하나마 성평등을
위한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종단 내외의 변화와 불교여성의
역량 축적에 따라 조계종단이 성평등한 종단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여성주의적
함의, 그리고 한계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연구결과의 요약

1) 불교 성차별구조와 이에 대한 불교인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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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연구에서 불교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교
가 보여준 다양한 형태의 여성 억압적 구조를 극복하고 붓다의 가르침의
근본사상인 인간평등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은
성차에 기반을 둔 차별과 배제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여성 스
스로가 여성 종속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러한 종속이 극복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그리하여 성평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투쟁의 전략
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안적 비전을 개발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여
성주의 의식을 강조한다.
불교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조계종단의 종법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인 종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재를
발전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전통불교를 추종하는 독신비
구세력은 대처승과의 정화운동을 벌였다. 정화운동과정은 물론, 종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성불자와 비구니는 비구세력을 지원하며 종단발전
에 앞장섰다. 하지만 1962년 대처승과 독신비구승에 의한 통합종단이 등
장하였지만, 통합종단의 종법은 그 출발부터 비구니와 재가남녀불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비구중심의 종단운영을 제도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종단은 근․현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대사회적 문제보다는 종단 내
부 분규로 혼란스러웠고, 비구/비구니, 재가자/출가자, 남성불자/여성불자
라는 성차별․신분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재로 종법이 역할하고 있었다.
종법의 성차별성에 대한 의식분석 결과, 출가자와 재가자는 종법이 성
차별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남성불자보다는 여성불자가, 비구보
다는 비구니가 종법을 성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출가자와 재
가자가 모두에서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종법도 성차
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팔경계와 종법의 성의식은 상관성이 매우 높
았다. 하지만 교리와 종법, 교리와 팔경계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불교 성
차별의 구조인 교리, 종법, 계율, 신행과 관련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신행, 종법과 계율만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성평등한 교리가 계율과 종법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교리는 평등과 해방을 주창한 붓다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경전 속
에는 이중적인 여성관, 수행법의 일종인 부정관(不淨觀)의 왜곡된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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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비구의 금욕을 위한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타자화된 여성관이 전
승․유포되면서 여성혐오담론과 성차별담론이 고착화되었다. 하지만 불
교 교리에 대해 불교인들은 대체로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에서 평균 3.95).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해 출가
자집단에서는 비구집단보다 비구니집단이, 재가자집단에서는 여성불자집
단보다 남성불자집단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불자는 타 종
교와 비교해서 불교 교리의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신
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불자가 교리의 성평등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성평등한 교리의 전달 경로, 즉
스님의 법문이나 경전, 불교 서적 등이 성차별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
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교리와 신행에 관한 불교여성의 성인식은 서로 깊은 상관성을 보였는
데,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교리의 성평등의식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구집단은 ‘성정체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남성으로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교리, 신행의 성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반
면에 여성불자집단은 불자로서 행복을 느낄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불교신자의 다수인 여성불자가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불자로서 자긍심을 지니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구니승가는 1994년 이후 비
구승가와 동일한 교육커리큘럼을 적용받음으로써, 비구니승가의 높은 교
육열은 다양한 사회활동분야에서의 전문가는 물론 비구니지도자를 양성
함으로써 성평등한 종단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계율은 승가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생활규범인
데, 이 계율은 철저하게 비구에 의해 계승되면서 특히 팔경계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비구니승가
가 높은 교육열과 전국적인 단일조직, 경제적 독립, 그리고 참종권에 대
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팔경계가 오늘날까지 비구니승가의 규율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 배경에는 비구니의 계율 위반 공포와 복종의 내면화, 그
리고 비구승가의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인 문중(門中)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팔경계에 대해 다수의 비구니들과 재가불자들은 성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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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식이 매우 높았지만, 비구집단은 상대적으로 팔경계가 성차별
적이라는 인식이 낮았다. 팔경계에 대한 비구와 비구니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컸는데, 이것은 팔경계가 사장된 것이 아니라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구집단과 비구니집단 간 인식차가
매우 커서, 현실에서 매우 논쟁적인 이슈가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불교여성의 신행은 타종교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는데, 이
는 체계화되지 못한 신도교육의 영향이 컸다. 재가여성불자의 교육은 불
교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민족자본으로 자발적․자주적으로 이루어졌지
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불교여성을 조직화하거나 불교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불평등한 종법과 불교여성교육의 지체는 불
교여성의 대사회적 역할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행 형태를 왜곡하
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구니집단은 비구집단보다, 여성
불자는 남성불자보다 성정체성만족도가 낮았고, 비구집단은 네 집단 가
운데 가장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여성의 신행 패턴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젠더화되어 있었으며, 비구니집단은 신자
의 재생산과 관련된 활동이 더 많은 반면 비구집단은 사찰운영이나 사회
와 연관된 활동이 더 많았다. 남성불자는 사찰 행사에 보조활동을 가장
많이 경험한 반면, 여성불자는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과
유사한 경험이 가장 많아 성차별적 관행이 신행활동에까지 확산되어 있
었다. 특히 재가불자들은 불교 내에서 경험한 활동과 희망하는 활동이
불일치하여 불자로서의 만족도나 행복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런데 최근 불교여성의 참종권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가여성불
자는 종단 내외에서 활동영역을 확장하면서 종단 운영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
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여성할당제, 여성입
법운동, 그리고 세계여성연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불교여성
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어 중앙종회비구니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과 재가여성의 종단운영 참여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할당제요구가 나타나고, 세
계여성불자네트워크인 샤카디타(Sakyadhita)의 동참이 활발해지고 있다.
불교여성의 참종권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종단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중앙종회 산하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종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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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의원들이 ‘중앙종회 비구니연구회’를 조직하여 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종권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직접투표에서 당선된 전
국비구니회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구니의 참종권 확대 노력은 승가 내
부에서 계율 갈등과 젠더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재가여성불자의 종단
운영참여 요구는 승가와 재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불교여성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강력해
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단에서 불교여성의 참종권
을 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종단 내 성평등 수준이 과거보다는 향상되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종단 내 성차별이 존재함은 본 연구 결과 입증되었다. 불교계 여성
지도자가 부재한 원인에 대해 출․재가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능력이 아
니라 여성이 성차별을 당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종단 내 성차
별이 존재함을 모든 불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잠정적 우대조치 등을
통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차별을 중단시켜야 함을 말해준
다. 불교계에 성평등 실천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 불교
인들은 양성평등교육이나 남녀차별 감시기관, 그리고 법․제도 개선 등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불자나 스님들 스스로의 노력을 더 중시하고 있었
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불교적 특성에
기인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진 성차별적인 가치관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종단은 성평등한 종단문화를 위
해 불평등한 종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시
급하다고 하겠다.

2) 불교인의 불교/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평등의식
불교인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평등의식을 보면, 사회적 성평등의식
은 비구니집단의 교리의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상관성을 보였다. 즉 사
회적인 성평등의식이 높은 비구니일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의식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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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지위가 상승하고 성평등관련 법.
제도가 개선되면 비구니집단은 교리가 성평등하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왜곡된 교리의 재해석이나 성차별적인 종단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 경험은 출가자의 이성관계가 성평등의식과 상관성이 있
었다. 출가자는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이성관계의 성평
등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재가자는 양성평등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을수록 교리가 성평등하고,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사회문화적 성평등의식이 높아지고, 교리가 신행에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며, 재가자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성정체성 만족도가 높
아지는 등의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평등한 종단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의 체계화가 매우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령이 높은 출/재가자에 있어서 교리의 성평등성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불교적 특성에 따른 성평등의식을 살펴보면, 재가여성불자는 불자로서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교리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가여성불
자가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불교를 믿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위
해서는 교리가 성평등하게 재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네 집단 가운데 비구집단은 가장 부정적인 여성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비구니집단이었다. 현재 종단에서 여성불자가 다수
이며, 비구승가 중심으로 종단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구승가의 부
정적인 여성관은 성평등한 종단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정체성에 대한 만족도는 비구집단이 매우 높았고, 교리의 성평등의
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구집단에서 가장 부정
적이고 열등한 여성관을 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는 비구 대 비구니, 비구
대 여성불자 간의 신분갈등과 젠더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
로 불교여성의 성정체성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여성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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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7>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7>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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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평등한 종단을 위한 대안 요약
첫째, 성차별적인 종법 조항들은 성중립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
면, 종단 지도부의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하고, 선거권과 피선거
권에서도 성별을 삭제해야 한다. 이는 붓다의 평등사상을 실현하는 길이
며, 또한 종도주권주의를 선언한 종헌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둘째, 팔경계는 재해석되어야 한다. 계율의 제정목적이 공동체의 단합
과 기쁨을 위한 것이며, 계율 제정의 기준은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다. 만약 계율이기 때문에 절대불변라고 한다면 교단 내 각 조직에서
성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대적 규범인 청규를 제정해서 적용하거나,
종단의 조직규범인 종법을 성평등하게 개정해서 팔경계를 현실적으로 극
복함과 동시에 성편향적인 계율에 대해서는 재해석해야 한다.
셋째, 성차별적인 교리는 재해석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관련 교리는 이
중적인 여성관, 수행법의 일종인 부정관(不淨觀)의 왜곡된 전승, 독신비
구의 금욕위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 타자화된 여성 등 여성혐오적인
왜곡된 교리가 전승되고 있다. 교리를 성평등하게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신학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성평등과 관련한 경
전을 해석할 때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의심과 비판의
관점으로 검증하고, 젠더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교리는 붓다의 가르침
이 아님을 선포하고, 불교사에서 잊혀진 여성들을 발굴하여 뛰어난 불교
여성을 널리 알리고, 해방과 평등을 주창하신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알
려야 한다.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붓다
의 가르침에 합당한지 우선 생각하는 ‘선택적으로 경전읽기’(selective
reading)를 해야 한다.
넷째, 신행활동이 성평등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비구는 법과 계율을
만들고 종단을 운영하며, 비구니는 교육과 포교로 신자를 재생산하며 비
구승가를 보조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재가자
의 신행도 이와 유사하게 젠더화되어 있는데, 공과 연기사상에 근거하여
남녀 차별이 극복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분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신행활동으로 나아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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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불교는 종단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평
등과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실천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종단 내 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주류화정책을 도입해
야 한다. 종단관련 조직에서 여성상급자의 부족 원인은 성차별 때문으로
드러났는데, 빠른 시일 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성별
영향분석평가․성인지적 예산․성별통계․성별 수혜분석․분석평가결과
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제시 등의 성주류화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2. 연구의 여성주의적 함의

불교 교리는 초기 사회변혁적인 사상과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성평등을
주장해 왔지만, 종법과 계율로 가부장적 젠더권력구조를 계승하면서 신
행 또한 젠더화되어 왔다. 불교여성은 체제 순응적으로 남성적인 시선과
기준을 내면화하기도 하고, 주변인으로서 중심에서 이탈하기도 하며, 여
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적어
도 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국불교는 성차별적인 사회를 변혁시키기
보다는 반대로 불교 내부의 가부장성을 강화시킴은 물론, 가부장적 전통
사회에서 성통제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여성주의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종교사회학자 Thomas
O'dea나 Meredith McGuire는 종교는 ‘의례’․‘교리’․‘조직’의 세 요인들
이 제도화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복합적으로 종교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성차별을 분석하는 데는 한
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종법․교리․신행․계율이 불교 성차별의 구조
를 형성하고, 특히 종법은 성평등과 관련한 불교인의 성인식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계율은 종교 성평등에 있어 승가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만들
어진 규칙이자 생활규범이지만, 팔경계는 비구는 물론 재가남여신자의
종법에 대한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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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비구니승가는 팔경계로 인해 계율갈등과 젠더갈등이라는 이중
적인 갈등을 겪으며,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며 수동적인 비구니상을 보였
다. 이는 비구니승가가 높은 교육수준으로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평
등을 절대화한 붓다의 가르침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 다수가 팔경계가 성차별적이며 비불교적인 계율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종단이 불교인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과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계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여성주의적 함의는 오늘날 종단 내 성차별성을 극
복하고 성평등한 종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종법의 성평등한 개
정을 통해 불교여성의 참종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여성들은
종법의 성편향성을 성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종법이 불교여성에
게 ‘차별적’이거나 ‘배제적’임을 드러내야 한다. 불교여성들의 경험을 토
대로 성별 권력에 대한 통찰을 끌어내고, 이러한 통찰을 통해 불교사회
의 지배적인 비구중심․출가자중심의 종단운영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여성주의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문제(the woman question)’로 알려진 일
련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
으로 보일 수 있는 법과 제도 내의 성차별성을 가시화하기 위함이다. 즉
사회적 관습이나 법규의 성차별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며, 종법이
여성의 전형적인 경험과 가치들에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와 현재의 사회
제도가 여성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관철할
수 있는 지식이론을 가져야 함은 물론, 왜곡된 지식을 해체하고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성의 경험을 여성 스스로, 여성의 언어로 드러
내고, 여성의 경험을 재해석하거나 복원시키면서 위치지울 때 비로소 여
성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소위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
다’라고 하는 이유는 배제된 여성문제를 젠더 권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가시화하면서, 억압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
해 가부장제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여성문제를 통한 여성들의 의식화와
연대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여성주의적 함의는 출가자/재가자집단의 성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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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분석함에 있어 ‘젠더’를 중심적인 분석틀로 하면서, 동시에 지구화
시대 불교여성 내부의 차이를 가시화했다는 것이다.
여성신학자 Rosemary Ruether는 고전적인 종교 텍스트가 여성을 타
자화, 유혹자, 영적으로만 우월한 존재라는 ‘세 겹의 이데올로기(a three
-layered ideology)’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Ruether, 1975: 98).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종교의 성평등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텍스트의 분석만으
로는 종교인의 성의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출/재가자 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의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Ruether의 주장처럼 불교인들에게도 타자화, 유혹자, 영적 우월자로서의
여성관이 존재하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교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여성
관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불교안의 여성들의 위치에 대
한 포괄적 분석과 그 여성들의 활동이 종교역사에서 배제되어 온 것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젠더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 내부의 인종적․계
급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불교여성주의는 위험에
처할 것임을 확인했다. 여성 내부에서도 계급․인종․문화 등으로 분화
되는 등 모든 여성들의 ‘여성일반’으로 단일 범주화할 수 없고, 여성의
경험을 일반적 경험으로 단일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페미니즘(a
feminism)’은 성립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서구 불교여성이 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사라진 비구니승가의 복원문제를 성차별로 인식하고 이들이 주
도적으로 비구니승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3세계 아시아불교여성
에게는 민족․인종․계급문제 등 다층적인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결과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전 지구적 젠더 이슈가 될 수 있다. 피식민국
가나 지배국가를 막론하고 단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문화적 충돌과
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근대 제국주의적 서구 주체와 말없는 타
자로서의 비서구 주체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과 배타적인 위계관계는 인
간평등을 강조한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Marla Spivak은 가진 것이 없는 약자일수록 포섭이나 굴복이 아니라
‘개입’을 통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약자가 협상을 무시하
게 되면 종국에는 지배적인 사유구조에 투항하는 것이 되므로 ‘비판적인
협상’을 통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ivak, 1990: 71-72). 이는 비구니승가의 복원 이슈에 시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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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서구불교여성 중심적인 담론으로 인해 제3세계 지역불교여성이 소
외되거나, 서구불교여성에게 가지는 양가적 감정 때문에 제3세계 지역불
교여성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은 성차별에 저항
하고자 하는 제3세계 불교여성의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서구불교
여성과의 소통하고 참여하는 등의 개입을 통해 서구불교여성들도 다양성
과 다원화된 제3세계 불교여성 주체의 등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3
세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론화할 것인가를 불교여성들은 전 지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여성주의적 함의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불교 내 법
제도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역양에 따라 진보
혹은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Giugni와 Pass는 제도화가
진행된 조직 내에서 조직 지도부와 저항세력 간에는 두 세력의 역학관계
에 따라 합의․대립․저항․갈등적 협력관계 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Giugni & Pass, 1998: 82). 1954년 비구측이 제시한 ‘불교정화추진대책
안’에는 중앙종회의 비구니의원을 6분의 1로 할당하고, 출/재가자의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는 등 불교여성의 참종권을 제도화하려는 ‘합의’를 이끌
어냈다. 불행하게도 정권의 개입에 의해 통합종단이 성립되면서 이 대책
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불교여성의 주체 역량과 역할
확대로 확보한 권리였다. 이후 성차별이 고착화되면서 종단지도부와 불
교여성은 ‘대립’하였지만, 세력화에 실패하면서 포섭과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1994년 개혁종단 시기에 ‘비구니 정혜도량’에 의해 종단 내 일
상화된 성별 권력과 갈등을 드러내고 쟁점화하는 ‘저항’의 시도가 있었으
나 좌절했다.
전근대와 근대․탈근대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교 지형
은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소들이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비동
시성의 동시성’(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을 보여주는 상
징적인 공간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발
생하는 ‘문화 지체’(cultural lag)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이원규, 1993:
184), 종단 내 대표적인 문화 지체현상은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단 내 성평등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불교여성이
참종권을 담론화했다는 것은 종단 지도부, 그리고 불교여성의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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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니승가가 성별
권력에 대한 의식화나 계율위반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권리를 발화할 수 있고,
재가여성불자가 불교시민사회에 역할을 확대하면서 여성불자의 권리담론
이 등장했다는 것은, 불교여성의 고양된 성평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종단 지도부 역시 불교여성의 권리 담론에 대해 비록 일부이지만
인식을 공유한다거나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종
단 내 성평등이 제한적이나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
단 내 젠더 위계와 신분 위계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구니승
가와 재가여성불자들은 성차별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불교여성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불교여성의 연대는 불
교여성의 참종권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여성주의적 함의는 출/재가불자는 탈이분법적 인
식론에 근거하여 젠더파트너쉽(Gender-Partnership)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을 제시한 것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의식고양을 위해서는 타
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여성 개인의 관점이 더욱 확장되고
향상될 수 있다. 의식고양은 페미니즘의 “진실들”을 타당한 것으로 만드
는 노력들로, 불교여성은 종법이 특정한 위계질서와 권력분배를 은폐하
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의 해체작업을 통해 광범위한 법률과 법적 가정
들에 숨겨져 있던 성편향성을 여성의 목소리로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기초에는 종법 자체뿐 아니라 종법적 유효성과 정당성의 기준 역
시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비판적 통찰이 있
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한 불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불교여성만의 변화와
개혁이 변화의 충분조건은 절대 아니며, 남성들의 변화, 나아가 불교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비구니와 남․여 재가불자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에 기반한 젠더파트너쉽을 가져야 한
다. 젠더파트너쉽이야 말로 남녀 모두가 붓다의 평등정신에 기반을 두어
젠더 위계나 성억압적인 구조를 비판하고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
복하여, 그 결과 개인의 성향과 능력을 존중하며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
서 개개인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든든한 지원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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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여섯 번째 여성주의적 함의는 여성의 자율 역량이 확대되어
성평등을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반동으
로 지배체제 내 남성의 가부장적 여성억압이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
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남성지도부와 연대한 여성은 여성주체의 역량에
따라 성평등이 일보 진전될 수도 있지만, 조직이 안정되면 가부장적 남
성지도부는 여성의 성평등 요구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면서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
하여 조직의 지도부는 체제에 순응하는 일부 여성들에게는 토큰적 지위
를 보장하며 ‘포섭’하지만, 저항하는 여성들은 ‘배제’하거나 ‘처벌’한다. 하
지만 여성역량이 높으면 여성들은 지배체제에 통합되기보다는 ‘저항’하거
나, 혹은 특별한 사안에서 일정 부분을 협력하는 ‘갈등적 협력관계’를 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조직 내 가부장적 지도부와 여성간의 역량에 따라
성평등 정도가 진보하기도 하지만 그 반동으로 인해 퇴보하는 등, 겉으
로는 진보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차별이 구성되는 등의 역
동성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사회운동에서 가부장적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 국면에서 여성운동이 지
배체계나 기존의 제도적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여타의 사회
운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 운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법․제도의 개정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기존의 제도
적 질서를 외면할 것인지, 혹은 일상적인 저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운동의 발전이 멈추었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체제의
영향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등 성평등의 제도화에 대
한 다양한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화국면에서 저항을 할
것인지 갈등적인 협력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여성의 자율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성의 자율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주의에서는 여성 차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성평
등을 위한 다양한 투쟁의 전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그 대안적 비전을
개발하는 여성주의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주의적 의
식은 여성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통해 강화되고, 조직의 변화 국면에서
여성의 능력을 보여줄 때 조직 내 성평등은 조금씩 변화된다. 이때 소수
의 지식인집단이 조직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조직은 사회변화를 지나치
게 빨리 받아들이면 대중이 반발하여 갈등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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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배체제는 지식인을 배척한다. 하지만
다수 여성들로부터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직 지도부는 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체제 내 성평등수준은 변화한다. 또한 지배체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성평등을 지배이데올로기화하면서 여성과 연대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배질서가 정착되면 새로운 법질서로 여성을
억압하면서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종교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에 저항하면서 진보를 향해 나아갈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불교여성의 세력화나 종단 성평등을 위한 시도 등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
다고 본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불교 성차별의 구조를 교리․종법․계율․신행으로 구성
되었다고 보고,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계종단 종법의 성차
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법은 계율과 교리, 신행을 관통하는 성평
등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성평등한 종단을 위해서는 종법이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종법의 역사적 연원과 그 성립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팔경계에 대한 의식이 종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팔경계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장되었다
거나 비구니승가가 스스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와 재가
자의 종법의 성평등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율정신은 유지하되 팔경
계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불교성차별의 구조
에서 팔경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향후 팔경계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해
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인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하는 것을 앞으
로의 과제로 두겠다.
본 연구는 불교여성 전체를 포괄하여 해방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
지 한국사회의 변화와 불교여성의 성평등의식과의 관계를 개괄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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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불교여성의 신행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정권 예속과 내부 분규 등 다양한 사건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불교여성의 변화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재가여성불자운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한국 불교여성주의 연구의 큰 영
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불교여성주의의 발전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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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래는 불교신행과 남녀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

.

1.

2.

3.

귀하께서 불교를 믿기 시작한 지는 대략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➀ 1년 미만

➁ 1년 ~ 5년 미만

➃ 10년 이상

➄ 20년 이상

➂ 5년 ~ 10년 미만

귀하는 사찰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➁ 일주일에 한 번

➂ 한 달에 두세 번

➃ 한 달에 한 번

➄ 일 년에 몇 번

➅ 일 년에 한 번

➆ 1년에 한 번도 안감

➇ 기타

귀하는 불교를 선택하는데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➀ 어머니

➁ 아버지

➂ 남편/아내

➃ 여자친구

➄ 남자친구

➅ 외할머니

➆ 외할아버지

➇ 할머니

➈ 할아버지

➉ 주변사람

⑪ 나 스스로

⑫ 기

4.

귀하의 신행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답에

타

✔로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

그렇다

선택

그렇지 않다

4-1) 나는 불자로서 수계를 받았다.

➀

➁

4-2) 나는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

➀

➁

4-3) 나는 사찰 신도회나 신행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다.

➀

➁

4-4) 나는 종교를 바꾼 적이 있다.

➀

➁

4-5) 나는 집안에서 종교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➀

➁

4-6) 나는 배우자가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

➀

➁

5.

다음은 불교신자들이 사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입니다. 귀하가 ‘해본 적이 있 는
활동_➀’과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_➁’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선택
항목

해본 적
있음

앞으로
하고 싶음

5-1)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

➀

➁

5-2)

포교, 신행 등의 상담활동

➀

➁

5-3)

교리 공부, 신도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활동

➀

➁

5-4)

부처님 오신날, 관음재일 등 각종 행사시 보조활동

➀

➁

5-5)

사찰의 사업 계획, 재정 관리 등 사찰 운영에 참여

➀

➁

5-6)

환경보호, 복지, 캠페인 등 사회봉사활동

➀

➁

5-7)

사찰 불사 등에서의 모금활동

➀

➁

5-8)

신도들 간의 친목활동

➀

➁

5-9)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

➀

➁

6.

귀하는 다음 각각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응답에

✔로

표시해주십시오.(매우그렇다-➄ 그렇다-➃ 그저그렇다-➂ 그렇지않다-➁ 매우그렇지않다-➀)
매우

항목

매우

그저

그렇지 그 렇 지

그렇다 그렇다그렇다 않다

않다

6-1) 나는 스스로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6-2) 나는 불교를 믿어서 행복하다.
6-3) 나는 여자(혹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만

➄
➄

➃
➃

➂
➂

➁
➁

➀
➀

족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교 신행을 잘 한다.
불교계에는 남녀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전생에 업이 많으면 여자로 태어난다.
여성이 성불하려면 남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야 한다.
6-8) 불교 교리는 남녀평등을 가르친다.
6-9)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남녀평등 수준
이 높다.
6-10) 불교공부가 남녀 평등한 생활태도를 갖는데 도움
이 된다.

➄
➄
➄
➄

➃
➃
➃
➃

➂
➂
➂
➂

➁
➁
➁
➁

➀
➀
➀
➀

➄
➄

➃
➃

➂
➂

➁
➁

➀
➀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6-4)
6-5)
6-6)
6-7)

7.

불교계에 남녀차별이 있다면, 누가 주로 차별행위를 한다고 보십니까?
개만 선택 )

(1

➀ 남성 신도

➁ 여성 신도

➂ 비구스님

➃ 비구니스님

➄ 사찰(신행단체) 종사자

➅ 기타

➆ 잘 모르겠다.

8.

➇ 차별 없음

귀하는 불교계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면 ‘ 있다’- ➀ 에, 보거나 들은 적이 없으면 ‘ 없다’ -➁ 에

✔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

항목

선택
있다

없다

➀

➁

➀

➁

➀

➁

8-4) 중요시 한다.

➀

➁

8-5) 남성 신도만을 존중하고 특혜를 준다.

➀

➁

8-6) 여성이 듣기 불편한 성적인 야한 농담을 한다.

➀

➁

8-7) 원치 않는 여성신도에게 억지로 손을 잡거나 몸을 접촉한다.

➀

➁

8-1) 여성신도에게만 반말을 한다.

여자가 함부로 나서서...’, ‘여자니까 뭘 몰라’ 등의 여성을

‘

8-2) 무시하는 말을 한다.

여자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는 등으로 남편에

‘

8-3) 대한 복종을 가르친다.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남자아이를 더

‘

9.

귀하는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➀ 있다

(☞ ‘있다’고 하신 분은

➁ 없다

(☞ ‘없다’고 하신 분은

9 - 1번과 9 - 2번 문항으로 가세요)
9 - 3번 문항으로 가세요)

9-1)

만약 귀하는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이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➀ 전혀 도움이 안 됨

➁ 도움이 안 됨

➃ 도움이 되는 편

➄ 매우 도움이 됨

9-2)

➂ 그저 그렇다.

만약 귀하는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내용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교육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➀ 교육 내용을 잊어버려서

➁ 교육 내용에 공감이

➂ 교육 과정이 너무 짧아서

➃ 남녀평등에 본래 관심이 없어서

➄ 알면서도 실천이 안되어서

9-3)

안 되어서

➅ 기타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➀ 직장이나 가사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➁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➂ 배우자가 반대해서

➃ 비용 등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➄ 주변에 그런 교육이 없어서

➅관심이 없어서

➆ 기타

10.

앞으로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➀ 참여의사가 전혀 없다.

➁ 참여의사가

없다.

➃ 참여의사가 있다.

➄ 참석의사가 매우 많다.

➂ 보통이다.

➅ 잘 모르겠다.

11.

다음 중 불교계가 남녀평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두 개만 골라서 표시해 주십시오.
일반 신도들이 스스로 남녀 평등한 생활태도를 가진다.
불교 교리를 남녀평등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가르친다.
남녀를 차별하는 종단의 법이나 제도를 개선한다.
남녀평등을 교육하거나 남녀차별을 감시하는 전문기관을 만든다.
스님을 포함한 교계 지도자가 남녀평등의 모범을 보인다.
남녀차별이 있을 때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잘 모르겠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Ⅱ 아래의 문항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

12.

.

아래 사항은 조계종단의 법과 규정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➄ ‘그렇다’-➃ ‘그저그렇다’-➂ ‘그렇지 않다’-➁ ‘매우 그렇지 않다’-➀ )

( ‘

매우

항목

그렇
다

매우
그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그렇다 않다

않다

(국회의원과 비슷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정원을 비구스님
12-1) 71명과 비구니스님 10명으로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국가 헌법과 비슷한) 조계종 종헌종법에서 비구니스님은
12-2) 총무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국가 헌법과 비슷한) 조계종 종헌종법에서 비구니스님은
12-3) 교구본사의 주지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100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갓 출가한 비구에게 예를 갖춰 절을
12-4) 해야 하고 비구에게는 그 규정이 없는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13.

귀하는 비구니스님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계종단의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예

(☞ ‘예’라고 하신 분은

➁ 아니오

(☞ ‘아니오’라고 하신 분은

13 -1번 문항으로
13 - 2번 문항으로 가세요)

13-1.

만약 귀하는 비구니스님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계종단의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비구/비구니를 떠나서 총무원장은 능력있는 스님이 하셔야 하므로
➁ 여성 신도가 남성 신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➂ 여태까지 비구스님이 하셨기 때문에 비구니스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므로
➃ 비구니스님이 많아지셨으므로
➄ 부처님은 남녀차별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➅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다

13-2)

만약 귀하는 비구스님만 총무원장이 될 수 있다는 조계종단의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조계종의 전통이므로
➁ 비구스님이 지도력이 더 뛰어나므로
➂ 비구스님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➃ 비구니스님들이 원치 않으실 것이므로
➄ 아직은 바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➅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다

14.

현재 조계종단 중앙의 종무원 가운데서 팀장 이상 직급에는 남성이 23명, 여성이
명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상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➀ 남성이 여성보다 사무 처리에서 유능하므로
➁ 남성이 높은 직책을 맡아야 조직에 신뢰감이 생기므로
➂ 남성이 여성보다 부하직원을 잘 지휘하므로
➃ 능력을 중시하지 않고 남녀를 차별하기 때문에
➄ 여성이 스스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➅ 잘 모르겠다.

15.

여성들이 종무소, 신행단체, 봉사단체, 종단 부속기관 등의 여러 조직에서 상급자가
되려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전체 상급자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 몫으로 배당한다.
➁ 스님이나 남성 신도들이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면 된다.
➂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여성지도자를 많이 양성한다.
➃ 남성만 상급(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친다.
➄ 잘 모르겠다.

Ⅲ 아래의 문항들은 가정과 직장생활 사회문화 이성교제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
.

,

,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불교신자인 것에 상관없이 일
상생활에서의 견해를 묻고 있으므로, 평소의 생각대로 편안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다음은 가정생활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골라서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➄ 그렇다-➃ 그저 그렇다-➂ 그렇지 않다-➁ 매우 그렇지 않다-➀ )
매우
그저 그렇 그렇
그렇 그렇 그렇 지 지
매우

항목

16-1)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다.
16-2) 여자는 직업적 성공보다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

다

다 않다 않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16-3) 남편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 해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16-4) 자녀가 잘못되었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

➄ ➃ ➂ ➁ ➀

16-5) 맞벌이일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더 잘 챙겨주어야 한다.
16-6)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벌
이 더 좋아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17.

다음은 직장생활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골라서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➄ 그렇다-➃ 그저 그렇다-➂ 그렇지 않다➁ 매우 그렇지 않다-➀ )
매우
매우

항목

그저 그렇지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7-1) 야근이나 출장과 같은 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가벼운 업무를 맡아야 한다.
17-2) 남녀가 하는 일이 다른데도 여자들은

➄

➃

➂

➁

➀

남자와 똑같은 대우만을 요구한다.
17-3) 여자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은
남자 상사들에 못지않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17-4) 남성은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

➄

➃

➂

➁

➀

17-5) 여성은 감정적으로 예민하여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➄

➃

➂

➁

➀

17-6) 직장상사가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더 불편하다. ➄

➃

➂

➁

➀

다음은 이성관계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골라서

✔로

18.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➄ 그렇다-➃ 그저 그렇다-➂ 그렇지 않다➁ 매우 그렇지 않다-➀ )
매우 그렇

항목

매우

그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지
않다

18-1) 여자들은 자기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한다.

➄

➃

➂

➁

➀

18-2)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노출이 주요 원인이다.

➄

➃

➂

➁

➀

18-3)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➄

➃

➂

➁

➀

18-4) 여성의 혼외관계는 남성의 혼외관계보다
도덕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이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18-5) 남성보다 여성에게 얌전한 행동이나 옷차
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18-6) 10대에 미혼모가 되는 것은 남자쪽보다
여자쪽 책임이 더 크다.

19.

✔

다음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의견입니다. 각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골라서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그렇다 -➄ 그렇다 -➃ 그저 그렇다 -➂ 그렇지
않다 -➁ 매우 그렇지 않다 -➀ )
매우
매우

항목

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않다

19-1) 남자는 여자보다 의리가 더 깊다.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19-2) 말아야 한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많이 내기보다는
19-3) 남녀가 똑같이 내는 것이 좋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자 대신에 남자가
19-4) 앞장서야 한다.
남자는 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그에
19-5) 맞는 일을 해야 한다.
여자가 욕설을 입에 담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19-6) 좋지 않다.

Ⅳ

.

그저 그렇지 그렇지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아래 문항은 인구학적 통계를 위한 사항들입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게신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➀ 서울

➁ 인천․경기

➂ 대구․경북

➃ 부산․경남․울산

➄ 광주․전남

➅ 전북

➆ 대전․충청

➇ 강원

➈ 제주

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2.

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2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➀ 미혼

➁ 기혼

➀ 남

만

➁ 여

세

➂ 이혼

않다

➄

➃ 사별

24.

25.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➀ 중학교 졸업 이하

➁ 고등학교 졸업

➃ 4년제 대학교(재학/중퇴/졸업)

➄ 대학원 이상

➂ 전문대학(재학/중퇴/졸업)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➀전업주부

➁ 사무직

➂ 기술직/준전문직

➃ 서비스직

➄ 판매직

➅ 농림어업

➆ 기계조작/조립종사직

➇ 전문직

➈ 단순노무직

➉ 직업군인

⑪ 고위 관리직/정치인

⑫ 기능직

⑬ 자영업

⑭ 학 생

⑮ 기타

26.

귀하의 가정에서 월평균 총수입(세금 공제 후)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➀ 150만원 미만

➁ 150 ~ 300만원 미만

➂ 300 ~ 500만원 미만

➃ 500 ~ 700만원 미만

➄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➅ 1000만원 이상

기혼의 경우만 응답) 현재 귀 댁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26-1. (

➀ 맞벌이

➁ 외벌이

➂ 둘 다 일을 하지 않음

27.

귀하가 함께 사는 가구원수(가족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28.

귀하의 생활수준은, 최상층을 10점이라 하고 최하층을 1점이라 했을 때, 어디쯤에

총

명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➉ 에서 ➀ 사이의 해당위치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
➉

중
➈

➇

➆

➅

하
➄

➃

➂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➁

➀

출가자의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조사는 신행생활과 남녀평등의식 등에 관한 스님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것으로, 응답하신 스님들의 신원은 알 수 없게
비밀을 보장하며 통계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한 바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귀중한 연구 자료로써
조계종단이 남녀 포교정책을 세우는데 제안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듭 부탁과 감사를 드리며, 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생
옥 복 연 두손 모음
전화: 070-4193-0033 (종교와 젠더연구소) ∥
이메일:byok2003@yahoo.co.kr

Ⅰ

.

아래는 불교신행과 남녀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1.

2.

✔로 표시해 주십시오

.

스님께서는 비구/비구니계를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➀ 1년 미만

➁ 1년 ~ 5년 미만

➂ 5년 ~ 10년 미만

➃ 10년 이상

➄ 20년 이상

➅ 아직 비구/비구니계를 안 받았음

스님께서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하는데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➀ 어머니

➁ 아버지

➂ 배우자

➃ 친구

➄ 나 스스로

➅ 외할머니

➆ 외할아버지

➇ 할머니

➈ 할아버지

➉ 주변 사람

⑪ 스님/스승

3.

스님께서는 다음 각각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➄

‘

그렇다’-➃

‘

보통이다’-➂

‘

그렇지 않다’-➁

‘

매우 그렇지 않다’-➀)
매우

항목

매우

그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그렇지
않다

3-1) 나는 스스로 수행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➄

➃

➂

➁

➀

3-2) 나는 불교를 믿어서 행복하다.

➄

➃

➂

➁

➀

3-3) 나는 여자(혹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

➄

➃

➂

➁

➀

3-4) 여성이 남성보다 불교 신행을 잘 한다.

➄

➃

➂

➁

➀

3-5) 불교종단의 법이나 계율은 남녀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➄

➃

➂

➁

➀

3-6) 전생에 업이 많으면 여자로 태어난다.

➄

➃

➂

➁

➀

3-7) 여성이 성불하려면 남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3-8) 불교 교리는 남녀평등을 가르친다.

➄

➃

➂

➁

➀

3-9)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남녀평등 수준이 높다.

➄

➃

➂

➁

➀

3-10) 불교교리가 남녀 평등한 생활태도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

➄

➃

➂

➁

➀

3-11) 불교종단 운영은 일반 사회조직에 비해 남녀가 평등하다.

➄

➃

➂

➁

➀

3-12) 나의 남녀평등에 대한 생각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➄

➃

➂

➁

➀

4.

5.

스님께서 평소에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십니까?
➀ 혼자서 공부(참선, 경전, 간행 등)

➁ 주지, 총무 등 사찰 운영과 관련된 활동

➂ 사찰내 교육, 신행상담 등 신자대상 활동

➃ 사찰외부의 포교, 교육 등 불교관련단체 활동

➄ 복지관 등 모든 중생대상 사회복지 활동

➅ 인권 등 모든 중생 대상 사회정의 활동

스님께서 과거 혹은 현재에 관여하시는 단체를 두 개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관여하신 단체가 많다면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로 두 개를 골라주십시오)

(

➀ ‘신도회’처럼 불교 내 남녀신행단체

➁ ’여신도회’처럼 불교 여성신행단체

➂ ‘불교환경연대’‘처럼

➃ ‘서울여성센타’처럼
일반여성과 관련된 단체

불교와 사회가 연관된 단체

➅ 하나도 없음

➄ ‘희망연대’처럼 불교와 무관한 단체

6.

스님께서는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➀ 있다.

(☞ ‘있다’고 하신 분은

6 - 1번 문항으로 가세요)

➁ 없다.

(☞ ‘없다’고 하신 분은

6 - 2번 문항으로 가세요)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6-1) (

그 교육이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➀ 전혀 도움이 안 됨

➁ 도움이 안 됨

➃ 도움이 되는 편

➄ 매우 도움이 됨

➂ 그저 그렇다.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6-2) (

➀ 시간이 없어서

➁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➂ 주변에 그런 교육이 없어서

➃ 비용 등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➄ 관심이 없어서

➅ 기타

7.

앞으로 불교계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스님께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참여의사가 전혀 없다.
➃ 참여의사가 있다.
➀

참여의사가 없다.
➄ 참석의사가매우많다.
➁

➂

➅

그저그렇다.

잘모르겠다.

➀ 일반 신도들이 스스로 남녀 평등한 생활태도를 가진다.
➁ 불교교리를 남녀평등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가르친다.
➂ 남녀를 차별하는 종단의 법이나 제도를 개선한다.
➃ 남녀평등을 교육하거나 남녀차별을 감시하는 전문기관을 만든다.
➄ 스님을 포함한 교계 지도자가 남녀평등의 모범을 보인다.
➅ 남녀차별이 있을 때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➆ 잘 모르겠다.

Ⅱ 아래의 문항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

.

➄

➃

➂

항 목

➁

➀

매우

그저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9-1) (국회의원과 비슷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정원을
비구스님 71명과 비구니스님 10명으로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9-2) (국가 헌법과 비슷한) 조계종 종헌종법에서 비구니
스님은 총무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9-3) (국가 헌법과 비슷한) 조계종 종헌종법에서
비구니스님은 교구 본사의 주지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9-4) 100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갓 출가한 비구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해야 하고 비구에게는 그 규정이 없는
것은 남녀차별이다.

➄

➃

➂

➁

➀

➀ 중앙종회의원을 비구스님 71명과 비구니스님 10명으로 정한 것
➁ 종헌종법에서 비구니스님은 총무원장이 될 수 없게 후보자격을 정한 것
➂ 종헌종법에서 비구니 스님은 교구본사주지가 될 수 없게 후보자격을 정한 것
➃ 100세 먹은 비구니라 할지라도 갓 출가한 비구에게 예를 갖추어 절해야 한다는 것
➄ 잘 모르겠다.

➀ 남성이 여성보다 사무 처리에서 유능하므로
➁ 남성이 높은 직책을 맡아야 조직에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➂ 남성이 여성보다 부하직원을 잘 지휘하므로
➃ 능력을 중시하지 않고 남녀를 차별하기 때문에
➄ 여성이 스스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➅ 잘 모르겠다.

➀ 전체 상급자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 몫으로 배당한다.
➁ 스님이나 남성 신도들이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면 된다.
➂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여성지도자를 많이 양성한다.
➃ 남성만 상급(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친다.
➄ 잘 모르겠다.

➉

상

➀

중

➉

➈

Ⅲ

.

➇

➆

➅

✔
하

➄

➃

➂

➁

➀

다음의 문항들은 불교와 관계없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문화, 이성교제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들이오니,
평소 생각대로 편안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➄
➁

➃

➂

➀
매우

항목

매우

그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4-1)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다.
➄

➃

➂

➁

➀

14-2) 여자는 직업적 성공보다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14-3) 남편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 해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14-4) 자녀가 잘못되었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

➄

➃

➂

➁

➀

14-5) 맞벌이일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더 잘 챙겨주어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14-6)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➂

➁

➃

➀

항목

매우
그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5-1) 야근이나 출장과 같은 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
는 가벼운 업무를 맡아야 한다.
15-2) 남녀가 하는 일이 다른데도 여자들은 남자와 똑
같은 대우만을 요구한다.
15-3) 여자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은 남자 상사들에 못
지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➄

➃

➂

➁

➀

15-4) 남성은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

➄

➃

➂

➁

➀

15-5) 여성은 감정적으로 예민하여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➄

➃

➂

➁

➀

15-6) 직장상사가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더 불편하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➂

➁

➃

➀

항목

매우

그저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그렇지 않다

16-1)여자들은 자기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
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한다.

➄

➃

➂

➁

➀

16-2)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노출이 주요 원인이다.

➄

➃

➂

➁

➀

16-3)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➄

➃

➂

➁

➀

16-4)여성의 혼외관계는 남성의 혼외관계보다 도덕적
으로 더 심각한 문제이다.

➄

➃

➂

➁

➀

16-5)남성보다 여성에게 얌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
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➄

➃

➂

➁

➀

16-6) 10대에 미혼모가 되는 것은 남자쪽보다 여자쪽 책임
이 더 크다.

➄

➃

➂

➁

➀

➄
➂

➁

➃

➀

매우

항목

매우

그저

그렇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지 않다 않다

17-1) 남자는 여자보다 의리가 더 깊다.

➄

➃

➂

➁

➀

17-2)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17-3)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많이 내기보다는 남녀가 똑같이 내는 것이 좋다.

➄

➃

➂

➁

➀

17-4)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자 대신에 남자가 앞장서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17-5) 남자는 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➄

➃

➂

➁

➀

17-6) 여자가 욕설을 입에 담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➄

➃

➂

➁

➀

Ⅳ 아래의 문항들은 인구학적인 통계를 위한 일반사항들입니다
.

.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➀ 서울

➁ 인천․경기

➂ 대구․경북

➃ 부산․경남․울산

➄ 광주․전남

➅ 전북

➆ 대전․충청

➇ 강원

➈ 제주

➀ 비구

➁ 비구니

➀ 기본강원/기초선원/

➁ 중앙승가대학

승가대학 (수행/졸업)
➃ 중앙승가대학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➂ 승가대학 대학원
(재학/졸업)

(재학/졸업)

➅ 기타 (

)

➀ 중학교 졸업 이하

➁ 고등학교 졸업

➂ 전문대학(재학/중퇴/졸업)

➃ 4년제 대학교/중앙승가대
(재학/중퇴/졸업)

➄ 대학원 이상

➅ 기타 (

➀ 비구스님

➁ 비구니스님

➂ 남성불자

➃ 여성불자

➄ 모두 중요하다

➅ 잘 모르겠다

)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Feministic Study on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Ok, Bogyea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gender-discriminatory structures
inherent in Buddhism, by focusing on the Jogye Order, the largest
Buddhist Order in Korea. By researching on the constituents of
religion, the study learned that gender-discriminatory structures in
Korean Buddhism are found in the four parts: the Jogye Order‘s Law,
doctrine, practices, and precepts. The Jogye Order‘s Law(including
The Jogye Order‘s Constitution, after this 'the Law') is the one
developed and legislated by the Order itself, works as an operating
guideline that has preserved traditional Sangha until today, and
therefore, closely related to the doctrine. By offering a standard
example of Buddhists’ daily and religious lives, the Law influences to
the practices of lay people. Buddhist Precepts(Vinaya) established in
early Buddhism are the Law's basic value system that both
practitioners and lay people keep as their practice standard to achieve
enlightenment. This study learned that the Law is the key to
understand gender discrimination in Buddhism, especially in Korea,
thus analyzed systematically from the feministic viewpoint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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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has influenced and changed the rest three to become
discriminatory.
Despite that the Buddhist doctrine itself fundamentally equals male
and female, the Law of the Order, in reality, puts a limit on the
participation of Bhikkunis(Buddhist nuns) in its management and
thoroughly marginalizes lay women within the Order.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The Eight Grave Rules’, which govern only
Bhikkunis in the Sangha and one of the precepts of the Jogye Order
affecting the Law directly. It is this study’s primary goal to examine
the interaction among the Law, doctrine, precepts, and practices and
its influence to the Buddhis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Yet,
this study graspe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Order from the
practice patterns of Buddhists who are conscious of gender equality.
Being induced from the general societal change through the gate,
so-called practices of lay people in the secular world, Buddhism takes
in the changes and creates possibility of its internal transition toward
gender equality. Examining this changing process is another goal of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der-discriminatory structure in the
Order and its dynamics, this paper firstly studied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Order. It also made an attempt for a
more comprehensive examination by taking the on-the-spot surveys
to Buddhist women on their consciousness, action, and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The subject of analysis is only limited to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the practitioners and lay people interviewed
and addressed in this paper also belong to the Jogye Order only. The
time frame of the research is from 1962, the time when the Korean
Buddhist orders were integrated, till today, and the reference
materials used are not only those related with the Law, doctrine,
practices, precepts and scriptures of Buddhism, but also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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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and other academic papers. The main thrusts of this paper
are as below.
Understanding from the Buddhist feministic standpoint, it is found
that the Law has worked as a tool of justifying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o women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Order’s
development. From the time of national independence, Buddhist
women have always taken an active part in protecting and developing
the Order in the times of internal disputes within the Order and
political oppressions. However, the integrated Order institutionalized
the Bhikku(Buddhist male monks)-oriented Sangha by the Law from
the establishment and fixed the male-female hierarchy between
practitioners and lay people. As a result, majority of Buddhists
understand that the current Law is gender-discriminatory, and that
especially lay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both bhikkus and lay
men. Those who perceive that the ‘The Eight Grave Rules’ are
gender-discriminatory also find the Law the same. Even though the
‘The Eight Grave Rules’ are only applied to the Bhikkunis, it still
exerts influence on the general Buddhis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doctrine, Law,
practices and precepts do not interactively influence, but rather it
does so only between the doctrine and practices and between the
Law and precepts. In other words, the gender-equal nature of
doctrine does not have an impact on the Law and precepts.
While the doctrine is the Buddha’s teaching that declares the
equality and liberation of gender, in reality, dual viewpoints of
women, distorted transmission of ‘insight into purity’, a kind of
Buddhist practices, restrictions on female sexuality for the sake of
Bhikku’s abstinence,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of women’s view
of otherness, etc., resulted in fixed discourses of misogynism and
gender discrimination. Nevertheless, most of the Buddhists still
comprehend that the doctrine is free of gender inequality(3.95 point
- 331 -

out of 5). Since lay women responded less positively than lay men
in this regard, it is questionable if Dharma talks, scriptures, and
Buddhist books might have been contaminated by gender-biased
viewpoints.
Since lay women’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based on the
doctrine and practices are subject to mutual influence, once one is
sure about gender-free nature of the Buddhist doctrine, it is expected
that one would be more active to achieve gender equality within the
Order. In case of bhikkus, they responded the more satisfied they are
with their gender identity, the more influential the doctrine is to their
daily practices, which mean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ir gender
identity works as a crucial variable for men. For lay women to build
up trust in the gender-free Buddhist doctrine, it was found that they
have to feel proud and happy about being Buddhists first and
foremost.
Precepts have been succeeded only within the bhikku Sangha, while
the Bhikkunis Sangha has been governed by the ‘The Eight Grave
Rules.’ The aspirations of Bhikkunis towards higher education,
nationwide association, financial independence, and political rights
have been failed in the Order. It was because of the patriarchal
culture of the bhikku Sangha based on family ideology and of the
culture making fear and obedience internalized about Bhikkunis
violating precepts. While the majority of Bhikkunis and lay women
understand the gender-discriminatory nature of the ‘Eight Grave
Rules’, bhikkus are far from recognizing it. This big gap could cause
controversy and disputes in reality.
Lagging in Buddhist women’s education has not only hindered the
Buddhist women to go out and participate in the society, but also
distorted their practice patterns. In order for their correct practices,
they have to firstly set up a positive view on women, trust in
enlightenment as a woman, and satisfaction with their sex. Y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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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Bhikkunis and lay women are less content with their sex than
bhikkus and lay men, respectively. Particularly, bhikkus have a
negative viewpoint of womanhood. This shows the distorted
gender-equality teaching of the Buddhist doctrine in real life. The
practice patterns of the Buddhists have been deeply bi-polarized
based on the patriarchal ideas that bhikkus involve in activities in
social domain such as legislating Laws and creating institutions, etc.,
while Bhikkunis involve in household affairs such as working in
temples and taking care of their lay people. In addition, most of lay
women cook and clean in temples while lay men generally assist
temple events. This means that gender-discriminatory customs have
effected and enlarged to the lay people’s practice patterns.
Although Buddhist women have persistently demanded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Order’s management from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it is only now officially and widely became a matter of
concern and hence, a social discourse. This was possible due to
several societal changes such as gender quota system, women’s
legislation movement, development of women’s global solidarity, etc.,
in the secular world. Internally, the ‘Special Committee for Revision
of the Law and Constitution of the Order’ under the Central Council
has attempted to revise the Law as befitted the modern society, and
Bhikkuni members of the Central Council organized a ‘research group’
among themselves and demanded for the revision of the Law. In
addition, the birth of Korean Bhikkuni Association in which members
were elected from direct election, based on the election pledge,
‘enlargement of Bhikkunis’ participation in the Order’s management’,
boosted the Buddhist women’s confidence in gender equality. To sum
up, practices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have become active among
Buddhist women, for example, demands for gender quota system in
the Central Council, enlargement of Bhikkunis’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Buddhist women, etc. In addition,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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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higher education given to Bhikkunis out of the policy of equal
education to practitioners, Bhikkuni Sangha has been able to
accumulate their high capacity over the time, and now brings up with
the participation rights and creates gender- and precept-based
conflicts. This gave birth to some change within the leadership of the
Order, yet it is still by far less than the expectations of Buddhist
women and than that of societal change in general.
Buddhists as a whole admitted the current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Order. They understood that the absence of women’s leadership
in the Order is due to the gender discrimination and that they have
to make efforts to overcome it. Nonetheless, it is not easy to change
it with an individual effort, as this is such an old point of view,
fixed by the long tradition and custom.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o introduce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to do away with
the stereotypes about gender roles in practices, to re-interpretate the
distorted doctrine and the gender-biased ‘The Eight Grave Rules’ and
to revise the gender-discriminatory Law of the Order.
Various parts of feminism have continuously raised a series of
‘women questions’ and this was to visualize the gender-discriminatory
factors lied in the Laws and institutions which seem to appear
gender-neutral and objective outwardly. In examining the Buddhis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differences of race, class, and culture within women’s
group, on top of gender difference. It is because making ‘a single
feminism’ is not possible due to the diversity inside the group, as we
witnessed in the experience of restoring the Tibetan Bhikkuni
Sangha. Within the group of Buddhist women, between western
women and non-western women, recognitions differ from one another
and are multi-layered due to the differences in ethnicity, race, and
social classes, etc. Resultingly, the strifes between these two groups
could become an issue for all the Buddhist women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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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feminists must think hard how to make a global solidarity
among all the Buddhist women by resolving conflicts and discords
between the imperialistic West as a subject and the silent non-West
as an object and by contemplating the way to make the voices of
regional women in the third world heard.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e temporality of the Laws and
institutions. In the course of realizing gender equality in the Buddhist
world, they can be either advanced or retrogressed depending on the
capacity of women, and this process is continuously repeated. The
elevated capacity of women gives rise to a series of advanced
feministic movements, but contradictorily, this entails the patriarchal
oppression from men in the ruling society as a rebound. In this
process, women either surrender to the male leadership, or are
marginalized in the mainstream, or face against the social norms that
men demand, or make a conflictual cooperation on some particular
issues, etc, depending on their capacity. Therefore, although it looks
progressed outwardly, it still contains internal discriminations, making
dynamics of gender hierarchy repeatedly appear.
From the feministic viewpoint, post-dualistic thinking based on the
Buddha’s teachings on emptiness and dependent origin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apply the Buddha’s doctrine of equality and
liberation to the today’s Jogye Order. Also, Buddhist women’s efforts
only would not suffice to make a meaningful change. It requires the
involvement of men and the entire Buddhist society as a whole.
Namely, gender-partnership based o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s vital between bhikkus and bhikkunis and between lay men and
women, in lieu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s. Buddhist women have
to actively adopt themselves to the outer changes and play as a
reflective subject who consistently reconstructs one’s identity and as
an active doer who changes one’s life positively and creatively even
under the experiences of oppression and subordination.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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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women have to advance progressively, resisting against not
only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gender but also all the other
sorts that include race, religion and social cla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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