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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처의화장후유골(팔리어: Śarīra, 한자: 舍利)은 진신사리(眞身舍利) 혹은불

사리(彿舍利)로 불리며 불교권에서 최고의 경배 대상으로 매우 진귀한 성물이다.

그러나근래에들어한국사회는진신사리의 ‘범람’이라고할만큼동남아불교권으

로부터다량의진신사리가유입되고있다. 그결과진신사리를새롭게모시는 ‘진신

사리이운법회(移運法會)’나진신사리를대중에게공개하는 ‘진신사리친견법회(親

見法會)’ 또한 자주 관찰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량의 진신사리 확보를 전제로

하는사리박물관이한국사회에등장하였으며, 사리전시회도종종열리고있다. 이

렇듯부처의진신사리는한국사회에서어느덧불교신자는물론이고일반대중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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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접근할수있는대상이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은동시대에진신사리의활발한

유통, 순환, 교환을 보여준다.

여기서주목할것은타불교문화권의진신사리가대부분 ‘기증’, ‘봉양’, ‘증여’, ‘선

물’, ‘희사’ 등의이름으로한국사회에유입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서필자의문제

의식은진신사리를제공하는, 그리고이를받는집단/개인은왜 ‘기증’이라는교환의

형식 또는 담론을 차용하고 있는가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성물의유통방식이내포하고있는의미와메커니즘을다층적으로고찰하는

것이다. 이를위해우선한국사찰의진신사리유입현황과그배경을살펴보았다.

이어서 ‘증여’에 대한 본격적인논의로관련 이론들을소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진신사리증여가가지고있는복합적인메커니즘을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진신사리자체에초점을맞추어어떤사리는양도(선물)되며어떤사리

는양도될수없으며, 이러한사리의지위는본질적/고정적인가에대한논의를진행

하였다. 이를위해진신사리의층위혹은가치위계를설정하는작업을시도하였으

며, 마지막으로성물이이동하는과정에서개별의구체적인사회문화적콘텍스트에

따라 ‘선물’도 ‘상품’도 될 수 있음을 최근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강조하였다.

Ⅱ. 한국 불교계의 진신사리 ‘수집’ 현황과 배경

근래들어한국사회에는막대한양의진신사리가동남아국가들로부터유입되

고있으며, 일부사찰들은진신사리를모셔오기위해해당국가로신도들의성지순

례를조직하기도한다. 이렇듯타불교문화권으로부터부처의진신사리를포함하여

그제자들이나불교성인들의유골이대량으로한국사회에유입되면서이를한곳

에모아대중에게공개하는사리전문박물관도여럿등장하였다. 2000년대초한국

사회에처음으로등장한사리박물관은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던불교시설로동남

아불교권으로부터다량의진신사리를수집, 확보하게됨으로써가능하게된것이

다. 한국에는현재대량의진신사리를일반에게전시하고있는곳으로 (1) 인천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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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사리박물관, (2) (미얀마문화원소재) 국제붓다사리박물관, (3)밀양영산정

사의성보박물관이있다.1) 유사한맥락에서다양한경로로수집된대량의진신사리

를세계각국을돌며대중에게전시하는소위 ‘사리순례전시회’가한국을방문하기

도 한다. 대표적인 예는 2008년 한국에서 진행된 “미륵불상 심장전(心臟殿) 사리

세계순례전시회(Maitreya Heart Shrine Relic Tour)”2)로이전시회에는한국불

교계가 ‘기증’한 성철 스님의 사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1.�한국�사찰과�동남아시아의�진신사리

한국 사찰 중에는 다양한 국가를 출처로 하는 진신사리를 함께 봉안하고 있는

사찰도심심치않게발견된다. 경북봉화 (조계종) 축서사는대웅전괘불탱화에서

발견된사리 2과와함께한신도가 - 미얀마성지순례중현지박물관장으로부터

선물받은것을 - 기증한부처님불두(佛頭)사리 108과와응혈(凝血)사리수백과를

새롭게조성한불탑에봉안하고있다.3) 세계대각법화회(世界大覺法華會)의총본산

인법화정사는1994년부터 2014년까지티베트, 미얀마,스리랑카등에서모두 31과의

사리를 이운(移運)하였으며, 사찰 내에 사리전시관을 조성하여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기해진신사리를공개하고있다. 대한불교영산법화종(大韓佛敎法華宗, 1955~)

또한2007년경기도양주에전통적인스투파양식을따른 ‘세계평화불사리탑’을건립

하여종조인법화스님이 1966년일본에서기증받은불사리 1과와 1970년태국에서

1) 사리박물관에대한자세한설명은우혜란, 성물(聖物), 전시물, 상품: 진신사리의현대적
변용에대하여 ,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3/3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7), 144-146
참조.

2) 이 사리전시회는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FPMT: 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가세계최대의불교성지건립을목적으로전개하고있는
‘마이트레야프로젝트(Maitreya Project)‘의일환으로진행된것이다. 이프로젝트는부처
님열반지이자불교 4대성지중한곳인인도쿠시나가르(Kushinagar)에 152m의세계
최대미륵불상을조성하고주변에불교유물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시청각극장등의
부대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한다.

3) 참고로축서사측은미얀마에서들어온진신사리의진위논란에대해미얀마박물관장의
진품 확인서를 언급하고 있다. ( “부처님 진신사리 보러오세요” , 불교포커스, 200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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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불사리 10과를 봉안하고 있다.4)

이렇듯동남아시아국가는한국불교계에진신사리의주된공급원으로자리잡았

으며, 이 중미얀마와스리랑카는압도적인우위를차지한다. 근래에한국사찰에

새롭게봉안된진신사리대부분은이두나라를출처로하고있으며, 초기에는미얀마

가주를이루었다면최근에는스리랑카가이를넘어서고있다. 다음은필자가인터넷

기사를바탕으로이두나라로부터모셔온진신사리를봉안하고있는한국사찰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으로, 조계종단 외의 사찰은 소속 종단의 이름을 추가하였다.

미얀마 - 서울 삼천사 (1988), 태고종 인천 서광사 (1992), 대구 성화사 (1994),

태고종동두천영탑산사(1997), 참종연천오봉사(2001), 해운정사 (2004),

광양 삼광사 (2005), 경북봉화축서사 (2005), 연천원심원사 (2008),

영양무량사 (2009), 천태종관문사 (2014), 대구동화사 (2014), 태고종

하동 와룡사 (2015). 서귀포 육각사 (2016)

스리랑카 - 부산태종사(1983), 수덕사 (1988), 열반종경기도용인와우정사 (1991),

경남산청지장암 (1993), 영천만불사 (1993),세계대각법화회법화정사

(2003), 여수지장대사 (2004), 여래종옥천대약사사 (2011), 대구동화사

(2013), 대구대견사 (2013), 부천석왕사 (2014), 천대종관문사 (2014),

태고종청련사 (2014), 대구통천사 (2014).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2015),

울진불영사 (2015), 부산금강사 (2016),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2016),

능인선원 (2017)5)

앞의사찰을보면, 이들의상당수가비주류불교종단에속하거나군소및신생

사찰임을 확인할수 있다. 이는 이들사찰이 진신사리를자신들의 종교적권위에

정당성을부여하는데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음을말해준다. 한편주류종단(조계

종)에속한기성사찰은진신사리를새롭게봉안하면서친견법회나관련행사들을

조직하여 자신들의사세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로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현재

4) 우혜란, 성물(聖物), 전시물, 상품 , 147; 영산법화종세계평화불사리탑건립 , 주간불교,
2007. 9. 21.

5) 우혜란, 성물(聖物), 전시물, 상품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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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사리박물관을운영하는주체는비주류종단–태고종(사리박물관), 국제

선불교조계종(국제붓다박물관) - 에속하거나주류(조계) 종단의비교적신생사

찰(영산정사)로 “국내유일의사리박물관”, “전세계유일의부처님진신사리박물

관”, “세계에서가장많은부처님의진신사리를모신곳”과같은구호를내걸고자신

들을 특화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6)

2.�진신사리�범람의�국내적�요인과�불교문화의�세계화�

한국사회에동남아문화권의진신사리가다량으로유입되고있는것은사리에

대한한국불교계의높은수요를반영하며, 이는현한국의종교시장상황과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며 지난 10년간 (2005년: 10,588,888,000명 →

2015년: 7,619,000명) 불교인구는거의 3백만명이감소했으며,7) 그결과사찰간의

신도경쟁은더욱첨예화되었다. 이밖에도한국불교종단은 2017년 137곳으로한국

불교종단협의회에가입한 27개종단외에도수많은군소종단이존재하고있으나,

주류종단에속하며 ‘전통사찰’로지정되어종단과국가의지원을받는사찰은극히

소수이다.8) 따라서대부분의사찰에게신도확보는자신들의존립과직결되는문제

라고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비교적손쉽게구할수있는동남아국가들의진신

사리는 이들 사찰에게 중요한 종교적 자원/자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동시에타불교권으로부터의많은양의진신사리유입은불교문화가빠르게지구

화과정을밟고있음을시사한다. 신자유주의세계경제체제속에서인적, 물적자원

의 이동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진신사리와 같은 불교의 물적 문화도

예외는아니다. 특히한국과동남아불교계의교류가활발한데에는한국에서일하

6) 우혜란, 성물(聖物), 전시물, 상품 , 147.
7)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8) 숫자로보는불교와조계종 2017 , 불교포커스, 2017. 1. 18. 2015년 8월당시전국의
사찰수는약 22,000여개로집계되었고, 이중전통사찰로지정등록된사찰은 938개로
전체사찰의 4.3%를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e-나라지표, “전통사찰지정등록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29); 우혜란, 성물
(聖物), 전시물, 상품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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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수의동남아이주노동자가한몫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불교계의 세계화

노력의결과이기도하다.9) 동남아(상좌부) 불교와의교류는한국의비주류불교종

단이나군소신생사찰뿐아니라주류종단도매우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안

이다. 대표적인예로조계종이 2004년 4월스리랑카라투나푸라에준공한 ‘조계종

마을’을들수있다. 이프로젝트는2003년수해를입은스리랑카를돕기위한것으로

지역주민이거주할수있는 118채의가옥과학교, 병원, 법당등생활/신행공간을

포함하고있다.10) 이어서조계종은 2005년스리랑카캄파지방파살라지역의사유

지 2만5천평을매입하고, 2008년지진·해일로부모를잃은스리랑카아이들을위한

보금자리로 ‘스리랑카조계종복지타운’을완공하였으며, 이곳을거점으로한국과

스리랑카의 문화 교류를 위한 한국 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11)

불교문화의 빠른 세계화로 인해 한국 사회에는 어느덧 위파사나(Vipassanā;

Vipaśyanā), 티벳 명상과 같은 타 불교권의 명상법은 물론이고 마음챙김

(Mindfulness) 같이서구에서불교명상을토대로개발된심리치료요법도성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타 불교권의 영향은 한국 사찰의 건축양식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들어, 보성 (조계종) 대원사는 2001년티베트박물관의개관과함께 2002

년티베트식불탑인 15m높이의수미광명탑을건립하였으며, 불탑의상륜부첨탑과

11면천수관음상을모시는감실은티베트망명정부의협조로인도에서특수제작되

어한국으로보내진것이다. 또한, 불탑에는박물관개관을기해티베트신탁승툽텐

린포체가보내준가섭불사리와네팔의슈얌부주지스님이보낸수미산 ‘천공사리’

33과가봉안되어있다고한다.12) 한편인덕원 (조계종) 삼천사는오대산월정사의

8각 9층탑과 (초전법륜지인인도사르나트에소재한) 아소카석주의 4두(頭) 사자

상을접목한 15m높이의 ‘세존진신사리 4사자 9층석탑’을건립하였으며, 여기에는

9) 우혜란, 성물(聖物), 전시물, 상품 , 148.
10) 스리랑카 ‘조계종마을’ 생겼다 , 불교신문, 2004. 5. 1
11) 조계종,스리랑카복지센터건립에박차 , 매일경제, 2005. 10. 27; ‘스리랑카복지타운으
로 조계종 이름 새길 터’ , 현대불교, 2018. 2. 2.

12) ‘천공사리’는수미산에서청정한서원을가지고간절한기도를올리면하늘에서우박처럼
내리는 사리를 일컫는다. (https://www.facebook.com/tibetmeseum/posts/17809549254
6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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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인성운스님이 1988년미얀마의마하시사사나사원에서모셔온진신사리 7과

가봉안되어있다.13) 대한불교영산법화종(大韓佛敎靈山法華宗, 1955~) 또한 2007

년경기도양주에인도의전통적인스투파양식을따른 ‘세계평화불사리탑’을 건립

하였다. 용인의보문정사는현재세계적인불교유적인미얀마의쉐다곤파고다와

동일한형태의 ‘세계평화황금탑’의설립을 2013년부터미얀마불교계와공동으로

추진하고있으며, 이탑에는인도쿠시나가라열반당에서이운해온진신사리 5과가

봉안될 것이라고 한다.14) 세계대각법화회(世界大覺法華會)의 법화정사는 2014년

중창불사에서미얀마만달레이에소재한마하무니사원의불상과동일한형태의

불상을 봉안하였다.

무엇보다대한불교열반종의총본산인와우정사(臥牛精舍, 1978~)는아시아불교

의다양한요소들을사찰건축에적극적으로수용하면서주목을받고있다. 경내에는

태국·인도·스리랑카·중국·티베트·베트남등의사원에서기증한 3,000여 점의불상

을전시하고있는 ‘세계만불전’을비롯하여, 태국왕실이기증한 10t짜리금동태국

불상과높이 8m의금빛불두(佛頭), 인도스님이기증한인도네시아향나무로만든

세계최대의12m길이의와불(臥佛),15) 네팔정부가기증한 ‘황금불상’,각국의불교

성지와전국에서가져온돌로쌓은 8개의돌탑등이배치되어있다. 흥미로운것은

와우정사를찾는외국인관광객이한해30만명을넘으며, 이중 20만명이태국인이

라는것이다. 와우정사는동남아시아불교를위시하여여러불교권의건축양식을

총망라하고있는일종의불교테마파크로동남아인들의 ‘역관광’을가능케하고있

다. 경기관광공사관계자에의하면 "와우정사는태국관광객들사이에선한국여행

에서꼭한번가보고싶은성지(聖地) 같은곳"이라한다.16) 이런맥락에서동남아

13) 삼천사 홈페이지 (http://www.3004.or.kr/).
14) 미얀마는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뜻으로 세계 곳곳에 쉐다곤 파고다와 같은 탑 조성을
지원하고있으며, 보문정사의황금탑건립에도필요한기술과재정을지원하고있다고
한다. 보문정사, 황금대탑 건립 위한 특별법회 , 불교포커스, 2015. 5. 24.

15) 이와불은세계최대의목불상으로영국기네스북에기록되어있다고한다. (http://cafe.dau
m.net/gunsandosol/1ZpE/228?q=%BF%CD%BF%EC%C1%A4%BB%E7&re=1)

16) 용인와우정사해곡스님, 글로벌사찰을키우다 , 프리미엄조선, 2014. 10. 25; 태국인
20만 몰리는 숨겨진 국내 명소 … 스토리가 힘이다 , 중앙일보,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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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한국사회로의활발한진신사리유입은아시아권을중심으로가속화되

고있는불교문화의세계화을확인시켜주는동시에, 이러한 ‘글로벌불교’가진신사

리의 활발한 유통에도 긍정적인 문화적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진신사리 ‘증여’의 다층적 의미와 메커니즘

한국사회에서사리전문박물관의등장, (복수의출처를가진) 다량의진신사리

를봉안하고있는사찰의증가등은동시대진신사리의활발한유통, 순환, 교환을

말해준다. 진신사리는 - 다른종교적성물과마찬가지로 - 역사적으로흔히선물,

증정, 기증의방식으로국가, 종교조직, 개인사이에서유통되었으며현재에도상당

부분동일한방식이적용된다. 근래들어진신사리의유통이활발해진것은가속화

된세계화그리고진신사리에대한수요와공급이급등한데서주요원인을찾을

수있다. 진신사리는어느덧한국의비주류불교종단이나군소및신생사찰이쉽게

자신들의종교적권위를확보할수있고, 기존사찰의경우는자신들의사세를확장

할수있는수단또는종교적자원(자본)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타불교문화권의

진신사리가대부분 ‘기증’, ‘선물’, ‘증여’, ‘봉양’, ‘희사’, ‘보시’의이름으로한국사회에

유입되고있는현상에주목하여, 이러한교환방식이내포하는다층적의미와기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증여’와 관련된 일련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근래

한국과동남아불교계사이에일어난구체적인사례를중심으로성물증여가제기

하는 일련의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증여’의�복합적�메커니즘� �

‘선물(gift)’ 혹은 ‘증여(gift giving)’라는주제는 20세기초사회학자이며인류학자

인마르셀모스(Marcel Mauss)가 증여론(Essai surle don, Forme et raison de
l'échange dans les sociétés archaïques, 1925)을출간한이후프랑스학계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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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학자들 -클로드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마샬살린즈(Marshall Sahlins),

모리스고들리에(Mauricc Godlelier), 조르주바타이유(Georges Bataille), 피에르부

르디외(Pierre Bourdieu) 등 - 이그의이론을재해석․수정․확장하면서, 인류학,

사회학, (비교)종교학뿐 아니라 80년대 이후에는경제학, 철학, 문학, 예술비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접학문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17)

호혜성과 신뢰/연대 구축

‘기증’과 ‘희사’는한국불교계에서진신사리의취득과정을기술하는데가장자

주사용되는용어들이다. 이들용어가공통으로시사하는것은해당과정에 (상업적

매매와달리) 경제적이해관계가개입되지않은자발적행위라는것이다. 이런의미

에서 ‘기증’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를 경제적인 파트너로 인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증여행위의당사자와수혜자가되며, 이로써증여란무상(無償)의행위이자

무상의혜택이라는등식이성립하게된다.18) 이는증여행위에는수혜자의즉각적인

답례나장래의답례에대한명확한합의나기대가부재함을의미한다. 이런맥락에

서증여행위에는높은사회적/도덕적위상이부여되고, 같은이유로증답경제혹은

선물경제(gift economy)는 물물경제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대비되기도한다. 이

렇게진신사리 ‘기증’은시장의상업적교환과대비되면서이러한과정에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순수한’ 의도가강조되는동시에이러한교환과정을통해진신사리고

유의 가치(성스러움)는 훼손되지 않음을 피력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작동한다.

그렇다고선물이나증여가답례(return-gift, counter-gift)나급부(prestation)를

완전히배제하고있다고는볼수는없다. 모스(Marcel Mauss)는선물은자동적으로

채무감을발생시킴으로써호혜성(reciprocity)의원리를따른다고말한다. 즉증여체

계는선물할 (증여의) 의무, 받을 (수수의) 의무,갚을 (답례의) 의무의연쇄적관계로

17) 김성례, 증여론과증여의윤리 , 비교문화연구 11/1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05),
153-186.

18) 박정호, 부르디외의증여해석: ‘사심없음’의경제적정화(淨化)와부정철학의이중효과 ,
경제와사회 94 (비판사회학회, 201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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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이러한의무는일종의사회적규칙으로작동한다는것이다. 따라서증여는

주는것으로끝나는일방적인행동이아니라, 증여→수혜→답례로진행되는(쌍방향

적) 교환의한방식이라는것이다.19) 모스는이로써선물이나증여는겉으로는사심

없이제공된다는형식을취하면서자발적으로보이지만, 실제로는강제적이며타산적

인성격을지닌다는증여의이중적성격을밝힌다. 물론모스의증여론은소규모의

고대및단순사회(primitive society)를대상으로한것이지만, 시장자본주의가지배

하는 동시대의 선물교환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이런맥락에서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선물교환의주된메커니즘인호혜성

과감사(부채의식)는고도로분화된현대사회의경제적행위에도적용된다고말한

다. 더불어그는증여에는참여하는당사자들의이해타산적인계산을마치관대함

의행위로오인토록만드는사회적으로용인된픽션의전략이감추어져있다고주

장한다. 부르디외는무엇보다선물과답례사이의 ‘시간적지연(the lapse of time)’

에 주목하여 이를 증여의기본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시간적 유예는 -

받은선물과는상이한내용의답례와같이- 선물과답례가서로아무관계가없는

개별행위로보이도록 ‘덮어주는기능(covering function)’을한다고말한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이러한 시간적 지연이 갖는 보다 중요한 역할은 선물과 답례 사이에

유예된시간을둠으로이과정에참여한사람들이서로관계/연대/신뢰를맺는것을

가능케하는것이라고말한다. 다시말해매매나물물교환과같은즉각적인교환에

서는사회적관계가형성되지못하나, 선물교환과같이교환이지연될경우는쌍방

의관계가맺어지고답례에대한의무가형성된다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부르디

외는선물교환의실질적인목적은 - 작은손해를감수하더라도 -안정적이고신뢰

할수있는파트너십을구축하여경쟁이심화된시장에서생존하고더나아가 ‘(사

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20)

19) ‘호혜성’은문화인류학에서비시장적(non-market) 상황에서의물품이나노동의교환을
가리키며, 비시장적 교환의 토대라고 이해된다.

20) 김성례, 증여론과증여의윤리 , 157-158, 172; Christina Nicolaescu, "Bourdieu - Habitus,
Symbolic Violence, the Gift: 'You give me / I give you' principle," Euromentor Journal
1(3), (Pro Universitaria, 2010), 7-8.



현대사회에서 성물(聖物)의 유통방식에 대하여 45

유사한맥락에서경제인류학자그레고리(Christopher A. Gregory)는파푸아뉴기

니의민속지학적자료를근거로선물교환은기증자와수수자(授受者) 사이의질적

관계를형성함으로써서로의존적으로만들며, 이는상품교환에서거래종결후당

사자들이서로독립적으로남는것과는대비된다고주장한다.21) 이로써그는선물

교환이개인적인생산과이익보다는사회적관계를토대로하는소비와재생산임을

강조한다.

증여의핵심적인성격으로제시된호혜성의원리그리고증여자와수수자사이

의 신뢰/연대 구축은 진신사리를 기증받은 한국 불교계가 이후 전개하는 다양한

관련사업에서도확인된다. 미얀마출처의사리를대량으로구비한 ‘사리박물관’을

부속건물로운영하고있는서광사의경우미얀마수도양곤에선교센터를운영하

며장학사업을펼친바있으며, 미얀마불교계가기증한다량의사리를전시하고

있는미얀마문화원내부에조성된 ‘국제붓다사리박물관’또한한국미얀마친선교

류협회가결성되어양곤의신도시에미얀마정부가무상으로증여한대지에기술학

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증자와 수혜자의 가변적 위치

여기서주목할것은선물교환이가져오는비대칭적힘의관계로, 개인간이아닌

두집단사이에선물교환이이루어질때이러한위계적관계는더욱뚜렷이나타난

다.22) 모스는일찍이증여라는호혜적교환은자본주의시장의상품경제에서이루

어지는등가치적교환과달리비대칭적위계적교환으로사회적불평등을유지하는

수단이될수있음을지적한바있다. 유사한맥락에서부르디외는증여의한이유를

상대방에게선물로서빚을지게함으로써상대편인물이나조직에대해서우위를

21) Andrej Rus, “'Gift vs. commoditiy’ debate revisited," Anthropological Notebooks 14(1)
(Slovene Anthropological Society, 2008), 82.

22) Filipo Carlà, "Exchange and the Saints: Gift-Giving and the Commerce of Relics,"
Filipo Carlà ed, Gift Giving and the 'Embedded'Economy in the Ancient World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Winter, 2014), 421; Nicolaescu, "Bourdieu - Habitus, Symbolic
Violenc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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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기위함이라고기술한바있다.23) 자신이보유한진신사리를다른불교공동체

에나눠주거나한시적으로대여해주는행위는헤게모니를장악할수있는하나의

방법일수있다. 그러나진신사리의기증자인동남아시아불교계와수혜자인한국

불교계사이에도이런일방적인힘의관계가성립하는가는의문이다. 오히려진신

사리에대한높은수요로동남아불교국가들의사리를블랙홀처럼흡수, 소비하고

있는 한국 불교계가 이러한 진신사리의 유통을 주도하는 주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에관찰되는진신사리의일방적인이동방향(동남아불교국가→

한국, 일본)은 진신사리 수혜국의 우월한 ‘답례’ 능력을 암시하며, 이는 기증자와

수혜자사이의힘의역전을시사한다. 즉수혜자의힘이우월할경우일종의 ‘강요된

선물(forced gift)’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24)

기증자와수혜자가필연적으로개별역할에고정되어있지않음을염두에둘필

요가있다. 즉수혜자가다시기증자로아니면그반대도될수있기에성물의지속

적순환이가능하다는것이다. 예를들어, 한국의대형불교단체인 ‘108산사기도회’

는네팔정부가기증한부처의탄생지인룸비니의땅 6,600㎡(2000평)에조성한 “한

국-네팔불교도우정의평화공원”의중심부에 2012년 2월 15일 4.5m높이의세계평

화를기원하는기념비와그상단에 1.5m 크기의탄생불을세우고, 탄생불내부에

진신사리 3과, 복장문 등을봉안하였다. 참고로, 해당 사리는 부처가 열반한인도

쿠시나가르의대열반(마하파리니르바나) 스투파에서 1910년출토된것으로대열반

사주지스님이 2008년 ‘108산사기도회’ 회주인선묵혜자스님에게봉양한 8과의

사리중일부이다.25) 언급한룸비니평화공원행사에앞서 2월 13일 선묵스님은

네팔정부로부터공로훈장과감사패를받았으며, 이날훈장을전달한네팔국회의

장은 “고아원, 학교,룸비니개발등에지원을아끼지않은선묵스님과 108산사기도

23) 김성례,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 159; Nicolaescu, "Bourdieu - Habitus, Symbolic
Violence,” 7-8.

24) Carlà, "Exchange and the Saints,” 421.
25) 이와함께 2012년 2월 15일에는산사기도회가룸비니에설립한 108선혜공립초등학교의
현판식이거행되었다. 한국불교원력으로룸비니에부처님나투다 , 불교신문,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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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깊은감사를드린다.”고말했다.26) 108산사기도회의사례는한국불교계의일

부 단체가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동남아 불교의 핵심적인 성지 혹은 문화자본을

개발하고지역민을위한교육복지사업을펼칠뿐아니라, 다른곳에서기증받은진

신사리를재기증하면서수혜자에서기증자/후원자로위치를바꾸어자신의영향력

을 넓히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기증자와수혜자의위치가언제나명확하지않은것은스리랑카정부와 (조계종)

석왕사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는석왕사주지영담스님에게 2m높이의백불상(白佛像)을기증하였고,

2014년에는세월호참사를위로하는차원에서스님에게진신사리를 2과 - 하나는

대통령자신이기증한것이고또다른하나는 1898년부처의고향인카필라성에서

발굴된것이라함–를기증하였는데, 석왕사는진신사리에대한답례로대통령에

게청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전달하였다.27) 이어서 2015년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현스리랑카대통령은영담스님을단장으로하는부천시불교연합회성

지순례단을맞아스리랑카의국보이며부처의진신(眞身)으로추앙받는 ‘마하보리

수(Sri Maha Bodhi)’ 묘목을 기증하였다.28)

연이은스리랑카정부의성물기증은영담스님이스리랑카스님과이주노동자

26) 해당 훈장은 선묵 스님이 네팔 정부로 받은 두 번째 훈장으로, 첫 번째는 2008년 5월
네팔정부의초청으로–당시왕정이종료되고정부반군이지역을장악하는등불안정한
정치적상황임에도불구하고 - 300명의산사기도회회원들이대열반사에서봉양받은
부처님사리를모시고룸비니를방문세계평화기원법회를개최한것에대한감사로당시
수상이평화훈장을수여한것이다. 당시네팔정부는산사기도회가 “한국-네팔우정의
공원”을조성할수있도록룸비니공원의핵심땅을기증하였다. ( 특별인터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 , 중앙시사매거진 2012. 11. 12.)

27) 부처님고향카필라성진신사리한국 ‘봉안’ , 불교신문, 2014. 8. 13. 한편스리랑카로부터
이운된진신사리를대중에게공개하는 2016년석왕사진신사리친견법회에는라자팍세
전대통령도참석하였다. ( ‘부처님진신사리’ 공개…한-스리랑카불교계협력확대 , TV
조선, 2016. 8. 9.)

28) 불상·진신사리이어 ’마하보리수’까지석왕사에 , 불교닷컴, 2015. 6. 8. ‘마하보리수’는
스리랑카아누라다푸라주(州) 아누라다푸라에있으며, 기원전 3세기인도아소카왕의
딸인 상가미타 공주가 부처님의 성도(成道) 성지인 보드가야의보리수 가지를 가져다
심은것으로알려져있다. ( 조계사, 스리랑카마하보리수기증받아 , 세계일화 48호,
2015. 5. 20., 조계종 홈페이지 http://www.buddhism.or.kr/bbs/tb.php/soc_07_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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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지속해서지원해온것에대한답례이다.29) 이는마하보리수기증식에서시리

세나대통령이 “영담스님과석왕사는양국간의교류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을

수행하고있고나아가스리랑카경제발전을위하여기여한그공로가지대한바

이에감사의마음을전하게되었다.”라고밝힌것에서도확인된다.30) 이에대해영담

스님은향후불교문화를통하여양국간의더욱돈독한교류가이어지기를기원하면

서, 스리랑카경제발전과스리랑카이주노동자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약속하고,

또한사단법인하얀코끼리(비영리국제구호단체, 이사장: 영담스님)를통한교육지

원사업들도활발히지속할것을다짐하였다.31) 이러한스리랑카정부와석왕사의

관계는단순히전자를기증자로그리고후자를수혜자로고정지울수없게만든다.

왜냐하면,스리랑카인들을위한물질적지원과서비스를제공한영담스님을일종의

선(先) 기증자로, 그리고스리랑카정부는이러한지원에대한답례로성물을기증한

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여기서스리랑카정부의지속적인성물증여는영담

스님에게일종의부채의식을일으켜스님이스리랑카에대한지속적인후원을약속

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증자와수혜자의위치가중첩되는경우는성물을둘러싼스리랑카정부와조

계사의관계에서도확인된다. 2015년 3월조계사스리랑카성지순례단을이끈주지

원명 스님은 현지에서 시리세나 현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마하보리수 묘목을

기증받았다. 이자리에서대통령은 “한국에가서고생하는스리랑카노동자들에게

보여주신조계사의따듯한사랑과적극적지원은스리랑카국민마음속에깊이간

직될것”이며 “조계사의성역화불사가원만히성취되기를기원한다.”라고말했다.

29) 영담스님은 1980년대후반한국에온스리랑카출신해천스님의거처를마련해주고
어학당에다닐수있도록도왔으며, 이를계기로한국-스리랑카불교회를결성하였다고
한다. 이후 스님은 해천 스님이 콜롬보에 사찰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보육원과기숙사건축도지원하였다고한다. 한편영담스님은사찰의부설기관
으로이주노동자의인권보호를위한 ‘외국인노동자의집’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지역사회와의화합을위해다문화축제도개최하고있다고한다. ( ‘한국의스리랑카佛子,
기도 열심히 하세요’ , 조선닷컴, 2014. 8. 1; http://www.seokwangsa.com/01_intro
duce/07_office.asp)

30) 불상·진신사리 이어 ‘마하보리수’까지 석왕사에 , 불교닷컴 2015. 6. 8.
31) 불상·진신사리 이어 ‘마하보리수’까지 석왕사에 , 불교닷컴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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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원명스님은이러한자리를마련한대통령에게백제금동향로를감사의선물로

증정하였다. 여기서조계종과스리랑카정부는모두혜택을베푸는자이자동시에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앞서소개한사례들은성물을 기증하는주체가 필연적으로힘의헤게모니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성물교환에참여하고 있는주체는기증자인

동시에수혜자일수있음을보여준다. 무엇보다이들사례는진신사리기증이시기

적으로그이전에일어난기증자나기증자가속한공동체에대한지원에대한답례

로진행되는경우가많으며, 동시에진신사리기증은상대방에게이러한지원을미

래에도지속혹은확대할것을촉구하는무언의 ‘압력’으로작용할수있음을보여준

다. 이런의미에서성물기증은서로특별한혜택을주고받는호혜적관계를전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2.�진신사리�교환의�궁극적�목적

스리랑카정부는대통령을필두로진신사리나보리수를매개로활발히 ‘성물외

교’ 혹은 ‘성물정치’를전개하고있다.32) 스리랑카의대통령은앞에서언급한석왕

사와조계사외에도한국사찰을상대로진신사리기증에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고

있다. 2014년장흥 (태고종) 청련사는스리랑카와의불교문화교류및진신사리이운

을위해불사봉행단을구성해스리랑카를방문라자팍사당시대통령을예방했으며,

이자리에서대통령은청련사주지백우스님에게미리사웨띠야다가바탑에봉안되

었던부처님진신사리 1과를직접전달하였다.33) 2016년 3월에는정토마을이사장

능행스님과후원회신도들이스리랑카성지순례후시리세나대통령으로부터부처

의치아사리를전달받았다. 치아사리를한국으로모셔오기전해당사리를봉안하

32) 흥미로운것은스리랑카정부가진신사리에이어보리수를부처의진신(眞身)으로타국에
기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3년 양국의 수교를 기념하여 부산 (조계종)
태종사에진신사리1과와함께보리수를기증한것이그시작이다. (http://blog.daum.net/
_blog/BlogTypeView.do?blogid=0VzQP&articleno=1785&categoryId=6&regdt=201412
02090211)

33) 장흥 청련사, 스리랑카서 진신사리 이운 , 법보신문,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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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수도콜롬보인근의따뚜말루사찰에서는이운의식이봉행되었으며이자리에

는 스리랑카 대통령의 영부인과 불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따뚜말루 사찰이 치아

사리를정토마을에기증하기로한것은해당사찰이불교병원건립을계획하고있으

며능행스님의정토마을병원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한다.34) 2016

년 8월부산 (조계종)금강사는스리랑카콜롬보의스위와리라사라마야사찰에보존

되었던진신사리1과와부처님제자의나한사리 2과를기증받고, 이운법회를봉행하

였으며이자리에는라자팍세전스리랑카대통령도참석하였다. 해당진신사리는

금강사가스리랑카사찰과교류하며민간외교분야에공헌한것을인정받아받은

것이라고하며, 라자팍세전대통령은한국불교계와의인연을언급하며국내스리

랑카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스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35)

이렇게 스리랑카의 전직, 현직 대통령이 진신사리 기증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이것이국가적차원의중요한사안임을부각하고, 무엇보다대통령이직접전

달함으로써해당사리가부처의진신사리임을보증하는효과를가지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스리랑카대통령으로부터진신사리를직접기증받은사찰들은해당

사리를 “스리랑카정부가공인한진신사리”로강조한다.36) 이런맥락에서국경을

넘나드는진신사리의이동은단지이과정에참여하고있는사찰이나개인들사이

의사적친분을공고히하는데머물지않는다. 진신사리기증은종종국가적차원의

공적행사이며, 이는한국사찰에사리를기증할때해당국가의종교부처나장관

더나아가대통령이직접나서고있는사실이뒷받침한다. 이러한현상은적지않은

동남아 불교국가가 진신사리와 같은 최고의 성물을 국가적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외에도, 진신사리를주고받는것이단순히종교적행위나행사에그치지는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안임을 시사한다.

34)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 불교방송, 2016. 3. 22.
35) ‘부산 금강사,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 , 현대불교, 2016. 8. 22.
36) ‘한국의스리랑카佛子, 기도열심히하세요’ 2014년 라자팍사대통령이청련사주지
백우 스님에게 진신사리를 전달할 당시 스리랑카 불교문화센터 원장인 위마라조띠
(KiramaWimalajothi)스님은 “대통령이사리를직접이운해전달한것은부처님진신사리
임을입증하는것”이라고발언하였다. ( 장흥청련사,스리랑카서진신사리이운 , 법보신
문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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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진신사리교환이갖는궁극적목적은무엇인가에대하여보다깊은논의가

필요할것이다. 부르디외의 ‘자본’에대한논의는이에대한생산적인출발점을제공

한다. 부르디외는 대표적 자본의 형태로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실물자본과

금융자본), ‘사회자본’(social capital: 특정집단에속하거나연계됨으로써형성되는

사회연결망/관계망을통해동원할수있는실제적이고잠재적인자원), 그리고 ‘문

화자본’(cultural capital: 교양/지식, 자격증, 문화적 재화 등의 자원)을 들고 있다.

그가특히문화자본에주목한것은사회질서가유지되고지배/권력관계가재생산되

는과정에서경제자본만큼이나문화자본이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즉특정계층이보유하고있는문화자본은문화/지식시장에서위계적관계를생성하

고유지하는데우수한기제로작동한다는것이다. 부르디외는문화자본을다시세

가지하위형태로구분하는데체화된(embodied), 제도화된(institutionalized), 그리고

객관화된(objectified) 문화자본이그것이다. 체화된상태의문화자본은사회화과정

을통해획득한교양, 품위,세련됨, 지식등을말하며, 제도화된상태의문화자본은

학위나자격증등으로이를보유한사람을사회적으로능력있는사람으로확인시켜

주는효과를갖는다. 끝으로객관적(물질화된) 상태의문화자본은미술품이나유물

과같이문화적으로가치있는물품이나재화를말하며, 여기서부처의진신사리는

- 서구기독교문화권에서성인(聖人)의유골과같이- 불교문화권에서최고의객관

화된문화자본이라할수있다. 그러나부르디외는문화적재화를독점적으로소유

하거나축적했다고해서이것이자동적으로사회적차이를만드는것은아니라고

말한다. 왜냐면, 문화적재화를소유또는구매할수있다는것은일차적으로경제적

능력을말하기때문이다. 따라서객관화/대상화된문화자본은체화된문화자본, 즉

교양/품위/지식을소유한계급에의해사용될때문화자본으로서의가치를발휘하

여, ‘차이’를 만드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37)

앞에서간략하게요약한부르디외의 ‘자본’ 이론은한국불교계와동남아국가/불

교계가진신사리의교환을통해각각무엇을궁극적으로추구하고있는가를이해하

37) Bourdieu, Pierre,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1986),  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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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움을준다. 우선한국불교계의경우한국사찰이나불교성직자들은더욱

경쟁이치열해진종교시장에서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차별적인위치를구축하

기위해서, 쉽게경제자본으로변환될수있는 -객관화된문화자본의정점을찍는

- 진신사리의획득에노력을경주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비주류종단과군소

및신생사찰들이진신사리획득에더욱매진하고있는것은이들이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뿐 아니라, 체화되고(embodied), 제도화된

(institutionalized) 문화자본에서도취약점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기에이를상쇄

하고자되도록많은양의진신사리를보유하고자한다고해석할수있다. 한편동남

아국가들은끊임없이진신사리를 ‘창출’ 또는 ‘생산’하고이를지속해서보다부유한

아시아국가의사찰, 불교단체, 개인에게기증하면서후자와의관계망을구축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이들과의정치적/문화적/경제적협력관계를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지는성물기증은생산적인국제관계를위한구축하기위한

것으로, ‘사회자본’ 혹은 ‘관계자본’(relation capital)을확보하기위한의식적이고전

략적인투자라고할수있다. 여기서 ‘관계자본’은타인이나타집단과의관계맺음을

통해 이들로부터 노동과 자원을 생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38)

38) 이재혁, 선물의 hau : 증답경제의정치경제학과관계자본 , 한국사회학 45/1 (한국사회
학회, 2011), 48, 50. ‘관계자본’은 부르디외의 ‘사회자본’과 유사한개념으로사회자본의
도구주의적측면을부각하고있다. 한편사회자본은그수혜자나분석수준에따라 ‘관계자
본’(relational capital)과 ‘공동체적자본’(societal capital)으로구분하기도한다. 즉관계자
본의수혜자는개인이며공동체적자본의수혜자는집단(단체회사, 기관, 국가등등)으로,
전자의분석대상이개인혹은연결망이라면, 후자는집단이분석대상이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구분이다분히자의적인것은 (진신사리의교환에서보듯이) 한개인이
특정집단을대표하여다른집단을대표하는개인과관계망을형성하는것이흔히관찰되
며, 여기서 얻는 효과가 해당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이익이되는즉공공적인성격을갖는지가언제나분명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참고,
이재혁, 시민사회와시민적자본: 시장적관계모형 , 사회와이론 10 (한국이론사회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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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동하는 진신사리: 선물과 상품

진신사리기증과관련하여제기되는또다른주요이슈는어떤기준혹은조건에

서한국가나종교집단이자신의정체성을담보하고정치적/종교적권위를정당화

하는진신사리와같이귀중한성물을타인이나타집단에양도혹은선물하는가이

다. 모스는 재화를 ‘이동할 수 있는(movable)’ 것과 ‘이동할 수 없는(immovable)’

것으로구분하고선물을전자의범주에넣은바있다. 고달리에(Maurice Godelier)

또한 ‘양도될 수 있는 재화(alienable goods)’와 ‘양도될 수 없는 재화(inalienable

goods)’를 구분하여, 전자를 ‘가치재(valuables)’로 그리고 후자를 ‘성물(sacred

object)’로개념화하였다. 고달리에에따르면 ‘양도될수없는재화’는 - 신령, 조상,

문화적영웅등과관련하여 -더큰 ‘상상의힘’을소유하고있으며이사물을소유

하는집단의정체성과권력관계의지표가되는데반해, ‘양도될수있는재화’는

전자의복제품이나대체물로교환가치가부여됨으로써전자가후자의준거가된다

고 한다. 또한, 그는 상상의 영역에 포진한 성물은 사회의 공유된 믿음과 가치의

척도로서작동하는동시에제도와상징으로물질화된다고말한다.39) 그렇다면여기

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특정 진신사리는 양도(선물)될 수 있고, 특정 진신사리는

양도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상태는 본질적/고정적인가 등의 질문이 던져진다.

1.�진신사리의�층위(層位)� �

‘진신사리증여’라는동시대아시아불교계에서흔히관찰되는현상은불교성물

에도 ‘양도될수없는것’과 ‘양도될수있는것’으로일종의층위혹은가치위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필자가 ‘불교 성물’의 층위를 그 희소성과 재현(복제)

가능성에 따라 잠정적으로 설정한 것이다.40)

39) 김성례,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 164-165.
40) 혹자는 ‘불교성물’을불교의식이나부처와보살등을예배하기위해사용되는대상으로
포괄적으로정의하여. 이범주에불상, 보살상, 호법신중을표현한불화나조각품, 그리고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 - 즉 불전사물(佛典四物)인범종, 법고, 운판, 목어(목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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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 신체의 일부분인 진신사리,

(2) 부처가 생존에 접촉하였거나 그의 중요한 생의 순간을 같이 한 대상

(예, 부처의 가사, 보드가야에 소재한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나무),

(3) 부처와 동고동락한 그의 제자들의 사리,

(4) 불교 성인(아라한)이나 저명한 고승의 사리,

(5) 불상, 불화. 불경.41)

여기서 (5)는부처의형상을재현하거나그의가르침을매개하는물품으로지속

적인복제가가능하다는점에서앞의그룹과는구분되기에, ‘양도할수있는재화(가

치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불교성물중가장높은상징적가치와권위그리고초자연적힘이상정되는

진신사리도 - 진신사리증여가보여주듯 - 내부적으로일종의층위가존재한다고

상정할수있다. 진신사리는이동이나노출정도가낮을수록그가치위계가높다고

할수있으며, 다음은필자가한국불교를사례로진신사리의층위를설정한것이다.

(1) 비공개: 적멸보궁(寂滅寶宮)에 봉안된 진신사리,42)

(2) 한시적공개: 진신사리가부득이기존의장소에서옮겨지거나새롭게봉안될

경우로43), 이운법회(移運法會)를걸쳐친견법회(親見法會)에서

를포함하기도한다. 참고, 이병욱, 성물(聖物)로바라본불교 , 종교문화비평 27 (한국종
교문화연구소, 2015).

41) 진신사리가부처의육신에서나온것이라면, 불교경전은부처의가르침으로법신사리(法
身舍利)혹은법사리로불리며, 진신사리대신불탑이나불상의복장물(服藏物)로봉안되
면서그종교적권위와상징성이고양된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전은복제(복
사)가가능하다는점에서진신사리와동등한상징적가치를부여하기에는무리가있어
보인다.

42) 적멸보궁은언덕모양의계단(戒壇)으로부처님의진신사리를모신거룩한성소로불자에
게는순례의대상이기도하다. 한국의 5대 적멸보궁은신라의승려자장(慈藏) 대사가
당나라에서귀국할때가져온부처의사리와정골(頂骨)을나누어봉안한곳으로알려져
있으며, 경남양산통도사, 강원도오대산상원사, 설악산봉정암, 태백산정암사, 사자산
법흥사가이에해당한다. 이중에서통도사는부처의진신사리와가사를봉안하고있다
하여불보사찰(佛寶寺刹)로불리며, 여기서진신사리는해당사찰의높은권위를담보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43) 즉진신사리가봉안된사리탑이나불상을수리하거나,옛사찰터에서진신사리가발굴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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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공개한 후 다시 적법한 장소에 봉안,

(3) 상시공개:두가지형태로⓵ 사찰이자신들이보유한진신사리를항시대중에
게공개 (예, 휴휴암, 법화정사, 미암사);44) ⓶ 박물관이라는현대적
시설을 통해 다량의 진신사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여기서 (1)과 (2)는진신사리에대한불교계의전통적인대응방식으로성물로서

진신사리의 ‘양도될수없는’ 성격이두드러진다. 특히 (1)의적멸보궁에봉안된진신

사리의경우물리적으로외부와철저히차단됨으로써그이동성이전적으로배제되

고있다면, (3)은 이와는대조적으로진신사리에대한현대적수용(소비)방식으로

진신사리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시물로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진신사리의층위또는가치위계에서선물로양도될수있는즉기증의

대상이되는진신사리는상대적으로낮은위치에속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특히공동체가공인하는진신사리의경우부득이다른장소로이동해야한다면이에

부합하는의례가요구된다. 그러나한국의사리박물관이보유하고있다는진신사리

대부분은개별적역사가부재할뿐더러의례적으로다루어지지도않는다. 이런의미

에서사리박물관의진신사리는- ‘상품(commodity)’으로유통되는진신사리와같이

- 가치 위계에서 가장 하위를 차지하는, 즉 개별적 특징이나 역사성이 부재하고

대신높은이동성을특징으로하는진신사리복제품일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2.�선물인가,�상품인가?�

한국불교계에서진신사리의거래는공공연한비밀로이들사리는주로동남아

국가를출처로한다.45) 그사이진신사리의판매는인터넷매체를통해더욱세계화된

나, 외부에서 진신사리를 사찰에 새롭게 모실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4) 여기서 (충남부여) 미암사는드문사례로불탑아래기단부에구멍을내어진신사리를
볼수있도록하였을뿐아니라, (동양최대) 와불상의내부에적멸보궁을조성하여진신사
리를대중에게공개하고있다. 유사한맥락에서일부한국사찰은진신사리친견법회를
정기화하거나진신사리를불탑이아닌유리함에봉안함으로써진신사리노출에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5) “부처님 ‘분신’을 싸게 드립니다” , 시사저널, 200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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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띠고있다. 예를들어, 이베이(ebay.com)에서 'Buddha Relics'를검색하면

동남아시아를출처로하는다량의진신사리가저렴한가격에제공되고있음을알

수있다. 이러한진신사리의 ‘상품화(commodification)‘는 동시대의후기자본주의

체제속에서모든것이거래의대상이되고진신사리와같은종교의물적유산도

예외가아님을확인시켜준다. 여기서 ‘상품화’란이전에는경제적맥락에서이해되지

않았던것들이나시장의영역밖이었던것들이재화가되어경제적가치가부여됨을

말한다. 그렇다고진신사리의매매를오로지동시대자본주의의영향으로만돌리는

것은적절치않다. 왜냐면성물의매매는과거에도- 중세유럽의성유물(聖遺物)을

보더라도 - 드문 현상이 아니었으며, ‘양도 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진 성물도

거래의대상이되었기때문이다. 비록성물의높은상징적지위로인해이를돈으로

거래하는것이부적절하게인식되었다하여도, 사회자본으로작동하는성물을소유

하려는강렬한욕망이성물의매매를가능케한것이다.46) 그럼에도불구하고성물의

판매가동시대자본주의경제속에서가속화되고있음은부인할수없으며, 그결과

현대사회에서 성물과 상품의 경계는 더욱 유동적이 되었다.

고전적인류학자들은–화폐중심의시장교환과대비하여- 단순사회에서선물

교환의주요특징으로엄격히구분된교환영역을언급한다. 즉제교환물은비교적

상세히정의된가치위계에따라구분되고, 한영역에속한물품은같은수준의영역

에속한것과만교환되며서로다른영역간의물품교환은금지되어있다는것이

다.47) 이렇듯 ‘선물’과 ‘상품’은 오랫동안두상이한실제를대표한다고상정되어왔

다. 모스를시작으로다수의인류학자는상품교환을선물교환과달리도덕적/사회

적배려와의무가배제된, 양도될수있는익명의물품을교환하는것으로개념화하

였다. 이렇게선물교환이시장교환과대비되는경제형태로이해되면서, 전자를가

46) Carlà, "Exchange and the Saints,”, 428-431.
47) 선물경제에서이러한구분된교환영역은일상적인생필품의교환과지위경쟁에사용되는
상징적귀중품의교환을서로분리하는기능을수행하며, 이는단순사회의사회질서를
구축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고한다.더불어귀중품을대상으로한의례적교환에
서증여와답례사이에는시간적지체를수반하는특징을가진다고한다. 이재혁, 선물의
hau : 증답경제의 정치경제학과 관계자본 ,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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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개인적 영역에 후자를 상업과 비 개인적 영역에 위치 지우기도 하였다.

그러나선물과상품의엄격한구분은근래에많은학자에의해도전받고있다.

이들은소규모전통사회의 (사회적으로정착되고문화적으로결정된) 선물경제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양분하는 것은 서구

중심적 시각을 반영할뿐더러, ‘순수한선물(pure gift)’이라는 개념의 자의적설정,

전통사회선물교환에대한낭만적상상등을보여주고있다고말한다. 이들은선물

교환이일종의이타주의적행위로이해되고있는것에대해서, 이또한장기적으로

볼때합리적인 ‘자기이익’ 추구라는전제를가지기에결국시장교환과크게다르지

않다고말한다. 또한, 이들학자는산업사회에서도선물은중요한역할을담당하며,

시장경제도호혜성의원리에기초한선물경제와유사한거래(transaction) -예, 학

계의지식공유, 인터넷정보공유 - 를포함하고있다고주장한다. 더나아가동시대

의마케팅전략은상품교환에전통적으로선물교환의속성으로상정되었던요소들

을추가함으로써선물과상품의엄격한이분법적구분은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고

말한다.즉적지않은상품에 (기업의) 가치관이나–거의인격에가까운–개성이

부여되고, 특정상품에서는판매자와구매자사이의유대와상호의무가강조되면서,

상품은 현대사회에서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케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48)

한편일련의학자들은 ‘선물’과 ‘상품’은 이상태(ideal type)로모든경제에는이

두형태의교환방식이혼재되어있다고주장함으로써이두개념의이분법적설정

이가지고있는제문제를극복하고자한다.49) 최근에는점점많은학자가선물과

상품은필연적으로상반되지않으며, 이두교환방식은상황별맥락속에서지속적

으로재구성된다는시각을공유하고있다. 다시말해, 특정물품이선물인지상품인

지는그교환의맥락그리고기부자와수령인사이의사회적관계와관련이있기에,

교환과정에개입된물품은선물과상품의특성을모두가질수있으며단지상이한

48) Andrej Rus, “'Gift vs. commoditiy’ debate revisited," Anthropological Notebooks 14(1)
(2008), 81-88.

49) Rus, “'Gift vs. commoditiy’ debate revisited,"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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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과상황에따라상품혹은선물로표현된다는것이다. 이러한시각은처음부터

필연적으로선물 혹은 상품으로 규정된 물품은 없으며, 따라서모든 물품은 선물

그리고 상품으로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50)

선물과상품에대한이분법적인식에대한비판, 물품의유통과정에서관찰되는

이 두 교환방식의 혼재성 등에 대한 논의는 ‘성물’에 대한 논의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진다. 역사학자기어리(Patrick Geary)는 ‘상품’을 “유통과교환을위한물품”으

로정의하면서, 중세에성인의유골또한–물론정상적이고가장흔한획득방법은

선물에 의한 것이지만 - 다른 물품과 같이 선물, 판매, 물물교환, 절도 등을 통해

유통되었기에 ‘상품’이라고주장한다.51) 그는이렇게 ‘상품’의의미를확장함으로써

해당범주에동시대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교환/매매되는재화나용역뿐아니라

역사상순환되거나교환되었던모든물건이나사람(예. 노예)을포함시키고있다.

더불어기어리는중세시대성유물(sacred relics)은초자연적힘의직접적인근원으

로믿어져이를소유하거나접촉하는것이이러한힘에참여할수있는하나의방법

으로간주되었으며, 성유물의소유는무엇보다이러한힘에대한전적인통제를의

미하기에이를소유한통치자나기독교공동체에게는권력과권위가부여됨으로써

성유물을둘러싼경쟁이치열하였다고말한다. 무엇보다그는성인의유골과같은

‘성스러운상품(sacred commodity)’의가치는이를구성하는물질적가치보다훨씬

높게상정되어있기에사회구성원의관련성물에대한믿음체계와유리되어상정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3.�성물의� ‘재탄생’과�희소성의�문제

50) Michaela Benson & Denise Carter, "Introduction: Nothing in Return? Distinctions between
Gift and Commodity in Contemporary Societies," Anthropology in Action 15(3) (Berghahn
Books, 2008), 1.

51) Patrick Geary, "Sacred Commodities; The Circulation of Medieval Relics,” Arjun Appadurai
ed.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194-195, 208; A Katie Harris, “Gift, Sale, and Theft: Juan de Ribera and
the Sacred Economy of Relics in the Early Modern Mediterranean,”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18 (BRILL, 2014): 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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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기어리는성유물의가치는순환/교환의방식과과정을통해구축되기

에, 성유물이이동하는문화적콘텍스트에주목할것을제안한다. 다시말해, 모든

성유물은교환의단계에서 ‘상품’의지위를가지며, 이후해당종교공동체에의해서

그가치와성스러움이인정/수용되고적합한의례를거쳐교회라는신성한장소에

안치되면서다시 ‘성물’로서의위상을획득한다는것이다.52) 같은맥락에서기어리

는성물이–선물이던, 구매에의해서든, 도난에의해서든 - 한 공동체에서다른

공동체로이동할때해당성물이옛장소에서가지고있던의미와기능이함께이전

되지않음을지적하며, 새로운환경에서해당성물의가치는재구축되어야한다고

말한다. 특히새롭게획득된성유물은진위논란을일으키기에스스로 ‘진짜임’을증

명해야하며, 이는해당성유물을단지특정성인의유골로확인해주는것보다성유

물스스로 ‘효험’을 보임으로써더욱설득력을가지기때문이라는것이다.53) 이런

맥락에서한국사찰에서진신사리를새롭게모실때행해지는이운의식과친견법회

는해당사리에대한신앙공동체의승인과인정을확인하는동시에진신사리고유

의위상을재부여하는의례로이해할수있다. 이와동시에사찰관계자는대중에게

새롭게 모셔온 사리가 ‘진짜임’을 말해주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

(1) 해당 사리가 발견/발굴된 역사적 배경이나 구체적 출처,

(2) 기증자의 높은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신뢰도,

(3) 기증자의 ‘진짜임’을보증하는진신사리확인서/증명서나외부전문가의감정서,

(4) 해당사리가보여준일련의기적이나불자의신심에 ‘감응(感應)’한 현상.54)

여기서언급할것은 (4)의성물이보여주는기적이나신비스러운현상만으로해

52) Geary, “Sacred Commodities,” 200-201.
53) Geary, “Sacred Commodities,” 208.
54) 진신사리의 진위와 관련하여 필자와 서광사 주지 스님과의 2015년 10월 15일 인터뷰
내용. ‘감응’이란느끼고응한다는뜻으로, 중생이불심을느끼면부처가이에반응하여
신통력을나타내는것을일컫는다. 한국불교계에서자주언급되는진신사리기적으로는
진신사리의증식(增殖)혹은분신(分身)을들수있다. 진신사리증식논란 , 경향신문,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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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물의종교적권위가자동적으로보장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진신사리의

경우대부분두그룹이나개인사이의신뢰를바탕으로그소유권과장소가이전되

기에 (2)와 (3)의기증자의높은신뢰성과이를바탕으로한 (서면) 확인서가해당

사리가진품임을보증하는중요한근거로작동한다. 더불어서 (1)과같이해당사리

가자신의고유한역사를구비하고이를바탕으로내러티브가구성/전승된다면해

당사리의권위는보다길게유지될조건을갖추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성스러운

물품이새로운사회문화적환경에서하나의성물로서 ‘재탄생’하기위해서는위와

같은복합적인과정을통해성물로서의상징적가치와종교적권위가새롭게구축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어리의중세성유물연구는성물의가치가내재적으로고정된것이아니라성

물이이동하는구체적인사회문화적맥락속에서끊임없이재구축됨을밝히고있

다. 이러한성물에대한접근방법은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가–단순히교

환의 형식이나 기능보다 - 교환되는 사물 자체에 주목하여, 해당 사물의 ‘사회적

삶(social life)’ 혹은 전기(biography)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며, 모든 물품이

‘상품의상태’로들어갈수있음을지적한것과도일맥상통한다. 아파두라이는여기

서 ‘상품’을 경제적가치를가진대상그리고 ‘상품의상태’를 다른것으로의교환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55)

여기서사리소유권을두고 (경기도가평소재) 현등사와삼성문화재단사이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법정 공방은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현등사 측은

그간도난당했다고추정했던사찰의진신사리를삼성리움미술관이소장하고있다

는사실을확인하고, 사리는종교적신앙의대상이기에취득할수있는대상이아니

며, 법률적으로도사리는죽은자의신체일부이기에매매/유통의대상이될수없

55) 또한아파두라이는 ‘상품’의가치가교환과정을통해상호적으로결정된다고말한다. 즉
특정대상에대한욕구는다른대상을희생함으로써성취되며, 이다른대상은또다른
이의욕망의대상이라는것이다. 따라서한사물의경제적가치는이러한 ‘희생의교환
(exchange of sacrifice)’ 의해서발생하며, 결국욕구가해당대상에게가치를부여한다고
말한다. Arjun Appadurai, “Introduction: commodities and the politics of value”, (ed.)
The Social Life of Things, 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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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사리반환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해삼성문화재단은사

망한유명인의신체일부가경매를통해이미거래되고있는현실에서사리유물도

거래의대상이될수있다며해당사리의반환을거부한것이다. 2006년 7월당시

재판부는현행법에근거해 (사리) 구매자인삼성문화재단의소유권을인정하였으

며, 이로써현등사는반환청구소송에서패소하게되었다. 그러나이후항소심도중

삼성문화재단측이같은해 9월–불교계의거센반발로-전격적으로현등사사리

및사리구일체의반환을결정함으로써법정공방은일단락되었다.56) 위의사례는

진신사리가사리탑에봉안되어성물로서경배의대상이되기도하고, 도굴되어시

장에서 매물즉 상품으로 거래되어새로운소유주를 만나기도 하고, 다시 본래의

장소에성물로재안치되는등–대부분의다른성물과같이 -끊임없이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신사리의활발한이동과관련하여또다른이슈는다른불교성물-경전, 불상,

불화등 - 과달리왜유독사리가 ‘기증’의대상으로선호되어초국가적인활발한

이동을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중세 유럽에서 당시

교회가성인의유골을개인이소유․판매하는것을공식적으로금했음에도불구하

고- 교회의경우자신의종교적권위를주장하고, 개인의경우자신의권력을과시

하기위해- 성인의유골에대한수요가증가하자, 유골판매를위해성인의유해를

분쇄(分碎)하는일이빈번히행해졌다는것이다. 당시교회는성인의전신유골이

가지고있는강력한힘은 (먼지처럼) 작은 그일부분에서도동일하게발휘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였다.57)

한편근래에동남아국가에서유입되는진신사리대부분은예전에주로관찰되

던유골의 (뼈)조각이아니라다양한색상의매우작은 (구슬이나모래알과유사한)

결정체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리 형태는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에 동시대 진신사리의 활발한 유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동남아

국가로부터매우작은구슬모양의진신사리가다량으로공급되면서최고의성물로

56) 우혜란, 성물(聖物), 전시물, 상품 , 150-151.
57) Carlà, "Exchange and the Saints,” pp. 4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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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신사리의희귀성은커다란도전을받고있다. 그러나중세의교회가그러했듯

이 불교계 또한 이러한 성물의 증가를 정당화하는논리를갖추고있으니, 그것은

진신사리대부분이분쇄된형태의쇄신(碎身) 사리로 처음부터그수가엄청나게

산정되어있다는것이다. 경전에는화장후부처의남은유골을수습하니 8섬 4말

(약 18가마니)이 나왔다고기록되어 있으며,58) 이는정확한계량적 수치라기보다

무척많은양임을표현한것이다. 이와더불어진신사리는초자연적힘으로스스로

증식(增殖)한다는믿음또한넓게퍼지면서진신사리의수는무한대로확장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여기서왜한국의불교성직자와사찰은진신사리수집에몰두하여한

국사회에진신사리범람을가져오는가하는질문을던질수밖에없다. 즉진신사리

의 가치는 그 희귀성/희소성으로 인해 유지/보장되며, 진신사리의 급속한 증가는

진신사리의가치하락은가져오고이는진신사리를통해종교/문화자본을확보하

려는불교계의전략을무산시킬수있기때문이다.59) 그러나이에대한한국불교계

의 문제의식은 크게감지되지 않으며, 사찰 간 무한경쟁속에서진신사리 수집은

현재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V. 결론

본고는 동남아 불교권의 진신사리가 ‘기증’, ‘증여’, ‘봉양’, ‘희사’ 등의 이름으로

한국불교계에대량으로유입되고있는현상에주목하여, 이러한성물의유통방식

이가지고있는다층적의미와메커니즘을파악하고자하였다. 우선불교계가해당

용어를선호하는이유는–자본주의시장경제와대비하여 - 진신사리를제공하는

쪽의 ‘순수한’ 의도와 함께 진신사리의 교환과정에 참여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58) 장아함경(長阿含經)권4 유행경(遊行經)및 잡아함경(雜阿含經)권23, 대반열반경후
분(大般涅槃經後分) 등의 경전

59) 참고, DavidMorgan, “The Materiality of Sacred Economies,” Material Religion 11(3)
(Oxford, Eng: Berg, 2015):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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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세속적이익을추구하지않음을부각하고, 이로써해당교환을성스러운종

교적행위로그리고해당진신사리는이과정에서그성스러움이훼손되지않았음

을피력하는담론을전개하기위함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진신사리가한국사찰

에기증된후해당사찰이사리기증자나기증국(寄贈國)을 상대로진행하는여러

사업에서볼수있듯이, ‘증여’는호혜성의원리에기초하고있으며상호연대를확

인혹은새롭게구축하는기제로작동하고있다. 특히필자는일련의구체적인사례

를제시하며진신사리를둘러싸고기증자와수혜자의위치가고정된것이아니라

중첩될수도뒤바뀔수도있기에언제나그역할이명확히구분되는것이아님을

지적하였다. 이는성물기증이일차적행위가아니라이차적,즉답례의성격을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부르디외의 ‘자본’ 이론을바탕으로진신사리교환의궁극적목적에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한국 불교계의 경우 특히 비주류 종단과 군소 및 신생

사찰들은경쟁이치열한종교시장에서자신들의종교적권위와차별적위치를담보

받기위해최고의문화자본이며쉽게경제자본으로변환될수있는진신사리확보

에매진하고있다고볼수있다. 동남아국가의경우이들국가가사리를보다부유

한 이웃 나라의 사찰, 불교단체,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후자와의

관계망을구축하여이들과의정치적/문화적/경제적협력관계를구축하고자함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 최고 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 진행되는

진신사리기증은생산적인국제관계를구축하기위한 ‘성물외교’의일환으로, 사회

자본 혹은 관계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진신사리자체에초점을맞추어어떤사리는양도(선물)되며어떤사리는

양도될수없으며,또이러한사리의지위는본질적/고정적인가에대한논의를진행하

였다. 이를위해필자는불교성물그리고진신사리의층위혹은가치위계를설정하

는작업을시도하였으며, 이러한층위에서상대적으로하위를차지하는불교성물이

나진신사리가양도될가능성이크며, 진신사리의경우가치위계에서가장하위를

차지하는것은개별적특징이나역사성이부재한그대신높은이동성을가진진신사

리복제품으로전시품이나상품으로유통될가능성이크다고진단하였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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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의지위가고정적이라는의미는아니다.필자는학계의최근관련논의를소개하

면서성스러운물품이이동하는과정에서개별의구체적인사회문화적콘텍스트에

따라 ‘선물’도 ‘상품’도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특히성스러운물품이한장소에서

다른장소로이동할때, 해당물품은새로운곳에서성물로서의위상이새롭게구축되

어야 하며, 여기서 새롭게 이운된 진신사리도 예외가 아님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필자는동남아국가로부터진신사리가한국불교계에대량으로유입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물로서 진신사리의 희소성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이한국사찰들이–한국의개교회주의처럼 - 치열한생존경쟁에돌입하였음

을반증한다고보았다. 한국사회의이러한진신사리의양적팽창은 ‘종교시장’ 이론

이나 ‘합리적선택’ 이론으로설명하기어렵다는점에서필자에게는하나의이론적

도전으로 남아있다.

주제어: 진신사리, 불사리, 성물의유통, 선물, 선물교환,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품화,

가치위계, 선물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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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irculation of Sacred Objects in 

Modern Society
- Focusing on Buddha’s Relics 

Woo, Hairan (Seoul National Univ.)

It is worth noting that a large number of Buddha’s relic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brought into Korean society under the names of 

'gift-giving’ or ‘donation.’ So, the main issue of this article is why the 

groups/individuals who provide as well as receive Buddha’s relics make 

use of the term ‘gift-giving,’ which designates a specific mode of exchange. 

Firstly, some local and international factors are mentioned which make 

Korean temples keener to acquire Buddha’s relics. Secondly, related theories 

on ‘gift’ or ‘gift-giving’ are introduced, and multiple meanings/mechanisms 

of gift-giving or gift-exchanging were discussed by giving specific examples. 

Thirdly, focusing on Buddha’s relics themselves, the following issues are 

addressed; which relics are movable/alienable and which are not, and whether 

the status or value of a certain Buddha’s relic is intrinsic. For that, this 

author set up a value-hierarchy/level of Buddha’s relics hypothetically. Lastly, 

it is stressed that every sacred object could be a ‘commodity’ in the course 

of its transfer, depending on the specific socio-cultural context the object 

m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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