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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송현주* 

‘근대(近代)’라는 시점은 현대 한국불교의 내용파 성격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속하는 근대는 한편 

으로는 정치적 대격변기에 속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확적， 종교적 지도(地圓) 

가 바뀌는 급격한 대변화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대격변 

기 속에서 한국불교는 다양한 방면에서 도전과 위기， 그에 맞서는 웅전과 새로운 

기회의 순간을 경험하였다. 바로 그 기회의 순간 한국의 불교가 모색한 진로와 방 

황， 고민 둥은 나륨대로 근대한국의 불교를 형성해갔으며， 그것은 현대한국불교의 

성격과 내용올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한국불교률 이해하는 데 근대 

한국불교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 서올대 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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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근대한국불교가 지닌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 시기에 불교의 개혁이 주요한 쟁 

점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불교는 개혁불교라는 특정을 지닌 

다. 그런데 근대불교개혁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 중의 하나는 의례분야였 ) 

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용운{購聽)의 『조선불교유신론(훔購佛敎維新論}JJ(이하 

『유신론Jj}에서의 의식개혁주장이다. 1910년에 저술하고 1913년에 발표한 이 저서 

는 당시 한국불교에서 의례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 사안이었음을 중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용운의 『유신론』에서 주장한 의례개혁은 매우 과격한 것이어서 실 

제 현실화되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이었다.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불교의례 

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당시 상햄l 맞게 보완하그찌 했던 의례개혁론자들도 있 

었다. 그들은 보다 구체적 방법에서 불교의례를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하고자 노력 

하고 그 성과물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들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능화{李能 

和)， 백용성(白홉戰}， 권상노(權相老) 둥이었다. 이들 중 이능화와 권상노는 당시 일 

제의 식민지하의 상황 속에서 친일(親日)의 행적올 남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 

혁적 인물로 알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올 떠나 불교의례의 내면적 차원 

에서 볼 때 그들에게는 분명 개혁적 요소가 있었다1)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근대불교시기에 둥장한 의례개혁의 여러 논의들을 이상의 

네사랍， 즉 한용운， 이능화， 백용정， 권상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나타 

난 당시 한국불교의 의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한국불교 

의례의 개선안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노 

선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여러 관점이 존재했고， 그훤 실천한 의례개혁의 산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935년 편찬하여 오 

늘날까지도 한국불교의례의 기준서로 존재하는 『석문의범(釋門嚴範}JJ 이 이러한 근 

대불교시대의 의례개혁논의와 어떤 연판이 있으며， 어떤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찰펴보는 데 유용한 자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이 지향하는 것은 현재 한국불교의례의 모태가 되어 있는 『석문의범』이 근대 

1) 본래 불과H혁운동의 주류는 항일(抗日 )과 반식민지적(反植民뼈성) 운동의 성격올 띠 
는 것이다. 이런 변에서 볼 때， 이능화와 권상노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처신변에서 
과연 불교개혁의 주류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올 제기할 수 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활 때 일면적 차원에서 그들의 다른 업적까지 도외시해서 
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이들의 친일적 성격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전개 
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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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의 의례개혁논의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지， 또 현대의 관점에서는 

어떤 성격과 한계롤 지니고 있는지 조망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작업은 

다음의 별도의 논문으로 삼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다만 근대불교시기에 둥장했던 

다양한 불과R혁의 논의들올 살펴봄으로써 다음 단계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2. 근대한국불교의 개혁적 성격 

1) 근대불교의 시대구분 

한국불교에서 언제부터 어디까지롤 근대불교라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다. 근대불교라고 할 때 ‘근대’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대， 중세， 근대라 

는 3분법보다 세분회된 개념이다. 넓은 의미에서 근대불교는 개항{開港， 1876년) 

이후부터 일제에서 해방된 시점(1945년)까지를 폭넓게 지시하고 있다:2) 그러나 한 

국불교사의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근대불교의 기점은 1895년， 1897년， 

1899년 둥을 들고 있다'. 1895년， 1897년， 1899년은 특별히 한국불교사에 의미있는 

사건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태는 『한국불교사개설』에서 왕조사와 병행하여 

시대구분을 한 후， 근대불교의 시대를 1897년부터 1945년으로 잡고 었다. 그는 근 

대불교를 최근대불교(最近代佛敎)로 부르기도 하는데， 1897년을 근대불교의 기점으 

로 삼는 이유는 시대구분의 편의상 왕조사(王朝史F~)의 형식에 따라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으로 고친 시점에 주목한 것이다.4) 그러나 사실상 김영태도 숭려의 도성 

출입금지령(짧滅出入禁止令) 해제가 한국불교의 한 전환기가 되었다는 것올 강조하 

2) 金敬執， 『한국근대불교사JJ(경서원， 1998), pp.l3-18 참조 김갱집은 근대불교의 기점 
용 어디로 잡율 것인지의 문제롤 제기하고 지금까지 나온 학계의 근대불교 판계 자료 
들의 시대구분 개념을 검토하고 었다. 김경집은 이 글에서 대부분의 근대불교판계자 
료들{예를 들어 佛敎史慶會 編 『近代韓園佛數史꿇:~(民族社， 1988); 金光梅 『韓團近代
佛敎史짧究JJ(民族社， 1앉)6); 鄭統훌훌 『近代韓日佛敎關係史fff究JJ(仁뼈大出版部 1994) 
둥)은 모두 일제시대에 관한 부분단많 다루고 있으면서도 근대라는 시대구분올 사용 
함은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 근대라는 용어률 사용해야 하는 지 그이유를 누락하고 있 
다고지적한다. 

3) 허홍식， “한국불교사 시대구분론”， 불교신문사 면， 『한국활교사의 재조명(불교시대샤 
1994), pp.24-32. 이 글은 대부분의 개설서가 왕조사와 불교를 연결짓는 방법에 의존 
하고 있다고 보며， 불교사의 의미률 드러내는 다양한 시도롤 통해 왈교사의 시대구분 
이 보다 활성화되기률 제안하고 있다. 

4) 金煥泰 w韓國佛敎史鷹說.!(經書院 1993), pp.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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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한국불교의 근대룰 1899년부터라고 보는 관점은 1899년의 웬홍λH元興츄) 설립 

을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데 근거하고 있다. 박경훈은 한국불교의 근대가 

조정(훌應)이 그동안 방치했던 사찰을 국7까 관리하기 위효얘 원흥사롤 세운 1899 

년(光武 3년)에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것은 이 시기에 조정이 한반도를 둘러싼 중 

국， 소련， 일본， 프랑스 영국 둥 열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화하면서 사찰관리에 

근대적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5) 그러나 박경훈 역시 1899년의 원홍사 설립보 

다 한국불교사에 더 중요한 계기는 1895년의 숭려도성출입금지 해제사건이라고 보 

고 있다. 물론 이 사건은 일본의 숭려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친일적 성 

격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박경훈이 1899 

년에서 거슬러 올라가 1895년에서 근대의 장(章)을 열고 있는 것6)은 숭려의 도성 

출입금지해제로 인해 불교가 비로소 조선시대의 숨막히던 억불정책으로부터 놓여나 

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이 사건올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많은 사랍 

들이 동조한다. 사실상 숭려의 도성출입금지의 해제 이후 한국불교의 ‘근대’는 시작 

됐다. 그것은 배불정책으혹 숭패增科)는 물론 도첩제(度傑制)의 폐지로 불교가 사 

회포교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산중으로 들어가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것에서 벗어나 민중을 포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소외받았던 불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었 

고， 잃어버렸던 종단이 재건되는 동인(顧뼈)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7) 

따라서 한국불교에서 ‘근대’는 좁게는 1895년 숭려의 도성출입금지해제로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이르러 역동적인 힘을 발 

휘하려면 그 이전에 힘올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근대 한국불 

교사에서 그 힘은 1876년 개항올 전후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했디는 점에서 개항기 

는 매우 중요하다센 특히 일본불교의 한반도 상륙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는 매우 

5) *~敬動， “近世佛敎의 líff究" 佛敎史學會 編， 『近代韓關뼈敎史짧~(民族社， 1988), p.l5. 
6) 박경훈， 위의 글， p.l6; 승려의 도성출입금지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鄭班
鎬 “ 日帝의 宗敎政策과 植民地佛敎" 佛敎史學會 編 『近代韓關蘭敎史꿇.8， 앞의 책， 
pp.70-&1; 빼뼈혐뽕、 “ R帝時代의 佛敎”， 佛敎史學會 編 『近代韓顧했敎史훌용.8， 앞의 책， 
pp.l44-46 참조 

7) 金敬執 앞의 책， p.l7, 22, 33. 
8) 위의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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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롤 지닌다 .. 1876년의 강화도조왜江華島條約)온 얼본의 대륙진출올 합 

법적으로 보장하고 마침내 한국에 대한 식민지경영으로 아어지게 됩으로써 이후 

일본불교의 활동이 두드러진다~9) 이런 점에서 개항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의미 

를지닌다. 

2) 근대불교의 시대적 상황 

한국불교사의 판점에서만 본다면 ‘근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시 

기이다. 개항으로부터 촉발된 한국의 근대불교는 조선조 억불정책 아래 억눌려온 

불교에 새로운 기회롤 제공해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환불교의 상륙과 신교자 

유(信敎自由)라는 다종교사회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 시기 동안 한국불교는 대내외 

적으로 큰 변동을 겪었다. 그 하나는 조선조 500여 년의 억불정책의 사슬에서 벗어 

나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하니는 서구의 기독교가 들어와 그 세력올 확장하여 불 

교를 급격하게 위협하였다는 것， 또 하나는 동학{東學) 및 각종의 신흥종교가 일어 

나 구세도중{救뼈:度짧)을 부르짖었다는 것이다)0) 이와 같이 근대불교의 여명기는 

개항이후 새로이 조성된 여러 상황 속에 종교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였다. 

또한 여기에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일본불교의 상륙이 있었다. 1905년의 율사보 

호조약을 거쳐 마침내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중에 한국불교계는 

일본불교계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입는다. 일본불교는 종피불교(宗派佛敎)의 

성격 그대로 한쇄 이식되어 다양한 종파들이 포교활동올 전개하였다. 최초로 한 

국에 상륙한 일본불교는 1877년 부잔에 진출한 진종대곡파{質宗大삼派)였다. 정토 

진종의 부산 상륙 이래， 1910년대까지 한국에 상륙한 일본불교는 진종대팍파， 얼련 

종(日運宗)， 정토종(뺑土宗)， 진언종(質言宗)， 초동종(費에蘇) 둥이었으며 이들윤 사 

찰 및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침투해둘어갔다.11 ) 이러한 일본불교세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불교를 홉수하려고 하였으며 마침내 1910년 한국불교 대표종 

단인 원종{圖宗)과 일본불교인 조동종의 맹약체결까지 기도하게 된다)2) 근대불교 

의 개혁운동은 이러한 시대의 전반적 상황아래서 일어나게 되었다. 

9) 鍵銀容， “近代佛敎改草運動f’， 『韓國뽑想史大잃 6(韓뿔構$文f細究院 1993), p.l47. 
10) 韓鍵萬， “佛敎維新思想”， 훌훌鐘홉홉 編 『現代韓國의 佛鼓思행냉(한길사; 1980), p.167. 
11) 柳炳德 앞의 글， pp.l54-55. 
12) 원종과 조동종의 맹약체결 옴직엄에 대해서는 위의 글， pp.l46-49; H敬動， “近世佛敎

의 짧究" 앞의 글， pp.31-39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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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불교와 개혁운동 

한국불교사에서 근대불교의 주요한 특정은 불교개혁운동이 주류(主流)로 동장했 

다는 것이다. 근대불교는 혼히 개혁불교로 특징되는데 그것은 근대불교가 개화기 

를 맞이하여 격변하는 정치 사회상황과 더불어 일어난 시대사명의 자각에 바탕하 

고 있다. 그것은 불교교단의 전통적인 모습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존재양식을 

추구하는 강한 실천이념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n)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 

해 불교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와 교화의 역할올 근대라는 시대적 변혁의 분위기 

를 통해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였으며， 종풍{宗風)의 확립이나 숭 

단의 제도와 의식(嚴式)의 개혁 교육과 포교의 변화추구 그리고 계몽적 활동에 이 

르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14) 

도성출입금지가 해금된 이후 불교계에 나타난 최초의 개혁운동은 결시{結社)틀 

통한 교단의 자체개혁운동이었다. 그것은 경허(鏡虛)에 의해서 주도된 정혜결사{똥 

慧結밤)였다. 경허의 정혜결사는 1899년부터 1903년에 영，호남올 통하여 이루어졌 

다. 이 시기는 안으로는 조선조의 배불정책의 영향으로 불맥(佛服)이 쇠퇴해져 발 

심수행(發心修行)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었고1 밖으로는 일본불교의 유입으로 한국 

불교의 전통이 변질되기 시작하여 혼톤의 시대를 겪올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선 

(輝)의 중흥을 통해 불교의 근본으로 돌。까자고 주장한 것이 경허의 결사운동이었 

다)5)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의 불교는 이런 천통적 결사의 운동만 가지고는 문제룰 해 

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구도속에 놓여있었다. 그 구체적인 한 예가 

사찰령(츄쩨令)이었다~ 1911년 6월 3일 일본은 한국의 불교계룰 장악하기 위해 사 

찰령올 발표하였다. 사찰령으로 인해 한국불교는 많은 변회롤 겪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한국불교가 자체의 특색올 상실하고 인위적 제약 속에서 독자적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커l 되었다는 점이다)6) 포한 주목되는 사실은 한일합방과 동시에 한 

얼불교의 통합 옴직임이 전개되어17)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더욱 위협되었다는 사실 

이다. 

13) 梁銀容， “近代佛敎改훌運動’， 앞의 글， p.l39. 
14) 梁銀容， “훌相老 佛數改훌恩想의 if究”， 『빼짧宗觀思想의 再照明』 上권(톨山 韓基斗博

士華甲紀용꿇훌훌 圖光大出版局 1993), p.437(金敬훨 앞의 책， p.278해서 재인용). 
15) 金敬執， 위의 책， pp.22-23. 
16) 위의 책， pp.275-76 참조 
17) 짧銀容， “近代 佛敎改草運動r， 앞의 글， pp.l53-55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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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하 불교계는 항일(抗日)의 모습옳 띠게 되며， 그것은 대 

략 다음 세가지 부류로 나쥔다. 첫째， 송경허(宋鏡虛， 1없8-1912) ， 신혜월(申훌月， 

1892-1937), 방한엠方漢岩， 1876-1951), 송만공{宋輪空 1871-1946) 둥의 전통불 

교수호운동이다. 이 운동은 고래로 전숭되어온 사찰의 경내에서 산올 떠나지 않고 

불교본래의 딴목을 찾아서 그것올 수호해나간 산숭(山個)들이 주축이 되었다. 둘째， 

백용성(白龍城， 1864-1940), 박한영(朴漢永， 1870-1948), 한용운{轉睡， 1879-

1944) 둥의 사회참여(사회정화)운동이다. 아들은 불교룰 수행하는 숭려의 신분으로 

직접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일제에 항거하는 한편， 한국사회 자체내에서 불교수행자 

들 스스로 생활올 개혁하여 시대조류에 맞는 제도와 방편융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능해李能和 1869-1943), 박한영， 권상노(權相老， 1879-1965) 둥의 

학자불교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직접적 반항과 부정적 태도로만 

부딪치는 것이 해결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한국인의 전통의식과 한국인의 특 

색이 무엇이며 한국의 역사형성은 어떻게 지속해왔는가 둥을 더듬어 이를 체계화 

한 이른바 국학개뱉國擊開發)올 서두른 불교학자들이었다.18) 이들중 첫째 부류의 

입장은 주로 선불교(輝佛敎)의 입장에서 전통불교 수호운동융 주장하는 사랍들이었 

고、 둘째 부류의 입장은 전통불교의 개혁올 외치며 독립운동과 사회유신올 주도하 

였던 개혁론자들이었다. 그런데 셋째 부류는 이들 중 많은 학자들이 후에 친일불교 

학자로 변모하였으므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는 동시에 19) 또한 불교학연구의 지명 

을 열었다는 정에서 불교개혁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명가되는;ZO) 양면성을 지닌다. 

한용운， 백용성， 이농화， 권상노의 불교개혁운동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 

다. 그리고 불교의례의 개혁도 이러한 전반적인 개혁운동 속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 

로 둥장했다. 의례는 종교구성의 3대요소의 하나로서 종교성립에 필수불가결한 것 

이므로21) 불교개혁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부분이이었다. 그것은 이념적 

이론이나 선언문의 형식으로、 혹은 그들의 구체적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 

다. 

18) 柳炳德， “ 日帝時代의 佛敎”， 앞의 글; pp.l57 -158. 
19) 柳圖坤1， r<훨輸佛敎維新論〉과 <朝維佛敎草짧짧〉의 成立背景 i'f究」， 『한국종교』 제 

17집(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2), p.l88. 
20) 梁銀容， “近代佛數改훌運劃’， 앞의 글.， p.l55. 
21)]. Wach, η'pes of Religíous Experience(Univ. of Chicago Press, 1972), 

pp.30-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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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한국불교에서 의례개혁운동의 전깨 

1) 불교의례의 문제상황 

근대불교에서 의례개혁에 대한 요구가 비둥하였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조선후기부터 근대에 걸쳐 존재하던 불교의례의 양상올 개괄해볼 필요가 있다. 조 

선시대불교의 주요한 특정은 억불정책(빼佛政策)과 종단폐합(宗團廢合)이라는 변화 

된 환경 속에서 불교가 자생적 수단으료 민중불교화{民짧佛敎化)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국가적 후원 아래 존립했던 고려시대 불교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불교는 

민간차원에서 대중의 구복{求福)과 망재亡者)의 추선(追善)올 담당하는 시주의존 

적(施主依靜성) 교단으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군신， 양반， 

유생 둥 남성들은 배불(排佛)의 태도를 보였으나 여성들은 다수가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불교에 귀의했으며， 이와 같은 이중적 양상은 조선왕조말에 더욱 첨예하게 되 

었다. 여성들에게는 사찰이 유일한 위안처가 되어 갖가지 소원성취를 기구하는 장 

소로 변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유교가 지닌 종교적 기 

능의 한계가 큰 몫을 하였올 것으로 보인다.껍) 이같은 사회풍조 속에서 대부분의 

승려들은 부녀지들을 불상 앞에서 기도해주는 것을 본직으로 삼게되었으며， 점점 

불교 본래의 뜻과 가치롤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갔다. 이것을 일러 혼히 

무당적(필堂的} 불교라고 속칭한다.장) 

이런 상황 때문에 조선시대 불교는 일반민중올 대상으로 하는 ‘의례불교(嚴뽑佛 

敎)’를 전개했다고 평하기도 한다.장) 그런데 이 조선시대 의례불교의 전개는 18세 

기 이후 몇차례의 의례요집(嚴禮要集)의 발간과 관계가 있다. 18세기 이후 『범음집 

(했音集)dJ(1723) ， Iì'작법귀감(作法龜鍵)dJ(1826) ， [j'동읍집(同音集) dJ (연대미상이나 범 

음집， 작법귀감과 동시대로 추정)， Ii'일판집(一뻐傑) dJ (연대미상" 18세기 이후로 추정) 

둥이 간행되는데， 이들은 모두가 의례나 의식에 의해 신앙심의 고조를 진작하그l자 

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25)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 

불교의식에 있어 범패(뺑貝)의 부홍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환{智還)이 종 

22) 徐聞吉， “흉購朝 密敢恩행冊究" i'佛敎學報J 2009잃)， p.l 14. 
23) 柳炳德 “日帝時代의 佛敎" 앞의 글， pp.l42-43. 
24) 洪潤植 “近代韓國佛敎의 信때嚴禮와 民樂佛敎”， 『뚫山 朴吉質博士 古橋紀융、 轉행近代 

宗敎멍想史.，n(圓光大出版局， 1984), p짧3. 

25) 위의 달， p.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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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재의식문틀올 집성하여 산보(때輔)한 『범용집d1(1723 刊)용 의식에 있어 범패 

의 기농을 중시하고 이률 바로잡는데 목적융 두고 있었으며， 『작법귀감』， 『동읍집d1， 

『일판집』 역시 의식에서 사용되는 범패 혹은 읍율{홈律)에 관심윷 두고 있었다. 특 

히 중요한 것은 18세기 이후 범패의 중흉에 중점율 두어 면찬된 이 의식집들에서 

불교의식은 범꽤， 나비춤， 바라춤 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디는 점이다.행) 홍흉식은 

이런 불교의식올 예능적 특성(廳빼 特性)을 지닌 의례， 즉 ‘예눔적 불교의례(廳g 

的 佛敎嚴禮)’라고 부른다.건) 홍윤삭은 이런 예농적 특성융 지닌 불교의식이 무당 

회{파堂化)되었다고 비판받기도 하나， 불교가 일반 서민대중올 구제의 대상으로 삼 

으려 하였올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Il'볍읍접』 둥의 

의식집의 내용올 살펴볼 때， 조선시대의 민중은 수행(修行)， 간경(看經) 보다 장엄 

한 의식올 행함으로써 안섬입명을 엄고자 하였으며， 현실적 공리신양(現實的 功利

信때)이 크게 성행하였다는 것이다.잃) 

그런데 이러한 불교의례의 민중적 전개 혹은 무속화 예농화 현상온 근대활교의 

의례개혁운동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받는 부분이다~불교』 제35호에 실린 박숭 

주{朴購周)의 “재공의식(購供嚴式)에 대히야’는 이런 문제의식율 압축적으로 드러 

내주고 있다. 이 글은 1927년 당시 불가의 재공의식이 도깨비연극이나 무당의 푸닥 

거리와 같다고 성토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이 주장하는 요점은 몇 

가지로요약된다. 

1. 재공의식이란 현재 조선사찰에서 거행하는 일종의 예식이다. 그런데 그 예식 

의 절~t7t 하나도 법다운 것이 없으며 또 예식을 집행하는 행동이 심히 난잡비루 

하여 조금이라도 양심올 가진 사람으로는 참아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식이다. 무당 

의 푸닥거리나 독갑이(도째비) 연극이라 하면 적합하다. 

2. 없애고자 주장하는 것은 정[靜J ， 바라{錄羅]， 장고(長鼓) 둥 난잡한 기귀器具) 

와 더러윈據훨 무도식행동{포道式行動) 뿐이오 범음(했音)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 

는다. 범음은 신성한 음악이다.갱) 

26) 위의 글. pp.쟁5-491 참조; 짧田짧雄 『輔젊佛敎史.!I， 申뿔淑 譯(民族社， 1988), p.247 
참조 조선 후기에 범패의 유행에 따라 숭려의 무용인 숭무(個舞)가 성왕올 보거} 되었 
음올지적하고 있다. 

27) 洪潤植， “近代轉젊佛敎의 감훌때嚴體와 民聚佛敎”， 앞의 글， pp.491-95 참조 
28) 위의 달， p.491. 또한 pp.494-495 참조 
29) 村勝周， “蘭供嚴式에 對동싸’， 『佛敎』 鄭5號.(1927) ，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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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927년 당시 불교의례의 무속성과 기복성， 법식의 상실 둥올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1920년대까지도 근대한국의 불교의례는 정리되지 않고 난삽했으 

며 무속화되어 경건함과 엄숙함올 앓고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었다. 뿔만 아 

니라 그것은 조선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교교단 내에서도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만 조선시대의 억불정책하에서 이런 의례는 불교교단의 생존전 

략이어서 오히려 조장될 수 있었으나 이제 종교자유의 시대률 맞아 자유롭게 포교 

경쟁을 하게 된 근대불교시기에는 이런 의례의 행태에 대한 자기비판이 따랐던 것 

이다. 

근대불교에서 나타난 여러 의례개혁론파 실천들은 이같은 당시 일반적인 불교의 

례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개혁운동가들의 평가와 개선안 

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히 불교의례의 본질논쟁에만 

관계되지 않고1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항일운동이라는 다양 

한 시대척 상황과 맞물려 복잡하고 다OJ=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 의례개혁운동의 제앙상 

한국의 근대불교시기에 나타난 대표적 네명의 의례개혁가는 한용운， 빽용성， 이 

능화， 권상노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이념적 글을 통해， 혹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근대불교시기에 의례에 관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이들의 업척은 당시 불 

교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의례관계 주요활동과 이념 구체적 실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 

다. 살펴보는 순서는 불교의례개혁에 관한 그들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저작의 

발표연도나 활동시기에 따른다. 

(1) 한용운{韓龍훌)과 『조선불교유신론택購佛敎維新論)JJ 

: 의례개혁올 통한 불교의 본철회복운동 

『조선불교유신론』온 한용운의 첫 저서이며 불교개혁운동의 실천이념올 집약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한국불교에서 나타난 개혁론 중 가장 과감하고 이상론적 성격올 

띠고 있었다. 불교의례에 대한 그의 입장 또한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이었다. 따라 

서 그것은 한국불교의 개혁에서 의례의 문제가 매우 긴급한 부분임올 대내외에 얄 

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용운이 따악한 당시 불교계의 위기상황은 급박한 실 

정이었다. 다른 종교들이 용성하고 있을 때 불교는 그에 대적할 협조차 없어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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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또한 조선불교교단의 구성원 역시 무기력하고 쇠락한 사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남자신도는 별로 없고 또 있어도 하둥{下等)에 속하는 사랍들 뿐이라는 것 

이다}ll 

이런 조선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불교의 유신이 필요하며， 그 유신은 매우 과 

감한 것이어악 했다. 그것은 파괴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유신， 즉 진정한 창조가 가 

농하다는 의미에서이다. 한용운이 본 한국불교의 당시 현실은 매우 고질적이고 심 

각한 수준에 달해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방면 

에서 고질병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러한 심각한 불교의 현실을 고치는 데는 과감 

한 파괴가 필요하며， 그러한 파괴가 있율 때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개혁에 보수적 노선(保守的 路線)이나 접진적 개량주의(漸遭성 改良主義)는 

장애가 될 뿐이었다.잃) 

이 처럼 한용운의 개혁이론은 급진적 성격을 담고 있는데， 『유신론』에서 불교의 

례의 개혁부분도 그 예외가 아니다. 총 17장으로 이루어진 『유신론』에서 불교의례 

에 대한 그의 입장은 ‘불7에서 숭배하는 소회[論佛家옳拜之題觸]’와 ‘불가의 각종 

의식[論佛家之各樣嚴해’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가 이 글에서 제기한 개혁방 

안은 첫째， 불가에서 숭배하는 불상이나 그립[題輪]이 너무 많아 개혁이 필요하다 

는 것，앓) 둘째， 부처와 보살의 상{像)과 그림 역시 너무 많아 매우 번거로우니 석 

가불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34) 셋째， 조선에서 행하는 불교의 의례가 매우 비열하 

고 질서가 없으니 모두 폐하여 하나의 간결한 의식올 만들자는 것이다. 재공양(爾 

供養)의 의식(뺑具 四物， 作法， 禮뿔 및 기타)과 제새察祝) 때의 예절(對훌， 施食

및 기타)， 명시의 예식(E時佛供 朝?禮佛， 念調， 醒R 및 기타) 모두 폐하여야 한 

다.35) 호냉운은 이 밖에도 부처에 대한 공양올 반공{飯供) 대신 법공{法供)으로 해 

30)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이원섭 옮김(운주샤 1992), p.83(‘사원의 위치’). 
31) 위의 책， p.70(‘포교’). 
32) 위의 책， pp.37-39(‘불교의 유신은 마땅히 파괴로푸터’); Ii"황雖佛敬維훌蘭』 原本(위의 

책 부록)， pp.15-17 참조 이 글에서 훈탱운은 수구피{守훌旅)와 개량주의재改良효義 
者)들올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수구파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구파가 바로 개량주 
의자들이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당시의 정치적， 불교적 상황으혹 판단할 
때 이들은 이회굉{휩홉光) 중심의 원종파 조동종의 맹약추진피{盟활離違派)였올 것으 
로 추정된다.이렇게 훌 때， 한용운이 급진적 개혁론자였던 데 반해 이회팡파 권상노 
둥의 원종 측은 온건한 성격의 점진적 개혁론자들로 판단된다. 梁銀容， “近代佛敎改草
運動’， 앞의 글， pp.l61-68 참조 

33) 위의 책， pp.89-98(‘불개佛家)에서 숭배하는 소회(題뼈)’). 
34) 위의 책， pp.98-99(‘불7에서 숭배하는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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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고 하였으며， 재공양과 제사는 복올 비는 의식이므로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6) 이것은 매우 혁신적으로 일체의 의식작법들올 폐지 또는 간소확하고 있 

는 점이 특정이며 따라서 ‘의식폐지론(嚴式廢止論)’ 혹은 ‘의식간소화론(嚴式簡素化 

論)’이라고 할 수 있다.꺼) 

한용운의 의례개혁의 핵심은 불교에 스며들어온 미신척 요소롤 제거하고 불교의 

본질올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올 의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w유신론』은 의례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精神)올 개혁하고자 한 것이 

다. 한용운에 의하면 의례의 본래 목적은 기복적 요소에서 벗어나 불교 본연의 깨 

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의 정신에 있어야 한다. 부처에 예배한다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적(事鐘)올 사모하고 공경하는 것이다.잃) 또한 의례를 통해 복 

을 빈다는 것은 본래 무의미한 것이다. 재공양과 제사는 복올 비는 의식인데， “복 

은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부처님도 원래 화복의 주관자가 아니니， 

벌어본대도 복을 얻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올 것이다 "39) 

둘째， 『유신론』은 의례의 대상(쫓據)과 방법도 개혁하그찌 한 것이다. 한용운은 

칠성， 산신 둥 불교의 한국전래후 토속적 신앙이나 도참셜 둥과 결합히여 대중들의 

신앙의 의지처이자 기복의 대상으로 기농해온 여러 예배대상들율 과감히 제거했다. 

이는 의례에서 구복{求福)의 가능올 비본질적인 것이라하여 제거한 이상， 그 의례 

에서의 예배 대상들 또한 자연히 그 의미률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아와 연결하여 의 

례의 방법 또한 개혁될 수밖에 없다 의례의 정신과 대상이 개혁되면 대중의 기복 

적 성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발달하였던 의례장엄의 요소들(작법)도 무의미한 것 

들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렴 한용운의 의식개혁론은 미신적 요소와 기복적 요소가 결합된 부조리하고 

난잡한 예능작， 무속적， 비불교적 작법들올 폐지하고 불교의례 본래의 경건성과 순 

35) 위의 책， p.102(‘불가의 각종 의식’)， 

36) 위의 책， pp.104-100(‘불가의 각종 의식’)， 

37) 한용운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박송주의 글(“爾供嚴式에 對하야")과 매우 유 
사하다. 당시의 불교의례를 도깨비 연극에 비추고 비열하니 폐하자는 것이다. 다만 박 
숭주가 범패는 보존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한용운에게서는 그런 주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불교의례에 성행하던 이른바 ‘예능적’요소들{뺑흉 四物， 嚴式舞
등)을 도깨비짓이라고 혹독히 비판하고 그런 요소들을 없앤 간소화된 의례률 제시한 
것에 차이가 었다. 

38) 위의 책， p.99(‘불7]-에서 숭배하는 소회’) 창조 

39) 위의 책， p.105(‘불가의 각종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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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올 회복하그l자 한 운동이었다. 이것은 방편불교(方便佛敎)의 타파률 제시하고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으며， 불교가 철학적 성질율 지닌 것이라 본 

그의 불교판과 관계가 있다.때) 또한 그의 사상이 한국불교의 주맥(主廠)올 선총으 

로 피약하고 철저한 자력수행( 엄力修行)을 강조하는 선적(聯성) 체계에 있옴올 말 

해준다.41) 

한용운이 제시한 불교의 개혁론은 이렇듯 다른 누구의 개혁론보다 급진적이고 

과감한 면모률 보인다는 데 특징이 었다. 그의 유신론은 젊은 때가와 과감한 사상， 

예리한 판단력이 들어있으며， 이상론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갱) 그것은 앨리트주 

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의 의식개혁론은 그의 주장대로 현실화되기에는 문 

제가 있다는 비판이 었다.집) 따라서 한용운의 의례개혁론의 의의는 당시 의례의 문 

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에 있다기 보다， ‘유신옳 위한 파괴의’ 총론적 입장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말대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밑그램윷 그리는 작업 

이었다고할수있다. 

한용운이 제기한 의식의 개혁 문제가 교계에 불러일으킨 반향이 어떠했는 정확 

히 알 수 없다. 다만 1920년 6월 창립된 조선불교청년회(훨擬佛敎좁年會)는 그 해 

12월에 30본산연합사무소의 주지총회에 불교유신율 위한 8개항의 의안올 건의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 8개 의안은 “조선불교는 만사(萬專)률 공의(公議)에 부칠 것， 삼 

십본산연합제규(三十本U聯合制規)를 수정할 것， 조선사찰의 재정을 통일할 것， 조 

선불교 교육의 주의와 제도를 혁신할 것， 포교방법올 개선할 것， 종래의 의식올 개 

신할 것， 경성에 홍교원(弘敎院)올 건설할 것， 인쇄소롤 설치할 것” 둥이었다 .. 44) 이 

를 미루어볼 때 1920년 당시까지도 한국불교의 의례는 개혁되어야 활 문제의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의례개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음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한용운의 의례개혁론은 단지 전 

40) 鄭짧日， “轉聽의 佛敎면想、 ←思想‘史的 I훌義를 中心으로”， 『뚫山 朴吉題博士 古佛紀승: 
輔행近代宗敎思想‘벚J ， 앞의 책， p.429. 

41) 梁銀容， 앞의 글， p.169. 
42) 韓基斗， “佛敎維新論파 佛數훌新講”， 韓鐘萬 編 『現代韓國의 佛敬면想며’ 앞의 책， 

p.236. 
43) 洪潤植， 앞의 글， p.499. 
44) 휘敬動， “近世佛敎의 Iiff究”， 앞의 글.， pp.58-59; 鄭統훌훌 “日帝의 宗敎政策파 植民地佛

敎”， 앞의 글， pp.95•96. 조선불교청년회는 한용운 둥의 임재종운동의 노선올 이어받 
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불교청년회에 대해서는 옳光植， 『韓團近代佛敎史鼎究~， 앞의 
책， pp.192-254롤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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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한국불교의례의 대부분올 얼거에 폐지하지는 극단혼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가 한국불교의례의 전통적 의식올 종합정리한 『불자훨랍(佛子必톨)J1(1931 궤)을 후 

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불자필랍』온 현패 한국활교 

의 대부분의 종단이 의거하고 있는 『석문의범(解擺範).1(1935 刊)의 전신(前身)이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의식서는 조선조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한국불교의례 

대부분올 망라해 수집， 정리한 것으로 한용운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주장한 대부분 

의 재공의식， 평시의식의 폐지나 간소화이론파는 거리가 멀다. 비록 한용운이 직접 

편찬이나 교정율 보지는 없t지만， 편À}{編者)가 발간문(發刊文)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심한 후원올 아끼지 않았다면 45) 한용운의 의식폐지론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다 

른 시각올 요청한다.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일단 크게 두가지 

해석이 가농하다. 우선 한용운이 한국불교의례의 대부분을 일거에 말소하자는 것을 

주장했던 것은 본의가 아니라 다만 당시 한국불교의례의 왜곡되었던 내용들， 즉 교 

단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무질서해졌던 불교의례의 부 

정적 측면을 이상적이고 원칙적 수준에서 비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나면 한 

용운 스스로가 1910년대 주장했던 의례개혁의 이론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이상적 

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한국불교의례가 체계화되고 불법(佛法} 

에 맞게 정비되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이능혜李能和)의 거사불교운동과 <의정불식화혼법(據定佛式花婚法)> 

: 의례의 체계적 복구와 불교생활화운동 

이농화는 근대한국학의 한 태두로서， 종교학， 민속학， 역사학 둥의 한국화분야에 

서 개척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뼈) 이농화는 최병헌(崔炳憲， 1858-1927)과 함께 

한국종교사핸韓國宗敎史學)의 비조(훌祖)로 꼽히며 47) 한국 근대불교개혁의 얼환 

으로 현대적 불교연구의 기반올 형성한 인물로 평가된다.뼈) 이능화는 그의 정신적 

45) 崔就樓 <發궤의 趣듭>， 安톨뼈 編 『佛子必톰(京城 러商홉， 1931). “金찮坤民의 法
다운 처리와 훌湖 講伯의 熱L編成과 退햄， 大鷹 두 大德의 校正動勞와 購購a:;의 深
深後援은 어찌 부처의 힘올 얻어 作法供養함이 아니겠는7가L끼. 

46) 李鐘股股’“李能和의 生f흩훌와 觸펌’ 李鐘股’ 徐永大 외 共著’ 1"(우리 문화의 뿌리롤 찾는) 
李能함빠까究- 韓國宗敎史學용 中心으로~(集文효， 1994), p.20. 

47) 유동식， “탁사 최병헌파 그의 시장”， 『국화가요，J1 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8, 
p.1 47( 申光澈， “李能和의 宗敎學的 觀點”， 李鐘願， 徐永大 외 共著， Ir(우리 문화의 뿌 
리를 찾는) 李能함細究- 轉행宗敎벚學올 中心으로J1， 위의 책， p.1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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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불교에 두고 그의 학문을 불교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했으며， 이러한 학문적 업 

적 외에도 근대불교개혁운동의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인 거사불교운동{居士佛數運 

動)의 핵심인물로서도 활약했다. 근대불교에서 거시·불교운동이 조직적 운동체로 구 

체회된 것은 이능화를 통해서였다~49) 그는 재개在家)의 지식충 신도들올 연합하는 

거사불교운동을 전개했으며， 주로 불교잡지롤 통해 활동했다.~) 

불교의례에 대한 이능화의 관심도 그의 거시불교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능화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불교의례의 생활화였기 때문이다. 그는 불 

교식화혼법[佛式花婚法]올 제정하는 둥 불교거사로서 의례문제에 지대한 관심올 보 

였다. 그가 새로 개발한 불교식화혼법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널리 보급되고 실 

천되었다. 이런 활동은 그가 출가숭(出家增) 위주의 한국불교에 대한 비판으로서 

거사불교운동을 실천했으며 불교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그l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 

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생활불교운동(生活佛敎運動)과 통하는 선구적인 불교운동이 

었다고 평가된다，.51) 그러나 그 밖에도 이능화는 전통적인 한국불교의 의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CD 불교의례의 생활화운동 
이능화는 당시 근대불교의 상황에서 불교가 의례적 차원에서 재빨려 정비를 해 

야만 타종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용 간파했다. 그는 몇편의 글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불교계몽의 입장에서 피력하고 또 스스로 새로운 형식의 불 

교의례를 제정하여 대중과 함께 실천하고자 했다. 

그는 Z낸의 시대를 철화이 발달하고 종교가 경쟁하는 시대로 보았으며 이른바 

신교자유(信敎엄由)의 시대률 맞이하여 불교가 널리 퍼지고 발달활 것올 예견하였 

는데， 이런 때 불교를 보급하려면 반드시 정신과 형식이 병행해야함올 강조했다. 

이 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敎理)률 깊게 믿는 것이오 형식이라고 하는 것 

48) 梁銀容， “李能和의 韓國佛敎짧究선， 李鐘股 徐永大 외 共著， W(우리 문화의 뿌리률 찾 
는) 李能혐細究- 韓國宗敎史學올 中U心으로냉， 위의 책， p.45. 그러나 이농화의 학문은 
일제라는 특수한 시대상황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제시에 『조선λH휩廳史).n의 편 
수에 참여한 그는 혼히 친일파{親日派)로 규정되고 있다. 이이화， “이능화 -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 99인.n 2(돌베개， 
1993), p.241 (위의 글， p.47에서 재인용). 

49) 梁銀容， “近代佛敎改薰運動’， 앞의 글， p.l71. 
50) 梁銀容， “李能￥따l 韓國佛激짧究”， 앞의 글" p.46. 
51) 李在맑， “近代 韓國 佛數學의 成立과 宗敎 認戰 - 李能和와 樓相老률 中心으로，"(韓國 

精神文化돼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않}9)， p.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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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르침에 따르는 습촉[敵洛]올 따라 받드는 것이니，잃) 곧 장례절차나 혼례의식 

둥의 의례롤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종교인은 À~71가 “신봉하는 종교가 이 

미 있는 이상에는 삶과 관계되는 일[生事]에나 죽음파 관계있는 일[死事]에 대하여 

자기종교의 예속(禮洛)올 존중하여 받드는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퍼) 

이능화는 그 후 <의정불식화혼법(擬定佛式花婚法)">에서 다시 불교의례의 문제 

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도 이눔화는 먼저 종교에는 정신과 형식 즉 의례가 병행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혼례와 상례[婚뺏의 판습은 종교의 형식에 불과하나 어떤 종교를 막 

론하고 형식과 정신이 병행한 연후에 그 교의 생명이 영구히 보존하리니， 비유컨 

대 사랍이 육신이 었고서야 영혼이 의지하고 영혼이 없으면 육신은 죽는[死회 

것과같으니라.없) 

이어서 그는 당시의 유교와 기독교(야소교)의 결혼식올 비교 평가하면서， 기독교 

의 혼례식이 매우 간편하고 검소하여 제방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또) 그러나 

불교신도는 당연히 불교식으로 의례률 거행함이 사리에 맞는 일이니， 불교도에게도 

불교식 혼례가 펼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스스로 불가의 재가남녀의 혼례절차 

를 제정해 제안하며 그것이 널리 사용되기를 바라고 었다.퍼) 

그런데 이능화가 제안한 이 화혼법이 한국불교의 의례사에서 지니는 중요성은 

이것이 이후 출간되는 『불자필랍.n(931)과 『석문의범~(1935)에 그 모텔이 되고 있 

다는 사실에 있다. 한마디로 『불자필랍』과 『석문의범』은 이 이능화의 ‘불식화혼법 

52) 尙玄居士 r佛敎普及은 精神과 形式이 拉行然、斷， 『朝蘇佛數警報』 형휩號0917. 5), 
pp.l -2. 

53) 위의 글， p.2. 
54) 尙玄居士 r辯定佛式花婚法」， 『휩擬佛敎警報』 第4號(917) ， p.l(본문의 인용문은 현대 

어로 필자가 약간의 번역과 윤문용 함. 이하 인용문에서도 같음). 
55) 위의 글， p. l. 今日 훔購에 簡耶及佛의 三敎가 位行하는데 關敎에는 紅絲의 훌젊률 交

하는 婚禮式이 有하고 화職에는 黃金의 指環올 훌行하는 혼례식이 有한대 耶式온 簡
易便當하고 關式은 행훌緊r~하며 耶式은 省暑홉檢하고 簡式은 賽用著華해t 我훔購人 
生塵程度에 끼;適合한 點이 甚多한지라. 以故로 多少 識見이 有한 A士난 簡式婚賽의 
聚文짧節올 改良하야 寧히 耶式올 從行하앗스변 便易하겠다고 思考하난 順向이 不無
하도다. 

56) 위의 글， pp.2-6. 이놓화가 만든 불교식혼례는 『오주여속통고(五州女洛適考)J에 인용 
된 섬라국(遍羅國:당시 태국명)의 불교식혼례훌 모멜로 하고 『석보상절(釋讀詳節)JJ의 
‘선혜보셀善훌홈睡)의 수기셜화{授를끓없몸)’와 『화엄경(華嚴經)JJ중 위덕태재威德太子) 
의 행적부분율 발춰l하여 재구생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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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式花婚法)’의 기본률올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약간의 가갖i이 가해진 것일 뿔이 

다57) 이처럼 그가 제안한 하나의 예식이 『석문의법』에 수록되었디는 것은， 그의 

이 ‘불식화혼법’이 당시 불교계에 새로운 하나의 예식으로 수용되어 널리 보급되었 

음올알려준다.댔) 

@ 불교의례의 체계적 복구의 필요 

불교의례에 대한 이능화의 또다른 관심운 전통적인 불교의례의 체계척 정비와 

복원， 그리고 그것의 부홍이었다. 이능화의 이러한 관심은 “수륙재의식(水陸蘭離式) 

에 대[빼하야’란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이농화는 1918년 7월 10일 경 

기도 미타λH爛흰츄)에서 행한 수륙재에 대한 감상올 말하고 “(조선시대에 유행하 

던) 해인사 판본 『자기문(仔훌文)~이 있으니 제방의 참고로 이것올 인쇄광포하여 

혹시 수륙재를 셜행하는 인연이 있거든 고래(古來)의 의식에 의하여 법답게 실행 

[ft職修設]하는 것이 금일 불교에 또한 하나의 필요한 일[要件]이라."59)고 하였다. 

그는 당시의 의례가 일정한 법식의 규범이 없이 임의대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불교 

의 전통적 의식문의 발굴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또한 당시의 불교의례가 장엄함올 잃고 무미건조하여 사랍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범음{替音 즉 魚山)의 핸學)이 죄퇴하는 동시에 수륙재와 기타 숭재(쉽驚)에 

판한 의식은 건조무미할뿔더러， 근일 숭7써서 행하는 법식은 신되홈信]의 안목 

에 모두 권정례(權停例: 절차률 다 밟지 않고 임기웅변으로 하는 의식)로 하는 

것파 같아 발하던 신심도 도로 퇴전케 하니 한심함을 이키지 못할지로다. 무룻 

종교의 의식은 종교성쇠(宗敎盛養)의 관건(離)이니 삼십본산의 불교당국자 제 

씨는 이 부분에 마음융 두어 퇴세를 만회하지 않으면 아니될지니， 즉 수륙재 기 

57) 이 불식화혼법은 이능화의 이후의 저서인 『휩雖佛敎通史』 下篇(京城; 新文館， 1918), 
pp.981-83에 간단한 의식(嚴式)의 형태로 정리되어 재수록되어 었다. 또한 安톨湖 編
『佛子必훨』 下篇， 앞의 책， pp.l 27-33(‘1觸廣;K); 安룰湖 編 『釋門騎範』 下篇(法짧 
社， 1935년 초팬1984년 7판)， pp.221-29<1觸嚴式) 참조 

58) w佛敎』 제63후 “宗報"0929. 9. 1 刊， p.78, 80)에는 여러 교당파 포교소에서 화혼식 
(1觸式)이 거행되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이때 주례법새主禮法師)는 김대은(金大隱) 
이었다. 이때 사용된 화혼식의 의식절차는 이능화가 제정한 것이 모텔이 되어 발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김대은은 이후 『불자필랍』과 『석문의범』의 편찬에 참가하고 교정 
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59) 尙玄居士， “水陸짧嚴式에 就하야’ w짧擬佛敎훌報」 第11曉(918) ， 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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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숭재의 의식올 장엄케 하기 위하야 범음가찬(첼音歌蕭) 둥의 파정(課程)올 다 

시 시설함이 필요하다 하노라060) 

이능화의 범패에 대한 애정은 이전에 발표한 “해동불교(海東佛敎)에 범패원류(했 

唱源流)"(Iî불교진흥회월보 저115호，~(1915))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능회는 이 글에 

서， “사법(츄法)61) 시행 이후로 (범패 둥올) 일체 폐지하니 화청고무(차體鼓舞)는 

비록 우아하지 못하여 금하는게 당연하나 어산(魚山)의 곡조도 그것올 따라 차차 

널리 죄하여 사라지니"62) 그 전숭의 끊어짐을 애석해하고 있다. 이능회는 불교의례 

의 부흥과 장엄올 위해서는 불교의식 전래의 범패와 가찬 둥올 활성화시켜야 한다 

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능화는 전통적인 불교의례의 체계적 복구와 부홍을 

불교의례의 개선안으로 제시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불교운동의 일환으로 불 

교의례의 생활회롤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3) 백용성( 白龍城)과 『대각교의식(大覺敎嚴式)~ 

: 의례한글화작업의 선구 

백용성의 개혁운동에서 나타난 그의 행적과 주장은 다양하다. 중요한 것으로 대 

중선운동(大짧輝運動)， 포교의 쇄신， 역경사업， 계율진홍운동， 자주적 통일종단 주 

장， 경제적 자립추구， 농민의 자립， 자주독립운동 둥이다.떠) 이 중에서 의례와 가장 

밀접히 연결되는 것은 포교의 쇄신과 역경사업에서 나타난 용성의 활약이다. 용성 

의 업적은 찬불가제작과 『대각교의식~64)에서 보인 순한글화된 의식문의 효시라는 

점이다. 또한 그는 포교방법에서 가히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 면모률 보였다. 불교 

포교당 대각사{大覺츄)에 서양식 오르간올 들여와 연주했고 찬불가인 대각교가사 

(大覺敎歌詞)를 작사하여 부르게 했으며， 둥사판올 시용하여 인쇄된 것으로 신도들 

로 하여금 합창케 하는 둥 현대적 포교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65) 

60) 위의 글， p.ll. 
61) 李能和 『흙購佛敎通史』 下， 앞의 책， pp.1014-1015. 各本末츄法 第七童(法式) 法式

作法. 格遺從來畢行之濟規 但和請鼓舞혔훌顆후法舞等 -切廢罷(‘캄關舞鼓新式廢핸i’) 
62) 尙玄居士， “海東佛敎에 뺑貝源流”， 『佛敎振興會月報』 鄭號(915)， p.45. 
(1) 光德 “홉顧뭘훌師와 새 佛敎運劃’， 『석립』 제13집(석립회. 1979). pp.38-40. 
64) 白相奎(白홉戰) 樓， 『大覺敎嚴式~， 朴世:敏 編， 『韓國佛敎嚴體離파훌훌 第4薰(保寶文化

社， 1993), pp.32 • 66. 
65) 韓鐘萬， r韓國佛敎뽕想의 展開~(民族社， 1998). p.408. 한편， 용성의 찬불가 7꼭이 김 

정묵 편， r찬불7h(대한불교정선포교당; 1948 초땐1959 3판)에 전하고 있다. 그것은 
‘왕생7r. ‘권세개， ‘세게기시가， ‘중생기시7r. ‘입산7F， ‘중생상속7F. ‘대각교7r이다. 



근대한국활교 개혁운동에서 의혜의 문제 175 

용성이 이렇게 혁신적 방법올 사용하여 불교포교의 최전선에 뛰어든 것은 당시 

한국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용성의 자각과 문제의식에서 훌발한 것이다. 용성이 파 

악한 당시 상황의 문재는 첫째 타종교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진 불교의 낙후성이었 

다. 그7t 1911년 2월 경성에 와보니 “각교의 교당이 넓고 크며 엄숙하고 화려한데 

하늘 높이 솟아있고 매양 휴일만 되면 듣는 사랍이 교당에 꽉 차있었다". (용성이) 

자탄하여 말하길 외도의 교당에서는 종소리가 우렁차게 사방으로 윷려퍼지는데 우 

리 불교는 적믹하기만 하고 사랍이 없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하였다고 한 

다.(6) 용성이 파악한 당시 불교의 두 번째 문제는 불교인의 자각없는 처신과 의례 

의 경박성이었다. 그는 당시 숭려들이 “안일에 취하고 게으룸에 빠져 도덕을 닦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익만 얻고자 하며 시주에게 이부하니 막중한 성전(聖嚴)이 무도 

장(鍵購)과 다름없이 되었다”고 개탄하였다고 한다.댄)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용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롤 시대적으로 적용 

하는 현대화의 노력과 대중화， 생활화를 실천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경의 

번역이었으며， 다른 하나가 불교의식의 한글화였다. 용성은 현대역경운동{現代譯經 

運動)의 비조(훌祖)로 불린다，68) 그의 역경의 동기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의 대표지들 가운데 한 사랍으로서 경성 서대문감옥에서 3년간 철창생활의 신 

산한 맛올 체험하게 되었올 때였다，69) 그런데 용성의 역경이 의미있는 것은， 그의 

번역이 이전의 한글번역과는 그 질적인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그는 역경에 있 

어서 과거 세종 이후의 조선글과는 달리 완전 의역(意譯)했을 뿐만 아니라 한지{漢 

字)의 원문을 넣지 않고 전 한글로만 작성하여 마치 우리말로 된 경전올 읽듯이 하 

였다. 그뿐만 아니라 요점만 들어 번역하고 중복되고 번거로운 것은 삭제하거나 

간단한 뜻으로 번역하였다깨) 

이처럽 백용성의 중요업적의 하나가 불교경전의 번역이었으나， 그것은 불교의식 

66) 白홉戰， <萬日參禮結it會 創立記>， 韓鐘萬 編 『現代轉행의 佛敎思힘， 앞의 책， 
p.l35. 

67) 白홉購， 「中央行政에 대한 希望J ， 韓鍵萬 編， 『現代轉훌의 佛數思想~， 위의 책， p.l41. 
68) 光德， 앞의 글， p.39. 
69) 白龍城 r著週과 椰擇에 대한 緣起J ， 韓鐘萬 編 『現代韓國의 佛敎思想~， 앞의 책， 

p.l34. 용성이 감옥에서 각 종교신지들의 종교서적을 보니 모두 한글로 번역된 것이 
고 한문으로 그냥 있는 서적은 별로 없었다. 그것을 보고 즉시 통탄히 여겨 역경이라 
는 크고 큰 원력(願力)올 세웠다고 한다. 용성이 명생 역경， 저술한 경천과 책자는 40 
종 10만부에 달한다고 한다. 光德 “觸城빼뼈와 새 佛敎運動”， 앞의 글; p.38. 

70) 韓普光 『龍城빼新lif究~(닙露掌 1981), pp.65-66; 之-뽀 「조선글 華훌經옳 보고J ， 
『불교』 제43호(928) ， pp.l6-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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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번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fi"대각교의식』은 그의 나아 64세인 1927년 처 

음 출판되었다. 이 의식집은 불가에서 사용하는 제반의식을 모아 대각교에 맞추어 

찬술한 것으로1 향례(香禮)， 성공절차(聖供節次)， 원각경문수~J.(圖聲經文珠章)， 반야 

심경(般若ι經)， 구병시식(救病施食)， 혼례(婚禮)， 상례(喪禮) 둥 12장으로 되어 있 

으며， 부록으로 대각교가집(大覺敎歌集)과 극락세계노정기(極樂世界 路程記)가 었던 

것이다，71) fi"대각교의식』의 제1장 ‘향례’ 중 <조석통상례식(朝것通常禮式)(略體)>을 

살펴보면， 당시 백용성의 이 의식문이 시대를 훨씬 앞서깐 한글의식문이었음올 알 

수있다. 

<조석통상례식(朝갖通常禮式)(略禮)> 

헌향(敵香) 

나에게 았는 이 ‘행 한 대가 변하야 ‘향구륨을 닐우어 

‘삼보’님전에 봉헌하오니 큰 ‘자비’로 받으시옵소서 

헌향진언(敵香質言) 

옴 바아라 도비야홈{각삼편) 

보례(普禮) 

나의 이한낫‘폼’가운대에 다함없는 ‘붐’을 곳 낱우어 

‘삼보’님전에 두루있어 수가없이 ‘경례’하옵니다 

보례진언(普禮質言) 

옴바아라믹 

‘대각세존’‘석가모니 불타’(佛햄)님게 ‘일심경례’히-옵니다 

시방에 항상 게옵신 ‘불보’(佛寶)님게 ‘일심경례’하옵니다 

시방에 항상 게옵신 ‘법보’(法寶)님게 ‘일심경례’하옵니다 

시방에 항상 게옵신 ‘숭보’(增寶)님게 ‘일심경례’하옵니다 

‘삼보’님와‘가피’(加被)하여 주시는 ‘힘’으로 

크게 찢임을 속히 닐우가 원하옵니다72) 

이것을 권상노의 『조석지송』의 <육성례>와 비교하면 그 한글화의 정도가 뚜렷 

이 비교， 부각된다. 

71) 朴世敏 騙 『韓國佛敎嚴禮蠻4훌畵』 第4輯， 앞의 책. pp.34-66. 
72) 白相奎 樓~大뿔敎嚴式](927/1931)， 朴世敏 編 『轉행佛敎嚴禮寶料훌홉』 第4輯， 위 

의 책.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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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례> 

아금지차일쥬향 변성무진향훈기 봉헌극락사성천 

감찰대중건성례 원슈자비익납수 (삼송) 

나무삼계뎌사시아본사셔가모니불 

나무셔방 대교쥬 무량수여릭불 남무아미타불 

나무심생구고 발고여락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 보살마하살 

유원사성 대자대비 수아정례 명훈가피력 

원공법계체중성 동닙미타 대원회73) 

이와 같이 권상노의 한글본 의식집인 『조석지송』은 한문의 한글표기 이상옳 넘 

어서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백용성의 한글의식집인 『대각교의식』은 한글로 의역하 

여 다시 음률을 맞춰 재구성한 것으로1 오늘날 한글불교의식의 한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백용성의 선구적 업적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밖에 용성의 다양한 행적올 살펴볼 때， 그는 전통적 불교의례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없k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불교의례뜰옳 실 

천하였다. “그는 간간히 선원(輝院)올 설립하는 일파 북간도에 대각교를 설립하는 

일과 십년을 예정하고 연년이 법계 고혼을 천도하는 천도의식과 방생회률 설립하 

여 모든 생명을 방생하는 일"74)들로 분주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관음생觀音像) 

파 지장생빼藏像)올 만들어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둥갱) 한용훈이 『유신론』에서 

밝힌 것과 같은 불보살상의 통합론자는 아니었다. 따라서 용성의 의례에 대한 개혁 

운동은 전통적인 불교의례의 취지와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아니었고1 

다만 그것의 실천방법과 형식의 시대적 변용올 꾀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4) 권상노(權相老)의 찬불가제작과 『조석지송』 

: 의례의 전통복구와 현대화의 양립 모색 

불교개혁운동에서 차지하는 권상노의 위치는 사실 그다지 알려져있지 않다. 그것 

은 일제말기에 보인 그의 친일행적 때문에 학문적 조명올 받지 못했던 데 그 일차 

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r조선불교개혁론J76)올 집필했던 만큼 권 

73) 權相老， 『朝강持調I~ ， 朴世敏 編 『韓國佛敎嚴體觀4獲홈』 第4輯， 위의 책， p.69. 
74) 白龍城 r著述과 廳짧에 대한 緣起J ， 앞의 글， p.l34. 
75) 白홉戰，<萬日參輝敵t會 創立記>， 앞의 글， p.l37. 
76) 권상노의 r조선불교개혁론」은 『조선불교월보』 제3호인 1912년 4월부터 18호인 1913 

년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발표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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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노는 당시 불교의 상빼 대해 강한 개혁의 필요성올 느끼고 있었으리라 생각한 

다. 다만 그의 개혁론은 한용운의 『유신론』만큼 구체적으로 한국불교의 의례에 관 

해 뚜렷이 언급한 것이 없다. 불교의례개혁에 관한 그의 행적은 오히려 이론적 차 

원 보다 구체적인 활동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불교의례에 대한 계몽운동으로， 그리 

고 구체적인 의례개혁활동의 실천을 통해서였다. 불교의례에 대한 그의 계몽운동은 

주로 『불교』지의 독자 교리상담란인 ‘불교결의(佛敎決疑)’률 통해서 행해졌다. 그 

리고 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례개혁활동은 찬불가{훌佛歡)의 제작과 보급， 순 

한글본 의례집 『조석지송(朝강持論).1의 편찬， 근대불교의례집의 결정판인 『불자필 

람(佛子必覺).1과 『석문의범』의 편찬작업참여 둥올 통해 나타났다. 

CD 의례계몽활동 

권상노는 잡지를 통해 불교의례에 관한 글율 디수 발표하였다. 그중 상당수는 

『불교』에 나오는 교리문답해설란(‘佛敎決疑’)에서 질문을 하는 독지헤게 셜명하는 

글이었다. 당시 편집을 맡고 있던 『불교』지롤 통해 교리상담올 하고 있던 그는 독 

자들로부터 불교의례에 관한 많은 질문올 받게 된다. 그는 이 글들올 통해 불교의 

례의 기원， 의미， 시행방법 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역할올 맡았다. 이러한 그 

의 활동은 하나의 의례계몽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불교결의’에서 권상노가 보여준 입장은 독자들에게 전통적인 불교의례의 기 

능과 의의를 셜명함과 동시에 그 타당성올 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분히 

호교론적(護敎論的)， 변중론척(辦證論的) 입장을 띠고 있다._77) 대표적인 것을 돌면， 

『불교』 제50호 “수륙재 연기(緣起)를 뭇슴니다."78); D"불교』 저뼈호， “‘시식(施食) 

및 그 연기를 뭇슴니다"79); D"불교』 제61호， “불가의 상복의(喪服嚴)를 뭇솜니다"80); 

『불교』 제62호， “천백억회신(千百憶化身)올 뭇슴니다"81); ~불교』 제75호， “준제주 

(灌뺨뻐방법을 뭇슴니다."82); D"불교』 제80후 “의례식과 범음의 출처률 뭇솜니다”잃); 

77) 대표적 예률 든다면， 자주 질문율 받는 문제가 불교의 윤희판과 전통적 제λ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권상노는 이에 대해 불교의 경전갚 들어 
불교의 영혼판과 영혼 천도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이런 질문들에 답해주고 있다. 후 
주(後註)에 나올 <‘시식(施食) 및 그 연기를 뭇슴니다>. <재식(購式)의 의미를 뭇음 
니다> 둥이 그 예이다. 

78) “水陸爾 緣起롤 뭇솜니다”， 『불교』 제50호 (1928， 9월)， pp.71-71. 
79) “시식(施食) 및 그 연기를 뭇슴니다”， 『불교』 제60호0929， 4뭘)， pp.50-52. 
80) “불가의 상복의(喪服嚴)를 뭇슴니다”， 『불교』 제61호0929， 7월)， pp.67-72. 
81) “천백억화신(千百憶化身)올 뭇슴니다" Ir불교』 제62호0929， 8월)，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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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제 83후 “재식(爾式)의 의미률 뭇옴니다”없) 둥이다. 

또한 권상노는 ‘불교결의’ 이외에도 불교의례에 대한 글올 발표하여 불교의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우란분(굶蘭益)에 대하야>&5)에서 당시 한국불교의례 

에서 우란분회(굶蘭益會)의 전통이 끊어진 상황에 대해 개탄하고 그것의 부활올 주 

장하였다. 

@ 한국 최초의 찬불가 제작과 순한글 의례집 『조석지송』의 편찬 

한국불교의례써l서 차지하는 권상노의 중요성은 창불가제작의 효시라는 점에서 

도 드러난다. 불교의례에 현대식 불교성가{佛敎聖歌)인 찬불가가 도입된 것은 1925 

년 권상노에 의한 시도가 처음이다. 그 때 권상노는 『부모은중경(父母恩훌經).!1을 

소재로 한 10곡의 연곡올 만들어서 『은융경.!I(조선불교 중앙교무원 刊行)이란 제목 

의 책머리에 찬불가 1곡， 끝에 신불경(信佛經) 1곡을 수록하여 도합 12곡올 발표하 

였다，.86) 권상노가 제작한 찬불가는 오늘날까지 김정묵이 편한 『찬불가:JJ87)에 총 15 

곡이 전하고있다. 

권상노의 의식에 관한 저술로는 1932년에 편찬한 『조석지송(朝깃持蕭)J1이 있 

다.88) 이것은 <육성례>와 <천수경서문>， <조석염불선후송절차>， <관세음보살영 

험록>， <천수다라니경언해〉 둥올 순한글로 싣고 있다.<천수다라니경언혜〉 항목 

에서는 각 구절에 대한 해셜을 행하고 있어 근대 최초의 『천수경』 해설서로 평가 

된다.，89) 그러나 무엇보다 이 F조석지송』의 의의는 전체의 의식문과 혜설이 순한글 

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전의 조선후기의 의례집이나 개별의식문들과 

비교할 때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이다. 이전의 의식집들은 한문전용이거나 한문과 

한글(언해)의 병기(供記)가 고작이었다. 이런 점에서 분명 이 『조석지송』은 불교의 

82) “준제주(準樓삐방법을 뭇솜니다”， 『불교』 제75호0930， 9월)， p.52 
83) “의례식과 범음의 출처를 뭇슴니다”， 『불교』 제80~호0931 ， 2월)， pp.47-49 
84) “재식(蘭式)의 의미를 뭇음니다”， 『불교』 째3효(1931 ， 5), pp.30-31. 
85) 權相老(之-)， “굶蘭益에 對동싹 『佛範 흉힐號(1924， 8), pp.41-50. 
86) 鄭炳朝 “韓國社會의 變動과 佛敎”， 『社會變動과 韓國의 宗敎~(韓園精神文化班究院

1987), p.l59. 
87) 김정묵 편， 『찬불가~， 앞의 책. 이 책에는 권상노의 찬불가 외에도 백용성의 찬불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김정묵은 서문에서 당시 각지의 포교당에 유포되야 있는 찬불가 
를 수집， 편찬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권상노와 백용성의 찬불가는 l없8년 당시에 
널리 유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8) 權相老 『朝깃持調IJ]， 앞의 책， pp.67-86. 
89) 正覺 『천수경연구~(운주샤 1996), p.l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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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 현대화， 한글화에 선구적 엽적으로 평가활 수 있올 것이다. 단 백용성의 

『대각교의식』과 비교할 때 그 한글화의 수준이 일면적 차원에서 그쳤다는 점은 한 

계로지적할수 있다. 

@U"불자필람』과 『석문의범』의 편찬 참여 

권상노는 또 『불자필랍'.!l (1931 刊)과 「석문의범.!l(1935 刊)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불자필람』과 『석문의범』은 근대한국불교에서 이룩한 매우 중요한 엽적중의 하나이 

다. 권상노는 김태홉(金泰治)과 함께 『불자필랍』의 심사교정을 보았고 이어 그 문 

헌의 완결본격(完結本格)인 『석문의범』의 교정을 보았다. 권상노는 『석문의범』의 

서문에서 『불자필람』 편찬 당시의 불교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사람이 었으면 그 일(事)이 있고 그 일이 있으면 예(禮)가 있으며， 그 예가 있 

으면 의식[斷이 있으니 크게는 예악형정(禮樂Jfi敏)과 작게는 읍양진퇴(揚훌進 

退)가 그것이다. 하물며 시간이 오래되어 천년을 거듭하고 사람의 무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만약 의궤가 없다면 손발융 놓기도 어려옳지라. 그리하여 영산 

(훌山) 당시부터 요접t觸車: 부처의 주위를 도는 것)， 단궤(훤廳 오른 쪽 옷을 

벗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꿇어앉는 법)로부터 삼천 위의(威嚴)와 8만 세행(細 

行)을 명시하신 계율이 성립되고 다시 연대를 지나며 지역이 넓어짐올 따라 종 

종의 조문의식(條文嚴式)이 없지 아니하니， 예경(禮敬) 하나만 하더라도 지반{志 

響)， 자가(仔聲)， 범음(뿜音)， 귀감(뼈銀)， 요집(要集)이 모두 이것올 순서에 맞춰 

편찬한 것이 아님이 없더라. 그러나 혹은 넓고 혹은 간략하고 혹은 다르고 혹은 

같을 뿐만 아니라， 혹은 예전에 행하던 것이 오늘날은 폐하고 혹온 고문(古文)은 

없고 금문(今文)이 있어서 하나로 일치하지 않으니 중생 모두가 병이 들었더라. 

왕년에 연방노두태運행老E짧t;)가 이를 개탄하고 진호강백(寶湖講伯)에게 위임하 

야 불자필람올 간행하였(다).90) 

따라서 1930년대 초까지도 한국의 불교의폐는 하나의 일관된 의례지침서가 없이 

모두 제각기 임시방편으로 의례를 시행하는 혼란의 시기였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글을 통해 권상노는 전통적인 불교의례의 기본적 기능과 의의를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체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었음올 알 수 있다. 이 밖에 

도 권상노는 『관음예문강의(觀音體文講義).!l를 저술하였다，.91) 이를 통해 종합해보면 

90) 安覆湖 編 『釋門嚴範~， 앞의 책， p. l. 
91) 權相老， 『觀音禮文講義J(普成文{대f:， 1979). 이것은 1964년 문하생에게 물려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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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노의 의례에 대한 엽적은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기폰의 전통적 불교의례에 대한 충실한 복웬과 해껄이다. 그는 한용운처 

럼 의례를 일시에 폐지하자거나 변화시키자는 급진적 입장율 취하지 않았다. 오히 

려 전통적 불교의례의 복고와 온전한 재현울 요구했다If'석문의범』에 대한 편찬작 

업의 참여， 『판음예문강의』， 『조석지송』 둥의 편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의식 

문들에 대한 교감과 해설을 한 것율 보면 알 수 있다. 

근대불교의례에 대한 그의 또 다른 업적의 하나는 불교의례의 한글화나 찬불가 

제작 둥을 통한 불교의례의 현대화， 대중화 작업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가 불교보급을 위한 2대 사업 중의 하나가 포교라고 했던 것올 기억할 때，%) 포교 

를 위한 실천활동이었다고 볼 수 었다. 이와 같은 권상노의 활동은 그의 여타의 학 

문적 엽적과 함께 그의 근대불교의 개혁운동에 대한 공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상노가 행한 불교의례의 한글화는 백용성에 비하면 일면적 수준애 그 

친 것이다. 권상노의 『조석지송~>은 천수경에 대한 해설 둥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해설서로 최초의 것이라 할만큼 중요한 업적이었고， 또한 전체롤 대부 

분 한글로 표기한 것은 의식문의 한달화작업에서 높이 평가활만 한 것이다. 그러나 

예불문의 문구는 한문의 한글표기에 불과한 것으로， 백용성의 『대각교의식』이 한문 

을 완전히 한달로 의역한 후 한글의 음운에 맞추어 재(再) 제작한 것에 비하면 아 

직 일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백용성의 의례한글화작업과는 구별하 

여 생각할필요가있다. 

4. 결론 

근대한국불교의 개혁논의에서 의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앞애서 살 

펴본 네명의 개혁운동기들은 모두 당시의 불교의례률 문제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입장과 방법에서 그 문제률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한 

용운의 『유신론』만이 당시 불교의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교l자 했던 것은 아 

니다. 빽용성과 권상노 이놓화도 나름의 방법으로 당시 불교의례의 문제에 뛰어들 

1979년에야 출판되었다. 관음예문례에 대한 충실한 해설서이다. 

92) 權相老 “佛敎普及的 二大事業”， 『佛敎振興會月報』 劉號0915. 12),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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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것을 개선하 . .Jl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다만 불교의례의 환질과 기눔， 그리고 

의의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개혁방법론의 차이， 그리고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정치 

적 상황까지 맞물려 그들의 작업은 각각 다른 방햄l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한용운은 기폰의 한국불교의례 전반에 대한 과감한 혁신올 주정종F면서， 전통적 

불교의례 대부분올 혁파할 것올 주장했다. 다시말해 불교의 본래면목인 자력수행정 

신( 딩力修行精神)을 기반으로 여타의 방편적(方顧성)이고 타력적(他力的)인 의례행 

위를 비판하고 불교의례의 본질회복운동올 전개했다. 그러나 그가 이후에 『불자필 

랍』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은 의례에 대한 그의 일관된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차후의 논의롤 필요로 한다. 사실 한용운은 총론적 입~에서 의례개혁논의률 깨진 

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의례의 실천적 차원에 개입하여 활동한 정은 적다. 한 

용운의 보다 절박한 문제는 일본불교에 대한 한국불교의 저항운동이며， 구국운동이 

었기 때문으로보인다. 

반면에 이능회는 전통적 불교의례의 확구와 정비의 필요성율 주장하였고， 범패나 

가챈歌讀) 둥의 회복과 부홍율 역젤했다. 그는 불교의례의 무용론(無用論)이나 폐 

지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옹호론자였다. 또한 그 자신이 불교식화혼법올 제정하여 

제시하는 퉁 불교의례의 생활화와 현대화의 한 모범이 되었다. 

백용정은 숭려의 신분이면서도 철저히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의례개혁율 했다는 

변에서 선구자적 인물이다. 백용성은 기존의 불교의례가 지닌 대중과의 의사소통부 

재라는 측면올 간파하고 과감히 불교의 전의식율 한글확했다. 또한 찬불가의 제작， 

대각교의 창설 둥은 기존의 불교종단의 차원융 뛰어넘는 혁신적 얼면이었다. 

권상노는 F조석지송』올 통해 불교의례의 한글화률 시도하였고， 새로운 형식의 찬 

불가를 만드는 둥 불교의례의 현대화 대중화에 판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 

통적 불교의례룰 수용하고 복구하는 다환 한편의 업적과 균형올 이룬 것이었다. 그 

는 오늘날 한국불교계의 의식서의 모범인 『불자필람』이나 『석문의범』이 편찬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완성올 도왔다. 따라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한국불교의례 

는 그의 의례개혁에 대한 관점과 사상의 영향아래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대한국불교에서 나타난 네사랍의 의례개혁이념과 실천윤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불교의례의 현실 중앙에 『석문의범』이 있다. 그것은 

1935년 편찬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의례의 고전으혹 정착하면서， 한국불교의 대 

부분의 종단이 의거하는 정통의식집이 되었다. 이 문헌의 의의는 근대한국불교에서 

제기된 볼교의례의 개혁사상이 총집결된 것이라는 데 있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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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필랍』 편찬 당시， 권상노와 한용운은 그 작업에 직， 간접적으로 판여하였고 

이능화의 ‘화혼의식’ .는 직접 수록되기까지 했다. 비록 백용성의 

관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와 같이 당시 불교계률 이끌었던 제석화들이 이 『불 

자필랍』의 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이다Ii"석문의범』 역시 이 『불자필랍』의 연장선상 

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석문의범』이 파연 근대불교에서 제기된 의례개혁의 요구롤 충환히 반영 

한 것인지， 이 문헌이 지난 시대적 성격과 한계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본 네사람의 개혁운동가 중 권상노와 이능화의 영향력은 직접 

적으로 이 문헌에 드러나지만， 한용운파 백용성의 개혁이념과 실천은 어디에서도 

뚜렷이 드러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헌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