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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불교경전의 성상적(聖慶的 iconic) 지위와 힘 

여느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경전은 단순히 문헌기록물이 아니라 성 

물(뿔物)이다. 나아가 다른 종교들의 경우와는 달리 심지어 붓다 그 자체의 표상 

으로서 성스러운 지위를 지난다. 이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불교가 전통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온 문화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11세기에 이른바 고려대장경이 편찬되고 판각된 것 

은 경전의 내용올 교육시키거나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붓다의 가피(加被)를 기원하려는 목적에서였다는 것올 

국사 수업시간에 배운다. 또한 전통 문화재애 관심이 있는 사람이과변 사원의 불 

탑에 불경올 봉안하기도 했다는 사실올 잘 알고 있다. 불탑은 원래 붓다의 사리 

를 봉안하는 무염으로， 붓다의 몸과 동일시되어 일찍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부각 

되었다. 그리고 불탑에 붓다의 사리 대신에 경전을 봉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벼)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AOOO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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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다. 붓다는 그의 가르침 즉 불법(佛法) 또는 정법(正法)과 일체이며 그 가르 

칩을 담은 불경 또한 붓다의 옴과 같다고 여긴 것이다. 

고려시대 왕실의 지원올 받아 시행된 가구경행(街衛經行)이라는 의례를 살펴보 

면 오래전부터 한국 불교도들은 불경이 붓다를 표상효}는 지위와 힘올 지녔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행사는 수도 개성(開城)으로부터 질병과 

재양을 볼야낼 목적으로 정종12년(1046)부터 시작해서 상례적으로 시행되었다. 

화려하게 꾸민 가마에 r인왕반야경J(仁王般若經)을 실어 맨 앞에 세우고 경전을 

톡송하는 송려들과 관복올 차려 입은 관원들이 그 뒤를 따르며 시민들과 함께 개 

성 시내를 도는 행렬이 주를 이룬 의례였다. 가뭄이 들었올 때 개성 시민들이 중 

심이 되어 이 의례를 행하자 비가 내려서 왕이 기뼈하며 가구경행올 권장했다는 

기록도 있다. 경전을 화려한 가마에 모시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른 이 의례는 고 

려시대 불교인들이 경전올 붓다의 구체적 현현으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힘 

을 인식하고 사용하려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불교의 역사 속에서 경전이 성스러운 존재 혹은 그 표상의 지위를 지니고 주술 

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불교 연구자들과 

종교사학자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소훌히 취급해왔다. 미국의 대학 학부과정에서 

불교개론 수엽의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는 여섯 종의 책들올 검토한 결과， 경전의 

기능， 지위， 힘에 대해 논하는 책은 한 권도 없다는 것올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 

종 모두 경전의 내용과 정경화(正經化)되는 과정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수준에서 

불경올 다루고 있었다 1) 한국 불교 연구자들 역시 경전의 기능이나 그 자체의 지 

위와 힘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서양의 몇몇 학자들은 인도의 초기 대송전통에서 불경의 내용을 연구하 

는 대신， 경전이 수용되는 방식과 의례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지위와 

힘올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윌리엄 그래엄(Wil1iam 

Graham)은 r기록된 말을 넘어서.!I(Beyond the Written Word)에서 ， 인도 내 초기 

1) 다음을 참조할 것 . Rupert Gethin, 7꺼e Foun떠tion 01 Buddh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35-58; Donald W. Mitchell, Buddhism.‘ 'ntroducing the 
Buddhisf Exper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64- 94: Peter B. 
Harvey, An lntroduct.ion t.o Buá벼1 ‘sm: Teachings, f{;sfory. and Practi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73-120: Richard H. Robinson and Willard L. 
Johnson, The BuddhJst Religion: A f{;sforical lntroduction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ublishing Company, 1997), pp. 51-55; Paul WiUiams, Buddhisf 
Tho앵'hts (New York: Routledge, 2000), pp. 1-40: John S. Strong, Experience of 
BuddhJsm: Sources and lnterpretation 어와lmont: Wadsworth/Thomson Leaming, 
2002), pp. 8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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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불교 전통에서 유골숭배가 행하여졌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바 경전 

숭배 또한 이와 함께 행하여지거나 경쟁 관계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그는 일 

본불교와 티베트불교의 경전숭배에 관한 몇몇 연구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경전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언급 외에는 더 이상 논의를 발전시커지 못하였다. 리 

처드 곰브리치(Richard Gombrich)는 남아시아에서 쓰고 기록하는 전통이 출현한 

것이 대숭불교 빌·생의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교리적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전을 다룬 방식의 변화에 의해서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 

건 중 하나가 발생했다고 하는 셈이다.3) 그레고리 쇼펜(Gregory Schopen)은 불 

교 연구가 고고학이나 미술사 자료 대신 경전 내용에 초점올 맞춘 것은 개신교 

신학의 전제를 그대로 원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 윌 렬라다-더글라스(Wi1I 

Tuladhar- Douglas)는 대숭불교에서 기록된 경전이 다양한 의례적 반복의 방법 

틀올 발전시킨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5) 하지만 이들의 연구 

는 불교의 경전이 성스러운 존재로서 지위와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온 데 대 

한 체계적인 셜명을 제시하지 못한데다가， 이 현상과 관련된 한국불교의 풍부한 

사례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웅을 남긴다. 

본 논문은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경전의 성상적 지위와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 

하고자 한다. 먼저 비교종교학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와 그의 제자들의 연구가 경전의 그러한 기능과 지위의 중요성을 지적하면 

서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올 보일 것이다. 구술적(oral)이고 

청각적(aural)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불교 문 

화권에서는 물론이고 기독교세계와 다른 문화권에서도， 대부분의 종교에서 평신 

도들은 경전을 암송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암송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듣기도 어려웠다. 만트라(mantra)나 다라니(dharani)와 같이 축약된 형태가 아니 

2) 'M‘illiam Gr하lam‘ Beyond the Wntten Word: Oral Aspecls of Scâplure in the History 
o[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 61. 그래엽의 연구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Richard Gombrich, “ How the Mahayana Began," in Tadeusz Skorupski (ed.), 7꺼e 
Buddhist Forum, Vol. 1: Seminar Papers 1987-88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1990), pp. 21-30. 

씨 Gregory Schopen, Bones, Stones, and Buddhist Monks: Collected Papers on the 
Archaeology, Epigraphy, and Texts o[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Jι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1991]) , pp. 1-22. 

5) WìU Tu1adhar- Douglas, “Writing and the Rise of Mahayana Buddhism," in Joachim 
Schaper, ed., Die 7능xtuaJisierung der ReJigion (Tubingen: Mohr Siebeck, 2009), pp. 
250- 272. 이 논문 역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116 종교와 문화 

라면 경전의 구술적이고 청각적인 반복은 일부 종교적 엘리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어서 한국불교 재가신자들이 경전올 수용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조 

명하고， 경전의 성스러운 험이 발휘되도록 하는 방식을 크게 ‘반복’과 ‘소유’로 구 

별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복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몇몇 학자들이 

설명한 바 있으나， 전통적인 방식의 정션을 읽을 줄 모르는 현대 한국불교의 재 

가신자들이 발전시킨 새로운 반복의 방식들을 통해 더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불교신자들이 발전시킨 경전 소유의 다양한 방식들을 제 

시하여， 경전의 소유가 그 지위와 힘올 이용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된 

다는 것올 보이도록 하겠다. 

2. 비교종교학적 판점의 적용 

이미 1971년에 캔트웰 스미스는 비교종교학적 관점의 성경 연구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어떤 역할， 의미， 중요성을 갖는지에 주 

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금 현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6) 경전이 종교인에 

게 갖는 의미는 단지 그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전은 종종 성스러운 존재 자 

체나 그 표상으로 수용되며， 종교인들은 그 힘을 이용하려고 시도한다. 종교인들 

의 이러한 인식과 행위의 양태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셜명올 제시 

하는 것이 비교종교학자들의 과제일 것이다. 

스미스는 또 다른 논문에서 서양 학계가 경전의 다양한 형태와 개념 ， 그리고 

역할올 무시해왔다고 비판하면서 ， 경전은 기록된 성스러운 책으로뿐 아니라 구술 

적/청각적 전통의 맥락에서 이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 하지만 캔트웰 스 

미스를 비롯한 그 계열의 비교종교학자들은 경전이 종교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역 

할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스미스의 제자들이 그가 주장한 비 

교종교학적 관점의 경전 연구를 전개하는 모습온 r경전 재고하기 : 비교종교학적 

6) Wilfred Cantwell Smith, “The Study of Religion and the Study of the Bible," JMR 
39 (1971), pp. 131- 140. 

7) Wilfred CantweH Smith, “Scripture as Form and Concept: Their Emergence for the 
Westem World," in Miriam Levering, ed., Rethinking Scnpture: 강say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lbany: SUNY Press, 1989), p. 30, pp.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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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논문들』에 잘 나타난다.8) 스미스에게 헌정된 이 책에서， 그에게 영향올 

받은 여러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 스미스의 비교종교학적 관점을 적용하려 

고 시도한다. 그래엄은 이 책에 실련 논문과 그보다 두 해 먼저 출판된 r기록된 

말을 넘어서j에서 일상생활의 구술적이고 청각적인 영역에서 텍스트로서 경전이 

발휘하는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그래엄은 우리가 경전의 구술적 차 

원에 주목하연 개인이 성스러운 텍스트를 통해 공동체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 

는 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10) 

그러나 경전의 구술적이고 청각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엄 자신이 

강조하는 “경전이 어떻게 식자층이나 지식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 외부에 있 

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 영역에 침투했는지”에 대한 문제에는 만족할만한 답을 구 

할 수 없다 1 1) 경전의 형태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미스와 그래염이 강조 

하는 구술적/청각적 차원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전통사회에서는 경전을 낭송하거나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사 

람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경전이 낭송되는 소리를 일상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았다. 구술적이고 청각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연구로는 일반 재가신자들이 경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경전올 어떻게 이용했 

는지를 조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염이 경전을 성스러운 말의 한 종류로 보고 경전의 다양한 기능적 의미를 

구술적 차원과 연결하여 셜명한 것은 매우 훌륭한 성과이다. 그는 경전의 구술성 

이 종교적 생활에서 경전 텍스트가 가지는 기능적 의미를 드러낼 것이며， 이 기 

능적 의미는 문자적이고 지성적인 내용뿐 아니라 점(러)이나 치병 둥을 위해 대중 

들이 텍스트를 사용한 것과도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12) 텍스트가 주술적 힘올 지 

니게 되는 과정올 설명하면서， 기록되고 구술된 텍스트는 점이나 전조， 맹세와 계 

약의 봉인， 혹은 악이나 해로부터 부적과 같은 기능을 하는 보호 둥올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술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13) 그는 

일본의 니치렌슈(일련종， 日運宗)를 비롯한 불교 종파를 포함하여 많은 종교 공동 

체가 구체적 사물인 책으로서의 경전을 숭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8) 뻐h빠I Levering, ed., Rethí.뼈'ng Scripture: Essay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Jbany: SUNY Press, 1989). 

9) Graham, Beyond the Written μ'ord， p. 156. 

10) fbid., p. 162. 

11) fbid. , p. 163. 

12) fbid., p. 111. 

13) fbid., pp. 58-6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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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많은 문화에서 기록된 경전이나 구전 경전을 발화하는 것이 주술적 힘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14) 그러나 그는 

대중들의 텍스트 이용과 경전을 구술하여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전통적인 공통체 내에서 경전의 구술올 통한 주술적 

힘올 발휘하는 것은 소수 종교 전문인의 몫이었다는 사실올 생각하면， 그래염은 

결국 공동체 내 종교적 엘리트들의 경전 이용방식에만 집중한 것이다. 

역시 스미스의 제자인 미리엄 레버링(Miriam Levering)은 r경전 재고하기j에 

실련 「경전과 그 수용: 불교의 사례 하나」에서 대만 숭가 공동체의 경전 수용 방 

식을 조사하여 종교적인 텍스트가 이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먼저 그녀 

는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종교인들이 경전을 수용하는 주요 방식을 지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며 (the informative mode). 둘째는 경전을 낭송하고 읽어서 성스러운 힘이 발휘 

되도록 하는 상호활동(the transactive mode). 셋째는 의례적 맥락에서 경전의 

힘을 통해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을 유도하거나 스스로가 초월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고(the transformative mode). 넷째는 경전 자체를 성스러운 존재의 상정으로 

보는 방식이다(the symbolic mode). 그녀는 이 네 유형을 통해 경전의 지위와 

힘에 대하여 효윷적으로 셜명한다. 특히 경전을 포함하는 공동체에서 권위 있게 

수용된 말이 사랍들을 보호하고 주술적 힘을 발휘하며 공덕올 쌓고 다른 사람에 

게 유익올 끼치는 퉁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경전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접올 잘 보여준다 15) 레버령은 또한 경전의 힘이 이용되는 방식과 종교경 

험올 유발하는 방식도 셜명한다. 그녀는 과거의 나쁜 업보틀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을 필사하고 암송한다는 숭려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경전의 내용 대 

신 의례적 맥락에서 경전 자체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올 부각시킨다 16) 

레버령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경전의] 말들과 텍스트를 수용하는 모든 방식을 

검토하여 경전의 본질적인 특정을 결정짓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은 사실이지 

만， 17) 그녀는 대만의 비구니 공동체， 즉 일종의 종교적 엘리트 집단의 사례만을 

제시한다. 불교인들의 경전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원이나 송가 집단 밖에 

있는 재가 신자들이 경전올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경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 

14) lbid. . pp. 62-65. 
15) Miriam Levering. “Scripture and Its Reception: A Buddhist Case," in Rethinldng 

Scrψture. p. 60, pp. 72-90. 
16) lbid. . p. 73. 

17) lbid.,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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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살펴봐야만 한다. 근대 이전 한국에서 불교 경전올 읽고 쓸 수 있는 능 

력을 지닌 것은 매우 소수의 옐려트에 불과했다. 인도 불교 경전에 나오는 전문 

적인 용어는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들 

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후기 경전들도 주로 농민들이었 

올 대부분의 재가신자들이 읽고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불교 담론의 철학적1 우주 

론적， 윤리적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한문을 몰놨기 때문이다. 물론 빈 

역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중국어로 된 경 

전을 일본어로 번역한 반면， 한국에서는 15세기부터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례적 낭송과 읽기는 승려들이 독접하였고 한국으로 도입된 당시 경전의 언어로 

행해졌다. 

그래엄과 레버령의 연구는 읽고 쓸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올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 따라서 스미스가 제기한 비교종교학적 문제의식이 아직까지도 균형 잡힌 

셜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전을 이용하는 방식들을 매우 다양 

하게 발전시켜은 현대 한국불교의 사례들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 

공한다. 한국 불교의 엘리트들은 독송이나 사경(寫經)을 통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왔다. 이러한 점은 레버령의 대만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레버링이 만 

난 대만의 숭려들은 평화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혹은 몸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 

지도록 만들기 위해 경전을 읽고 암송한다고 말한다 18) 이제 의례적 맥락에서 경 

전을 읽거나 암송할 수 없는 한국의 재가신자들이 경전을 통해 붓다의 힘을 얻기 

위해 이용한 방법틀을 주목한다면 불교인들이 경전의 지위와 힘올 이용하는 방식 

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 반복과 소유: 불교 재가신자들의 불경 이용 방식 

3.1 반복과 소유를 통해 발휘되는 경전의 지위와 힘 

앞에서 언급한 탤라다-더글라스의 최근 연구를 좀 더 살펴보자. 그는 곰브리치 

의 주장을 발전시켜， 대승불교에서 경전을 낭송하고 펼사 또는 인쇄하고 나아가 

통 속에 넣어 돌리는 등 내용의 이해와는 상관없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의례 

18) fbid..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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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19) 그는 불교사얘 기록 

방식이 도입된 이후， 붓다의 가르침을 붓다와 일체라 여기며 존중하는 전통과 붓 

다 사후 그의 유골올 숭배하는 스투파 신앙이 결합되어 경전 자체가 숭배되는 일 

이 생겼다고 말한다. 털라다-더글라스의 주장에 따르면， 기록된 경전은 다르마 

(Dharma)7t 물질화된 형태이며 붓다 유물로서의 신성성을 획득한 것이다. 초기 

반야바과밀다(般若波羅密多) 경진들용 책인 동시에 신성한 존재의 화신으로 숭배 

되었고， 경전 내용에는 그 경전이 어떻게 의례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털라다-더글라스는 경전을 찢어 여러 사랍들이 합께 반복 

해서 독송하는 네팔 불교 공동제의 의례률 소개하며 이 의례에서 경전 내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이해가능성과 의미는 구별해야 한 

다고 말하고， 만트라나 다라니를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은 암송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 행위이며 발화되는 내용의 뜻융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털라다-더글라스는 경전을 반복하는 다양한 의례를 소개하여 다른 불교학자들 

이 주목하지 않은 내용을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경전의 반복 

암송을 대신하여 이미 1000년 전부터 마니차(法輪， prayer wheel)를 사용해왔으 

며，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이보다 앞선 시기부터 윤장대(뚫藏앓)흘 사용해왔다. 

높은 곳에 다루초(darchor; 혹은 룡타lungta ， 經文雄， prayer flag)를 매 다는 것도 

택스트의 힘이 바람에 날려 더 먼 곳까지 공덕을 끼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 

전올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경전의 반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일본에서 이미 쇼토쿠(뿔德) 태자 풍치기 (718-770)에 경판을 만들어 다라니 

를 엄챙나게 많이 찍어 배포한 것이나， 10새기 중국에서 84，000개얘 이르는 벽돌 

속에 인쇄된 경전올 넣어 탑올 쌓온 것도 경전 내용과는 상관없이 경전이 반복되 

기 위한 의례적 방법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댈라다-더글라스는 흐르는 

시뱃불에 경전 활자를 찍는 동 경전의 반복올 최대한으로 기하기 위한 방법이 다 

양하게 개발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축음기나 선풍기에 마니차를 연결한다거나， 

레이저 프린터로 최대한 작은 글씨로 많은 경전을 출력하여 마니차 속에 집어넣 

는다거나， 컴퓨터로 경전이 반복 낭송퇴는 장치를 만들고， 마니차의 아이콘이 돌 

아가도록 애니메이션올 만드는 풍 최급에 발전된 방식까지 소개한다. 

털라다-더글라스의 연구는 대송불교에서 내용과 상관없이 경전을 의 례적으로 

반복하게 된 전통의 역사적 배경올 추적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까지 발전된 다양 

19) T비adhar-Douglas. “Writing and the Rise of Mahayana Buddhism." pp. 25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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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의 연구가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올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는 불교 경전이 

붓다의 사라 유물처렴 숭배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서두에 언급했으면서도， 그 

이후로 신성한 존재 혹은 그 표상으로 경전을 수용한 전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 

지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경전의 힘올 이용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의례적 반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털라다-더글라스가 한 차례 한국 불교사의 사례를 제시한 부 

분에도 나타난다. 털라다-더글라스는 경전의 인쇄가 오래 남는 낭송이자 성공적 

인 의례적 반복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고려대장경올 비롯해서 동아시아에서 국 

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경판 제작의 예를 삽입했다. 고려대장경이 11세기에 몽 

골의 침략을 막올 힘을 얻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힘은 일본 

에서 경판을 만들어 엄청난 수의 다라니를 인쇄하고 중국에서 탑에 84，000개의 

경전 인쇄본 두루마리를 넣는 것처럼 반복을 통해 획득되는 힘파는 다르다. 고려 

대장경판의 막대한 분량을 고려하면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대장경은 붓다의 가르침을 포괄적이고 정확한 경판으로 만들어내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이 나라를 지커는 

불력(佛力)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불교인들은 더 이상 책을 찍어내지 않 

는 이 경판이 경전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대장경판이 우리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신자들이 경전올 수용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 

례적 반복의 형태와 더불어 물리적 소유의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 한국불교 

재가신자들의 사례에는 경전의 의례적 반복과 소유라는 두 유형이 모두 잘 나타 

난다. 

3.2 반복을 통해 경전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들 

성스러운 말인 정전의 힘을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라니나 

만트라와 같이 축약된 짧은 버전올 이용하는 것이다.20) 붓다와 보살의 성스러운 

20) 총지(總持) 또는 능지(能持)라고 번역되는 다라니(dharani)는 긴 정전에 포함된 근본 원리 

를 축약한 글귀로， 원래는 경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다라니를 암송하연 경전 전체플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을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다라 
니 어구와 경전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다라냐는 만트라 
(mantra, 훤言)를 포함하며， 짧은 형식의 구절(혹은 단어나 음절)을 만트라， 긴 형식을 다 
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연 만트라는 산스크리트 어구를 번역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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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가진 힘을 믿은 인도 불교인들이 그랬듯이，21) 한국불교의 재가신자들도 종 

종 다라니와 만트라를 암송한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마니차를 발전시켰듯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는 올장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재가신자들이 사원을 방문하여 윤장대를 툴리는 것은 경전 전체를 읽는 것에 해 

당하는 공덕을 쌓는 행위라고 여져진다. 이런 정에서 윤장대를 돌리는 행위는 경 

전을 쉽 게 반복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2) 

그러나 짧은 단어나 글귀를 암송하고 울장대를 툴라는 것만으로 선한 공덕을 

쌓고 과거의 나쁜 업보를 없애고자 하는 신자들의 열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 

었던 것 같다. 몇몇 사원에는 송려들처럼 독경올 할 줄 모르는 재가신자들을 위 

한 다른 장치도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 화엄종의 개조인 의상(靈뼈)이 

고안했다는 해인도(海印圖)를 꼽을 수 있다. 해인도는 의상이 당나라 유학 시절 

스숭 지엄(智밟)의 도움올 받아 화업경율 요약한 내용올 축약한 게송(偶頭) 글자 

들올 미로 모양의 도안에 써넣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인사(海터]좋) 마당에는 

돌로 해인도의 길을 만들어 방문한 신자들이 따라 돌 수 있도록 했다. 해인도를 

설명하는 표지판 내용을 살펴보연 반복의 방식을 통해 경전의 힘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찾을 수 있다. 

〈해인도 따라 돌기〉 

화엄경율 요약한 210자의 법성게 글자 하나하나는 선재동자가 만난 53 선지식을 대신 
합니다. 그러므로 해인도를 따라 도는 파정용 업장을 소멸하고 진리훌 깨당아가는 여 

정입니다. 자신의 발원을 소원지에 적어 해인도률 돌연 소원이 성취됨은 훌론이며， 참 

회 내용을 소원지에 적어서 해인도흘 따라 틀연 사후에까지 콘 공덕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해인도률 많이 걸은 사람은 업경대 앞에 섰을 때 그 거울에 해인도가 나타나연서 

살아생천 지은 죄엽이 거울 속의 해인도의 미로를 따라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 파정 

에서 자신의 최엽이 볍성게의 글자흉 하나씩 만날 때마다 사라져 결국용 소멸하게 된 

다고 합니다 해인도를 전체 한 바퀴훌 돌연 다시 처음 출발했던 정중랍 앞에 서게 됩 

니다. 이는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이자 밴뇌 앙상을 벗어난 반야지혜의 자리입니다. 

채용보살님들의 가피로 최업이 소멸하여 새로이 깨끗하게 태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 

다. 

고 음 그대로 읽은 형태의 주문으로， 말 자체가 전달하는 의미를 모르더라도 아무튼 심오 
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21) Levering, “Scripture and Its Reception." p. 64. 
22) 티베트 훌교얘서는 재7~신자들뿐 아니라 숭려들도 마나차를 툴리며. 한국훌교 숭려들도 다 

라나와 만트라흘 암송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경전을 반복하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재가 
신자에게 수용되었고，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숭려들에게도 이용되는 것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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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지판에 따르면， 해인도를 돌면 제불보살의 도움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소 

원올 성취하며， 죄업올 소멸하며， 깨끗하게 태어나는 등의 효험을 얻을 수 있다. 

경전의 요약문인 법생게 글자들이 죄업올 소멸시킨다는 구절은 해인도를 도는 것 

이 경전의 힘올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올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해인도를 따라 많이 걷는 사람이 공덕을 쌓올 수 있다는 말은 경전을 읽거나 암 

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경전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 

이다. 

윤장대나 해인도는 사원올 방문헤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휴대가 가능한 형 

태로 발전된 마니차와는 달리 재가신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첩히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엘리아데가 주장했듯이，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웅 

을 경험하는 일은 사원이나 수도원 내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성현(뿔顯)의 변증 

법은 상정체계를 통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23) 사원의 불탑에 붓다의 표상으로 

사리 대신 경전올 넣는 것은 경전이 재가신자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도입 

되는 모습이고，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움올 범속한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전 

형적 예가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에 독실한 재가신자들은 통과의례， 이사， 건축 등의 중요한 가정사가 있올 

때 근처 사원의 승려를 초청하여 경전을 암송하도록 했다. 이는 매우 부유한 사 

람들에게만 가능했던 행사인 데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다. 반면 

현대 한국에서는 가전제품들과 인터넷의 발전 덕분에 경전의 힘을 누구나 언제든 

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전 독송을 녹음한 CD나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은 예 

전부터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재가신자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유영 사찰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뿐 아니라，24) 개 

인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들에도 많은 불교신자가 방문한다 25) 한 인터넷 불교 

카페는 16，000명 이상의 회원 수를 자랑하며， 하루 방문자 수가 2，000명에 육박 

한다. 매일 올라오는 새 글이 400건에서 500건에 이른다.26) 몇몇 웹사이트들은 

23) Mircea Eliade, Pattems 끼 Cα7뼈ratiνe Religion, trans매ted by Rosemaη Sheed 
(New York: Sheed & Ward. 1958 [1949]). p. 446. 

24) 송광사에서 운영하는 www.songgwangsa.org나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www.lom~dosa.or. 
kr 둥이 있다.2009년 12월 30일에 접속했다. 

25) 불교 음악과 경전 독송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www.sambori.como]나 경전 독송이나 음 
악은 물론 교육 정보， 만화， 동화 둥 거의 모든 종류의 불교 관련 정보를 제공δ}는 
www.buddhabia.com 퉁이 있다.2009년 12월 30일에 접속했다. 

26) 이 카페의 웹 주소는htlp://cafe.daum.netlyumhwasiIO] 다. 위에 언급된 자료는 2010년 1 
월 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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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이나 만트라를 베껴 쓰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터넷 불교 카페들은 대 

개 한글로 번역된 경전 구절을 써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고 있고，27) 어떤 사이 

트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웅직여 붓글씨를 쓰도록 하기도 한다 28) 인터넷 독경과 

사경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재가신자들이 경전의 

힘올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홍해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반복을 통해 경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 

으며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 새로운 방식을 즐겨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고 본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현의 변증법도 확장되는 것이다. 

3.3 소유를 통해 경전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들 

엘리아데의 표현올 빌려 말하자연， 한국불교 재가신자들은 경전의 소유를 통하 

여 범속한 현실 속에서 성스러움을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인간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레버링은 인도 불교에서 경전의 암송이 숭려들이 공덕을 쌓고 

전하는 가장 흔한 형태였다면， 재가신자들은 경전 인쇄나 사경을 재정적으로 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적인 보호와 주술적 힘을 얻고자 했다고 말한다 29) 

한국에서도 경전 출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경전의 힘올 이용하며 공덕올 

쌓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탄허(홈虛)스님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月精휴)에 주석 

하며 많은 경전올 번역해서 출판해낼 때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가격이 만만치 않 

은 그 책들을 문맹인 신자들까지도 질(姓) 단위로 구입하여 가정의 서가에 비치해 

놓곤 하였다 3이 그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이는 경전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것을 

읽어 거기에 담긴 가르침올 배우는 실용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올 보여주는 좋 

은 사례이다. 훌륭하게 장정되어 눈에 띄는 경전의 질(1候)을 서가에 꽂아두는 것 

은 불상을 봉안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또한 독실한 신자들은 r법화경J ， r반야심경J ， r금강경.1， r화엄경」 동의 경전올 

자비를 들여 책으로 찍어 지인들에게 한 부씩 선물하는 법보시(法布拖)를 하기도 

한다. 경전을 선물합으로써 진리를 깨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 

올 남에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콘 공덕올 쌓을 수 있다고 생각과 소중한 사람 

27) http://cafe.daum.netlyurnhwasil, http://cafe.daum.net/bohhyun, gttp:/lcafe.daumnetl 
g인흐쩍. http:νcafe.daum.neν'gPdh 둥. 2010년 1월 5일 접속했다. 

28) w'>νw.sagyeong.net 을 참조했다. 2009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접속했으나. 2010년 1월 5 
일 현재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9) Levering, “Scripture and Its RecePtion," p. 74. 
30) 교신저자 윤원철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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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붓다의 지위와 힘올 지닌 경전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도 바탕에 깔려있다. 

요즘은 남에게 선물하는 용도가 아니라 직접 구입하여 소장하도록 하는 목적으 

로 만들어진 경전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으 

나 화려하게 장식된 경전들도 판매된다. 신문과 인터넷에서 계속 광고 중인 금동 

반야심경이라는 싱품은 많은 재가신자들에게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 상품의 인 

터넷 광고는 상풍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험이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 

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광고는 가정에서 독송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는 상당히 합리적인 말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광고 관련 법규를 어기지 않는 선 

에서 이 상품의 소유가 가진 효용올 강조하는 문구를 곳곳에서 찾올 수 있다. 가 

정에서 꼭 모셔야 할 호신이라는 부분은 화려하게 제작된 경전 요약본 자체가 성 

스러운 지위와 힘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새롭게 이사하는 분， 사업 

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 사업 번창올 기원하는 분，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수 

맥파로 잠을 일지 못하는 분， 집안에 삼재가 있는 분， 재물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분 등에게 부처님의 높은 공덕이 배어있는 금동반야심경올 권한다”는 내용도 이 

경전을 소장함으로써 엄청난 효험이 발휘될 것임을 역설하는 것이다.31) 

꼭 책이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것이 아니더라도， 경전의 어구가 적힌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나와 재가신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갖 종류의 문구들이나 

식기， 다기， 수건 등 일상생활에 펼요한 상품들이 불교 물품 판매점에서 팔린다. 

인터넷과 신문의 광고란에서는 r반야심경』 구절이 적힌 손목시계， r천수경」에 포 

합된 신묘장구다라니가 적힌 수건과 상보(똥隔)， 이 다라니가 적힌 시계， 휴대폰 

장식품， 지갑 등의 상품을 찾을 수 있었다. 불력(佛力)으로 운전 중 안전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은 책 모양으로 깎아 만든 모형 경전 상품을 자동차에 비 

치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2007년에는 성불화라는 운동화가 시장에 나왔 

다. 2007년 10월 24일자 r불교신문』 광고에 따르면， 이 신발에 는 옴마니 반메 

홈 만트라가 새겨져 있어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며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 

로 가서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도록 하는 효험이 있다고 한다. 2008년 3월 18 

일자 r금강신문j에 실련 평생 부자 지갑이라는 신묘장구다라니 복 지갑의 광고는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생취되는 영험!"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으며 ，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 내부 상단에 들어있고， 막 

31) http깨dabosa.co.kr/shop/shopdetai1.htn꾀?brandcode=OOl 00 100000 1 &search=&sort= 
brandname에 나온 내용이다. 맞춤법에 어긋난 어구는 일부 손을 보았다. 2010년 1월 5일 
접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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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협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다고 말한다. 

위에 언급한 상풍 광고들에 불교신자들의 신앙을 상엽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가 개입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광고률은 경전 혹은 그 일부 어구를 소유함으로써 초월적인 힘율 얻을 수 있다는 

재가신자들의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불교 

재가신자툴온 정전의 성스러운 지위와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경전융 소유하는 방 

식올 다양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4. 결론 

종교 내에서 경전이 지닌 힘과 지위 그리고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학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뭇했다. 기록된 경전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에만 

집중된 서구 학계의 경향올 극복하기 위해， 캔트헬 스미스와 그 제자들은 경전을 

성스러운 말의 일종으로 보고 구술적이고 챙각적인 차원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당시까지 무시되어온 경전의 구술적 요소의 중요성을 성공적으로 부각시 

켰으나， 구술적/청각적 차원만으로는 종교에 사용된 언어를 읽고 쓸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종교적 텍스트률 어떻게 수용하고 이용했는지를 셜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가신자들이 경전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 

식들을 살펴볼 펼요가 있다. 성스러움은 범속한 현실에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엘려아데의 지적을 고려하면， 재가신자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붓다의 지위를 가진 

경전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방식과 그 힘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발전시킨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 논문용 한국불교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경전의 성스 

러운 지위와 힘을 이용하는 방식을 반복과 소유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경전이 축약된 형태인 다라니나 만트라를 외우고 마니차를 돌리는 

일은， 경전을 효율적으로 반복되도록 하여 공덕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매우 쉽 

다는 점에서 송려는 물론 재가신자들도 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현대 한국불교 재가신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경전을 반복해서 듣 

고 필사하는 방법들을 발전시켰다. 경전을 선물하며 소유하는 법보시라는 전통적 

인 방식이 여전히 행해질 뿐더러， 경전이 가진 초월적인 힘의 도용을 받아 재산 

이 늘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화려하게 금박을 입힌 경전올 구입하는 사람도 있 

고， 만트라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좋용 길로만 인도한다는 신발을 신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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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새계에서 가장 발전왼 수준의 인터 넷을 사용하면서도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가 틀어있는 지갑올 공공연히 광고하고 구입하는 한국 

의 종교적 상황은 비교종교학자들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셜명을 하도록 도와주 

는 훌륭한 연구의 장이기도 하다. 

주제어: 비교종교학， 한국불교， 불교 경전， 경전 숭배， 인터넷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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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뼈on and Possession, Two Ways of 없Irean 

Lay Bud뻐sts’ Appropriation of Scriptures: An 
않:anψIle of Studying Scrip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ψara다.ve Religion 

Yoo. Yohan 

Yun. Woncheol 

Thìs paper illuminates ways of lay Korean Buddhìsts' approprìation of 

power of sütras from the perspectìve of comparative religion, so as to 

demonstrate that iconic status and function of Buddhist scripture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The oral and aural aspect of scripture that Wilfred 

Cantwell Smith emphasized provides only very limited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cripture: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lay persons 

before modern times. not only in Buddhist cultures but also in Christendom 

and other cultures, did not have chance to recite or even to hear the 

recitation regularly. We can find some clear examples of contemporary 

Korean Buddhists' understanding iconic aspect of sutras and appropriation 

of their power and status. 1n contemporary Korea, lay Buddhists try to 

appropriate the power of scriptures in their daily lives by means of 

repeating and possessing them. Korean Buddhism in 21st century provides 

lay persons who cannot read or recite in traditional form with new 

methods of repeating sutras, namely copying and reciting them, mostly 

with the help of internet. ln addition, Korean Buddhists have thought of 

possessìng copies of sutras as a very effectìve way of appropriating the 

status and power of sutra. developing various ways of possessing sutras 

that contemporary Korean Buddhists developed. Some purchase or present 

fancy gilded sutras, while some wear sneakers embroidered with mant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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