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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밟 뿔꿇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북미주 학계의 선(備)1)불교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검토 대 

상은 북미주에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이다. 박사학위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 

저술로서 그 학술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학문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 자료는 1962-

1999년까지 UMI 논문초록전산자료집 (UMI[University Microfi1ms Intemationall 

Dissertation Abstracts Ondisc)에 등록된 박사학위논문 중 “철학， 종교， 신학” 

(Philosophy, Religion, and τheology) 분야에서 선불교와 관련된 논문들이다.2) 

* 이 논문은 《한국선학회} (전화: [02] 2260-3135; http//www.seonstudy.org) 창립총회 
및 제 1차 월례발표회 (2000년 3월 18일)에서 발표된 논문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의 논평자였던 김용표 교수(동국대)와 이선옥(상명대) 교수께 감사드린다. 

1) 중국어로는 찬(Ch’ an) ， 한국어로는 선(Sõn) ， 일본어로는 젠(Zen)으로 발음되고 있으 
며， 이 불교 전통은 북미주를 비롯한 세계블교학계에서는 젠으로 호칭되고 있다 그 
러나， 이 글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이 불교 전통을 선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2) 1962 -1998년까지는 “철학， 종교， 신학” 분야 중 선불교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였으 
며， 1999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은 “불교" (Buddhism)란 주제어 아래 검색한 자료들(총 
44편)을 참고하였다 1999년도 자료에서는 “철학， 종교， 신학” 분야의 논문들을 독립 
적으로 검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란 주제어에 의해서는 더욱 포괄적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1999년도의 자료는 이 글의 논지 전개를 위한 자료로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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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선불교 관련 주제만 다룬 논문들 뿐 아니라 그 불교전통을 주요 논의 

중의 하나로 다룬 논문들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글의 분석 대상 

인 UMI 논문초록집에는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의 초록은 포함되어 있 

으나， 그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은 초록이 병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 논문들을 분석할 때도 이 자료의 성격에 준하여 분석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 글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이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제2장 현황 분석에서는 북미주 학계의 불교 논문 현황， 연대별 선불교 

논문 현황， 지역별 선불교 논문 현황， 지역별 · 연대별 선불교 논문 현황， 주제별 

선불교 논문 현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UMI 등록 연도별 선불교 관련 박사학위 

논문 목록이 부록으로 첨가되었다. 

I. 연홈의 훌g성 

불교가 한국에 소개된 지 16α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불교 전통 

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학문적으로도 서양의 불교학계에 비해 비교우위 

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4년 김충열3)은 서양에 

서의 동양사상에 대한 연구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구학자들의 진리에 대한 구도 

심， 실증적 연구태도， 튼튼한 재정적 뒷받침 등으로 판단할 때， 동양사상에 대한 

동양인의 이해가 반드시 서양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 

이며， 앞으로는 동양사상에 대한 재발굴과 응용마저도 서구학자들에 의해 주도 

될 가능성 이 더 높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디-4)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그 

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1년간(1992-93) 미국 UCLA(University of 

색이 없다. UMI 논문초록전산자료집에 대한 소개는 1999 한국학숨진홍재단 지원 과 
제인 김종명국내 불교학 연구의 방향-북미주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 -1，한국불 
교의 오늘과 내일· 평가와 제언~(2000 예정)을 참조할 것· 이 논문에서는 국내 불교 
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미주와 국내의 불교학 연구 동향을 비교 검토 
하고 있다 

3) 당시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4) 김충열서문1，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4),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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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ifomia, Los Angeles)에서 교환교수 경험을 한 이후의 결과였을 뿐， 이 주제 

와 관련된 국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와는 달랐다. 

“금발머리， 파란 눈의 서양인이 불교를 공부해요? 한문이나 읽어요?" 이 질문 

은 앞에서 언급한 김충열이 UCLA에 도착하던 초기인 1992년 7월에 글쓴이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불교를 왜 미국에서 공부했습니까?" 이것은 글쓴이가 1995년 

봄 귀국한 이래 수 년 동안 여러 명의 국내학자들로부터 받은 공통적인 질문이 

었다. 20뻐년 현재 이러한 시각은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 같으나， 

학계의 현실은 예전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 동향에 대한 이러한 국내학계의 일반적인 시각 

과는 달리， 서양에서의 불교학 연구의 역사는 100여 년이 넘었으며， 그 사이 서양 

의 불교학계가 쌓아온 업적도 상당하다. 특히， 북미주는 현재 세계불교학계를 리 

드해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다. 그리고， 거기서는 한국불교와 깊은 관련을 가진 

중국불교， 일본불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물론，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불교학은 현재 북미주 불교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선불교에 관한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불교학계에서는 북미주의 불교학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 

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북미주에서 출판된 비중있는 한국불교 관련 저 

술들도 국내학계에서는 거의 참고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불교철학의 두 거봉인 

원효(元曉， 617-86)5)와 지눌(知調， 1158-1210)의 대표작들은 한글과 영어로 각 

각 번역되었으며， 한글번역본에 비해 영역본의 주석이 훨씬 상세할 뿐 아니라， 

지눌 전서의 완역6)은 영역본이 먼저 출판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사정은 그러하다. 

국내 불교학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불교철학계와 불교사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보면 이 점은 더욱 찰 드러난다. 

5) 원효 전서의 영문 번역판은 2000년 5월에 미국 스토니브룩 소재 뉴욕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 ork, Stonybrook)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6) 최 초의 영 역 본은 Robert E. Buswel!, Jr., 까le Korean Approach to Zen: Collected 
Works of αlÎnu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3)이다. 이 책의 줄입판 
본에 대해서는 Robert E. Buswel!, Jr. , Tracing Back the Radianc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참조. 그리고， 최초의 한글본은 김탈진 역주보 
조국사전서~ (서울: 고려원， 19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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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초기 선사상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金剛

三味經~7)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은 1985년 미국학자 버스웰에 의해 처음 발표되 

었으며，8) 이 논문은 1989년 책으로 출판되었다 9) 그 。1 후， 국내에서도 『金剛三味

經論』을 주제로 삼은 박사학위논문이 두 편 발표되었으며，10) 이 두 논문의 저자 

들인 사토 시게키(住麗緊樹)와 김병환은 버스웰 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사토 

시게키는 자신의 학위논문을 1996년 책으로 출판11l하면서， 버스웰이 그의 책에 

서 상세한 주석을 붙여 영역한 『금강삼매경』을 한문본과 함께 수록하고 있었으 

나(부록 3-283쪽)， 본론에서는 버스웰의 논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또 

한， 김병환은 버스웰 본의 일부만 자신의 논문 서론 부분에서 참고하였으나， 본 

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특히， 김병환의 논문은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관행 

(觀行)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버스 

웰 본 참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불교사학계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려의 연등회， 팔관회， 제석도량의 성격과 역할 규명을 시도하면서 1999년에 

발표된 안지원의 박사학위논문12)은 고려의 국가불교의례를 다룬 가장 최근의 연 

구 실적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5년 전인 1994년 연등회， 팔관회， 인왕회， 소 

재도량을 중심으로 한 고려 불교의례들의 성격 규명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 

여 북미주에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13)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비슷 

7) w금강삼매경』의 원본은 독립적으로 전해진 것은 없으며， 현재는 이 경에 대한 원효 
의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에 포함되어 있다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국내 최초의 
번역과 해설은 1977년 이기영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이 결과는 1996년 다시 출판되 
었다(이기영 역해金剛三B未經論~，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6]). 

8) Robert E. Buswell, ]r., “The Korean Origin of the ‘Vajrasamãdhi -S디tra’ A Case 
Study in Determining the Dating, Provenance, and Authorship of a Buddhist 
Apocryphal Scrip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5. 

9) Robert E. Buswell, ]r. , The Formation of Ch'an !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rasαnãdhi S디tra A Buddhist Apocryph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0) 사토 시게키원효에 있어서 화쟁의 논리 J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병 
환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연구 관행을 중심으로J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11) 사토 시게키원효의 화쟁논리~ (서울‘ 민족사， 1996). 
12) 안지원고려시대 국가불교의례 연구: 연등 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로J ， 서울 

대 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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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를 다룬 국내학계의 다른 논문들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국내 한국불교학계에서 서구의 한국불교 관련 업적들이 실제로는 별로 

참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 정보화 시대 속의 한국 불교학계도 북미주를 비롯한 서 

양의 불교학 연구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북미주의 선불교 연 

구 현황을 겁토하면 세계불교학계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의 한 부분을 알 수 었 

다. 국내의 불교학 연구 경향은 특정 종파에 치우쳐 있지는 않으나， 그런 가운데 

도 종파별로는 선불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14)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국내 선불교학 연구의 방향 모 

색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철학계에서는 국내의 동 · 서양 철 

학연구 현황에 대한 일련의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15) 국내 불교학계 

는 서양의 선불교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시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저， 1890년대이래 북미주 학계에서 발표 

된 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들의 현황을 살펴보자. 

짧 • 훌훌빽뿜옐 〔짧)뿔궁앓 뿔혔 뽑뿔 훨활 톰쩍 

1 . 연대별 불교 논문 현황 

1890년대 이래 1999년 현재까지 북미주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논 

문 현황은 표 1, 그림 1과 같다. 

13) Jongmyung Kim, “Buddhist Rituals in Meclieval Korea(918-1392)," Ph.D. Disser
tation, University of Califomia, Los Angeles, 1994 

14) 김종명불교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3> 한국 불교학 연구의 비판적 고찰J ， <볍 
보신문> 2000년 2월 2일 (9변). 

15)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편철학사상』 제4호(1994) 제8호(1998)에서는 다양한 서구 

철학사상의 유업과 그 평가를 수년에 걸쳐 진행시켜 오고 있다 



174 美 國 學 第二+三輯(200이 

〈표 1> 불교 논문 현황 

n ' ι ... 
킨 T 

계
 -% 

-m 
연 대 

% 

찌
t
 애
 
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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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 1 의 그림 

북미주에서 불교 관련 최초의 논문이 나온 시 

기는 1890년대였다. 이 시기에 나온 논문 수는 4 

펀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1960년대까지는 양적 

인 증가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적 

어도 1960년대까지는 북미주 서양인들의 불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또한， 당시까지의 세계의 정치 상황도 그 

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한 편 

의 논문도 나오지 않았으며 ， 1940년대에는 단 한 

편의 논문만 발표되었다. 이들 시기별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제 1차 세계 대전(1914-18)과 제2차 

세계대전(1941-45)의 발발을 들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각각 6편과 

7편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논문 발표 수에 있어서 1970년대는 그 전 시대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양적 성 

장이 있었다. 1970년대의 발표 논문 수는 39편으로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80년간 발표된 논문 수 24편보다도 많았다. 또한， 1960년대까지는 연평균 발표논 

문 수가 단 한 편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거의 4편에 가까왔다. 

1980년대는 1970년대에 비해서도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적 증 

가를 보였다. 이 시기에 나온 논문 수는 174편이었으며， 이 슷자는 1970년대의 

그것의 약 4.5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이 시기의 연 평균 발표 논문 수는 17.4권 

이었다. 1990년대의 발표 논문 수는 250편에 달하였고， 연 평균 논문 수는 25편 

이었다. 이것은 1980년대에 비해 1.4배의 양적 증가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전체 논문 수에 대한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 수의 비율은 50.5%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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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주 불교학계에서 지난 1세기 여에 걸쳐 발표된 논문 수의 반 이상이 1990년 

대에 발표되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19세기 말 이후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불교 관련 박사학위 논 

문 발표 수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주목할 만한 

양적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그 전 시기에 비하여 큰 증 

가를 보였무며， 그 증가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았다. 특히 ， 선불교는 주제별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2. 연대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황 

북미주 불교학계의 연대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황은 표 2 및 그립 2와 같다. 

연대 계
 
-
잃
 -
뼈
 

30 

〈표 2> 언대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활 10 

편수 

% 

북미주 불교학계의 약 40곳의 대학(미국 37곳， 

캐나다 2곳， 스웨 덴 l곳16))에서 발표된 선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1999년 12월 현재까지 70 

펀에 가깝다 17) 특히， Temple University(6편)， <그림 2> 표 2의 그림 

Califom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5펀)， Harvard University(5면)， Univer 

16) 스웨멘은 북미주에 속하지 않으나 UMI 자료에 등록이 되어 있어 포함시켰다， 
17) Hee-sung Keel, “Chinul the Founder of the Korean Sõn Tradi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7은 UMI 자료집 에 퉁록되 어 있지 않으나， 여 
기서는 포함시켰다 이 학위논문은 후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Hee-sung Keel, αunul: 
the Founder cf the Korean Sðn Tradition, Berkeley Buddhist Studies Series 6,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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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4편)， The Union Institute(3편)，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3펀)， University of Hawaii(3펀)， Yale University(3편) 등에 

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 고 있으며 , Columbi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Toronto 등 북미 주의 유수한 대 학 

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북미주 불교학계에서 선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1962년에 처음 발표되었으 

며， 1970년대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에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현재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미주에서 불교학에 대한 학 

문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선불교 

관련 논문의 약 반이 1990년대에 발표된 것도 불교 관련 논문의 약 반이 같은 

시기에 발표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루어진 내용들도 현대에 가까 

워질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선불교 자체와 

관련된 연구뿐 아니라， 선불교를 응용한 연구와 북미주의 현대 문학에 미친 선 

불교에 관한 연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지역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황 
25 

북미주에서 발표된 선불교 관련 학위논문들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표 3 및 그림 3은 

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Z5 

ZO 

<표 3> 지역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황 

편수 

% 

계
 -% 

-
뼈
 〈그림 3> 표 3의 그림 

지역별로는 일본>중국>한국>티뱃=동남아 

의 순서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특정적인 것은 동아시아의 선불교 연구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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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북미주 학계에서의 선불교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일본의 선불교 전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아 선불교의 원조인 중국의 그것보다 더욱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스 

즈키 다이세츠(給木大批， 1870 -1966)를 비롯한 일본 불교학자들이 선불교를 북 

미주에 처음 소개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타는 어느 

특정 지역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논문들도 

주로 일본의 선불교적 틀 속에서 연구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선불교 전통 

의 영향은 사실상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선불교 관련 연구도 전체 연구 

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티뱃， 동남아의 선불교 전통에 대한 연구도 나요고 

있으나， 인도의 선에 관한 연구는 없다. 이어서 연대별， 지역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황을 살펴 보자. 

4. 연대별 · 지역벌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활 

표4 및 그림 4는 연대별 。 지역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황을 보여 준다. 

〈표 4> 연대별 · 지역별 선불교 관련 논문 

현황 

연대별 1960s 1970s 1980s 1990s 계 

일 본 2 7 14 24 

중 국 0 l 8 6 15 

한 국 3 2 7 

티 뱃 0 0 0 2 2 

동남아 0 0 2 0 2 

기 타 0 l 8 9 18 

계 2 7 26 34 68 

1960년대에는 일본과 한국의 선불교 관련 
〈그림 4> 표 4의 그림 

논문이 각각 한 편씩 발표되 었￡며， 중국 선불교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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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모두 동아시아 삼국의 선불교 전통에 관 

한 것들이었다. 특히， 한국 선불교에 관한 논문은 3편으로 양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불교 전통 중 선불교는 북미주에서 이른 시 

기에 연구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전년대에 비해 급격한 

논문 증가 수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선불교 관련 논문들이 8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일본 선불교 관련 논문들은 7편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었다 한국 

선불교 관련 논문은 1편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동남아외 선불교 관련 논문 

도 두 편이 발표되었다. 선불교 전통에 대한 1980년대의 학문적 관심은 1990년 

대에도 이어졌으며， 이 시기에는 양적 증가도 더 늘어났다. 일본 선불교 관련 논 

문들이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및 한국 선 전통에 관한 논문들은 각각 6 

편， 2편이었다. 그리고， 티뱃의 선불교에 관한 논문도 2편이 처음 등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북미주에서 연구되고 있는 선불교는 일본 불교 전통이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미주에서 발표된 선불교 관련 학위 

논문들은 주제별 다양성도 보이고 있었다 

5. 주제벌 현황 

북미주에서 발표된 선불교 관련 학위논문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응용분야의 연구， 선승의 삶과 사상 연구， 문학분야의 연구， 비교 연구， 선적 

연구， 개별 연구， 승가생활 연구， 선종 종파별 연구 등. 

1) 응용분야의 연구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선사상을 적용시킨 연구논문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었다. 총 발표 논문 수는 19편 (30%)이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선불교와 인간과 환경과의 통합 연구(Dutt 1983); 인간이 참기 어려운 기 

다림의 과정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가를 선불교적 측면에서도 검토함(Lewis 

1984); 선불교는 책임감， 정의， 권리， 비폭력， 경제， 환경 면에서 윤리적 기여가 

가능함(Ives 1988); 비불이성 ,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선사상을 상담이 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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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토함(Knewitz 1988); 선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기여 모색 (Katz 

1989); 선의 역설에 대한 반응을 포함， 역설이 종교적 문맥에서 반응되는 방식을 

검토함(Je띠<ins1989); 일을 하면서 겪게되는 갈등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됨 

으로써 결과적으로 화목함 조성과 개인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 에 선불교를 응용함(Stangl 1989); 1953년부터 1989년까지 미 국 체 육 교육에 

서 차지하는 선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상과 실천의 정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 

에 있긴 하나， 그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음(Shin 1990); 차기 통제， 심신의 관계 

성 등을 강조하는 선사상은 치료사， 상담사， 교사 및 다양한 종류의 공연자들에 

게 도움을 줄 수 있음(Miriani 1990); 선불교의 영 향을 받은 존 케 이지 (John 

Cage)의 유로페라(Eur얘eras)의 특징적 의미 모색 (K띠m 1992); 참선이 선불교와 

기독교 신비주의 수행자의 정신심리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 검토(Peng 1993); 

1940년대 후반 이래의 비트(Beat) 운동가들에 의한 미국 문화에의 선불교 응용 

과 그 중요성의 구조 검토(Gottschall 1993); 젠의 6가지 원리(진여， 개인 정신， 

지금 여기서의 삶， [맹목적 전통 수용에 대한] 반대， 자유， 깨달음)가 황 메이-슈 

의 3가지 연극에 미친 영향 분석 (Wang 1993); 불교의 참선은 목사의 지도력 향 

상에 도움을 줌(Hitchcock 1994); 참선을 통해 심리병리학적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참션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음(Disayavanish 

1994); 참선을 통한 자기 수행은 인간 존재의 이해에 공헌 가능함(Kopf 1996); 

일본 군국주의에 미친 선불교의 영향 분석 (Victoria 1996); 글쓴이 자신의 베트남 

전 참전 경험， 환각제 복용 경험， 해군 생활 경험， 선 수행 경험 등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선 수행이 자신의 긍정적인 삶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밝힘 

(Petteson 1997); 선 불교는 카톨릭과의 종교 대화에 기여함(Amell ， 1998). 

따라서， 선사상은 북미주의 환경공학， 윤리학， 상담심리 학， 문화학， 체육학， 예 

술， 의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 응용 분야에서의 선 불교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선 

불교가 문학 분야에 미친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는 

18) 북미주에서 발표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대의 그 지 
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불교학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종 

명 「국내불교학 연구의 방향 북미주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 」의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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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펴본다. 

2) 선승의 삶과 사상 연구 

특정 선승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한 논문은 1970년대 이래 현대까지 지속적으 

로 발표되고 있다 총 논문 수는 11편 (16%)이며， 연구 대상이 된 선승들은 다음 

과 같다: 지눌(1158-1211) (Keel 1977), (Shim 1979);19) 융밍 연쇼우(永明延壽， 

904-975) (Shih 1984): 지보 전커(業相훌可， 1543-1604) (Cleary 1985); 포리 치 

숭(佛日쫓뿜， 1007-1072) (Huang 1986); 위안우 코친(圓惜克動， 1063-1135) 

(Hsieh 1993); 데추겐 도코(1630-82)(Baroni 1993); 함허 기화(패虛E和， 1376-

1433) (Muller 1993);20) 성철(性澈， 1912-93)(Yun 1994); 인슐(印順， 1907-) (Tien 

1995); 종카파(Tsong-빠la-pa， 1457-19) (Wallace 1995). 

연구 대상이 된 선승들의 시대는 10세기부터 현대까지 다양하지만， 17세기 이 

전의 선승들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많다. 연구된 선승들의 국적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중국 5명， 한국 3명， 일본과 티뱃 각 1명. 따라서， 중국 선승에 대 

한 연구가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이름 

으로 파악할 때 대부분 중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주 불교 

학계에 미친 일본 선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승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 선승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고 있으나， 외국인 학자에 의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문학분야의 연구 

문학 분야에서 선불교를 연구한 논문은 9편 (13%)이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 

다: 20세기 미국의 승려 신비주의자 사회비평가 시인인 토마스 머튼(τhomas 

19) Shim의 논문은 다음 책의 전반부(pp. 3→158)를 구성하면서 출판되었다 Jae-ryong 

Shim, Korean Buddhism Tradition and Transfonmtion (Seo띠’ Jimoondang Pub
lishing Company, 1999) 

20) 이 논문의 내용 뚱 「圓覺經』 및 그 경에 대한 기화의 주석서인 「大方廣l탱覺11쫓多羅 

T義經說誼』를 번역하고 해제한 저서는 A. Charles Muller, The Sutra of Prζfect 
Enlightenment Korαm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 (Albany: State Univer
sity of New York Press, 1999) 참조. 이 책의 서평에 대해서는 김종명율러의 
『왼각경』과 『원각경설의』에 대한 번역과 해설 J，한국종교연구』 제2집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에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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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ton)의 시에 반영된 선불교의 영향(Altany 1987); 스나이더 (Snyder) ， 라이트 

(Wright) , 애쉬베리 (Ashbery) ， 라만티아(Lamantia) ， 스파이서 (Spicer) 등 현대의 

미국 시인들의 자아관 형성에 미친 선불교의 영향(Norton 1988); 멀윈(w. S. 

Merwin)의 시에 반영된 미국판 선불교의 불이관적 영향 (Wilson 1988); 선 불교 

의 미학을 지닌 노(Noh)가 예이츠(w. B. Yeats)의 문학에 미친 영향(Chiba 

1989); 게리 스나이더 (Garγ Snyder)의 장시에 미친 선불교의 영향(Sch버er 1989); 

에머슨(Emerson) 시에 나타난 그의 사상과 선사상의 유사성 및 1960년대 미국 

의 하이쿠(Haiku) 운동에 나타난 선 불교 요소의 중요성 (Lynch 1989); 엘리어트 

(T. S. Eliot)의 시 에 암시 된 미 학， 직 관， 지혜 에 미 친 선사상을 포함한 동양사상 

의 전반적 영향 검토(Lee 1991); 게리 스나이더를 비롯， 현대 미국 시인들의 시 

에 반영된 선불교의 영향(Paπ 1992); 선불교적 방법론에 의한 게리 스나이더의 

시 분석 (Lin 1992). 

따라서， 문학분야에서는 머튼， 멀윈? 예이츠? 에머슨， 엘리어트， 스나이더 등 미 

국의 대표적 근， 현대 시인들의 시 작품에 마친 선 불교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논문들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특정 기간에만 발표되었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4) 비교 연구 

선불교와의 벼교 연구를 주제로 삼은 논문들은 1960년대부터 19901년대까지 발 

표되고 있었다. 총 논문 수는 9편 (13%)이며， 그 논문들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고와 해탈의 의미에 대한 선불교와 폴 틸리히 (Paul Tillich)의 견해 비교 

(Chuck 1962); 선불교와 하시 디 즘(Hasidism)의 비 교(Teshima 1977); 토마스 머 

튼과 지눌의 사상 비교(Kang 1979); 오로빈도(Sη Aurobindo)와 선불교 사상 비 

교(O'Malia 1979); 파-짱(法藏) 사상에 나타난 역설과 공안 비교(Wright 1980); 

자아에 대한 신비적 개염과 선사상 비교(Um 1980); 폴 틸리히의 종교 철학사상 

과 선사상 비교(Demartino 1991); 선불교의 영향이 큰 일본의 수사학과 미국의 

수사학 비교(Calibome 1991); 미국 초월주의와 선사상 비교(Morris 1994). 

따라서， 동서양의 특정 사상가의 사상이나 특정 주의와 선불교사상을 비교한 

연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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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적(輝籍) 연구 

선적에 대한 연구 논문도 1960년대 이래 1990년대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총 논문 수는 6편 (9%)이며， 그 연구 대상이 된 선적들은 다음과 같다 w祖堂集』 

(Seo 1969), W洞山錄~(Powell 1982); W금강삼매경~ (Buswell 1985); W萬善同歸集』

(Welter 1987); ~)彈源諸끓集都序~ (Fox, 1988); W輝짧淸規~(Yifa 1996). 

연구대상 선적들이 찬술된 시기는 9-12세기 사이며， 중국의 선적들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조당집~，금강삼매경』처럽 한국 찬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선적들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선사상 형성의 배경이 된 

『裡뻐經』을 비롯한 대승 경전들이나 일본 찬술의 선적들은 연구되지 않고 있다. 

6) 개별 연구 

선불교와 관련된 개별 주제 연구는 6펀(9%)으로 나타난다. 일본 선불교에서의 

인간의 의미 (Kas버is 1975); 상좌부 불교에서 “jhana"(선정)의 역할 분석 (Guna

ratana 1980); 일본인의 가장 대표적 정신적 특질인 단순성은 선불교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 (Tivnan 1988); 일본의 초기 무로마치시대(室메時代， 1338-1572) 

이래의 묵화와 거기에 부가된 명문들은 선불교의 성속불이(聖倚不二)를 표현한 

것 (Parker 1989); 티뱃 불교에서의 선정과 무색정 분석 (Zahler 1994); 미국인들의 

선 수행 이유(Homans 1997); 선불교에서 사제 관계의 결렬이 수행에 미치는 영 

향(Gopfert 1999); 깨달음의 이해에 대한 재검토 및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 모색 

(Hershock 1994). 

7) 승가생활 연구21l 

선종 사찰의 승가 생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의 산물로서 총 4편(6%)이 발 

표되었다· 현대 일본 소토슈(曺洞宗) 여승들의 개인적 배경， 동기， 종교적 가치， 

정신적 수행， 그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 비구승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사회적 책 

임에 대한 그들의 사고， 여승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성 등을 분석하고， 그들은 종 

21) 이 분야에서의 한국 선불교에 관한 연구는 로버트 버스웰 지음， 김종명 옮김파란 
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1999; 서울· 예문서원， 2000)가 유일하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지허선방일기~ (여시아문， 2α00)도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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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화 전통의 보존자로서 여성의 독립과 평등을 위한 진보적 운동의 활발한 

참가자로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밝힘 (Arai 1993); 일본 교토의 안타지 구성원들 

이 공동생활을 원하는 의도와 참선을 통해 선의 원래 정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 

는 의도를 검토함(Acginn 1994); 중국 당과 송의 선종 사찰의 청규를 바탕으로 

한 승가생활을 분석하고， 선 사찰 생활의 윤리적 강점은 그것이 평등적， 민주적 

사회의 모텔로서 기 능한 데 있음을 밝힘 (Wu 1잃6); 비구와 비구나 선승들은 선 

불교의 참선 정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검토함 

Oibachi 19댔). 

8) 선종 종파별 연구 

선종 종파별 연구는 2펀(3%)이다: 북종(北宗)의 철학적 비판에 대한 분석 

(Zeuschner 1977); 초기 선 전개에 있어서 북종은 특히 수행면에서 큰 역할을 하 

였음(McRae 1983). 두 편 모두 중국의 선종 전통 중 북종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통양 삼국의 선종사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임제종(臨濟宗)에 대한 연구와 한국에만 존재하는 

조계종(햄꽃宗)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리고， 다른 주제별 연구 논문들과는 달리， 

이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한 편씩 발표되었을 뿐， 1990년 

대에는 한 편도 나오지 않은 특정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미주 학계에서 발표된 선불교 관련 논문들은 응용분야의 연구 

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문학 분야에서의 연구까지 포 

함하면， 전체 연구의 반에 가까운 43%에 달한다. 특히， 문학 분야의 연구는 1987 

-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만 나온 반면， 다른 응용 분야의 연구는 1980년대 이 

후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선불교 자체 연구로 볼 수 있는 선 

승의 삶과 사상 연구， 선적 연구， 승가생활 연구 및 선종 종파별 연구는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승의 삶과 사상 및 선적에 관한 연구는 

1960-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승가생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의 새로운 연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시각에서 

의 연구와 개별 연구가 각각 1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주에서의 선불 

교 연구는 응용분야의 연구와 선승의 삶과 사상을 중섬으로 한 선불교 자체에 

대한 연구가 두 가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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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엠 를 뿔 

북미주 학계의 선불교 연구는 주로 미국의 유수한 학술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주제별 불교 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 

대 이래 증가하기 시작한 선불교 관련 논문 수는 1980년대에 급격히 늘어났으 

며， 1990년대에는 전체 논문 수의 반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북미주 불교학계의 선불교에 관한 관심은 현대에 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불교 관련 논문들은 응용분야의 연구들과 선불교 자체와 관련된 연 

구들 및 다른 사상과의 비교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응용분야의 연 

구가 전체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승가생활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1990년대에 새롭게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다. 

북미주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선불교 전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동아시아의 선불교에 관한 것이며， 일본 선불교 전통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승의 삶과 사상을 위주로 한 선불교 자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전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 불교 전통은 특히 응용분야 

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주에 전해져 유행하고 있는 일본 

의 선불교 전통은 일본 내의 주류 선불교 전통도 아닐 뿐 아니라， 일본 군국주 

의와 영합한 불교 전통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2) 이러한 가운데， 한국 

선불교는 일본보다 그 시대가 앞설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청정한 수행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 불교학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 그러나， 한국의 선불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지 

눌을 중심으로 한 특정 선승들의 삶과 사상에 치우쳐 있으며，갱) 이 점은 다양한 

22) Robert H. Sharf, “The Zen of Japanese Nationalism," in Curators 01 the Buddm, 
ed. by Donald S. Lopez, J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107 -160. 

23) 김종병불교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3> 한국 불교학 연구의 비판적 고찰J ， <법 
보신문> 2000년 2월 2일 (9면). 

24) 지눌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국내외에서 10편이나 발표되었다. 이 중 외국에서 발표 

된 논문은 5편(미국 3, 일본 1, 대만 1)이며， 국내서 나온 논문도 5편이었다 국내서 
발표된 논문들은 모두 1990년대의 논문들이며， 특히， 1998-1999년도에 3펀이 나왔 
다. 또한， 2000년에도 2편이 더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이재형새 천년， 왜 다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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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가지고 융용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미주의 선불교 

연구 경향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그리고， 초기 불교 가르침의 지향점과 현대 

우리 학계의 지향점이 인간 현실의 현안점들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그를 바탕으 

로 한 문제 해결에 있음을 감안하변，엉) 북미주 학계의 선블교 연구 방향은 우리 

에게 시사하는 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미주 학계약 “철학， 종교， 산학” 분야에서 발표된 선불교 관 

련 박사학위 논문들에 태한 계량쩍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왜 선불교 연 

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여 주제와 관련휠 다른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들도 분석될 필요가 있으머，잃) 나아가 단행본과 학술 논문 뿔야로도 연구의 폭 

을 넓혀 가야 할 것야다. 또한 내용연에서도 이 주제양 관련휠 북미주 불교학계 

의 연구 업적물틀에 때한 질적 평가-와 버딴적 해석도 병행퇴어야 할 것애다.27) 

동폼훌를: 때『얘 8 웰홀첼 월tA~蕭짧월E뜯홉 

εhuck， James. “Zen Buddhism and Pau1 Tillich: A Comparison of Their 

Views on Man’s Pεedicament and the Means of Its Resolution," Pacific 

조인가J，볍보신문」 블기 껑44년 1월 19일 (12면). 한 연구에 의하연， 국내에서 불 

교학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처음 발표된 1970년대 이래 1998년까지의 박사학위논문 

수는 50편에 미치지 못한다(김종명， “국내 불교학 연구의 방향 -북미주의 연구 동 
향과 비교하여" w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평가와 제언J ， 1999 한국학술진홍재단 
지원 과제， 9-11쪽). 따라서， 특정 학승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이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10편이나 발표된 것은 국내 학자들에 의한 박사학위논문들 중 상당히 큰 비증 
을 차지 한 것이 라고 합 수 있다 

25) 현대의 많은 국내 철학자를의 공통된 견해 중의 하나는 철학은 우리의 현실과 관련 
된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그 제일의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아다(김종 
명한국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논쟁 학설들의 철학적 분석 J，한민족과 2000년 
대의 철학』 한민족 철학자대회 1999, 제 12회 한국철학자대회 연합대회 0999. 08. 1 
7-19) , pp. 17-19, 189-215, 특허， p. 208 

26) 일례로， 서구의 예술 분야에 미친 선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선옥， “‘북미주 학계 
의 선불교 연구 현황’에 대한 논평" <<한국선학회>> 창립총회 및 제 1차 월례발표 

회 자료집 (2000. 3. 18), 21-22쪽， “별지" 1-21쪽 참조 
27) “ ‘북미주 학계의 선불교 연구 현황’에 대한 논평 비판과 수용 앞의 자료집，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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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업orth Ame돼can Ac짧뼈eme 

융뾰뼈 聊g뼈it융뼈on B뼈얘dhism 

Kim , Jongmyung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research trends in Meditation Buddhism 

in North American academe. Source material used for this purpose are 

doctoral dissertations related to this subject produced in the field of “Philosophy, 

Religion, and Theology" among dissertations registered in the UMHUniversity 

Microfilms Intemational) during the period between 1962 and 1999. This 

artic1e is composed of two paπs: Part One discusses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and Part Two analyzes academic trends in dissertations on Buddhism, 

and those on M떠itation Buddhism in isolated nations，않 chronology, and themes. 

In addition, a list of dissertations on the subject is attached as an appendix. 

The number of clissertations on Buddhism in North America saw a 

gradualincrease in the 1970s, the 1980s demonstrated “explosive" growth in 

their number, and about half of the dissertations on Buddhism ever published 

were a product of the 1990s. American academic circles also have had a 

leading role in Meditation Buddhist studies and research on this subject 

constitutes the greatest part among thematic studies of Buddhism there. The 

majority of the dissertations on this subject are those related to engaged 

Buddhism, followed by those on Meditation Buddhism itself,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other philosophical systems of thought. In addition, study of 

monasticism is a new field that emerged in the 1990s. 

In North America,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diverse med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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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s developed in isolated areas. However, the majority of research on 

the subject has been devoted to their East Asian counterparts, represented by 

Zen, the ]apanese Meditative tradition, which has attracted the greatest 

attention from Western scholars. While research on the Chinese tradition is 

p디marily concerned with the lives of eminent Meditation monks and their 

thought, Zen is studied in tenns of engaged Buddhism. In comparison, the 

Korean counterpart has been virtually ignored by Western scholarship. 

However, it is recently said that: Zen popular among North Americans is not 

the mainstream of Zen in ]apan; and it corroborated with ]apanese militarism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contrast, the Korean tradition of Meditation 

Buddhism is said to have a greater possi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Buddhist Studies around the world. This is because the 

Korean version predated the ]apanese one and has well preserved the pure 

praxis of traditional East Asia. Conventíonal scholarship on the Korean 

meditative tradition has been limited to the lives of eminent monks and their 

thought. In this regard, Korea is quite different from North America. Early 

Buddhism put the greatest emphasis on the thorough recognition of human 

reality and focused primarily on solving impending issues in human society. 

From this perspective, research trends in North American academe on 

Meditation Buddhism provide much viable infonnation for the prospective 

future of Buddhist studies in Korea. 

A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North American 

scholars related to Meditation Buddhism remains for further study. In 

addition, an in-depth examination of books and scientific treatises on Medi

tation Buddhism wiIl also be necessaη for our better understanding of 

research trends on this subject in North Ame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