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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과 불교의 역할
__스리랑카를 중심으로__

야나로카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 갈등으로서의 스리랑카의 내전 배경 및
현황. Ⅲ 종교 및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테라바다 불교의 해석.
Ⅳ 내전 이후 스리랑카 불교 및 승가의 역할. Ⅴ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사회갈등과 불교, 스리랑카 내전, 승가의 정치 참여, 내전과
승가의 역할]

스리랑카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의 타밀 분리 독립 운동으
로 시작된 내전을 경험하였다. 스리랑카 내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불
교-힌두교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식되어 있으며, 본고는 스
리랑카 내전이 단순히 불교-힌두교의 갈등으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스리랑카 내전 역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내전이 종료 된지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스리랑카 불교 및 승가에
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종교 간의 갈등 및 갈등 해소에 대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파알리 텍

스트를 인용해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 갈등의 원인 및 해소에 대해 붓
다가 어떤 방식으로 설하고 있는지를 파알리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희론
(papañca), 잠재번뇌(anusaya) 및 견해(diṭṭhi)와 같은 용어의 의미를 통
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사회갈등 해소에 있어서 불교 입장
을 표명하는데 도입시켜 설명하고 있다.
싱할라족과 타밀 민족 간의 갈등은 스리랑카 역사 내내 발생한 일

이며, 본고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스리랑카 불교 교단과 승가와 어
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스리랑카 불교 교단 및 승가가 예부터
항상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되어 온 것이 싱할라 민족과 마찬
가지로 스리랑카에서 긴 역사를 가진 타밀 민족과의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스리랑카 승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 본고에서 마지막으로 스리랑카 내전 이후 현재
스리랑카 사회 및 승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제시하
고 있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sravaka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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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테라바다(Theravāda) 즉 상좌부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리

랑카는 16세기 유럽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종교

적, 또는 사회적인 피해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1505년부터

1602년까지는 포르투갈이 스리랑카 일부 해안지역을 지배하였고,

1602년부터 1795년까지는 네덜란드인들이 스리랑카 해안 일부를

지배하였다. 스리랑카를 가장 오랜 기간 지배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795년 당시 스리랑카를 지배하던 네덜란드를 굴복시키고,

스리랑카를 완전한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다. 1948년 2월 4일 스리

랑카는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였고, 스리랑카에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스리랑카에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는 3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1983년부터 2009년까

지 2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스리랑카 싱할라족(Sinhala) 정부군

과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타밀족(Tamil) 일람 해방군(The Liberat

ion Tigers of Tamil Eelam) 사이의 내전을 경험하였다.

싱할라족과 타밀 민족의 갈등은 스리랑카 역사 내내 발생한 일

이다. 스리랑카 고대사 중에서 싱할라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 받는

둣타가마니(Duṭṭhagāmaṇī) 왕(BCE 10-77)은 당시 아누라다푸라

를 지배한 타밀족 엘라라(Elāra)왕과의 전쟁 기록을 살펴볼 때, 둣

타가마니 왕이 타밀 왕과의 전쟁하고자 한 목표가 불교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둣타가마니 왕은 “나는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고 말했

다.1) 왕의 이 선언이 엘라라 왕과의 전쟁에 필요한 승가의 지지

및 군사 모집의 전략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불교 교단과 승려들의

1) Rahula(1993)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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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속에 둣타가마니 왕은 타밀 왕에게 오랫동안 빼앗긴 왕권을

되찾았고, 이후 불교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했다. 1세기부터 스리

랑카는 때때로 인도 남부 타밀인의 침략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하

고, 왕권을 잃기도 하였으며, 불교와 승단이 모두 쇠퇴하기도 하

였다.2) 현재 스리랑카에서 발견되는 타밀인의 문명과 그들의 종

교인 힌두교는 위와 같은 남인도 타밀족 침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스리랑카계 타밀인들 역시 스리

랑카 내에서 소수민족에 속한다 하더라도 다수민족인 싱할라 민

족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할 수

있다.

테라바다 불교에 대해 국내에서 많은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졌

으나, 같은 아시아권의 불교전통을 가진 스리랑카의 사회 현황과

불교에 대해 발표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스

리랑카의 내전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26년의 스

리랑카 내전이 불교-힌두교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표시

되어 있기도 하다.3) 반면 스리랑카내전의 시점과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소개하여 다룬 연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4)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스리랑카 내전이 단순히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스

리랑카 내전이 종료되고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스리랑카 불

교 및 승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

가 종교 및 사회 갈등과 갈등 해소에 관한 불교적인 해석을 테라

바다 불교 텍스트를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리랑카의 내전으로 비롯된 사회 갈등과 스리랑카

사회 변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불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

로 해석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스리랑카 내전이 종교 간의 갈등으로

2)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1997) p. 17.
3) 한내창(2009) p. 144.
4) 이혜숙(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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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개하고, 정치 및 사회 문제로서의

스리랑카 내전과 그 이전 역사를 살펴 제시하고자 한다. 스리랑카

내전이 198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6년 내전의 근

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이 싱할라족과 불교에 첫 번째 지위를 부

여한 것으로, 스리랑카 헌법에는 모든 종교에 부여된 권리를 보장

할 의무가 있고 불교에 그 첫 번째 지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평등성의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 내전으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 피해를 생기게 한 것이다. Ⅱ 장에서 연구자는 스리랑카 내

전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고, 내전 종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를 다루고, 타밀 해방군이 타밀 반군이 된 과정을 여러 사례를 통

해 제시하고자 한다.

Ⅲ 장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해 파알리(Pāli) 맛지마

니까야(Majjhimanikāya)의 우파리경 Upālisutta(優波離經) 및 앙

굿따라니까(Aṅguttaranikāya)의 Kesamuttisutta(迦羅摩經)을 중심
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과 해소에 관해서 불교

가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아가 파알리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용어 및 개념을 통해

소개하여 갈등 원인 제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스리랑카 불교 및 승단 역사를 간략히 제시한 이후

스리랑카 불교가 왕권과 밀접한 상호협조와 우호관계를 맺고 발

전되어 왔다는 점과 왕권에 의해 스리랑카 승단의 분열이 일어난

과정을 요약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스리랑카 승려들의

정치 참여 및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불교에서 승려의 정치 참

5) 정기선(2015) p. 3. The Republic of Sri Lanka shall give to Buddhism
the foremost place and accordingly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and foster the Buddha Sasana, while assuring to all religions
the rights granted by Articles 10 and 14(1)(e). 스리랑카 공화국은 헌법
제2장의 10조와 14조에 의거하여 모든 종교에 부여된 권리를 보장하며,
불교에 대하여 그 첫 번째의 지위를 부여한다. 국가는 이에 따라
불법(佛法)을 보호하고 촉진시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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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스리랑카 26

년간의 장기 내전 이후 현재 스리랑카 승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가 앞으로의 스리랑

카 종교 및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Ⅱ. 사회 갈등으로서의 스리랑카의 내전 배경 및 현황

국토 면적이 약 65,610㎢이며, 2011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인구

는 약 2,130만 명이다. 그중 싱할라(Sinhala) 족이 약 74%, 타밀(T

amil)족은 약 18.1%, 무슬림(Muslim)족은 약 7%정도이다. 타밀족

은 스리랑카계 타밀(Sri Lankan Tamils)과 인도계 타밀(Indian T

amils)로 분리되는데, 스리랑카 북부, 동부 지역 거주지였던 타밀

일람 해방군들은 스리랑카계 타밀 민족에 속한다. 한 가지 강조해

야 할 점은 26년의 스리랑카 내전은 싱할라 불교도(Sinhala Budd

hists)와 타밀 힌두교도(Tamil Hindus)의 종교적인 모순점으로 비

롯된 갈등이 아니라는 것이다.6) 스리랑카 내전의 시발점과 내전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8년 이후 스리랑카는 자유당(Freedom

Party)과 통합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의 교대로 정권을 장

악하였다. 자유당을 창당한 S.W.R.D. Bandaranayaka는 불교도의

싱할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정권을 세워 총리(1956-1959)

가 되었다. 싱할라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의 정책으로 인한 타밀

족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1958년 싱할라족과 타밀족 분쟁이 시작

되어 약 300-400명 정도 사망하였다고 한다. Bandaranayaka 총리

6) Veluppillai(2006)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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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59년 9월 26일 불교도에 의해서 암살되었는데, 그가 싱할라

족으로부터 살해당한 이유는 타밀족과 타협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7) 독립 이후 스리랑카 헌법상 모든 민족 및 종교가 평등

하다 하였지만, 1972년과 1978년의 헌법 개정들을 통해 싱할라족

및 불교를 우선으로 삼은 결과가 싱할라족과 타밀족 갈등이 악화

시킨 중대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8)

1981년 극단적인 싱할라족 한 집단이 스리랑카 북부 Jaffna에

위치한 공립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불태웠으나, 그 어느 누구도 처

벌받지 않았다. 이 당시 스리랑카 남쪽 싱할리족과 북쪽 타밀족간

의 갈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북쪽에서는 테러

활동으로 이어져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당시 통합국민당

정권 J.R. Jayawardana 대통령(1977-1989)이 이에 실질적인 대책

을 내놓지 못한 것이 스리랑카 26년의 내전으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 해도 이 주장에 대해 반발은 없을 것이다.

1977년 싱할라족과 타밀족 분쟁으로 인해 약 300명이 사망하고,

3500명의 타밀족 사람들이 난민촌에 수용되었다.9) 스리랑카 내전

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1983년 7월에 일어났다. 스리랑

카 북부 Jaffna를 순찰하고 있었던 스리랑카 정부군 차량에 총기

를 발포하여 정부군 13명이 타밀 일람 해방군들에 의해 사살 당

하였고, 방송을 통해 이를 공개되자 싱할라족 사람들은 스리랑카

수도 Colombo를 비롯한 스리랑카 전 지역 타밀족 사람들을 공격

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타밀족인들이 싱할라족인들에 의해 학

살당하였다. 이때 Colombo 시에서만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

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결과로써 북부 타밀 일람 해방군들이 급속

도로 힘을 키워 스리랑카계 타밀족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싱할

라족 정부군과 타밀 일람 해방군들 간의 26년의 내전으로 이어졌

다. 26년간 타밀 일람 해방군들은 정부군 상대로 스리랑카 북, 동

7) 이혜숙(2003) p. 313.
8) Gombrich(2006) p. 23.
9) 이혜숙(2003)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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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Guerrilla) 방식의 기습공격과 스리랑

카 전 지역 중심지에 자살폭탄테러를 벌여 나이, 성별, 지위 상관

없이 수없는 싱할라족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였다.

1987년 정부군들이 Jaffna를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스리랑카인

들은 내전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타밀 해방

군들은 정부군이 Jaffna 병원을 폭발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인

도 정부의 스리랑카 내전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도는 스리랑

카 내전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으로 타밀인을 스

리랑카에서 분리주의 민족주의로 성립시키는 것이 인도 정부가

내심 기대했다. 당시 타밀 일람 해방군들의 훈련지 및 무기 공급

이 인도 남부 Tamil Nadu에서 일어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는

스리랑카가 정치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인도의 이 입

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은 인도 8대 총리인 Rajiv Gandhi(194

4-1991)에 의해서 평화 유지군(Peace-Keeping Force)들을 스리랑

카 Jaffna 지역으로 파견된 것이다. 당시 스리랑카 정권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당시 스리랑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

던 싱할라족 청년운동으로 알려진 인민해방전선(Janatha Vimukt

hi Peramuna)으로부터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민

해방전선은 경찰관, 군인들 포함한 정부와 관련이 있는 많은 사람

들을 죽였다. 따라서 스리랑카는 3개의 내전을 동시에 경험한 것

인데, 싱할라족과 타밀족간의 분쟁, 인민해방전선과 정부 간의 분

쟁 및 타밀 일람 해방군들과 정부 간의 분쟁이다.10)

인도 Rajiv Gandhi 총리의 스리랑카 내전 개입은 2년의 기간으

로 별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125,000명의 평화 유지군인들이 다

시 인도로 불러왔다. 인도 총리의 스리랑카 내전 개입 때문인지 R

ajiv Gandhi 총리는 1991년 Tamil Nadu에서 선거 연설 도중 스리

랑카 타밀 일람 여성 반군의 자살폭탄으로 인해 암살되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1993년 스리랑카의 Ranasinghe Premadasa 대통

10) Gombrich(2006)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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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또한 반군들의 자살폭탄으로 인해 암살되었고, 대통령 서거 1

주일 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Lalith Athulathmudali가 반군들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타밀 반군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와 다른

2명의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많은 장관들과 유명인들을 무차별하

게 죽였다.11)

스리랑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Chandrika Bandaranayaka Ku

marathunga(1994-2005) 시대에 타밀 반군과의 내전이 새로운 방

향으로 흘렀다. 내전은 내전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Kumarathun

ga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부군이 당시 타밀 반군의 중심

지였던 북부 Jaffna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Kumarathunga 대통령 임기는 스리랑카 모든 분야에서 암흑시대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밀 반군의 보복으로 1995년 10월 스리

랑카 동부지역 한 싱할라족 마을에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

곳에서 남녀 어린이 포함한 120명이 타밀 반군에 의해 학살당했

다. 뿐만 아니라 1996년 1월 31일 수도 Colombo 중앙은행 폭탄투

척, 64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994년 7월 2

4일 Dehiwala 열차 폭발, 1998년 1월 25일 스리랑카 불교도의 중

심 사찰이라 할 수 있는 Kandy 불치사 폭발12)과 2001년 7월 24

일 Katunayaka 국제공항 폭발 등 타밀 반군이 스리랑카 전 지역

버스, 열차, 공항과 사찰을 향한 공격을 가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

인지 Kumarathunga 대통령의 인민연맹당(People's Alliance Part

y)은 2001년 12월 총선거에서 야당 통합국민당에 의해 패배했으

며, Ranil Wikramasingha 통합국민당 지도자가 새로운 총리로 임

명되었다. 2002년 2월 Wikramasingha 총리가 타밀 반군과 임시

정전협정을 맺어 같은 해 12월 노르웨이(Norway)에서 권력을 공

유하는 방법을 제시해 평화회담을 개최하였다. 타밀 반군을 향한

11) Gombrich(2006) p. 25.
12) Kandy 불치사 폭발 사건은 1998년 2월 4일 불치사 앞에서 진행
예정되어 있었던 독립기념행사를 취소시키기 위한 타밀 반군들의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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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ramasingha 총리의 관대한 양보가 Kumarathunga 대통령의

정책과 맞지 않아서인지 총리가 미국 공식 방문 중인 2003년 11

월 4일 대통령이 국회를 정회하였다. 따라서 평화회담을 통한 내

전 해결 방법을 추구하던 Wikramasingha 총리의 노력이 끝나고

말았다.

Kumarathunga 대통령의 6년의 임기가 끝나 2005년 11월 17일

스리랑카 대선에서 통합국민당의 지도자 Ranil Wikramasingha를

물리치고, 190,000표차로 승리를 거둔 Kumarathunga 대통령의 자

유당에서 출마한 스리랑카 남쪽 Hambantota 출신 Mahinda Raja

paksa(2005-2015)가 제6대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스리

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과의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는 지점과

26년이나 장기화되어 오던 내전이 종식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Rajapaksa 대통령 임기 중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정부군의 타밀 반군 진압 작전이 시작된 것은 2006년

7월 21일 타밀 반군들이 Mavil Aru 지역 저수댐 공급수를 막아 1

5,000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힌 사건 때문인데, 당시 스리랑카

동부 지역 95%의 영토가 타밀 반군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R

ajapaksa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정부군은 반군 진압 작전을 수행

하여, 반군을 스리랑카 동부 지역 넘어 북쪽으로 밀고 나가 진압

작전을 시작한지 3년만인 2009년 5월 타밀 반군 지도자였던 Velu

pille Prabhakaran를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Rajapaksa

대통령이 내전 종식을 선포하면서 26년의 스리랑카 내전이 마감

을 내렸다.

26년의 스리랑카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국비가 사

용되어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발전을 볼 수 없던 상황에 Raja

paksa 대통령의 다음 목표가 스리랑카 경제를 살려 국가를 발전

시키는 계획이었다. 그는 2010년 1월 대통령 임기보다 2년을 앞서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하여 2선 도전에 성공하였고, 국가 경제 살

리기에 돌입하였다. 당시 중국은 스리랑카에서 최대 투자국이었으

며, Rajapaksa 대통령의 고향으로 알려진 스리랑카 남부 지역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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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ntota 위주로 제2의 국제공항, 항구 등을 건설하였다. 재선에

성공한 Rajapaksa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3선에 도전하였으

나, 2015년 1월 8일 선거를 통해 실패하였다. 여당에서 갑작스럽

게 탈당한 사무총장이던 Maithripala Sirisena가 야당후보로 출마

하여, 스리랑카 제7대 대통령이 되었다. 26년 내전의 마침표를 찍

은 Rajapaksa 대통령의 패배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장기 내전 이후 스리랑카 내전 지역이던 북부, 동부 지역 중심의

기초적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내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군과 타

밀 반군의 전투로 큰 상처를 받은 싱할라족과 타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간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제7대 대선에서 Rajapaksa 대통령이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싱할라족의 지지를 받았으나, 26년

의 내전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지역 타밀족

및 무슬림족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스리랑카 현 정부 또한 내

전 이후의 국가로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인식

못하고 있으며, 다민족 국가인 스리랑카의 싱할라(Sinhala), 타밀

(Tamil) 및 무슬림(Muslim)족 간의 종교,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및 정책의 필요성이 급선무

라 생각된다.

Ⅲ. 종교 및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테라바다 불교의

해석

BCE 6세기 붓다 출현 당시 인도는 종교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인 면에서 불안정한 시대였다는 것을 테라바다(Theravāda) 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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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확인되는 많은 증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붓다는 종교

와 사회 갈등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한 종교 지도자 및 철학자라

오늘날 평가 받는 것이 불안정한 당시 시대 상황이 한 가지 원인

으로 제시할 수 있다.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붓다의 입

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텍스트가 바로 <MN Ⅱ, Gahapati-vagg

a>의 Upālisutta(優波離經)에서이다.
경(經)은 자이나교도에 속한 Upāli 장자가 붓다를 이기고자 신

(身)을 통제하는 것(kāyadaṇḍa), 말(語)을 통제하는 것(vacīdaṇḍa),

마음(意)을 통제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삼는 것인

가? 하는 대화식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붓다는 4가지 비유를

통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 장자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장자는 붓다에게 첫 번째 비유를 듣자마자 자이나교도인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나 계속해서 붓다에게 질문

을 한다. 설법이 끝나자, 장자는 붓다에게 첫 번째 비유만으로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 이해하였으나, 계속해서 논쟁한

이유가 법(法)을 더 듣기 위해서라 한다. 결과적으로 장자는 불

(佛),법(法),승(僧)에 귀의하고자 한다.13) 그러나 붓다는 장자에게

잘 생각해서 판단하기를 권유한다.14) 또한 장자가 불교도의 재가

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방문하는 자이나교

도인들에게 보시해야 한다.15)고 붓다는 설하고 있다. 모든 이가

13) MN Ⅱ, p. 379. Purimenevāhaṃ bhante opammena bhagavato attamano
abhiraddho api cāhaṃ imāni bhagavato vicitrāni pañhapaṭibhāṇāni
sotukāmo evā'haṃ bhagavantaṃ paccanīkātabbaṃ amaññissaṃ.
Abhikkantaṃ bhante, abhikkantaṃ bhante, seyyathāpi bhante
nikkujjitaṃ vā ukkujjeyya. Paṭicchannaṃ vā vicareyya. Mūḷhassa vā
maggaṃ ācikkheyya. Andhakāre vā telapajjotaṃ dhāreyya:
cakkhumanto rūpāni dakkhintīti. Evamevaṃ bhagavatā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 esāhaṃ bhante bhagavant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ñca bhikkhūsaṅghañca. Upāsakaṃ maṃ
bhagavā dhāretu ajjatagge pāṇupetaṃ saraṇaṃ gatanti.

14) MN Ⅱ, p. 379. Anuviccakāraṃ kho gahapati karohi. Anuviccakāro
tumhādisānaṃ ñātamanussānaṃ sādhu hot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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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앙을 따라야 한다는 사유로 인해 오늘날 종교 간의 갈

등이 매우 심각화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을 설하더

라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생각에 의해 신앙을 받아드리게 하는 붓

다의 입장이 현재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

용한 방식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승불교 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ANⅠ, Ṭīkanipāt

a>의 Kesamuttisutta(迦羅摩經)에서도 칼라마인들에게 종교 선택
의 자유에 대해 설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붓다가 칼라마(Kālā

ma) 지역을 방문한 당시 붓다를 만나러 온 그들에게 붓다는 자신

의 가르침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권유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을 방

문하는 여러 종교인들의 다양한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던

칼라마인들에게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단순히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믿지 말고, 누구의 가르침이 올바르다
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말라. 또한 단순히 그대들이
믿는 종교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교를 믿지 말고,
그대들의 교사나 연장자의 권위에 의존해서 가르침을 믿지 말라. 단순
히 예전부터 전승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통을 믿지 말고, 스스
로 관찰하고 분석한 이후 건전한 이성에 부합되고 그 가르침이 선(善)
한 가르침이고, 유익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그때 받아들여야 한다.16)

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가르침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

15) MN Ⅱ, p. 379. Dīgharattaṃ kho te gahapati nigaṇṭhānaṃ
opānabhūtaṃ kulaṃ, yena nesaṃ upagatānaṃ piṇḍakaṃ dātabbaṃ
maññeyyāsīti

16) AN ,Ⅰ p. 189. etha tumhe, kālāmā! Mā anussavena, mā paramparāya,
mā itikirāya, mā piṭakasampadānena, mā takkahetu, mā nayahetu, mā
ākāraparivitakkena, mā diṭṭhinijjhānakkhantiyā, mā bhabbarūpatāya,
mā samaṇo no garūti. Yadā tumhe kālāmā attanāva jāneyyātha –
‘ime dhammā akusalā, ime dhammā sāvajjā, ime dhammā
viññugarahitā, ime dhammā samattā samādinnā ahitāya dukkhāya
saṃvattantīti, atha tumhe, kālāmā, pajaheyyāthā’ti, iti yaṃ taṃ
vuttaṃ, idametaṃ paṭicca vut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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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해서인데, 어떤 가르침을 받아드리기 전에 그 가르침을 통

해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貪, lobha), 성냄(瞋, dosa), 어리석음(癡,

moha)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

다. 붓다의 이러한 설법이 사상 및 종교 선택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 할 수도 있으나, 강제적인 종교 권유로부터 벗어

나야 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는 종교 간의 어떠한 갈등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앞 텍스트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붓다의 입장은 테라바다 불교 파알리

니까야(Pāli-Nikāya)의 많은 텍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戒,sīla)를 밑거름으로 삼은 불법(佛法)에서 출가자에게 해당되

는 범계(犯戒, pārājikā) 가운데 3번째17) 항목과 재가자가 지켜야

할 5계(五戒, pañca-sīla)중 1번째18) 항목만 보아도 수행적인 면에

서 폭력과 분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폭력과 분쟁이 결코 허락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갈등에 관한 붓다의 관점에 대해 두드러진 예문을 <DN.

Ⅱ, Mahāvagga>의 Sakkapañha sutta(帝釋所問經)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람 모두가 증오, 해침, 적대감 혹은 악의 없이 평화롭

게 지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은 실제로

서로 분노하고, 해치며 살고 있느냐는 제석(帝釋, Sakka)의 질문

에 붓다는 갈등과 적대감의 원인들로써 질투심과 탐욕,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결과적으로 희론(戱論, papañca)을 설명한다.19)

17) Vin Ⅲ, p. 158. yo pana bhikkhu sañcicca manussaviggahaṃ jīvitā
voropeyya, satthahārakaṃ vāssa pariyeseyya, ayam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18)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sikkhā padaṃ samādiyāmi.
19) DN Ⅱ, p. 276. katāvakāso sakko devānamindo bhagavatā imaṃ
bhagavantaṃ paṭhamaṃ pañhaṃ apucchi: kiṃsaññojanā nu kho
mārisa devā manussā asurā nāgā gandhabbā ye caññe santi
puthukāyā te 'averā adaṇḍā asapattā abyāpajjā1 viharemu averino'ti
iti ce nesaṃ hoti. Atha ca pana saverā sadaṇḍā sasapattā sabyāpajj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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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붓다가 사회 혹은 정치적인 현상으로 나타내는 심리

적인 근원이라 설명한다. Suttanipāta(經集)에 따르면, 분쟁의 원인
이 인식과 희론의 왜곡으로 설명되어 있다.20)

파알리 텍스트에서 papañca(戱論)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

나,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21) Sakkapañha su
tta(帝釋所問經), Madhupiṇḍika sutta(蜜丸經), Kalahavivāda(鬪諍
經)에서는 ‘papañca’ 용어를 개인적인, 사회적인 갈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선 <MN.Ⅰ, Sīhanādavagga>의 Madhupiṇḍika sutta에서 설
명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경(經)은 석가족인 Daṇḍapāṇi가 붓다

에게 “사문은 무엇을 말하는 자이며, 무엇을 설명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과 붓다의 답변이 담겨 있다. 또한 Daṇḍapāṇi와의 대화

viharanti saverino"ti itthaṃ sakko devānamindo bhagavantaṃ pañhaṃ
apucchi.Tassa bhagavā pañhaṃ puṭṭho byākāsi:
"Issāmacchariyasaññojanā kho devānaminda devā manussā asurā nāgā
gandhabbā, ye caññe santi puthukāyā, te 'averā adaṇḍā asapattā
abyāpajjā viharemu averino'ti iti ce nesaṃ hoti. Atha ca pana saverā
sadaṇḍā sasapattā sabyapajjā viharanti saverino ti. Itthaṃ bhagavā
sakkassa devānamindassa pañhaṃ puṭṭho byākāsi. Attamano sakko
devānamindo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i anumodi: evametaṃ
bhagavā, evametaṃ sugata, tiṇṇā me'ttha kaṅkhā vigatā kathaṃkathā
bhagavato pañhassa veyyākaraṇaṃ sutvā"ti.

20) Palihawadana(2006) p. 67.
21) Ñāṇananda(2012) p. 1. 파알리 경전에서 papañca 용어가 “papañceti,
papañcayanta, papañcita”와 같이 동사 혹은 동사 파생어로 등장한다.
그리고 가끔은 papañca-saññā, papañca-saṅkhā,
papañca-saññā-saṅkhā,
papañca-saññā-saṅkhā-samudācaraṇa-paññatti,
papañca-saṅkhā-pahāna, papañca-vūpasama, papañca-nirodha,
chinnapapañca, papañcārāma, papañcarati와 같이 복합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텍스트에서는 'nippapañca,
nippapapañcapada, nippapañcapatha, nippapañcārāma, nippapañcarati,
appapañcaṇ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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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붓다에 이어서 Mahākaccāna 존자가 붓다의 설법 내용을

자세히 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Madhupiṇḍika sutta에서
Daṇḍapāṇi와 비구들의 질문에 붓다의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

한다면 다음과 같다.

욕망에 속박되지 않고 지내는 바라문은 지속적인 존재에 대해 갈애
가 없고, 환희할 만하고, 환영할 만하고 애착할 만한 것이 없다면, 이
것이 탐욕이라는 잠재번뇌(rāgānusaya)의 끝냄이고, 이것이 성냄이라
는 잠재번뇌(paṭighānusaya)의 끝냄이고, 이것이 견해라는 잠재번뇌(d
iṭṭhānusaya)의 끝냄이고, 이것이 의심이라는 잠재번뇌(vicikicchānusa
ya)의 끝냄이고, 이것이 교만이라는 잠재번뇌(mānānusaya)의 끝냄이
고, 이것이 존재(有)에 대한 탐냄이라는 잠재번뇌(bhavarāgānusaya)의
끝냄이고, 이것이 무명이라는 잠재번뇌(avijjānusaya)의 끝냄이고, 몽
둥이를 잡는 것(daṇḍādāna), 칼을 잡는 것(satthādāna), 싸우는 것(kal
aha), 다투는 것(viggaha), 논쟁하는 것(vivāda), 중상(tuvaṃtuvaṃ),
망어(pesuñña), 거짓말(musāvādā)의 끝냄이다. 여기서 이러한 악하고,
불선한 법들이 남김없이 멸해진다고 세존께서 설하셨다.22)

경에서 붓다는 욕망에서 벗어남으로부터 윤회의 원인인 갈애가

없고, 존재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다면, 그때 모든 불선한 법들이

남김없이 멸해진다고 설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붓다가 설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설

명되는 잠재번뇌(隨眠23), anusaya)들의 멸함이 바로 사회갈등의

22) MN Ⅰ, p. 276. Yatonidānaṃ, bhikkhu, purisaṃ papañcasaññāsaṅkhā
samudācaranti. Ettha ce natthi abhinanditabbaṃ abhivaditabbaṃ
ajjhositabbaṃ. Esevanto rāgānusayānaṃ, esevanto paṭighānusayānaṃ,
esevanto diṭṭhānusayānaṃ, esevanto vicikicchānusayānaṃ, esevanto
mānānusayānaṃ, esevanto bhavarāgānusayānaṃ, esevanto
avijjānusayānaṃ, esevanto
daṇḍādāna-satthādāna-kalaha-viggaha-vivāda-tuvaṃtuvaṃ-pesuñña-
musāvādānaṃ. Etthete pāpakā akusalā dhammā aparisesā nirujjhantī’ti.
Idamavoca bhagavā.

23) 안성두(2007) pp. 77-78. 초기불전에서 마음을 염오시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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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들의 제거함이라 요약할 수 있다.붓다의 핵심적인 설법내용을

Mahākaccāna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하는 과정에서 존자는 papañc

a(戱論)가 근본적으로 감각에 의한 인식(Sense-perception)과 결

합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눈과 색들을 원인으로 해서 안식(cakkhuviññāṇa)이 일
어난다. 이 3가지의 결합(tiṇṇaṃ saṅgati)으로 인해 촉(phassa)이 있게
된다. 촉에 의해 느낌(vedanā)이 있고, 어떤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생
각(sañjānā)하고, 생각하는 것을 거칠게 생각(vitakka)하고, 거칠게 생
각하는 것이 희론(papañca)이 된다. 희론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눈으로 인식되어야 할 색들에 대한 희론의 표시가 일어
난다.24)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오류로 이어지는지를 붓다가 Madhupiṇḍ
ika sutta에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붓다는 이 요
약에서 인식이 잠재적인 성향으로 이어지지 않게 어떻게 다루어

야 할지를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서 붓다는 장로 Mahākaccāna 존

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존자는 범부의 감각적인 지각의

다양한 단계에 대해 분석하여, 심(尋, vitakka)이 인식을 따르는데

바로 그것이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 폭력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설명한다.25)

항상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진다면, 그러한 생각이 습관과 성향

잡다하게 사용된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상위범주로 묶여지게 된 것은
아비달마 불교시기에서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심을 괴롭히거나
염오시키는 여러 심리적 요소들을 총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주로 사용된
술어가 隨眠(anuśaya)이다.

24) MN Ⅰ, p. 280. Cakkhuñcāvuso,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ṅgati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yaṃ
vedeti taṃ sañjānāti , yaṃ sañjānāti taṃ vitakketi, yaṃ vitakketi taṃ
papañceti, yaṃ papañceti tatonidānaṃ purisaṃ papañcasaññāsaṅkhā
samudācaranti atītānāgatapaccuppannesu cakkhuviññeyyesu rūpesu.

25) Palihawadana(2006)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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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며, 그 습관과 성향이 발전하여 마음속 잠재적으로 머

무르게 된다.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이러한 성향이 우선적으로 생

각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Suttanipāta> Vāseṭṭha sutta에
서 설명되고 있으며, 경에서 붓다는 Vāseṭṭha 바라문에게 출생과

가문으로 바라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여, 비난, 폭력이나

구속을 성내는 것 없이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있고, 용맹한 사람

이 바라문이라 할 수 있다고 설한다.26) 이어서 분노하지 않고, 의

무를 다해 계행을 지키고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잘 다스려진 궁

극의 몸에 이른 자가 바라문이라27) 붓다는 설한다.

테라바다 텍스트는 늘 갈등의 원인으로 견해, 신념 및 이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다른 문제는 이러한 견해, 신념과

이념이 희론과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인데, 견해, 신념 및

이념의 포괄적인 파알리 용어가 ‘diṭṭhi’이다. diṭṭhi는 √dis(to see)

루트(root)에서 파생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견해(view)를 의미한다.

어떤 맥락에서는 이것이 종교적인 견해의 의미로 드러내기도 한

다. 파알리 텍스트에서 ‘diṭṭhi anusaya(견해라는 번뇌)’와 같이 사

용될 때는 잠재적인 인식 속에 잠들고 있는 ‘나’ 또는 ‘나의 것’이

라는 자아(自我)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인식으로

인해 나의 가족, 나의 언어, 나의 국가 등의 견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갈망, 자만심, 오만심 등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28)

견해라는 번뇌 및 견해라는 번뇌의 제거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파알리 텍스트가 바로 Aṅgulimāla sutta(鴦掘摩經)인데, 텍스
트에서 연쇄 살인범으로 등장하는 Aṅgulimāla는 “나는 멈추어 있

다 그대도 멈추어라29)”는 붓다의 한 말씀을 들은 이후 심적인 변

26) Sn Ⅲ, p. 706. Akkosaṃ vadhabandhañca, aduṭṭho yo titikkhati;
Khantībalaṃ balānīkaṃ,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27) Sn Ⅲ, p. 706. Akkodhanaṃ vatavantaṃ, sīlavantaṃ anussadaṃ;
Dantaṃ antimasārīraṃ,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28) Palihawadana(2006) p. 68.
29) MN Ⅱ, p. 518. Ṭhito ahaṃ aṅgulimāla, tvañca tiṭṭh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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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Aṅgulimāla의 한 찰나의 심적인 변화는

소리(sabdha)라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잠재적인 인식을 깨우게 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잘못된 견해라는 번뇌는 인식 속에 잠재적

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여, 제거한다면, 자아

(自我)적인 견해를 소멸하게 된다.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

이 멸한다면, 상호간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갈등이나 분쟁이 존재

할 수 없게 된다.

붓다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폭

력(ahiṃsā) 혹은 상호존중이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비심(悲心, kar

uṇā)에 근거하고 불살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초기불교 파알리 경

전에서 늘 연기(緣起, pratītyasamutpāda)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

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imasmiṃ sati ida

ṃ hoti;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화합되어 있으며, 연기의 세계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느 하나도 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인연으로 화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재가 없고, 고(苦) 낙

(樂) 등의 느낌들은 심(心)속 현상들일 뿐이다. 종교 및 사회갈등

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불교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그 모두를 5가지로 요약해 Ⅱ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실제 상황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연기설(緣起說)을 깨닫는데 있어서 기

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여실(如實, yathābh

ūta)이다. 붓다는 이것을 정신적인 면에서 설명했으나,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우선 문제점 또는 그 원인을 검토하고

실제를 이해해야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진

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전에서 그것이 완전한 버림(pahāna)이

라는 용어로 등장한다. 파알리 텍스트에서 불선한 법들로부터 떠

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 개념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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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언어, 문화와 고향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분쟁 및 폭행을 통해서 어떤 해결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Dhammapada(法句經) 3-530) 게송에
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증오심의 반복으로 인해 분쟁의 끝이

없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네 번째는 진실 및 정어(正語, sammā-vācā)의 중요성이다. 불

교에서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신과 타인을 해롭게 하는 언어사

용을 금하고 있다.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진실과 정어가 우선으

로 고려된다면, 사람이나 사회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상호간의 이롭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

결책을 찾았을 때, 그것이 실행하기 이전에 인내심을 가진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알리 텍스트에서 붓다가 법을

설하는 과정에서도 늘 볼 수 있듯이 법을 듣는 비구들과의 대화

의 방식을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견해의 오류가 있는

지를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오해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갈등의 원인의 해소가 가능하다.

30) Dhp pp. 1-2. (3) Akkocchi maṃ avadhi maṃ ajini maṃ ahāsi me, Ye
taṃ upanayhanti veraṃ tesaṃ na sammati. (4) Akkocchi maṃ avadhi
maṃ ajini maṃ ahāsi me, Ye taṃ na upanayhanti veraṃ
tesūpasammati. (5) Na hi verena verāni sammantīdha kudācanaṃ,
Averena ca sammanti, esa dhammo sanant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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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전 이후 스리랑카 불교 및 승가의 역할

테라바다 불교의 발전에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중심적

역할을 맡은 국가가 바로 스리랑카라 할 수 있다. 인도로부터 스

리랑카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BCE 3세기 데와남피야티싸(Devān

am Piyatissa, 247-207) 시대에 불멸 200년 이후 인도를 통일시킨

마우리야 왕조 아소카(Asoka)의 아들인 마힌다(Mahinda) 장로에

의해서이다. 불교에 귀의한 후 아소카 왕은 전법사들을 인근의 9

개의 나라에 파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에는 아소카의 친

아들인 마힌다 장로가 파견되었다.31)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항상 왕권과 밀접한 상호협조

와 우호관계를 맺고 발전되어 왔다. BCE 1세기까지 약 200여 년

간 왕권과 승단의 갈등은 없었으나, 스리랑카 불교 승단의 분열이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 왓타가미니 아바야(Vaṭṭagāmini Abhaya, 2

9-17) 시대였다. 왕이 12년 동안 숲 속에 피신해서 지내는 동안

그를 보살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왕권을 되찾은 이후 승려 마하

티싸(Mahātissa)에게 무외산사(無畏山寺, Abhayagiriya)를 건립하

여 하사하였다. 붓다 당시부터 승가(sañgha)는 개인으로 재가자들

에게 받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스리랑카 불교 승단

의 최초의 분열이 일어나게 한 것이다. 이는 율장 <Cullavaggapāḷ

i> Senāsanakkhandhaka의 내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32) 이후

31) Geiger(1912) p. 82.
32) Vin Ⅱ, p. 130. "ete me, bhante, saṭṭhivihārā puññatthikena
saggatthikena kārāpitā. Kathāhaṃ, bhante, tesu vihāresu
paṭipajjāmī’’ti? ‘‘Tena hi tvaṃ, gahapati, te saṭṭhivihāre
āgatānāgatassa cātuddisassa saṅghassa patiṭṭhāpehī’’ti. ‘‘Evaṃ
bhante’’ti kho rājagahako seṭṭhī bhagavato paṭissutvā te saṭṭhivihāre
āgatānāgatassa cātuddisassa saṅghassa patiṭṭhāp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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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口傳) 전통으로 내려온 파알리 삼장(三藏, Tipiṭaka)을 BCE

1세기경 최초로 패엽경으로 편찬한 제4차 불전결집(佛典結集)에

참석한 승려들이 가뭄으로 인해 인도로 피신하여 돌아간 이후 인

도로 피신하지 않은 승려들 사이에서 교단의 근본에 관해 일어난

논쟁으로 인해 수행주의(vipassanā-dhura)와 교육주의(ganthadhū

ra)로 분열이 일어나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33)

현재 스리랑카 승단에는 1753년 태국에 의해 성립된 시얌종(Si

yam-nikāya34)), 미얀마에 의해 1772년에 성립된 아마라푸라종(A

marapura-nikāya35))과 1864년에 성립된 라만냐종(Rāmañña-nikā

ya36))이라는 3개의 종파가 존재한다. 이 중 시얌종은 주로 교육주

의이며, 아마라푸라종 및 라만냐종이 교육주의이자 수행주의라 할

수 있다. 예전부터 스리랑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주의 승려

들이 위기로부터 스리랑카 불교를 보호하여, 부흥운동을 한 것인

데, 예를 들어 서양 식민지 세력 속에서 불교 부흥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한 사라낭카라(Velivita Sri Saraṇaṃkhara37)), 서양 식민

지배 속에서 불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기독교 목사들과 5

번의 대논쟁38)을 승리로 이끈 구나난다(Migettuwatte Guṇānand

33) 난다라타나(2008) p. 5.
34) De Silva(2006) p. 204. 시얌종은 말와따(Malvatta)와
아스기리야(Asgiriya)라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리랑카 전 지역
18,000명의 승려들이 시얌종에 포함되어 있다.

35) De Silva(2006) p. 204. 아마라푸라종에는 12,000명의 승려들이 포함되어
있다.

36) De Silva(2006) p. 204. 라만냐종에는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승려들이 포함되어 있다. 스리랑카 총 승려수가 약 37,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37) Bechert(1970) p. 767. 18세기 중순 Kīrti Sri Rājasiṃha 왕조 때,
구족계(upasampadā)를 받은 승려들이 없었으므로 당시 불교 승려들을
‘gaṇinnānsa’ 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사라낭카라 스님은 왕의 도움을
받아 스리랑카 불교 부흥운동 역할을 맡은 개척자라 할 수 있다.

38) 1)1865년 2월 8일 밧데가마(Baddegama) 대논쟁, 2)1866년 2월 1일
우단위타(Udanvita) 대논쟁, 3)1871년 6월 9일 감폴라(Gampola) 대논쟁,
4)1873년 8월 26일 파나두라(Panadura) 대논쟁, 5)1899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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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가교육에 앞장 선 수망갈라(Hikkaduwe Sri Sumaṅgala39))

등의 승려들이 대부분 교육주의에 속한 승려들이었고, 국가의 존

재 하에 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인식한 승

려들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이후 스리랑카 불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198

3년 7월 이후 시작된 내전 때문이다. 26년의 내전으로 인해 스리

랑카 북부 및 동부 지역의 많은 불교 유적, 유물 또는 불교 사찰

이 타밀 일람 반군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BCE 3세기 아소카왕조

의 딸인 상가미따(Saṅghamittā) 비구니가 스리랑카로 모시고 온

보리수 나무(bodhi tree)를 데와남피야티싸(Devānam Piyatissa)왕

이 전달 받은 스리랑카 북쪽 Jaffna에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티싸마하비하라(Tissamahāvihāra)와 파치나마하비하라(Pacīnama

hāvihāra)를 Jaffna에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없다.40)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스리랑카 전설에 따르면, 붓다의 스리랑카 3번째 방문 곳인 북쪽

작은 섬인 나가디파(Nāgadipa)에 위치한 유명한 사찰이 내전 당

시 늘 타밀반군의 공격을 받았다. 스리랑카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

로 붓다의 치아사리를 안치되어 있는 아누라다푸라(Anurādhapur

a)시대 이전 루후누(Ruhunu) 시대 왕인 카완티싸(Kāvantissa)에

의해 성립되었다 하는 스리랑카 포론나루와(Polonnaruwa)에 위치

한 소마와티야 사리탑(Somawatiya chaitya)은 내전 당시 타밀 반

군들의 벙커(bunker)로 사용되었다. 불교 사찰뿐만 아니라 불교

승려들 또한 타밀 반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 6

우루고다왓테(Orugodawatte) 대논쟁이 있었다. 이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39) 수망갈라(Hikkaduwe Sri Sumaṅgala) 스님은 승가교육을 위해 1873년에
‘Maligakanda Vidyodaya Pirivena’라는 유명한 승가학교를 성립하는데
앞장섰다. 이 승가학교가 1978년 당시 정부가 ‘University of Sri
Jayewardenepura’로 이름을 변경시켜 현재 스리랑카에 유명한 대학교로
알려져 있다.

40) Vijebandara(2014)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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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 아란탈라와(Aranthalawa) 지역에서 동자승들을 포함한 33

명의 승려들이 하룻밤에 반군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이와 같이 장기 내전으로 인해 스리랑카 불교 및 승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서 스리랑카 민족 갈등 문제에 대한 불교 승려들

의 개입 및 역할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널리 논의를 이어왔다. 그

대부분 학자들은 불교적인 관점을 가진 대규모의 싱할라인들이

불교 승려들을 따르고,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 중심으로 이루

어진 타밀 분리 독립 운동의 문제해결의 주요한 요인을 그 승려

들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 스리랑카 정치 역사에 있어서 타밀

분리 독립 운동으로 비롯된 내전 문제 해결이 엄청난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불교 역시 이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노

력해왔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타밀 분리 독립 운동에 원

인제공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스리랑카 승려들이 또한 자유롭지 못

한다. 스리랑카가 싱할라 불교 국가주의라는 특정한 독자성을 심

어, 결과적으로 스리랑카 타밀 민족이 소수민족이라는 배타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타밀 소수민족은 스리랑카내

서 그들만의 국가를 창조하고자 결심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41) 2001년 T. Bartholomeusz과 C.R. de Silva라는 저자들에 의

해서 출판된 The Role of the Saṅgha in the Reconciliation Proc
ess이라는 책에서 스리랑카 승려들이 싱할라-타밀 권력공유 문제
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이 그들의 교육과정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2) T. Bartholomeusz과 C.R. de Silva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스리랑카 사원 승가 교육 제도에 적절한 변화

가 있고, 교육제도의 우선권을 고려한다면, 승려들을 통해 불교도

싱할라인들의 다른 소수민족 특히 타밀 민족에게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리랑카 26년의 내전 기간이 또한 스리랑카 승려 생활에 커다

41) Tilakaratne(2006) p. 210.
42) Bartholomeusz & de Silva(200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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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정치에 관여하게

된 것인데, 시점은 2001년 스리랑카 남부 Galle 지역에서 출마한

불교 승려43)가 국회의원이 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후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불교 승려들로 구성된 당이44)

9명의 국회의원들을 산출하게 되었다.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지만, 승려들의 정치 참여가 당시 불안정한 스

리랑카 사회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성

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겠으나, 승려에게 정치

는 불교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은 붓다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붓다의 교리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출가

하여 승가의 구성원이 되는 방식과 세속에서 재가사회의 구성원

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 2가지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 불교에

서 언급되는 승가는 재가사회와 다른 목표 인식을 가져, 승가사회

의 계(戒)와 율(律)의 작동원리를 받아드리는 수행자들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승가의 구성원들이 정치와 같은 세속적인 문제에 초연

한 입장을 취할 때, 재가사회와 완전한 단절이 불가능해지고, 정

치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게 된다. 불교에서 승려들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생산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치

에 관여하게 되는 승려들이 수행의 기반이 되는 계율을 어기데

된다. 뿐만 아니라 율장의 규정에 따라 유지, 운영되는 승가사회

에서 정치에 관여함으로 인해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일으켜, 출가자

에게 재가자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된다. 재가자들은 승가 공동체

를 보살피는(dāna) 대신 승가사회는 재가자들의 정신적 도덕적(d

harma dāna)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승려들에 대한 불교의 가

43) Baddegama Samitha 스님은 Lanka Sama Samaja Party((LSSP)라는
당에서 스리랑카 남부 지역 Galle에서 출마해 승려출신 첫
국회의원(2001-2004)이 되었다.

44) Jathika Hela Urumay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새로운 당은 2004년 제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52,724개의 투표(5.97%)를 획득해 대부분
승려들인 9명의 국회의원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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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승려들은 권력을 소유

하거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

어 있는 사항이며, 승려들의 정치 참여는 재가자인 정치가들에게

불교적인 올바른 정치적 이상을 깨우쳐 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45)

내전이 종료되어 6년 지난 현재 스리랑카 불교 및 승가의 역할

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내전이 종료되기 직전

타밀 일람 반군들은 30여만 명을 인질로 잡았으며, 내전이 종료되

자 9000명에 달하는 어린 나이의 반군들도 있었다.46) 현재까지 스

리랑카 현 정부가 내전으로 인해 피신한 민간인들을 제자리로 북

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재가자들의 도덕적, 정신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승가들에게 불가피하게 내전에 참여하게 된 이들의 정신

적 지도자 역할 및 싱할라 민족과 타밀 민족 간의 이해를 도모하

는 일,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스리랑카 북부, 동부 지역 사찰 복원

등의 역할이 맡겨 있다.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 지역에 고고학적

불교유적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현재 스리랑카 승가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는 타밀어 교육 등 필

수 과목으로 이수된다면, 승가들은 싱할라 민족과 타밀 민족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

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사회문

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45) 윤세원(2014) pp. 19-22.
46) 난다라타나(200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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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이상으로 사회 갈등과 불교의 역할에 대해 스리랑카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종교 간의 갈등과 갈등 해소에 대해 테라바다 불

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사회 갈등의 원인 및 해소에 대

해 붓다가 어떤 방식으로 설하고 있는지를 파알리 텍스트에서 확

인되는 희론(papañca), 잠재번뇌(anusaya) 및 견해(diṭṭhi)와 같은

용어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았고, 그 내용을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불교 입장을 표명하는데 도입시켜 설명했다.

본 논문에서 주요 다루고자 한 내용은 스리랑카 타밀 민족과

싱할라 민족의 사회 갈등이며, 전통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불

교를 신앙으로 가진 싱할라족과 힌두교를 신앙으로 가진 타밀족

간의 내전을 종교적인 모순점으로 비롯된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 설명하고자 했다.

역사 속에서 왕권과 불교의 밀접한 관계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

어져 스리랑카 승려의 정치 참여 및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갈등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스

리랑카 승가들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러한 갈등 해소가 스리랑카

승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내

용 또한 제시했다. 타밀 반군과의 내전이 2009년에 종료되었음에

도, 타밀 민족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스리랑카 정부에게

주어진 의무는 현재까지 연구자가 아는 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종교적으로 접근한다면, 내전이 종료된 시점에서 타밀 민족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스리랑카 불교 교단 및 승가에 의해

이루어져져야 할 많은 업무가 있으며, 연구자는 승가의 그러한 역

할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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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승려의 정치 참여를 금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승려

들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원인이 또한 스리

랑카 사회에 있다. 그러나 승려들의 정치 참여가 타밀 민족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불교를 현대화시키

려 노력하는 것보다도 붓다의 교리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

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승가에게 주어진 극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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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onflicts and the Role of Buddhism:
Centering to Sri Lanka

Athaudakande Gnanalok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investigate the ori-
gin of Sri Lankan civil war from a different standpoint
which ended in 2009 between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and Sri Lankan government. Origin of this civil war
in Sri Lanka has been recognized in Korea as a conflict be-
tween Buddhists and Hindus. However Sri Lankan civil war
was not originated as a conflict between these two
religions. This paper is trying to discuss the origin of this
civil war by going through in history of Sri Lanka and
solve gross misunderstanding in Korean society which
breed by some scholars. Besides this after civil war had
been ended, this research is attempt to discuss the role of
society and Buddhist monks in Sri Lanka.

Moreover this paper discusses what are the ex-
planations of Buddhism Regarding conflicts and dissolution
of conflicts by going through Pali texts and analyzation of
words such as diffuseness(papañca), latent passion(anu-
saya)and speculative opinion(diṭṭhi).

Conflict between Sinhalese and Tamils has shown
throughout Sri Lankan history. This paper is trying to dis-
cover the origin of this conflict and Buddhism. As dis-
covered, Sri Lankan Buddhist monks and their orders have
been connected closely to the line of Sinhalese kings
throughout history of Sri Lanka. This should be o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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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s of conflict between Sinhalese and Tamils. Also the
origin of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Buddhist monks at
present in Sri Lanka. Lastly this paper is discussing from
the present point the role of Sri Lankan Buddhist monks af-
ter the civil war.

Keywords : Social Conflicts and Buddhism, Civil War of
Sri Lanka, Political participation of Buddhist
monks, Civil war and role of Buddhist mo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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