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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문제의 제기

佛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

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

는 불법은 붓다가 깨달았으며 우리가 장차 깨달을 바 법을 말하

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불법은 붓다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이나 그 교단이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소간

다르게 존재해왔음을 말한다. 前者의 時․空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言語道斷인 까닭이다. 그러나,

後者의 時․空 속에 존재하는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도 편안하게

* 金浩星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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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그것이 다양한 해석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時․空은 단순히 불법이 담기고 자리하는 器世間으로서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의 變容을 부단하게 촉구하는 촉매제가 된다.

그런 만큼, 불법의 時․空 內的인 존재양상과 그 변화의 추이를

살피고자 할 때에는 時․空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진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간과 공간을 논자는 컨텍스트(context)1)라

부른다. 컨텍스트 속에 존재하면서, 그 컨텍스트를 반영하는 불교

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테마의 하나가 孝 문제이다.

불교가 태어난 時․空의 컨텍스트는 힌두교 전통이다. 그런데,

중국으로 전파되면서는 또 다른 컨텍스트를 만나게 된다. 바로 유

교와 노장사상 등인데, 특히 孝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교 전통과의

연관이 적지 않다. 최초로 나타나는 영향의 모습은 유교로부터의

비판이었다. 효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얼

핏 출가주의의 불교는 孝를 말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木村淸孝는

저간의 사정을 牟子理惑論의 一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孝經에는 “身體․髮膚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한다. 또한 曾子는 임종에

즈음하여 “나의 손을 꺼내고 나의 발을 꺼내어서 상처가 없는가 어떤

가 조사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문은 머리를 깎는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한 사문의 행위는 성인의 말씀

에 위배되고, 효자의 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당신은 언제나 즐

겨 시비를 논하고 曲直을 가리는데, 이 사문의 행위에 대해서 더구나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겠는가.2)

1) 他者의 컨텍스트를 배제하면서 타 문화/종교의 문헌을 읽어야 그

보편성(text)을 수용․토착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 글은 拙稿,

바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종교연구 제19집
(서울 : 한국종교학회, 2000), pp. 85-86. 참조. 또한 우리의 컨텍스트를

배제하지 않고 他者의 문화/종교의 문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 글은 拙稿, ‘저자의 不在’와 佛敎解 釋學 , 불교학보 제35집 (서울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8), pp. 187-206. 참조.

2) 木村淸孝, 中國佛敎思想史(東京 : 世界聖典刊行協會, 1979), pp. 20-21.



힌두교전통에비춰본불교의孝문제∙69

이러한 중국-유교 측의 입장은 중국의 역사에서만 확인되는 것

은 아니다. 고려말의 性理學 수입 이래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행

해진 유교 측의 排佛論과 抑佛정책의 내밀한 동기의 하나로서 기

능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3)

이에 대한 불교 측의 대응도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그것들은

부모은중경과 같은 僞經의 제작, 目連變文 과 같은 변문의 제

작과 俗講의 시행, 또 中村元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譯經時에 행해

진 “孝諸父母” 등의 문구 삽입4), 護敎論的 저술의 발표 등으로 다

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대응의 저변에는 “우리 불교에

도 孝가 있다”는 논리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논자는 판단한다. 실

제 불교 경전 속에서 孝라고 할만한 윤리덕목들이 施設되는 경우

가 적지 않음은 사실이다.5)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지는

경전이 善生經이다.

善生아! 사람의 자식된 자는 마땅히 다섯가지 일로 부모를 공경하

고 따라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다섯가지인가? 첫째는 공양하여 받들

어 모심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모가 하는 일에 순종하여 거

스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부모의 바른 말씀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善生아, 대저 남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이러한 다섯가지 일

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隨順해야 한다.6)

3) 조선조의 억불정책에는 정치경제적 이유가 더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불론에서는 孝 문제가 반드시 언급되었다.

4) 中村元의 조사라고 한다. 張椿錫, 인도불교의 孝 樣相 , 불교학연구
창간호 (서울 : 불교학연구회, 2000), pp. 319-320. 각주 14) 재인용. 이

논문에 대하여 논자는 논평을 가한 일이 있다. 같은 책, pp. 353-361. 참조.

5) 이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洪潤植, 불교의 孝觀 , 한국사상사학 제10집
(서울 : 서문문화사, 1998), pp. 167-176. 참조. 申星賢, 불교 경전에 나타난

孝 ; 월운스님 外, 부처님이 들려주는 孝 이야기(서울 : 조계종 출판사,
2000), pp. 101-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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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유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진 비

판 즉 “불교에는 孝가 없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알게 된다.

유교측의 논리에 대응하는 호교론으로서 일정한 의미가 인정된다

는 말이다. 본고는 그같은 입장의 先行 연구성과를 존중한다. 그렇

지만, 孝를 말한다면 일차적으로 중국-유교측의 효를 떠올리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유교의 孝 개념과 그 의미맥락에 대한

고려없이 행해지는 논의만으로는 정녕 불교에 孝가 있었다면 어

떤 孝가 있었고, 어떤 孝는 없었는지를 밝혀주지는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논자는 기존의 연구가 밝힌 불교경전에서 확인되는 부모

에 대한 자식된 도리로서의 孝를 ‘가족윤리로서의 孝’

로 정의하고, ‘가족윤리로서의 孝’는 불교에도 있음을 인정한다.

물론, 가족윤리로서의 孝 안에서도 중국-유교의 그것과 인도-

불교의 그것은 차이가 없지 않다. 즉, 인도-불교에서의 孝에는 아

래에서 인용할 佛說父母恩難報恩經에서 보는 것과 같은 출세간

주의/출가주의가 ‘가족윤리로서의 孝’의 裏面에 깔려 있다는 점을

看過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아들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를 갚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 만

약 부모가 믿음이없으면 가르쳐서 믿게 하여 安穩함을 얻도록 해야 하

고, 계율이 없으면 계율을 주고 가르쳐서 안온함을 얻도록 해야 하며,

법문을 듣지 않으면 듣게 하여 가르쳐서 안온함을 얻도록 해야 하고,

아끼고 탐하면 기꺼이 보시하게 하여 즐거움을 권하고 가르쳐서 안온

함을 얻도록 해야 하며, 지혜가 없으면 가르쳐서 지혜가 날카롭게 하

며 즐거움을 권하고 가르쳐서 안온함을 얻도록 해야 한다.7)

6) “善生, 夫爲人子, 當以五事, 敬順父母, 云何爲五? 一者, 供奉能使無乏 ; 二者,

凡有所爲, 先白父母 ; 三者, 父母所爲, 恭順不逆 ; 四者, 父母正令, 不敢違背 ;

五者, 不斷父母所爲正業. 善生, 夫爲人子, 當以此五事, 敬順父母.” T.1.1, p.

71c.

7) “若父母無信, 敎令信, 獲安穩處 ; 無戒, 與戒敎授, 獲安穩處 ; 不聞, 使聞敎授,

獲安穩處 ; 慳貪, 敎令好施, 勸樂敎授, 獲安穩處 ; 無智慧, 敎令黠慧, 勸樂敎授,

獲安穩處.”, T.684.16, p. 7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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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 아들’은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올려서 지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올려서 지고 천년을 지내는” 효자를 말한다. 그

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도-불교에서

말하는 ‘가족윤리로서의 孝’이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유교측의 효

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논자

는 이같은 차이를 認識하면서도 그 이상의 同質性을 보고자 한다.

부모에 대한 孝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본고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 불교의 孝가 문제되는 時-空

의 상황, 즉 컨텍스트를 감안해 가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우선, 불교에서의 孝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던 컨텍스트인

중국-유교의 孝가 어떠한 의미맥락을 갖는지 추적함으로써 인도-

불교의 孝가 갖는 含意가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애시당초 불교가 출현케 된 컨텍스트인 인도-힌두교의 孝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같은 논자의 방법론은 컨텍스트

를 감안하는 比較文化史的 방법이라 할 수 있거니와, 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중국-유교의 윤리적 입장과 인도-힌두교

의 윤리적 입장에 비춰본 인도-불교의 윤리적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比較倫理學的으로 밝히고자 한다.

Ⅱ. 중국-유교적 컨텍스트와 孝

孝란 무엇인가? 어떤 含意를 갖는 것인가? 물론, 상식적으로 우

리는 모두 다 孝를 이해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孝를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부모에 대한 敬順과 奉養이 보편적으

로 강조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유교라는 컨텍스트가 끼친 영향

을 배제하고서는 孝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의 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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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중국-유교의 孝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

는 까닭이다. 중국-유교에서 말하는 孝는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의미의 孝가 인도불교에서도 설해지고 있었던 것일까? 논어(1:6,
1:11, 2:5-8, 2:20-21, 4:18-21, 13:18)를 살펴볼 때, 대개 효를 가족윤리로

서 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 “제자가 들어가서는 효를 하고 나와서는

공손하여 …….”8)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자식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자식의) 행동을 살펴서, 3년 동안

아버지의 道를 고치지 않는다면 가히 효라 할 수 있으리라.”9)

孝를 이렇게만 말한다면, “인도불교에서도 효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생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와 報恩行이 강조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중국-유교적 컨텍스트를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만

말해질 수 없다. 우선 孝의 含意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중국-

유교의 효와 인도-불교의 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

나는 그같은 효가 양 사상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서로 다

르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유교의 효가 갖는 세가지 함의를 정리

해 본다.

첫째, 효는 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하

리라 본다. 三綱五倫의 경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거니와, “孝로

써 임금을 섬기면 忠이 된다.”10)라거나 “군자가 부모를 섬기는 효

를 다하니 忠이 가히 임금에게 옮겨간다.”11)라고 孝經은 말하고
있다. 효경의 宗旨를 분석하면서 孝가 忠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

8) 子曰 : 弟子入則孝, 出則弟 ……. 論語 學而 제1.

9) 子曰 : 父在, 觀其志 ; 父沒,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 上同.

10) “以孝事君則忠.” 孝經 士章 제5.

11) “君子事親孝, 故忠可移于君.” 孝經 廣揚名章 제14.



힌두교전통에비춰본불교의孝문제∙73

는지를 李成珪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孝經은 사실 忠經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忠을 위한 孝, 忠을

통한 孝의 완성, 父命이 아닌 義와 法에 대한 복종, 부자관계의 군신관

계화, 事親의 형식을 유지한 천하만민의 事君 강제, 법에 의한 불효의

엄벌 등을 지지한 입장이 강하여 [……].12)

중국-유교의 효가 가족윤리의 범위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에까

지 확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불교의 형편은 어

떤 것일까? 인도-불교에서도 孝가 가족윤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忠과 같은 국가윤리적 개념과 함께 설해졌던 것일까? 인도불교

경전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어찌 해야 하는

지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어디에서고 그같은 윤리덕목을 다시

忠과 결합시켜 놓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다. 中村元에 의하면,

정법염처경과 같은 경전에서 四恩을 이야기할 때조차 國王의 恩

은 제외되었다고 한다.13)

둘째, 孝는 바로 중국의 유교가 天下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 지

배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하였다. 唐 玄宗황제가 지은 孝經序에는
“옛날에 明王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렸다.”14)라는 구절이 보인다.

孝로써 천하를 통치하고, 효로써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들

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못 불교는 장애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왜 그토록 중국과 조선의 儒者들이 排佛에 열을 올렸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과 같은 孝를

말하지 않는 불교는 反體制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孝는 가족중심주의와 연결된다. 이러한 특징은 사랑의 개

12) 李成珪, 漢代 ‘孝經’의 보급과 그 이념 , 한국사상사학 제10집, p. 215.
13) 中村元, 原始佛敎の生活倫理(東京 : 春秋社, 昭和 53年), p. 138. 그러니

五種大恩銘心不忘 에서의 “各安其所, 國王之恩”은 후대의 일임을 알 수

있겠다.

14) “昔者明王之, 以孝理天下也.” 劉奎 * 編, 孝經(山東友誼出版社, 199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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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잘 드러나게 된다. 중국-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別愛로서, 이는 맹자가 역설한 바이다. 맹자/유교의

別愛說은 墨子/墨家의 兼愛說과 상반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맹자

는 이 겸애설의 타파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제, 유교의 사랑 개념인 별애설을 알 수 있는 구절을 묵자에
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巫馬子가 墨子에게 말하였다 : 나는 선생님과는 다릅니다. 나는 겸

애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월나라 사람보다는 추나라 사람을 더 사랑

하며, 추나라 사람보다 노나라 사람을 더 사랑하고, 노나라 사람보다

는 고향 사람을 더 사랑하며, 고향사람보다는 우리 친척을 더 사랑하

고, 우리 친척보다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부모님 보다는 나 자

신을 더 사랑합니다.15)

巫馬子의 이같은 입장이야말로 別愛의 기본구조를 躍如하게 드

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별애설과 처음부터 타인의 부모

님과 우리 부모님을 평등하게 잘 모시자는 묵자/묵가의 兼愛說을

함께 생각해 보면 맹자/유교의 별애설이 인간 심리의 기본적 성향

에 더욱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교가 동아시아의 지배이

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간의 性向을 거스르지 않는

윤리규범을 제시하였음에도 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墨家의 집단이 종교적 교단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이같

은 高遠한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화하려고 했던 태도 역시 한 이유

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16) 그렇다면 불교의 사랑 개념인 자

15) 巫馬子謂子墨子曰 : “我與子異, 我不能兼愛. 我愛鄒人於越人 ; 愛魯人於鄒人

; 愛我鄕人於

魯人 ; 愛我家人於鄕人 ; 愛我親於我家人 ; 愛我身於吾親.”, 墨子 耕柱 46.
16) 묵자의 겸애설은 전쟁으로 인한 혼돈된 상황 속에서 나온

공리주의/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서[풍우란,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서울 : 형설출판사, 1991), p. 79.] 無自性의 同體認識에

기반한 불교의 자비와 같을 수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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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불교윤리의 핵심인 자비는 결코 自

他의 先後와 遠近, 그리고 輕重을 차별하는 윤리일 수는 없다. 同

體大悲는 自他不二의 緣起와 無自性空에 입각해 있는 如幻의 悲智

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묵자/묵가가 공리주의적/실용주의적 사

회상황에서 우러난 兼愛를 말하고, 불교의 자비가 모든 존재의 차

별성을 넘어서 있는 평등한 佛性과 그 緣起的 관계에 입각해 있다

는 점에서 불교의 동체대비와 묵자/묵가의 겸애설이 합치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맹자/유교의 別愛說의 입장에서

볼 때 불교 역시 묵자/묵가와 다르게 보인 것은 아니었다. 불교

역시 “아비가 없는 것이다.”17)라고 비판되었던 묵자/묵가와 同質

의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가족윤리로서의 孝 이외에 이러한 세가지 含意를 더 具有하고

있는 중국-유교의 효를 인도-불교는 과연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 개념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사상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位

相에 있어서도 중국-유교와 인도-불교의 경우는 서로 다르다. 重

刻古文孝經序 에서는 중국-유교의 孝가 갖는 位相은 “선왕의 도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공자의 가르침은 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18) 라는 글로써 簡明하게 제시된다. 물론, 이 구절은 孝經
의 서문에 나오는 말임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孝 대신에 仁이나 禮를 代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孝는 仁이나

禮와 같은 유교적 가치들과 서로 대등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도불교 경전 속의 孝

에 관한 말씀이 갖는 불교 내적인 위상이, 깨달음보다, 緣起보다,

無我보다, 四聖諦보다, 空보다, 禪보다 … 孝가 더 크고, 더 앞선다

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때, “불교에는 孝가 없다”는 비판에 아무런 한정없이

17) 墨氏兼愛, 是無父也. 孟子 등문공 下.
18) “先王之道, 莫大於孝 ; 仲尼之敎, 莫先於孝.” 劉奎* 編, 앞의 책,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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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반사적으로 “아니다. 우리 불교에도 孝가 있다”고 응대하는

것이 꼭 的確하고 適切한 應待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같

은 호교론은 다만 타자에 대하여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거친(sthūla) 호교론’으로서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리라 본

다.

Ⅲ. 인도-힌두교적 컨텍스트와 孝

“과연 인도불교에 孝가 있었던 것일까?” 라는 문제의 判明에 있

어서는 중국-유교적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

다. 불교 발생의 토양이 된 인도-힌두교적 컨텍스트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불교에서의 孝를 이해하기 위해서 三者(힌두교-불교

-유교)의 중심에 놓인 불교가 각기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중국에서

는 유교와 맺는 관계의 意味網이 중요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⑴ 마하바라타에 나타난 가족윤리로서의 孝

인도-힌두교적 컨텍스트 속에 있는 孝는 어떤 것일까? 가족윤

리로서의 孝는 어느 사회, 어느 문명권에 있어서나 보편성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인도-힌두교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강조는

결코 중국-유교에 미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이제 여

기서는 인도-힌두교에서의 孝가 과연 어떤 성격의 孝이며 어떤

위상을 갖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도-힌두교 내에서 볼 수 있

는 몇가지 孝道 故事를 例로써 들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

국-유교의 孝와 인도-힌두교의 孝를 相應시키고 對比시키는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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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론이 더욱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료는 대서사시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효도 고사에는 허벅지 살을 베어서 부모님에게 봉양하

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논자가 생각하기에 인도의 孝道 故事 중

백미는 마하바라타19)에 나오는 비쉬마(Bhisma)의 禁婚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비쉬마는 마하바라타의 주인공들, 즉 판두(Pandu)

의 다섯 아들과 드리타라쉬트라(Dhṛtarāshtra)의 백 명의 아들로부

터는 모두 큰 할아버지가 된다. 즉 門中에서 가장 行列이 높은 어

른이다.20) 이들 사촌간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서사시가 마하바라타이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비쉬마의

지극한 孝가 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드르타라쉬트라와 판두의 아버지는 비치트라비르야(Vicitravīrya,

실제는 Vyasa)인데, 그 탄생에는 아버지 샨타누(Śāntanu)에 대한 비쉬

마의 효가 놓여있다. 샨타누는 어느날 어부의 딸 사트야바티(Satya

vatī)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티야바티의 아버지 어부를 만

나서 請婚했으나, 어부는 거절한다. 사트야바티가 왕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결코 비쉬마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때문이었

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샨타누는 비쉬마가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안 비쉬마는 어부에

게 그의 아버지 샨타누와 사트야바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다

면 “기꺼이 왕위를 포기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부는 다시 비

쉬마의 자식들조차 왕위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샨타누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비쉬마는 맹서하여

말한다.

19) 마하바라타의 형성과 내용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재숙, 인도
대서사시의 종교문학적 성격 , 종교연구 제22집 (서울 : 한국종교학회,
2001), pp. 151-158. 참조.

20) 산타누  비쉬마
 비치트라비리야  드리타라쉬트라  두료다나 등 100명의 아들
(비야사)  판두  유디스티라 등 다섯 명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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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계속해서 나는 절대적인 순결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천

상에 있는 불멸의 세계는 아들 없는 존재의 몫이 되리라.21)

아버지의 결혼을 위해서 왕위는 물론, 스스로 독신을 선택하여

그 결과로 아들 없음까지 자청한 비쉬마의 孝는 凡人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효도로 인하여 샨타누는 사티야바티

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 비치트라비리야를 낳게 되었다고 한

다. 이 비치트라비리야의 손자들이 판두의 다섯 아들과 드리타라

쉬트라의 100명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다음, 마하바라타에 의하
면 인도-힌두교의 다르마/孝가 아버지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어머니 역시 그 대상이 됨을 보여주었다. 그 실례는 판

두의 다섯 왕자가 공동으로 드라우파디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22)

속에 담겨져 있다. 판두의 다섯 왕자가 어머니 쿤티와 함께 불타

는 집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 때의 일이다. 그들은 판찰라(Pañcala)

왕국의 공주를 위한 스바얌바라(swayaṃvara)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스바얌바라는 전통적으로 크샤트

리야 계급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신랑간택의식이었다. 수많은 크샤

트리야들이 참가하였으나 强弓을 들고 화살을 쏟아서 목표물을

명중시킨 사람은 마침내 아르쥬나 뿐이었다. 드라우파디로부터

“신랑감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의 화환을 받은 아르쥬나 등 형제

들은 기쁨에 못 이겨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쿤티는 드라우

파디가 화환을 주고서 손을 잡은 것이 아르쥬나 뿐임을 알지 못

21) Johann Jakob Meyer, Sexual Life in Ancient India(Delhi : Motilal

Banarasidass, 1989), pp. 195-196. 참조. William Buck, trans.,

Mahabharata (Delhi : Motilal Banarasidass, 2000), p. 21.에는

사트야바티의 아버지 어부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눈에

반한 산타누가 사티야바티를 데려가서 결혼하고 말았다. 물론, 비쉬마의

맹서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극적 긴장은 떨어진다. Buck 역본이

抄譯이기에 그런 일이 생긴 것같다.

22) Johann Jakob Meyer, 앞의 책, pp. 78-87.과 pp. 109-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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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다 같이 함께 즐기라”고 말하고 만다. 一妻五夫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같은 결정에 대하여 신부인 드라우파디의 친정에

서는 반대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드라우파디의 오빠

드리슈타듐나(Dhṛṣṭadhyumna)는 말한다.

나는 그것(一妻多夫의 결혼 -- 인용자)이 현실과 베다에 반하는 非法(a

dharma)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남편에 한 아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가졌던 조상들도 이러한 관습은 갖지 않았으

며, 우리도 관습과 법에 반하는 이러한 범죄를 결코 저질러서는 아니

되오.23)

그러나, 다섯 형제 중의 장남인 유디스티라는 “지상에서 가장

권위있는 분은 자신들의 어머니이며"24), 그래서 어머니의 말에 절

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혼인

제도의 다양성 내지는 그 적법한 혼인에 대한 입장/해석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겠으나, 이 글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다. 어머니에

대한 복종 때문에 아름다운 드라우파디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포

기하는 아르쥬나의 다르마와 어머니 말씀은 받들어 행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는 다섯 형제의 다르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다르

마에서 논자는 인도-힌두교의 孝를 보고자 한다.

兄弟共妻25)의 혼인을 성립시킨 내면적 이유로서 드라우파디의

미모에 대한 다섯 형제 모두의 애끓는 사모의 念이나 “형제들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26)서 등으로 다른 분석들이 제시될 수 있다.

23) 위의 책, pp. 109-110.

24) 위의 책, p. 110. ; 이재숙, 인도 대서사시의 종교문학적 성격 ,

종교연구 제22집, p. 167.
25) 중국의 경우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형태와 같은

轉房制가 있기[金元中, 중국의 풍속(서울 : 을유문화사, 1997), pp.
139-140. 참조.]는 하나, 이는 형이 죽었을 경우의 일이고 형이 생존하고

있으면서 共妻한 경우는 아니다.

26) 鄭承碩, 인도의 가상현실과 종교적 전통 , 종교연구제22집 (서울 :
한국종교학회, 2001),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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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디스티라의 말은 결코 외면적 명분 이상으로 이해되며,

어머니에 대한 그 시대 일반의 관념이 투영된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27)

그렇다면 이같은 孝道 故事를 낳게 된 인도-힌두교의 컨텍스트

는 무엇이었을까? 節을 바꾸어 논의해 보자.

(2) 孝와 인도-힌두교적 價値觀

중국-유교의 孝에 보다 가까운 인도-힌두교의 개념은 다르마(d

harma, 法) 안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르마는 그 一言

속에 多義 28)를 담고 있으니, 孝라는 윤리규범 역시 그 속에 담을

수는 있으되 그것과 완전하게 相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이다. 논자는 중국-유교의 孝를 의식하며 인도-힌두교의 다르마

27) 이같은 논자의 입장에 대하여 沈載寬은 “一妻五夫의 관계는 이미

아르쥬나의 어머니 쿤티와 神들이 맺은 관계에서 原型을 찾을 수 있다.

즉 神話的으로 해석해야 하지, 孝道의 故事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자[=논자]의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라는 요지의 비평을 한 바

있다.[2000.11.4, 감신대, 한국종교학회] 물론, 이러한 一妻五夫의 故事는

마하바라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드라우파디를 정점으로
한 一妻五夫와 쿤티와 여러 神(1 : 3)의 관계와 構造的으로 同一함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구조적 방법으로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면, 孝는 보이지 않는다. 메마른 구조만 남는 것이다. 그런데, 논자는

構造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內容을 보려는 것이다. 마하바라타의
그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인도인들의 念을 읽고자 한

것이며, 또한 마하바라타가 인도인들과 인도문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그 속에서 인도-힌두교의 孝를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28) 다르마는 동사 어근 √dhṛ(유지하다)에서 형성된 것으로 힌두

전통에서는 법규, 도리, 의무, 正義, 儀式, 공덕, 자연의 법칙, 보편적 진리

등으로 번역된다.[이재숙, 마누법전의 다르마 , 인도연구 제4호(서울 :
한국인도학회, 1999), p. 22.] 또 불교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가르침(法寶),

사물 존재(諸法無我), 요소(七十五法) 등의 의미를 더 띄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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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含意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도-힌두교 전통에서 다르마는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할 네 가

지 목표, 즉 다르마․까마(kāma, 愛)․아르타(artha, 利)․모크샤(mokṣ

a, 해탈)의 하나로서 설해진다. 그런 만큼 네 가지 목표 중 前者의

셋은 세간적 가치이고, 後者의 모크샤만이 출세간적 가치이다. 인

도인들은 자칫 상반하는 것으로, 양자택일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이들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안된 것이

인간의 삶을 다시 네 주기로 나누는 것이다. 스승에게 나아가서

다르마를 배우는 梵行期(brahmacarya),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가계를 경영하는 家住期(gṛhastha), 가정생활에서 물러나 숲으

로 들어가서 수행생활을 하는 林棲期(=林住期, vanaprastha), 여기저기

를 순례하면서 생을 정리하는 遊行期(=棄世期, saṁyāsin)로 나뉘어진

다. 이는 그가 再生族(dvija)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삶

의 규정이다. 이러한 puruṣārtha와 āśrama 체제 안에서 볼 때 孝

는 다르마, 까마 그리고 아르타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세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주기 동안에 實行해야 할

것으로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인도-힌두교 전통에서 孝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는 가주기의 다르마를 주목해야 하리라. 그 가주기가

갖는 위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다르마의 위상을 이

해할 수 있으리라. 마누법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습기, 가주기, 임주기, 기세기 이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인생기에서

가주기가 으뜸이다. [……] 베다 계시에도 이들 모두 가운데 가주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였으니, 그가 다른 셋의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29)

가주기를 건너 뛰면 안 된다. 林棲期는 “가주기를 지내고 난 후,

바르게 자제하고 감각을 정복하여 숲에서 지내도록 한다.”30)고 규

29) Manu Smṛti, Ⅵ. 87-89. : 이재숙․이광수, 마누법전(서울 : 한길사,
1999), p. 265.

30) Manu Smṛti, Ⅵ : 1 ; 위의 책,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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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규정에 대한 예외적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자발라 우파니샤드 4송에는 “만약 혹은 그렇지
않으면 梵行期로부터 유행기로 나아가도 된다. 집[家住期]에서나

혹은 숲[林棲期]에서나 (바로 유행기로 나아가도 된다.)”31)고 했다. 그러

나, 이러한 예외 규정이 正道는 아니었다. 야갸발키야 역시 이같은

예외적 조항을 인정하기 바로 직전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범행기를 완벽하게 도달하고 나서 家住者가 되어야 하고, 家住者가

되고 나서 林棲者가 되어야 하고, 임서자가 되고 나서 유행기로 나아

가야 한다.32)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예외조항을 여는 말 “만약 혹은 그렇지

않으면(yadi vetarathā)” 은 바로 이 구절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면 왜 야갸발키야가 이같은 예외를 인정하였을까? 그것은 진정한

유행자의 조건이 “범행기 → 임서기 → 유행기로 순차적으로 밟

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외형적/형식적 사실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버리기를 행한 날 바로 그날 유행기에 들

어가도 된다.”33)고 말하고 있음에서, 그의 진정한 의도는 “버림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야갸발키야의

말 중에 前者와 後者, 즉 定規와 例外 중에서 例外가 더 우선시될

수 없음은 라다크리쉬난의 주석에 의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라다

크리쉬난에 의하면, Mahā-Nirvāṇa-Tantra. Ⅷ. 1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이들, 부인들, 인척들, 친척들, 이들을 버리고

31) “yadi vetarathā brahmacaryād eva pravrajet, gṛhād vā vanād vā.”

Jabala Upa. 4.

32) "brahmacaryam parisamāpya gṛhī bhavet, gṛhī bhūtvā vanī bhavet,

vanī bhūtvā pravrajet.” 上同.

33) yad ahar eva virajet tad ahar eva pravrajet.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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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행기에 든 자, 그는 重罪를 범한 자가 될 것이다.34)

이를 통해서 보면, 가주기를 거치지 않고 遊行期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야갸발키야의 언급은 실제로 비노바 바베(Vinoba Bhave, 1895

-1982)35)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볼 수는 있으나, 아주 예외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힌두전통은 강고한 아쉬라마

체제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도-힌

두교의 孝 개념을 다르마와 연결시켜서 puruṣārtha와 āśrama체제

속에서 이해하게 될 때 부각되는 것이 인도-불교의 出家문제이다.

비록 선행 연구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인도-불교의 경전 속에

서 가족윤리로서의 孝를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도-불

교의 출가는 문제가 된다.36) 부왕 정반왕이 싯달타의 출가를 그토

록 반대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싯달타 태자의 출가는 가주

기를 지난 뒤 노년에 이르러 행해지는 힌두 전통의 출가가 아니

었다. 가주기를 행하지 않고서 출가를 앞당겨서 실천하였던 것이

다. 따라서 가주기에 행해야 할 여러가지 다르마 역시 준수/실행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싯달타의 출가는 그 자체로서 이미 불교의 독립이 이루어졌음

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도문화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루어진 것으로 평자는 본다. 그러나, 힌두 전통의 입장에서 본다

34) mātṝn pitṝn śiśūn dārān svajanān bāndhavān api / yaḥ pravrajeta

hitvaitān sa mahāpātakī bhavet// Mahā-nirvāṇa Tantra Ⅷ.18.

S.Radhakrishnan, The Principal Upaniṣad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68), p. 897. 재인용.

35) 간디의 제자이자 사상적 후계자인 비노바 바베는 10세의 나이에 평생

브라마차리야(독신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20세에 집을 떠났으므로

가주기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노바에 대한 자세한 履歷과

사상은 칼린디 지음, 김문호 옮김, 비노바 바베 Moved by Love(서울 :
실천문학사, 2000) 참조.

36) 그런만큼 중국-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볼 때, 비록 가족윤리로서의

孝를 설하는 경전을 소개하거나 僞經을 만드는 일 등만으로 孝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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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다르마의 파괴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실, 즉

인도-힌두교적 컨텍스트 속에서 행해진 붓다의 출가가 인도-힌두

교의 다르마를 어기고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국-유교에서 불

교를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도-힌두교 역시 불교를 비판

할 수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인도-불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

-유교의 孝와 인도-힌두교의 다르마는 공히 재가주의적/세간주의

적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논자는 힌두교 윤리와 유교 윤리의

동질성의 하나로서 현실주의를 지적한 바 있는데37), 그같은 특징

은 다시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은 在家主義的 특성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도-힌두교의 재가주의와 중국-

유교의 재가주의는 서로 다른 차원에 놓여있음이 사실이다. 중국-

유교의 경우와는 달리 인도-힌두교의 재가주의는 출가주의를 그

裏面에 깔고 있는 재가주의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불교의 출가주

의38)의 입장과 중국-유교의 재가주의는 가장 對蹠的인 위상을 점

한다. 그러나, 인도불교의 출가주의를 대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인도-힌두교의 재가주의는 중국-유교의 同軌에 놓을 수 있는 것

이다.

⑶ 孝의 인도-힌두교 內的 位相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도 - 힌두교 전통 안에서

37) 拙稿, 바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앞의 책, p. 98.

참조.

38) 과연 불교를 출가주의로 볼 수 있는가? 논자는 인도-불교는

출가주의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한국-불교 역시

기본적으로 출가주의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본적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대승불교의 空․入不二法門에 이르러 비로소 출가주의가

‘이념적으로’나마 극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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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윤리로서의 다르마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만큼 절대적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 유교 전통에서는 孝를 기반으로 한 질서체계

가 天下를 다스리는 데에까지 확장되고 있었음은 앞서 인용한 바

있다. 과연, 인도 - 힌두교 역시 그와 같았을까? 논자는 이 문제

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바가바드기타에서 제시된 아르쥬나의
회의와 그에 대한 크리쉬나의 응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한다. 이미 논자는 아르쥬나의 회의가 갖는 의미와 크리쉬

나의 응답 속에 나타난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

한 바 있다.39) 그러나, 그들의 회의와 응답의 논리를 孝 문제라고

하는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孝는

부자관계의 일이 제일의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갖는 위상을 파악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가족의 법도’ 전체에로 확대하여 살펴보

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바가바드기타(실은 마하바라타)에서의 전쟁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四寸들간의 싸움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

면 할아버지와 손자, 처남과 매부, 삼촌과 조카, 스승과 제자40) 등

도저히 彼我로 분열될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적군과 아군으로

갈라져서 죽이고 죽어야 하는 처참한 反人倫的/反倫理的 상황임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니 아르쥬나가 “전쟁에서 친족을 죽이고서 나

는 어떤 좋은 일도 발견할 수 없다."41)라고 말하면서 그의 활을

39) 위의 책, pp. 83-103. 참조.

40) 인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타이티리야 우파니샤드의 다음과 같은
언급 속에서 엿볼 수 있다. “어머니를 神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神으로

여기며, 스승을 神으로 여기고, 손님을 神으로 여겨라. 허물이 없는

행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받들어져야 하며, 다른 것들은 아니된다. mātṛ

devo bhava, pitṛ devo bhava, ācārya devo bhava, atithi devo bhava,

yāny anavadyāni karmāṇi tāni sevitavyāni, no itarāṇi.”(Taittirīya

Upaniṣad, Ⅰ.11.1-2.) 스승은 부모와 마찬가지이며, 신과 마찬가지인

존재이다. 그런 까닭에 스승과 제자는 父子之間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師父一體를 말한다는 점에서 중국-유교적 가치와 인도-힌두교적 가치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1) “na ca śreyo 'nupaśyāmi hatvā svajanam āhave.” BG 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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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주저앉아 울부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 상황 속에

서 굳이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가족의 법도’(kuladharma)가 소

멸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리라.

가족이 멸망하는 곳에서는 영원한 가족의 법도들이 소멸하게 되며

법도가 소멸하게 되면 온 가족이 非法에 휩싸이게 됩니다.42)

또 가족의 법도가 소멸하게 되면 가문의 여인이 타락하여 種姓

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1:41], 그 결과 조상들 역시 지옥에 떨어

지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난잡함이 일족을 살해하는 자들과 그 일족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

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상들은 祖靈에 대한 供物과 聖水를 공양하는

의식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43)

조상들은 그들의 후손/아들이 바쳐주는 祭禮에 의해서 祖道(pitṛy

āna)에서 벗어나 神道(devayāna)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여

기서 아르쥬나가 하는 회의의 이유는 그 배경에 가족의 法度가 놓

여있다. 가족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동족상잔을 피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법도 속에서 우리는

인도-힌두교의 孝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아르쥬나가 가졌던 회의의 이유가 가족의 의무[=kuladh

arma]였다면, 아르쥬나의 회의를 불식시키고자 시도하는 크리쉬

나의 논리 중의 하나로 계급의 의무[=svadharma]를 내세운다. 크

리쉬나의 말을 들어보자.

42) “kulakṣaye praṇaśyanti kuladharmāḥ sanātanāḥ / dharme naṣṭe kulaṁ

kṛtsnam adharmo ’bhibhavaty uta // BG 1 : 40.

43) “saṁkaro narakāyai 'va kulaghnānāṁ kulasya ca / patanti pitaro hy

eṣām luptapiṇḍodakakriyāḥ //” BG 1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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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 계급의 의무를 고려하고나서는 흔들릴 수는 없을 것이

다. 정의의 전쟁보다도 더 뛰어난 다른 것이 크샤트리야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44)

그러나 만약 그대가 이러한 정의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에는 자기 계급의 의무와 명예를 저버리고서 악을 취하게 될 것

이다.45)

여기서 다르마 개념은 보다 특수하게 자기계급의 의무(svadharm

a)로 한정된다. 즉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의무를 말한다. 크샤트리야

계급의 다르마/의무는 전쟁에 종사하는 것 아닌가.46) 그러므로 그

대는 그같은 의무를 준수하라는 논리이다. 물론, 이같은 논리만으

로 아르쥬나가 설득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뒤이어 또다른 각

도에서 설득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아

르쥬나의 회의 : 크리쉬나의 응답’이라는 對立에서 ‘가족적 의무(ku

ladharma) : 계급적 의무(svadharma)’의 구조를 看取하는 것이다. 前者

를 인도-힌두교 전통의 孝라고 할 수 있다면, 후자는 인도-힌두교

전통에서 孝보다 앞서고 그것을 뛰어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카

스트 체제가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puruṣārtha āśrama 체제

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그것과 함께 생각하면 인도-힌두

교의 孝를 포함하는 다르마 개념 역시 인도-힌두교 사회에서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

일하게 사회체제와 연관된 지배이데올로기라고 하더라도 kuladha

44) “svadharmam api cā 'vekṣya na vikampitum arhasi / dharmyād dhi

yuddhāc chreyo ’nyat kṣatriyasya na vidyate //” BG 2 : 31.

45) “atha cet tvam imaṁ dharmyaṁ saṁgrāmaṁ na kariṣyasi / tataḥ

svadharmaṁ kīrtiṁ ca hitvā pāpam avāpsyasi.” BG 2 : 33.

46) “(왕의) 다르마(의무)는 정복이니, 그는 도전에 대해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Manu Smṛti 10 : 119, 이재숙․이광수 역, 앞의 책, p. 442.],

“끄샤뜨리야는 이 다르마에 의거하여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일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위의 책 7 : 98, 위의 책,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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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보다 svadharma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莫大於孝라거나 莫先於

孝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유교의 효가 갖는

위상과 인도-힌두교의 효가 갖는 위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⑷ 孝와 가부장제적 특성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孝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

힌두교 전통의 다르마 개념에서도 가부장제적 宗法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가부장제적 宗法秩序라는 개념

역시 중국-유교의 대표적 개념인데 인도-힌두교 역시 그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 논자는 이미 바가바드기타
를 중심으로 가족주의 문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 조상들에

대한 奉祭祀의 강조, 계급질서의 유지 등 인도-힌두교에서 가부장

제를 구성하는 여러 內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47) 이제 다시 본

고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인도-힌두교의 다르마 개념 속에서 보

이는 가부장제적 특성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家門의 繼承의식과

조상에 대한 奉祭祀이다.

우선 家門의 繼承의식을 확인해 보자. 가문을 이어야 하는 것이

다르마의 한 德目으로서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브리하드아란야카
우파니샤드Ⅰ.5.16.에서는 “人界는 다른 행위/제례에 의해서가 아

니라 아들에 의해서만 얻어진다.”48)라고도 말했다. 또 타이티리
야 우파니샤드Ⅰ.11.1에서는 베다를 가르친 스승이 가주기에 들

어가는 제자에게 주는 생활상의 지침(anuśāsanā)이 설해져 있다. 그

중에 “子孫을 斷絶하지 말라”49)고 말라는 德目이 제시되어 있다.

47) 拙稿, 바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앞의 책, p.88.

48) “so 'yam manusyalokaḥ putreṇaiva jayyaḥ nānyena karmaṇā.”

Bṛhadāranyaka Upaniṣad Ⅰ.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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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문의 계승의식이 강조될 때 男兒選好사상이 싹틈은 不問

可知의 일일 것이다.

이같은 가문의 계승의식과 男兒選好 사상은 바로 조상에 대한

奉祭祀50)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종교에서는 아들만이 돌

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희생제를 거행할 수 있었으며, 희생제를 지

내야만 저승에 있는 조상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래서 아들은 지옥에 떨어져 있거나 유령들 속에 있는 조상들을

구해내서 천상의 세계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가문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동굴 속

에서 박쥐처럼 머리를 거꾸로 한 채”52) 倒懸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고 말해진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

해서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들을 생산해내

지 못할 저주에 갖힌 판두왕은 그의 부인 쿤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자식은 세상에서 법에 부합한 채로 머물 수 있는 장소이다. 나

는 희생제를 올렸으며, 자선을 행하였으며, 금욕을 행하였으며, 고행의

맹서를 철저히 지켰다. 그러나 이 모든 선행조차도 아들 없는 사람의

죄를 결코 씻어주지 못한다. 자식이 없는 나는 순수하고 평안한 세계

49) “prajātantum mā vyavacchetīḥ”. Taittiriya Upanishad, Ⅰ.11.1.

50) 마누법전 제3장에서 설하는 ‘가주기의 다르마’ 항목에서 설하는 조상에
대한 봉제사 관련 구절은 매우 다양하다. 그 소제목만 들어본다 : 조상에

대한 제사, 조상의 제사, 조상제사에서 배제되는 자, 조상제사의 식순,

조상의 내력, 조상제사의 중요성, 조상제사의 장소와 절차, 조상제사의

음식, 조상에게 소원함과 그 결과, 조상제사에서의 재물의 효과,

조상제사에 적합한 때, 그외 조상제사에 대한 것 등이다. 이재숙․이광수

역, 앞의 책, p. 21. 차례 에서 정리된 것이다.

51) Johann Jakob Meyer, 앞의 책, p. 146. 중국의 경우에도 자식/後嗣가

중시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金元中, 앞의 책, p. 26. 참조.] 다만,

중국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조상들이 더 좋은 세계로 인도된다는 관념이

없다. 즉 薦度관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후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52) 위의 책,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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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할 수 없다.53)

이렇게 볼 때 인도-힌두교의 다르마 윤리와 중국-유교의 孝윤

리는 공히 가부장제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힌두교와 유교가 공히 “家”를 중히 여기는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면, 불교의 윤리는 “家”를 결코 그들처럼 높이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中村元은 불교가 당시 인도의 가족제도를 비

판하거나 논란하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54)

그러나, 中村元이 말하는 家(kula) 개념은 氏族的 사회구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평자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이다. 유교는 家 자체가

하나의 사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힌두교 역시 유교와는

달리 많은 사원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가정이 儀禮의 空間으로서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 브라만 계급이 사원에만 소속되지

않고서 마을에서 여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家의 위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의 家의

位相과는 분명히 對比되는 것이다. 논자가 인도-힌두교의 다르마

개념과 중국-유교의 경우를 동일하게 가부장제적이라고 평가하는

까닭이다.

Ⅳ. 맺음말

이 글은 중국-유교적 컨텍스트에서 나온 “불교에는 孝가 없다”

고 하는 주장에 대한 불교측의 대응이 불교경전 속에 나타나는 孝

53) 위의 책, p. 150. 불교의 우란분절의 의의를 말할 때 “倒懸의 고통을

풀어주는 解倒懸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같은 인도-힌두교의 컨텍스트

속에서 우란분절 역시 이해될 수 있다.

54) 中村元, 原始佛敎の生活倫理(東京 : 春秋社, 昭和 53年),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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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佛說/經說의 제시로 “불교에도 孝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

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佛說/經說 속에 나

타난 孝에 관한 자료에서 우리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로서의

孝에 대한 가르침이 불교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

다. 이를 논자는 ‘가족윤리로서의 孝’라고 규정하였다. 孝라는 개념

이 ‘가족윤리로서의 孝’만을 의미한다면, 그 대답은 당연히 “있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先行 硏究자들의 결론이다. 불교

안에 가족윤리로서의 孝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논자 역시

異意가 없다.

그러나, 논자의 문제의식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孝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우리의 의식․무의식 속에는 傳統/影響史로서

깊이 刻印된 유교적 컨텍스트가 그 속에 배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유교적 컨텍스트를 감안할 때 “불교에도 孝가

있느냐?”는 질문은 “인도-불교에도 중국-유교와 같은 孝가 있느

냐?”라는 질문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유

교적 컨텍스트 속의 孝가 어떤 含意를 갖는 개념인지를 따져볼 필

요가 제기된다. 그런 연후에, 과연 그와같은 孝 개념이 인도-불교

에서도 있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유교의 孝가 가족윤리로서의 효로서 출발했음은 주

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중국-유교의 孝는 다만 가족윤리라는 한

계 안에 머물지 않게 된다. 첫째, 忠과 함께 말해지고 孝로써 忠으

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진다. 둘째, 중국-유교의 孝는 天下를 질

서짓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였다. 셋째, 孝는 墨家의 兼

愛說과는 달리 우리 집, 우리 아버지부터라고 하는 가족중심주의/

別愛說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인도-불교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확인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孝는 忠과 함께 말해지는 것

도 아니고, 天下를 질서짓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었으며, 가족중심주의와 연결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불

교는 同體大悲를 말하면서, 가족중심주의를 떠나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孝가 차지하는 중국-유교 사상 체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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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位相이다. 중국-유교에서의 孝가 “莫大於孝 ; 莫先於孝”라

고 말해질 수 있는 가치임에 비하여 인도-불교의 孝는 그렇게 말

할 수는 없다. 緣起보다, 無我보다, 三法印보다, 四聖諦 … 등의 근

본교리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앞서는 가치라고 말할 수 없

는 것이다. 그럴진대 “불교에도 孝가 있는냐?” 라는 질문에, 아무

런 한정도 없이, 이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저 가족윤리

로서의 孝가 있다고 해서 “불교에도 孝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논자의 논의는 인도-불교의 孝 문제를 보다 분명

히 하기 위해서 인도-힌두교의 컨텍스트를 파악할 필요를 느낀다.

인도-불교의 孝는 인도-힌두교 사회 속에 놓여있었던 인도 사람

들과 그 가족/가정 안에서의 문제이고, 그 가정은 다시 그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힌두교적 컨

텍스트와 중국-유교적 컨텍스트를 對比코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우선, 논자는 인도-힌두교 안에서 어떤 孝道 故事가 있었는

지를 찾아보았다. 중국-유교의 孝와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實例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모두 마하바라타에서
가져왔는데, 하나는 스스로 獨身의 맹서를 세우고 지킴으로써 아

버지의 再婚을 成事시킨 비쉬마의 不婚이야기와 판두 아들들이 취

하게 되는 一妻五夫의 관계에 드러나는 어머니에 대한 順命이야기

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힌두교 역시 중국-유교와 마찬가

지로 孝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도-힌두교적 컨텍스트 속에서 孝는 어떤 의미와 위

상을 갖는 것일까? 우선, 孝에 相應하는 개념은 역시 다르마(dharm

a) 속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같다. 비록 그 外延이 孝보다 다르

마가 훨씬 넓다고 생각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다르마는 인생의

목적(puruṣārtha)과 인생의 週期(āśrama) 속에서 파악되는데, 孝와 관

련해서 중요한 것은 家住期(gṛhasthā)이다. 마누법전에 의하면, 가
정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길러서 家門을 繼承하고 조상에 대

한 奉祭祀의 의무를 다하는 家住期가 여타의 人生期보다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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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에서 보듯이 家住

期를 건너뛰어서 林棲期로 가는 出家를 감행했으니, 家住期를 가장

중요시하는 인도-힌두교의 사회체제/지배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反體制였다고 할 수 있으리라. 물론, 家의 重視라는 점

에서 인도-힌두교의 입장과 중국-유교의 입장은 동일했다고 평가

된다.

다음, 인도-힌두교 내에서 孝의 다르마가 갖는 위상이 중국-유

교에서 孝가 차지하는 위상만큼이나 강한가 하는 점을 문제로 삼

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는 바가바드기타에서 보이는 아르쥬
나의 懷疑와 크리쉬나의 應答이 각기 가족의 법도(kuladharma)와 자

기계급의 의무(svadharma)를 名分으로 不戰과 參戰의 논리로 對立하

였으며, 마침내는 svadharma가 kuladharma 보다 우위에 서게 되

었다는 점에서 인도-힌두교의 孝가 중국-유교에서처럼 다른 무엇

보다 중대하고 우선적이라고 할 수 없음을 看取하였다.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 카스트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인도-

힌두교의 孝/다르마와 중국-유교의 孝가 갖는 위상의 차이로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주의로서의 孝의 강조가 家父長制와 결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힌두교의 경우, 그것은 家門의 繼承과 조상에 대한 奉祭祀의

강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그 위상에 있어서 인도-힌두교에서의 孝/다

르마가 점하는 위상이 중국-유교의 그것보다는 약하다고 하더라

도 大同小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도-불교의 출가

주의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인도-힌두교에 內包된 출가주의는 묻

히고 인도-힌두교와 중국-유교는 공히 재가주의적 입장(家住期의 孝

강조)이 크게 부각되면서, 인도-불교의 출가주의(다만 가족윤리로서의

孝 존재 여부가 아님)는 공히 양자로부터 비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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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윤리

+

忠

가부장제 지배이데올

로기

위상 특성 사랑 개념

유교 ○ ○ ○ ○ 一義的 세간주의 別愛

힌두교

(다르마)

○ ○ ○ 孝〈카스트 一義的 ‘세간+출

세간 ’주

의

섬김(sevā)

불교 ○ × × × 二義的 출세간주

의

同體大悲

본론의 Ⅱ장에서는 중국-유교적 컨텍스트의 孝와 인도-불교의

孝가 달랐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Ⅲ장에서는 또다시 중국-유교

적 孝와 인도-힌두교적 컨텍스트의 효가 大同小異하기에 인도-힌

두교적 컨텍스트의 孝/다르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도-불교의 孝

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인도-힌두교

적인 孝/다르마나 중국-유교적 효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아무런 문제도 없

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21세기이고,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이다. 그

런 점에서, 중세시대의 排佛論에 대응하는 ‘거친 護敎論’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이제 “우리 불교도 孝가 있다”

라는 식의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하면서, 불교가 출가주의라고 하는 특성이 갖는

의미를 천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55)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