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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논문은 인도철학회 연구발표회에서 각각 별도로 발표되었던

세 가지 주제들을 하나의 제목 하에 묶은 것이다.

‘Ⅰ. 범어음의 한글 표기법’은 2001년 제12회 춘계 학술발표회에

서 읽은 것으로서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범어를 한글

표기해야 한다는 종래의 왜곡된 인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범어

의 한글 표기는 梵語의 음성학적 체계에 대한 이해와 梵語의 발음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논

지를 편 것이다.

‘Ⅱ. 한국의 인도철학연구와 논문의 개념’은 1999년도 제10회 인

도철학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인도철학연구와 논문의

개념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인도철학을 연구

* 李芝洙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10 ∙印度哲學 제11집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연구결과를 표현하는 논문의 의미가 무

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씌여졌

다. ‘논쟁적이어야만 논문이다’, ‘글의 양이 많아야만 논문이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글은 논문이 아니다’ 따위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함과 더불어 인도철학에 있어 우리보다 1세기 이상 앞서 나

아가고 있는 先進諸國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인도철학연

구’와 ‘논문’의 개념을 소개한 논문이다.

‘Ⅲ. 敎 哲 禪 三學의 方法論的 定礎’는 1998년 제9회 연구발표회

에서 발표된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메카로 알려져 있고 사실 한국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동국대학

교 불교대 안에 설치된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의 3學 가운데서 인

도철학이 불교와 무관한 학문이며 심지어 外道學이라고까지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함과 더불어 교 철 선의 3학이 한국불교

의 발전을 위해 방법론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

였다. 7～80과목에 이르는 불교 교양과목을 특정 학과가 독점함으

로써 인도철학 연구자들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선학

과 불교학의 기초학인 인도철학이 이 땅에 뿌리박고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로막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적 생각이

하루 빨리 청산되지 않는 한 한국불교학의 장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이밖에도 한국의 인도철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성장하

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병폐는 적지 않다. 학문과 학회는 어느

개인의 私有物이 아니다. 대승적 廻向心은 못가질망정 자그마한

功業을 지었다고 마치 학회가 개인의 소유물이나 되는 양 생색내

는 행태는 하루빨리 퇴거되어야할 소승적 멘탈리티이다. 또 학회

가 소수의 권력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수 년 동

안 정당한 의미에서의 회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

구인지 알 수 없는 소수의 손에 의해 폐쇄된 밀실 속에서 의사 결

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 비민주적인 학회 운영방식이

하루빨리 퇴치되지 않는 한 공공적 장치가 소수의 권력화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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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락될 소지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특정 개인이 ‘나는 모든 것

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 특출한 지력을 가진 특별한 인간이다’라는

자기도취와 자만에 빠져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진 결정은 많은 사람의 토론과 비판을 거쳐 도달되는 판단에 비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과 모순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허다하다. 바로 그러한 권위주의에 바탕한 사고방식이 독

재와 독재가 초래하는 갖가지 질곡과 병폐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하여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

Ⅰ. 梵語音의 한글表記法에 대해

1.

동국대, 인도철학과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인도철학이 공식적으

로 도입된지 40년이 되지만 아직도 범어의 한글표기법이나 범어

의 발음법이 인도철학 연구자와 인도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에 따

라 각양각색이어서 후학들이나 피교육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 왔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범어의 한

글표기법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무

엇이 한글표기법의 올바른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원리의 문

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淨化된 언어(saṃskṛta-bhāṣā)라는 의미를 갖는

범어(saṃskṛta)를 인간의 恣意的 約定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베-다’(veda)와 더불어 영원히 그렇게 있어 왔던 신성한 언어(d

aivī vāk)로 여겨왔다. 베-다 자체가 신성한 언어이며 그것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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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스끄르따(정화된 언어)이다. 바라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러한

‘베-다‘의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운률과 발음법

에 따라 제식에서 정확히 음송하며, 더 나아가 그 언어를 곡해와

와전됨이 없이 보전하고 전승하는 것이었다. 뜻을 잘못 이해하거

나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할 땐 갖가지 악(adharma)을 초래하며,

반대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법에 따라 음송할

땐 공덕(dharma)이 축적되고 그 결과 현세와 내세에서의 번영을 과

보를 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인도에선 고대부터 언어 관련의 학문들이 체계화되고

발전되었다. ‘베-다’의 여섯 보조학(ṣaḍ-vedāṅga) 가운데 네 가지가

언어에 관한 학문으로서 음성학(śikṣā), 운률학(chandas), 어원학(niruk

ta), 문법학(vyākaraṇa)이 그것이다. 그 중 처음 둘은 범어의 音에 관

한 것이고, 나머지 둘은 범어의 형태와 의미에 관한 것이다. 語音

과 語形과 語義 사이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언어란 화자와 청

자 사이에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서, 語形(verbal-form)은 의미를 지시해주고 語音은

그 語形이 담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해 준다.

그런데 언어란 본래 글말(written language, 文語)이 아니라 소리말

(spoken language, 口語)이다. 언어의 살아있는 형태는 소리말이고 그

것을 검은 색과 흰 색을 이용해 공간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글말

로서 글말은 소리말이 갖고 있는 생동감과 갖가지 뉘앙스가 생략

된, 따라서 소리말에 비하면 죽은 말일 뿐이다.

범어로 ‘언어’(말)를 뜻하는 ‘vāk’, ‘bhāṣā’는 ‘말하다’를 뜻하는 어

근 (√vāc, √bhāṣ)에서 파생된 명사이며 ‘śabda’는 본래 ‘소리’를 뜻하

는 말로서 좁은 의미에선 ‘언어’를 가리키기도 한다. 오늘날 문자

로 표현된 베-다나 佛典도 본래는 소리를 듣고 암송하여 다시 소

리에 의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온 것이다.1)

1) 베-다는 ‘들리어진 것’ 즉 ‘śruti’라고 별칭되며, 불교경전은 ‘이와같이

나에게 들려졌다’(evaṃ mayā śrutam, 如是我聞)로 시작된다. 인도의

전통에 따르면 학문이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음’(śravaṇa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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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형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듯이 그 어형을 전달하는 발

음이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語形과 語音이 일치

할 때에만 언어의 목적이자 정수인 意味(artha)가 올바로 표현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어란 일차적으로 소리말이라고 했는데 글말의 기본

단위인 문자(letter)란 語形을 표현하는 語音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그러므로 音이 먼저 있고 나서 字가 있는 것이지 字가

있은 후에 그것을 발설하기 위해 音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48개의 梵字(데-와나-가리-)는 48개의 梵語音을 시각적으로 형

상화한 것이고 한글의 24자는 한민족이 사용해 온 語音을 분석하

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梵語의 한글表

記의 경우도 梵音의 한글표기이지 梵字의 한글표기가 아니다. 따

라서 범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48

개의 梵音을 올바로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며 梵音의 올

바른 발음법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범어의 한글표기를 운운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2)

그런데 오늘날 무반성적으로 행해진 범어의 한글표기는 예를

들어 ‘요-가-짜-라’라는 音에 대한 梵字 ‘yog;c;r’를 英字化한 yo

gācāra를 英字의 발음과 교육부의 英字 한글표기법에 따라 ‘요가

차라’로 표기한 것으로서 비전문가와 일반 대중에겐 통용될 수도

있겠지만 아카데믹한 차원에서는 부적합한, 비학문적이고 불합리

한 표기이다.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내지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범어를

한글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필자가 아는 한에선 교육부

가 범어의 음운체계를 연구하여 범어의 한글 표기법을 규정해 놓

śrota, 聞)이다.

2) 범어의 올바른 발음법을 모르면서 범어의 한글표기를 운운하며, 범어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철학 연구를 자처하고, 논문의 올바른

개념도 모르면서 타인의 논문을 필자의 허락도 없이 재단해버리는

따위의 행태는 학문적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웃지못할 희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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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범어는 외래어도 아니고 영어처럼

현재 널리 사용되는 외국어가 아니며, 인도학이나 불교학 학계에

서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특수언어이다. 본인이 아

는 한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 표기법’이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국어 속에 적지 않은 외래어가 생겨나고, 또 일제시대의 잔

재인 그릇된 영어 발음법에 의한 그릇된 표기가 행해지는데 대해

교육부가 대중의 국어생활의 순화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없듯이 외래어 한글 표

기법과 범어의 한글 표기는 동일한 룰을 적용할 수 없는 서로 다

른 차원에 속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범어의 한글표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다.

① 범어의 한글표기란 英字化된 梵字의 한글표기가 아니라 梵音

의 한글표기이다.

② 교육부의 ‘외국어 표기법’ 혹은 ‘외래어 표기법’과 梵音의 한

글표기법은 하나를 다른 하나에 적용할 수 없는 서로 전혀 다른

범주와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③ 梵音의 한글표기법은 범어의 음운체계와 梵音의 발음법에 대

한 전문적 지식을 필수 전제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音素의 단위인 알파베트

에 준거할 때 범어의 기본적인 음은 48개인데 비해 한글음은 24

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梵音엔 국어음에는 없는 長 短音의

구별, 有氣 無氣音의 구별, 卷舌音, 鼻音, 齒察音 외에도 한글字로는

구별되지 않는 ‘r’와 ‘l’音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

은 범어의 48개 音에 정확히 대응하도록 ․(권설음 표시), - (장음 표

시), ′(치찰음 표시), ～ (비음 표시) 등의 부호를 英字에 첨가함으로써

범어의 48음을 완전히 英字로 재현시키고 있다.3)

3) 그러나 한글은 일본어에 비해 범음의 표기뿐 아리나 세계 어느나라의

語音을 표기하는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빼어난 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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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 영어와 달리 梵字는 梵音과 완전히 1대 1로 대응하며 英

字의 발음표기도 48개의 梵音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다음

과 같은 공식이 성립된다.

48梵音 =48梵字=48英字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학계에선 梵字 텍스트 대신 범어를 英字로

표기한 텍스트(romanized text)를 사용하여도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

지 않으며, 학문활동에 조금도 지장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英字에 비해 한글은 범어표기에 있어 몇가지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英字의 경우, 자음을 연이어 붙임으로써 범어의 複合字音을

英字化할 수 있으나 한글은 하나의 자음은 반드시 하나의 모음과

결합되어야만 하므로 범어의 복합자음을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 밖에도 우리말엔 불어나 영어에 있는 ‘r’발음과 ‘l’음의 구분

이 없다.

요컨대 범어음과 국어음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英字의 경우와

같이 梵語音을 100%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포

기하고 얼토당토 않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에 떠맡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범어의 英字化를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

글로 표기할 경우엔 범어음의 재현이 50%미만이지만 범어의 음

운체계와 올바른 발음에 바탕하여 표기할 경우 50%가 훨씬 넘어

일본어에는 51개의 音 밖에 없으며 그 51개의 音을 표기하는 51개의

字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한글은 비록 알파베트는 모음 10字, 자음

14字, 토탈 24字 밖에 안되지만 자음(上聲)과 모음(中聲)의 결합, 그리고

받침자음(下聲)의 결합에 의해 필자가 계산해 본 바로는 약 오천개의

音을 표기할 수 있는 경이로운 문자이다. 이와같이 일본보다 100배

가까운 발음 표기능력을 가진 한글을 갖고서도 현재로서는 일본의

범어표기보다도 변별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일본학계에선 장음을 ‘-’으로

표시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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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90%까지 한글 표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梵音의 음운체

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발음법에 대한 숙련된 지식이다.

2.

범어의 字母체계는 4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모음이 13개,

자음이 35개이다. 모음은 다시 9개의 단순모음(simple vowel)과 4개

의 이중모음(diphthong)으로 구성되며, 9개의 단순모음은 다시 단모

음(5개), 장모음(4개)으로 구분된다. 이중모음은 guṇa모음(e, o)과 vṛ

ddhi 모음(ai, au)로 구분되며 guṇa모음 e와 o는 장음이다. 이와 같

이 범어의 모음은 장음과 단음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한글로 표기

할 때 일본 학계에서 그렇듯이 단모음 다음에 장음부호 ‘-’를 첨

가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원음에 가까

운 표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음 13자를 한글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자 ‘a’로 표기되는 梵音은 ‘아’와 ‘어’의 중간음으로서 만국발

음기호 [∧]에 유사하다. 그러나 한글엔 그런 음을 표기할 字가

없으므로 英字의 a 표기와 같이 ‘아’로 표기하고 발음은 [∧]로

해주면 된다.

2. 범자 ‘a;’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아-’로 표기되는 音에 대응

한다.

3. 범자 ‘E ’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이’로 표기되는 음에 대응

한다.

4. 범자 ‘ER’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이-’로 표기되는 음에 대응

한다.

5. 범자 ‘ ’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우’로 표기되는 음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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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범자 ‘ ’로 표기 되는 梵音은 한글 ‘우-’로 표기되는 음에 대

응한다.

7. 범자 ‘A’로 표기되는 梵音은 卷舌音으로서 범어 특유의 음이다.
그러므로 英字化에선 r밑에 ․점을 찍어 ‘ṛ’로 표기한다. 한글의

경우도 ‘르’아래 ․을 찍어 ‘르’로 표기할 수 있다.

8. 범자 ‘ ’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르-’로 표기되는 음에 거의

대응한다.

9. 범자 ‘ ’로 표기되는 梵音의 경우엔 r음과 l음을 구분지을 우

리 글자가 없으므로 ‘ḷ’과 같이 ‘르’로 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리

고 ‘ ’로 이루어진 단어는 kalpanā의 어근인 √kḷp 하나 밖에

없으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무시해도 별 문제가 되

지 않는다.

10. 범자 ‘A’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에-’로 표기되는 음에 대응

한다.

11. 범자 ‘Ae’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아이’로 표기되는 음에 대

응한다.

12. 범자 ‘ao’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오-’로 표기되는 음에 대

응한다.

13. 범자 ‘a*’로 표기되는 梵音은 한글 ‘아우’로 표기되는 음에 대

응한다.4)

범어의 35개 자음은 25개의 폐쇄음(stop)과 4개의 반모음, 3개의

치찰음(sibilant), 그리고 두 개의 기음과 1개의 순수비음(anusvāra)로

구분된다. 이 중 25개의 폐쇄음은 다시 無聲 無氣音, 無聲 有氣音,

4) ) ‘아이’, ‘아우’ 音은 梵字로는‘Ae’ ,‘a*’와 같이 單字로 표기되지만

영어표기에서 그렇듯이(ai, au) 우리 글자로도 ‘아+이’, ‘아+우’ 처럼 두

모음을 복합시켜야만 한다.‘/’ (dha),‘&’ (bha)와 같은 유기자음을
표기할 경우에도 ‘브하’, ‘드하’와 같이 두 字를 겹쳐서 표기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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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聲 無氣音, 有聲 有氣音, 鼻音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

이 25개의 폐쇄음엔 유성음과 무성음, 무기음과 유기음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 중 범자 ‘k’, ‘c’, ‘$’, ‘t’, ‘p’로 표기되는 무성 무기음은

각각 한글의 ‘까’, ‘짜’, ‘따’, ‘따’, ‘빠’로 표기되는 된소리(硬音)에 대

응하는 음이다. 된소리는 국어음에선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나 우리 귀에 느낌이 생소하다는 감정적

판단에 의해 엄밀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된소리는 범어뿐 아니라 러시아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

어 등 라틴계 언어에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같은 ‘pa’로 표

기된 음이지만 영어의 경우는 ‘파’음에 대한 표기로 사용된 것이

고 스페인어, 불어의 경우는 ‘빠’음에 대한 표기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p’로 표기되었을지라고 영어를 읽을 땐 park = ‘파-

크’로 발음해야 되지만 불어의 경우엔 parc = ‘빠르끄’로 발음해야

되며 한글 표기 역시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또 한 가지는 梵音의 경우 無氣音과 有氣音의 구분이 명확하므

로, 유기음의 英字 표기에 있어선 kh, gh의 경우와 같이 무기자 k,

g 다음에 ‘h’를 첨가시킴으로써 두 음을 구분 지워 주고 있다. 한

글 표기의 경우엔 ‘%’(kha), ‘z’(cha), ‘q’(tha), ‘f’(pha)에 대해선

각각 ‘카’, ‘챠’, ‘타’, ‘파’로 표기하면 梵音에 상당히 유사한 발음이

나오며, ‘`’(gha), ‘ ’(jha), ‘/’(dha), ‘&’(bha)에 대해선 英字化의 경

우와 같이 ‘h’에 해당되는 한글음인 ‘하’를 첨가하여 각각 ‘그하’,

‘즈하’, ‘드하’, ‘브하’로 표기하고, 두 음을 빠르게 이어서 말음하면

梵音에 상당히 유사한 발음이 된다. 그리고 卷舌音 $, #,@, !, , 의
경우 따, 타, 다, 드하, 나 밑에 권설음을 표시하는 방점 ‘ㆍ’을 첨

가시켜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 따라 25 폐쇄음을 한글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 무기음 유성 유기음 비음

연구개음 까 카 가 그하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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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개음 짜 차 자 즈하 냐

설음 따. 타. 다. 드하 나.

치음 따 타 다 드하 나

순음 빠 파 바 브하 마

폐쇄음에 제한해서 이상의 표기법을 종래의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것과 대조해 보면 어떤 것이 梵音에 가까운지 쉽

게 판정된다.

카 카 가 가 응아

차 차 자 자 냐

타 타 다 다 나

타 타 다 다 나

파 파 바 바 마

이 표기법은 유성음과 무성음, 유기음과 무기음, 권설음과 치음

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梵音에 대한 변별성이 50% 이하로 떨어진

다.

그 다음 반모음 y , r , l , v 의 경우 ‘y’로 표기된 梵音은 한글

‘야’로 표기된 음에 대응한다. 그러나 r 와 l 로 표기된 두 음은 梵

音의 경우 설음과 치음으로 전혀 다르지만 우리말의 경우 ‘라’ 한

字 뿐이므로 양자를 변별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전

자는 ‘라’ 밑에 방점 ㆍ을 첨가시킴으로써 치음계열의 ‘l’음과 구

분지을 수 있다. 모음 ‘A’는 ‘르’로 표기하고 반모음 ‘r’는 ‘라. ’로

표기하면양자 사이도구분된다. 예를들어 ‘r;m;yn’(Rāmāyana)를 ‘라.
-마-야나’로 표기한다면 梵音과 100% 일치하는 표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v’로 표기된 梵音은 영어의 [w]에 가까운 음으로

英字에선 ‘va’로 표기되나 한글로는 표기하기 어려운 음이다. ‘바’

위에 방점을 첨가하여 ‘바’로 표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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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라리 ‘와’로 표기하는 것이 원음에 가까운 표기이다. 예를 들

어 veda는 ‘베-다’ 혹은 ‘웨-다’로 표기할 수 있다.

치찰음 ‘x’, ‘W’, ‘s’에서 처음 ‘x’는 ‘ca’, ‘cha’와 같은 硬口蓋

音(palatal)에 속하는 치찰음으로서 ‘샤’보다는 어감이 조금 강한 ‘쌰’

에 가까운 음이며, ‘샤’ 혹은 ‘샤’ 위에 엑센트 표시 ‘´’를 첨가하

여 ‘샤′’로 표기할 수 있다. ‘W’는 권설음으로서 ‘샤’ 밑에 방점을

첨가하여 ‘샤. ’로 표기할 수 있다. ‘s’는 ‘싸’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
으나(전재성) ‘싸’보다는 ‘사’음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s)yR’로 표기
된 梵音은 ‘쑤르야’가 아니라 ‘수-르야’에 가까운 음이다.

기음 h(h)는 ‘하’에 대응한다. 폭발적 기음 ∶(visarga)는 英字化에

서 ḥ로 표기하듯이 ‘하’ 밑에 방점 ‘․’를 첨가해 줌으로써 기음

‘h’ 와 구분지을 수 있다. 마지막의 순수비음(anusvāra) ․(ṃ/ṁ)은

‘음’에 가까운 음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아(a), 아-(ā), 이(i), 이-(ī), 우(u), 우-(ū), 르(ṛ), 르-(ṝ), 르(ḷ),

에-(e), 아이(ai), 오-(o), 아우(au)

까 카 가 그하 응아

짜 차 자 즈하 냐

따. 타. 다. 드하 나.

따 타 다 드하 나

빠 파 바 브하 마

야 라 라 와(혹은 바)

샤(혹은 샤′) 샤. 사

하 하. 음

이 표기법을 몇 가지 실례에 적용해보면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

법에 따를 경우보다 변별성의 정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yog;c;r   요가차라 요-가-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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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t  마하바라타 마하-브하-라따

mh;p[_;p;rimt;Hdys)t[ 마하프라갸파라미타흐리다야수트라
마하-쁘라갸-․빠-라미따-․흐르다야․수-뜨라 AGved  리그베다 르그․베(웨)-다

vwxeiWk  바이셰시카 와(바)이셰＇-시까

이상과 같이 복자음의 경우를 제하곤 梵音에 8～90% 가까운 표

기가 가능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범어의 한글 표기란 梵音의 한글 표기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梵音의 음성학적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바탕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英美식의 발음법에 바탕한 英字의 한

글 표기법인 교육부의 규정을 범어의 한글 표기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과녁을 벗어난 발상이며, 일종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이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견해차가 있

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적인 모색과 합의 도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땐 저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나는 나

대로 식’이 될 수밖에 없다. 語音이 달라지면 語形이 달라지고 語

形이 달라지면 語義가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

조하지만 범어의 한글 표기의 기준은 梵音이지 英美音이 아니며,

범어의 음운 체계이지 교육부의 英字 한글 표기법이 아니다. 이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선 통일된 梵語의 한글 표기법이 이 땅에

서는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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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인도철학 연구와 논문의 개념

1.

한국에 인도철학이 대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된 해는 동

국대학교에 인도철학과가 설치된 1964년이며, 그 이후 35년이 지

났다. 그러나 정당한 의미에서 인도철학 연구가 수행된 기간은 19

88년에 인도철학회가 처음으로 결성되고 <인도철학> 논문집이

처음으로 출간된 1989년을 기준으로 삼을 때 10년 정도이다. 儒學,

道敎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철학 연구의 경우에도 ‘전통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 불과 10여 년 안팎이고 …’라

고5) 말하는 것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인도철학 연구사가 10년 정

도라고 하는 말에 그리 큰 과오는 없을 것이다.

인도철학 연구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서양이나 100년 가까이

되는 일본에 비교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빈약한 숫자의 학

자들이 지난 10년간 한 것은 한국에 인도철학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었고 그 씨앗이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단계에 있다. 건물에 비유하면 건물을 올리기 전의 기초공사 단계

이다. 학문엔 王道가 따로 없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학문도 역사성을 갖는 것이다. 한국에 자연과학이 도입된 지 50

년이 넘어도 아직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과학 연구의 역

5) 이승환, 한국 전통 철학과 현대 철학의 연속성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보, pp. 59-72)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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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2-300년에 이르는 서양에 비해 역사가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턱대고 앞으로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잠

시 멈춰 서서 ‘인도철학이란 무엇이고, 인도철학을 연구한다는 것

은 무슨 뜻이며, 그 결과를 만인에게 공표하는 방법인 논문이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한번쯤 반성해 볼 필

요가 있다.

‘인도철학(Bhārata-darśana)’이란 인도 亞大陸에서 인도민족에 의해

3천년 이상 수행되어 온 철학적 활동과 그 所産인 다양한 철학체

계들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梵語로 씌여진(넓게는 pāli

어, 티벳어, 한문 텍스트도 포함) 古典的 텍스트(classical text)를 통해 이

어져 온 다양한 철학사상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인도철학이란

고전적 텍스트에 뿌리를 둔 고전적 철학이며, 현대 인도철학도 고

전 인도철학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고전 인도철학과의 연

속선상에서 발전해 왔다.6) 그러므로 B.K. 마띨랄은 오늘날의 인

도철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① 고전적 텍스트에 접근

하기 위한 언어적, 문헌학적 지식과 ②고전적 텍스트 속에서 논의

되고 있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 두 가지를 제시했

다.7)

인도철학은 크게 힌두철학(ṣaḍdarśana), 불교철학(Bauddha-darśana),

쟈이나 철학(Jaina-darśana)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인도철학’의 外延

(denotation)에는 불교철학까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철

학을 불교와 무관한 힌두교학이나 外道學으로 매도하는 생각은 학

문적 자세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권과 연루되어 인도철학을 소외

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보여진다.

6) 인도철학의 성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1998년 한국철학회

춘계발표대회에서 읽은 본인의 졸고 인도철학의 논리적 전통과 실천적

전통 , 철학사와 철학-한국철학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하여(서울:
철학과 현실사) pp. 185-214를 참조.

7) Bimal K. Matilal, “Indian Philosophy: Is there a problem Today?”

Indian Philosophy: Past and Future. ed. by S. S. Rama Rao Pappu ＆

R. Pudgandla (Delhi: South Asia Books, 1983),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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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철학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철학’(darśana)이라는 말과 관

련된 것으로서 인도철학은 철학이기 때문에 종교와 무관한 것이

고 따라서 불교학과는 이질적인 학문이라는 견해이다. 이런 오해

에 대해선 ‘제 9회 인도철학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본인의 논문

三量ㆍ三慧와 敎ㆍ哲ㆍ禪 三學에 方法論的 定礎 에서 충분히 다루

어졌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서양에서 철학(philosophy)과 종교(reli

gion) 사이의 관계와 인도에서의 철학(darśana)과 종교(sādhana) 사이

의 관계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서양에선 철학은 주로 지적 호

기심(경이, wander)을 동기로 하여 이성과 수학적 사유 방식으로 이

세계를 개념적,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희랍에서 발생했고

종교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 사랑 같은 정서와 의지를 강

조했던 유태민족에서 발생하여 그 원천이나 사유방식이 매우 이

질적임에 반해 인도에서 darśana와 sādhana 사이의 관계는 눈과

발, 이론과 실천의 관계(知目行足)로서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

완적 관계이며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이다. 인도의 경우엔 ‘철학없

는 종교는 맹목이고, 종교없는 철학은 공허하다’(Religion without phil

osophy is blind, philosophy without religion is empty)

인도철학은 불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학문이며, 禪學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 학문이자

기초학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도철학은 희소하고 미약하며

그만큼 보호, 육성해 주어야 할 귀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만 지난 35년 간 불교와 무관한 학문으

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는 불교와 대립되는 그래서 건학이념과

배치되는 外道學으로까지 매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모

든 정당한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인도철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박탈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인도철학의 장래는 매우 절

망적이고 암담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선 한국의 인

도철학 연구가 서서히 도태되어 갈 수 밖에 없다. 불교국인 일본

은 아홉 개의 국립대학에 인도철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기

반으로 한 인도철학과 불교 연구는 일본 불교학 내지 일본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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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인도철학

의 발전이 위축된다고 해서 선학과 불교학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

라 결국 나머지 두 학문도 함께 위축되고 만다. 왜냐하면 세 학문

은 방법론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ㆍ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

이다.

2.

대학제도로부터 연구, 논문쓰기 등 오늘날 우리가 학문하는 방

식은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직ㆍ간접적으로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나 ‘논문’의 개념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그 말에 해당되는 서양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

구’로 번역된 영어 ‘research’는 ‘다시’, ‘새로이’, ‘되돌아서’를 뜻하

는 접두사 re-와 ‘찾다’, ‘조사하다’, ‘살펴보다’를 뜻하는 동사 ‘sear

ch’의 합성어로서 어원적으로 ‘다시 살펴보다’, ‘새로이 조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re-search란 연구자가 흥미를 갖는 특정

주제(theme, subject) 혹은 문제(problem)에 관련하여 조사하고(search)

수집, 정리한 것을 자료(data)로 하여 그에 대해 다시, 새롭게(re-)

살펴보고 조사하고 탐색하는(search) 활동이다.

영어 ‘research’와 어원적으로 유사한 범어로서 ‘anvīkṣā’가 있

다. 이것은 ‘-후에’, ‘다시’, ‘-에 관하여’를 뜻하는 접두사 anu-와

‘바라보다,’ ‘숙고하다’를 뜻하는 어근 √īkṣ의 복합어이다. 그로부터

파생된 명사 anv-īkṣā는 직접경험(現量)과 진실을 직접 체험한 사

람의 말(正言量)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대상을 다시 조사ㆍ검토해

보는 것이다.8) research나 anvīkṣā나 특정한 자료에 대해 방법적

8) pratyakṣāgamābhyām īkṣitasyārthasyānvīkṣaṇam anvīkṣā, tāyā

pravartata ity ānvīkṣikī …. . Nyāyadarśanam. Mithila Institute Series,

Ancient Text. No. 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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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탐색한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이다.

이상의 어원적 분석에 근거하면 ‘인도철학 연구’란 인도철학의

전통이 그에 의해 보존ㆍ전승되어 온 다르샤나 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그것을 다시, 새롭게 조명해 보고 해석해 보는 활동이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사실 전통적으로 인도철학 연구는 선대의 텍스

트를 자료로 그것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

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가우따마는 당시까지

발전ㆍ형성된 논리적, 인식론적, 변증적 사상을 조사하고 수집, 정

리하여 <正理經>이라는 논문으로 편찬하였고, 와짜야나는 그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正理疏>라는 논문으로 표현하였으

며 웃드요따까라는 <正理疏>를 해석한 <正理評釋眞意注>를, 와짜

스빠띠미슈라는 다시 그에 대해 해석한 <正理評釋眞意註解明>을

썼다.

길희성 교수는 ‘해석학을 통해 본 동양학 연구’라는 그의 논문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9)

(4) 현대에 있어서 동양철학을 ‘한다’는 것은 곧 동양철학의 전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그 자체이다. ….

(5) 동양철학 전통의 이해는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이해를 통하여 이

루어지며 텍스트의 이해는 과거와 현재, 역사적 지평과 나의 지평과의

융합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8) 전통적으로 동양철학의 발전은 이와 같은 텍스트의 이해를 통한

전통의 전수로서 진행되어 왔다. 경전들의 번역과 주석을 통한 이해는

곧 동양철학을 ‘하는’ 행위였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양철학을 하기

위한 모델이 됨을 철학적 해석학은 시사하고 있다.

불교의 śruta(聞)ㆍcintā(思)ㆍbhāvanā(修) 三慧나 베단따의 śrava

ṇaㆍmananaㆍnididhyāsana는 바로 인도철학의 해석학적 원리로

서, 그것은 단지 옛 것에 대한 고고학적, 골동적 취미나 텍스트를

9) 심재룡 외, 국에서 철학하는 자세들 -철학적 연구방법론의 한국적
모색(서울: 집문당, 1986), pp.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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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객관적 탐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아니라 선각자의 말

씀으로서의 텍스트와 나의 실존과의 만남과 대화이며 그것을 통

해 텍스트의 의미가 나의 실존에 빛을 던져주고 동시에 나의 의

식에 변형이 일어나는 실존적 체험이다.

길희성은 ‘경전들의 번역과 주석을 통한 이해는 동양철학을 하

는 행위였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양철학을 하기 위한 모델이

됨을 …’이라고 말했지만, 다르샤나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 방법의

하나는 텍스트의 의미를 현대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

어로 재생시키는 번역과 설명이다. 번역이라고 하면 비독창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으로 폄하하기 쉽지만, 번역과 설명은 바로 ‘해석하

다’(to interprete)를 뜻하는 희랍어 hermēneuein의 본래 의미이자 기

능이다.10)

현재 사용되는 외국어 문장을 국어로 옮기는 것도 전문성을 요

하는 어려운 작업일진대, 1-2천년 전의 다르샤나 텍스트의 의미를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은 1-2천년의 시간적 차이와 인도-한국의

10) 리챠드 E. 팔머는 그의 저서 Hermeneutics에서 희랍어 hermēneuein(to

interprete), hermēneia (interpretation)의 고대적 의미와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 논하는 章에서 희랍어의 ‘hermēneuein-hermēneia’의

고대적 의미를 ‘① 말하다, 혹은 표현하다 ②설명하다 ③번역하다’의

셋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번역과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번역이란 [텍스트를] 이해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해석과정의 특수한 형태이다. 이 경우 번역자는 생소하고 이상스럽고

혹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의 언어라는 매개체 속으로

가져온다. 헤르메스 신처럼 번역자는 한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를

중재한다. 번역 행위란 번역 기계의 우스꽝스런 결과가 분명히

말해주듯이 동의어를 발견하는 단순한 기계적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번역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p. 27.

‘hermēneuein이 가진 의미의 두 번째 방향은 설명하기이다.

설명으로서의 해석은 이해가 갖는 논설적 측면을 강조한다. … 말이란

단지 뭔가를 말할 뿐 아니라 또한 뭔가를 설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해석이듯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 또한 해석의 한 형태이다.’ 같은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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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간격을 뛰어넘어서 무덤의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지금

ㆍ여기에 되살리는 부활과 창조의 작업이다.

동양학의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하바드 옌칭 연구소에

서 오랫동안 수업한 김용옥은 그의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동양학계야말로 ‘번역의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을 토대로 하지 않은 모든 지적 활동은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훌륭한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관계된 고전의 번역

이 없이는 그 논문의 아이디어는 우리 문화 속에 축적되어 가지 아니

한다. 그것이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기 때문이다.11)

일본 학계에서는 한 학자를 평가하는데 번역을 제일의 업적으

로 평가한다. 한국 사람들은 암암리에 이러한 일본의 학풍을 창조

성을 결여한 ‘모방민족’의 소치라고 경시한다. 허나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제일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번역이 학

문활동 중에서 가장 긴 기간과 가장 수준 높은 스칼라십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12)

번역이란 한 문화권을 다른 문화권으로 옮기는 대작업인 동시에 死

語을 活語로, 文語를 口語로, 古代를 現代로, 다시 말해서 과거를 현재

로 바꾸는 작업이다.13)

번역이란 정보의 대중화, 민중화 즉 민주화를 뜻한다. … 정보

가 민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정보를 독점한 자만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 … ‘번역’이란 것은 이와 같이 조선조 사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는 엘리티즘의 청산, 진정한 의미에

서 근대적 시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학문적 노력,

11) 김용옥,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통나무, 1986), p. 122.
12) 같은 책, p. 127.

13) 같은 책,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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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14)

필자가 수학한 하바드 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양학 관계의 박사

학위 논문의 반 이상이 번역으로 점유되고 있다.15)

번역이란 어느 특정기관에서 단기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라는 통념에서 우리 학계가 하루 속히 벗어나지 않은 한 우리나라의

동양학은 영원히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16)

인도철학의 연구방법엔 분석철학적, 현상학적, 문화인류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종교학적, 문헌학적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

겠지만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번역과 설명이라는 해석학적 연구

방법은 가장 일차적이고 전통적인 연구방법이며, 인도철학이 우리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클 수 있게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인

도철학이 한국에 도입된 지 35년이 되면서도 인도철학의 정체가

오래도록 분명히 파악되지 않고 인도철학이 우리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포함한 인도철학도들이 오랫동안 방황

했던 가장 큰 원인은 텍스트 해석적 교육, 텍스트 해석적 연구, 텍

스트 해석적 논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때문임을 필자는

뼈저린 체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3.

연구방법(research method)에 여러 가지 있듯이 연구 결과를 독자

에게 알리고자 하는 논문에도 앞에서 말한 텍스트 해석적 논문

외에도 보고적 논문, 자기주장적ㆍ논증적 논문, 비평적 논문(review

14) 같은 책, pp. 128-9.

15) 같은 책, p. 130.

16) 같은 책,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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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등 다양한 양식이 있다. 다양하고 신선한 사상들이 자유롭

게 표현되고 타인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논문’에 대한 종래의

편협하고 고착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논문’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thesis’, ‘paper’, ‘article’, ‘essay’

등이 있다 ‘thesis’는 ‘논제’ , ‘주제’를 뜻하며 주로 학위 청구를 위

해 씌여진 논문을 thesis라고 부른다. thesis가 형식적이고 주제도

크고 따라서 분량도 다소간 큰 논문임에 비해 article(文件), paper

혹은 essay(to essay, 시도하다)라고 할 때는 형식이 보다 자유롭고

주제도 작고 분량도 크지 않은 논문으로서 일반적으로 학회의 논

문집에 실리는 논문들은 이런 類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논문에 개념을 article이나 paper

가 아니라 thesis에 해당되는 것이다. 분량도 거의 석사과정 학생

의 학위청구논문에 가깝고 주제도 넓으며, 조그만 단행본 목차만

큼 긴 목차표가 붙어있게 마련이다. 형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짧으

면 논문이 아니라고 여긴다. 우리의 논문은 비유하면 큼직한 푸대

자루를 미리 정해 주고서 그 안에 들어갈 만한 분량의 내용을 만

들어서 그 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 꼴이다. 그러다보니 군더더기가

많이 붙게 되고 논지의 일관성이나 참신성은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러나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에서 발간되는 Philosophy E

ast ＆ West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학회 논문집(한 예로 北海道印度哲

學佛敎學會의 印度哲學佛敎學 참조)을 일별해보면 주제도 작고 분량도 20

0자 원고지 3-40매로부터 많으면 7-80매이며, 인쇄된 형태로는 3

-4 p. 로부터 많으면 10-20p. 정도의 분량이다. 형식도 연구자에

따라 각양각색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나 번호조차 붙지 않

은 것, 번호만 붙인 것, 번호대신 간단한 제목만 단 것 등 자유롭

고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나 형식이 아니라 주제와 내용의

참신성이며 논리적 일관성과 의미의 명료성이다. 처음부터 형식이

정해져서 거기에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형

식도 달라져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의 논문도 우리나라의 논문처

럼 학위청구논문을 모방하여 목차를 잔뜩 달은 촌티나는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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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논문이란 정서를 유발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나 소설과

달리 어떤 주제에 대해(인도철학의 경우 텍스트 자체가 주제가 될 수도 있

다)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씌여진 글이다.

정보를 타인에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문장이

문법에 맞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며, 단어의 의미가 애매하

거나(ambiguity), 모호하지(vagueness) 않고 명석ㆍ판명(clear and distinc

t)해야 한다. 그것이 ‘論文’의 ‘論’자가 시사하는 의미이며, 반드시

논쟁적(argumentative)이어야 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독창적이라면 바람직하겠지만 반드시 독창적이래야만 논문

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불과 세 편의 짧은 논문으로 300년 간의 과

학사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은 아인쉬타인과 같은 사람이 1세기

에 몇 명이나 나오겠는가? 그 논문의 언어를 이해하는 독자들에

게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논문이 된다. 그

러므로 리포트적인 글이나 편집적인 글도 논문의 범주에 든다.

연구의 역사가 10년 정도 밖에 안된 우리의 경우 100년 이상의

연구사를 가진 선진국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편집하여 정직하게

보고하는 리포트적 논문이 보다 필요하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도철학 연구의 초기 단계에 놓인 우리로

서는 기초가 되는 논문들이 보다 요청된다. 텍스트 해석적 논문은

다른 논문들이 그에 의지해야 하는 기초 논문이고 뿌리 논문이다.

많은 철학적 주제들에 대한 필자의 강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루

한 텍스트 해석적 연구에 시간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거

기에 있다. 특히 원전 해석적 논문의 장점은 적은 지면 속에서 인

도철학의 많은 기본 개념들의 의미를 밝혀 줌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과의 수준차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이라는 것

이다.

건물은 토대에서 상부구조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학문은 일반

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에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논문의 목적

이 독자에게 나의 생각을 알리는 것일진대 일반적인 것에 대한



32 ∙印度哲學 제11집

이해가 없는 독자들에게 특수한 주제에 대해 얘기해도 이해시키

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도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이고 이차적인

기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문의 내용에 의해 그 논문의 가치가

평가되는 풍토가 시급하다. 영어로 쓴 논문은 안되고 국문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도 그릇된 생각이다. 영어는 이제 더 이상 외국어

가 아니라 국제어이다. 모든 면에서 국제화로 나가고 있는 시대에

국문으로 쓴 논문만을 인정한다는 발상은 한국의 인도철학이 한

반도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다름없다.

인문학의 방법과 글쓰기는 연구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할 수밖

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연구방법이고 논문은

이래야만 한다는 편협하고 고착된 관념의 틀을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기술발전이나 경제적 부가가치와 직결되는 이공계

학문의 연구와 달라서 연구방법이나 논문쓰기가 연구자의 개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문학의 경우,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지만, 구태어 경쟁하고 싶다면 이 좁은 우물 속에서 개구리 높

이뛰기 식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을 상대로 하여 그

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려는 경쟁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Ⅲ. 三量․三慧와 敎․哲․禪 三學의 方法論的 定礎

1.

이 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이라고 하면 그래야 한다고 생

각하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고답적인 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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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본인이 소위 학문한다는 세계(대학)에서 생활해 오면서 느

끼고 생각한 바를 진솔하게 붓가는대로 적은 엣세이적 논문이다.

왜곡되고 불공정한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권위주의와 독선으로 일

그러진 현실이 보다 和合衆(saṃgha)의 이상과 大乘의 正法에 가까

워지도록 돕는 것도 논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현실과

괴리된 고답적 논문을 백 편 천 편 쓸지라도 空理空談이나 공염불

에 불과한 독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맑스는 ‘철학이란

세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불교와 인도철학이야말로 세계에 대한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라 의식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한 이상세계(佛國淨土)의

건설이 그 목표이다. 한 지붕 아래서 일부의 구성원에게 모든 이

익과 권한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것

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대승의 정신과 전혀 다른 그야말로 外道

이고 소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불교는 천 오백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민족종교이며 그 정맥을 잇고 있는 조계종의 종립

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의 불교학부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발전에

적지 않은 소임과 책임을 지고 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불교학부는 각각 불교학․인도철학․선학을 연구․교수하는 3

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하 敎․哲․禪의 三學으로 줄임) 불교학부

라는 같은 지붕 아래서 한국불교학 더 나아가 조계종으로 대표되

는 한국불교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기능하고 있

다. 敎․哲․禪의 三學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거나 지

배하는 경쟁과 배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

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부조․상호보완하고 협동하는 솥의

세 발과 같은 관계에 있다. 솥의 세 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짧거

나 부러지면 솥 전체가 균형을 잃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듯이

敎․哲․禪의 三學 중 어느 하나가 배제되거나 위축되면 한국 불

교의 발전은 그만큼 저해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교대학이

敎․哲․禪의 三學으로 기능한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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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의 정체성과 존립의 필요성,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他學

의 존재가치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이

것은 한국불교학, 내지 한국불교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

히 정리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 최강의 불교국인 일본에선 아홉 개의 국립대학에 인도철

학과가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수십 개의 불교대학에서 불교학과

인도철학이 상부상조․相依相資的 관계에서 연구․교수됨으로써

세계 최고의 학문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에 비해, 하나 밖에 없는

불교대학 내에서 他學에 대한 몰이해와 배타심이 만연될 때 한국

불교의 장래는 그다지 밝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인도철학에

대한 몰이해는 인도철학이 힌두교학이나 外道學으로 매도될 정도

이다.

‘인도’라는 말은 지정학적 개념으로서 인도 아대륙 전체를 뜻한

다. 그러므로 베다 문화를 추종하는 종족을 가리키는 문화인류학

적 개념인 ‘힌두’라는 말과 구분해서 써야 한다. 인도철학이 곧 힌

두철학은 아니다. 인도철학은 힌두의 6파철학(ṣaḍdarśana)뿐 아니라

쟈이나철학 그리고 인도에서 기원하여 인도에서 발전한 인도불교

철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안엔 초기-부파불교와 중관-유식-

因明-여래장-밀교의 철학이 모두 포함된다.

불교가 발생할 당시 인도는 이미 2000년 가까운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불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정

확한 이해를 위해선 불교 발생의 배경이 된 인더스 문명과 베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불교가 발생한 후 150

0년 가까이 인도에서 변천, 성장하는 동안 고립적으로 존속했던

것이 아니라 힌두 종교, 힌두 사상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았

기 때문에 타 학파와의 관련 속에서 불교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

다. 비교종교학의 창시자인 막스 뮐러는 ‘하나만 아는 자는 그 하

나마저 잘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뿐 아니라 불교의 원류가 인도이고 불교가 발전, 성장한 곳도

인도일진대, 梵․巴․藏의 텍스트에 의해 인도불교를 연구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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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본래 모습의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다. 불교학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는 일본이 동경대, 경도대 등 일본 최고의 명문 국

립대에 인도철학과를 설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석존께선 욕심이 눈을 가리면 진실이 보이지 않고 왜곡되게 나

타난다고 가르치셨듯이, 그러한 곡해와 몰이해의 저변엔 소집단적

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다른 원인은 방

법론적 통찰의 결핍이라고 생각된다.

三學 사이의 관계는 불교학은 교학적 방법으로, 인도철학은 철

학적 방법으로, 禪學은 선학적 방법으로 한국불교학 내지 한국불

교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 相依相資하는 관계이며,

결코 배타와 경쟁의 관계가 되어선 안된다. 이 주장은 논자 개인

의 편의적 생각이 아니라 불교학ㆍ인도철학ㆍ선학의 전통적 방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전통적 방법이란, 聞(śruta)․思(cintā)․修

(bhāvanā)의 三慧(prajñā)이고17), 敎證(āgama)․理證(yukti)․自內證(adhy

ātma-vidyā)의 三證이며, 現量(pratyakṣa)ㆍ比量(anumāna)ㆍ聖敎量(śabda

〓正言量)의 三量(pramāṇa)이고18), 또한 信․解․行證으로도 표현된

17) 三慧(tisraḥ prajñāḥ)란 聞所成慧(śrutamayī prajñā), 思所成慧(cintāmayī

prajñā), 修所成慧(bhāvanāmayī prajñā)로서 간략히 聞慧, 思慧, 修慧, 혹은

聞思修 三慧라고도 명명한다. 俱舍論 제22에선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일어난 勝慧를 聞所成이라 이름하고, 正理(논리)를 생각함으로써 일어난

勝慧를 思所成이라고 이름하며, 等持(三昧)를 修함으로써 일어난 勝慧를

修所成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大乘義章 제13 慧義章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聞이라 하며, 聞에 따라 解를 낳는 것을 聞慧라고

한다. 의미를 간택함을 思라고 하고 思에 따라 解를 얻음을 思慧라고

한다. 進習을 修라 하고 修에 따라 智를 얻음을 修慧라고 한다’고 썼다.

(望月 불교대사전 pp. 1454-5).

聞思修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不二的 베단따 학파에선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śravaṇa(배우기), manana(사고하기),

nididhyāsana(명상수행)의 3단계를 제시한다.

18) 인도철학의 각 학파들은 모두 인식 방법론(pramāṇa-vāda)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각 학파들은 바른 인식(pramā) 혹은

正知(samyag-jñāna)의 획득 방법이 몇 가지인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분분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現量, 比量, 聖言量의 세 가지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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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과 敎ㆍ哲ㆍ禪 三學의 관계를 도표로 보이

면 다음과 같다.

불교학 ―교학적 방법〓聞慧〓敎證 〓 信 〓 聖敎量 
인도철학 ―철학적 방법〓思慧〓理證 〓 解 〓 比量 → 동일목표
선학 ―선학적 방법〓修慧〓自內證 〓行證〓 現量 

이 세 방법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

도 결여될 경우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철학’이라고 하면 ‘교학’이나 ‘선학’과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 보

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석존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불교적 생각

이다. 석존께선 예수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

고 따르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석존께선 ‘권위와 존경심 때문

에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된다. 그대 스스로 생각하고 검

토해서 그 말이 옳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다. 석

존께선 네 스스로 ‘와서 보라’(ehi passa)고 가르치셨고, ‘네 생각엔

인식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인도유물론인 順世派(Lokāyata, 혹은

Cārvāka)는 예외이지만 승론은 후대에 정리학파와 통합됨으로써 사실상

śabda-pramāṇa를 인정하게 된다.

불교논리학의 경우 무착, 세친 까지의 舊因明은 三量을 인정함에 대해

新因明으로 불리우는 陳那 이후의 불교논리학에선 現, 比 二量說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모든 인식을 무분별적인

직접지(=現量)와 개념과 언어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知(=比量)로

이분화함으로써 新因明에선 종래의 正言量이 比量 속에 흡수되어 버린

것이며, 正知의 원천으로서 佛陀의 말씀이나 경전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르마끼-르띠는 量評釋 제2장에서 佛陀의

一切智者性을 변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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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tat-kiṃ manyase? 於意云何), ‘무슨 이유 때문인가?’(tat-kasy

a hetoḥ? 何以故)라고 끊임없이 물으셨다. 불법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ehipassika)이라고 정의된다. 물론 불교에서도 信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출발이며 최종점은 스스로의 理

解를 통하여 스스로 現證하고 스스로 직접 보는 것(sākṣātkāra)이다.

信은 결코 盲信이 아니라, 오랜 전통 속에서 믿을만하다고 검증되

어 온 聖人이나 覺者의 진실성과 그의 가르침 혹은 그 가르침을

담은 경전(āgama)에 대한 믿음이다.19) 그러므로 信→解→行證의 단

계에서 信이 처음에 오고 行證이 마지막에 온다.

불교 전통에서 아비달마 논사며 용수(Nāgārjuna), 세친(Vasubandh

u), 무착(Asaṅga), 陳那(Dignāga), 法稱(Dharmakīrti), 寂護(Śāntarakṣita) 등

의 論師들을 요즘 말로 하면 철학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

위대한 불교철학자들(이들이 바로 인도철학자들의 일부이다)이 없이 오

늘의 불교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논사들은 聖敎量인 경전에

대한 철저한 공부(聞)와 수행을 통한 체험(修證, 現量)에 바탕하여 논

리적 방법(思, 比量)으로 불교사상을 체계화시킨 위대한 인도 철학

19) āptopadeśaḥ śabdaḥ. 正理經 Ⅰ.ⅰ.7.
믿을만한 사람의 가르침이 正言이다.

āptaḥ khalu sākṣāt-kṛta-dharmā yathā-dṛṣṭasyārthasya cikhyāpayiṣayā

prayukta upadeṣṭā. sākṣātkaraṇam arthasyāptiḥ, tayā pravartata ity

āptaḥ. 正理經 ‘믿을만한 사람(āpta)’이란 진리를 직접 본 자로서 직접
본대로 [남에게도] 알리고자 하는 욕망에 추동된 敎說者이다. ‘āpti’란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인식(sākṣātkaraṇa)이며, 그에 의해 활동하는 것이

믿을만한 사람(āpta)이다. Nyāyadarśana, Mithila Institute Series,

Ancient Text No. 20. p. 365. (Prakrit Jain Institute, 1967)

śabda-pramāṇa는 聖言量, 聖敎量으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verbal

testimony’ 혹은 ‘authority’라고 번역되지만 필자는 正言量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聖은 곧 正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는 지식의

대부분은 聖人이나 스승, 전문가 등 믿을만한 사람의 말, 다시 말해서

바른 말(正言)을 수단으로 하여 얻어진다. 일찍부터 인도에서 문법학이니

어원학, 해석학(미-망-사-), 의미론, 언어철학 등 언어 관련의 학문이

고도로 발달된 원인의 하나는 언어가 인식의 중요한 원천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38 ∙印度哲學 제11집

자들이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또 편의상(불교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편의적인 假

名일 뿐이다.) 서양의 ‘philosophy’의 역어인 ‘哲學’을 빌려 ‘인도철학’

이라고 불러 왔지만 ‘인도철학’의 범어는 darśana(다르샤나)이다. 이

말은 ‘직관’, ‘통찰’, 직접 보기’를 뜻한다. 궁극적 실재(Tattva), 즉

진여, 브라흐만, 佛性 등을 직접 보는 것(sākṣātkāra)이 인도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現證, 自內證, 見性, 혹은 現量(이 경우엔 yogi-pratya

kṣa)을 얻는 방법이 바로 요가(瑜伽行)이고 禪定이며 聞․思․修의

修이고 信․解․行․證의 行이다. 그러므로 瑜伽(yoga)的 방법(現證

〓修)이 正理(nyāya)的․논리적 방법(比量〓思), 언어적․해석학적 방

법(正言量〓聞)과 더불어 인도철학의 3大 방법의 하나로 계승되어

왔다.20)

인도의 量論(=인식방법론)에 따르면 現量이 가장 처음에 제시된다.

現量은 다른 인식수단의 토대이며, 다른 인식수단에 의해 얻어진

인식은 최종적으로 現量에 의해서 검증된다. 現量은 인식의 출발

이자 진리의 최종 결재자이므로 가장 중요시된다. 이점이 서양철

학과 다른 인도철학의 한 특징이다. 화이트헤드는 서양철학이란

플라톤에 대한 주석의 역사라고 말했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란 감

각적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이성(nous)에 의해서만 인식되

는 것이며, 플라톤의 아카데미 입구에 적힌 ‘기하학을 모르는 자

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20) 힌두의 여섯 철학파의 경우 正理(nyāya), 勝論(vaiśeṣika),

數論(sāṃkhya)은 주로 논리적 방법(yukti)을 사용하여 체계를 세웠고,

베다를 聖言量으로 믿는 미망사ㆍ베단따 학파는 주로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했다면 요가학파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 진리를 직접 증득하고자

하는 修證的ㆍ요가적 방법을 사용한다. 티벳불교에선 무착, 세친을

聖敎隨順家(āgama-anusārin)라 부르고, 진나와 법칭을

正理家(nyāyavādin)라고 부른다. 인도철학의 전통적 방법에 관해 보다

자세한 것은 1998년 5월 한국철학회 춘계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본인의

졸고 인도철학의 논리적 전통과 실천적 전통 . 철학사와
철학:한국철학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하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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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도철학(불교철학도 포함)은 직접적 경험(감관적이건 초감관적이건)을

가장 중요시 한다. 인도철학은 철저히 경험론적(empirical)이고 실제

적(practical)이고 종교적이다. 인도철학은 논리적 일관성보다 경험

(삶)과의 일관성과 실제적 검증을 더 중시한다. 인도철학에 있어선

형이상학조차 순수이성적,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

다. 브라흐만이나 空性, 眞如는 경험 내용이며 사유의 대상이 아니

다. 인도철학의 방법은 現量에서 출발하여 現量으로 되돌아 온다.

聞→思→修의 聞은 修에 의해 自內證(=現量)한 覺者나 르시의 경험

에 대한 증언을 듣거나 읽고 배우는 것이다. 또 聞․思․修의 과

정은 가르치는 스승뿐 아니라, 배우는 제자도 스승이 보았던 것을

스스로 직접 보기 위한 중간과정이다.

現量의 범어 ‘pratyakṣa’는 ‘akṣasya akṣasya prati viṣayaṃ vṛtt

iḥ(각각의 감관의 각각의 대상에 대한 작용)’ 라고 어원적으로 분석되며,

그 일차적 의미는 감각적 인식(경험) 방법을 뜻하지만, 그로부터

도출된 보다 보편적인 의미는 직접적 인식방법(sākṣātkāri-jñāna-kara

ṇa)이다. 감관(indriya)에 의존하건 안하건 대상을 직접 인식하는 것

이 現量이다. 正理學派는 초감관적 현량을 초세간적 現量(alaukika-p

ratyakṣa)이라 불러 그 속에 自在神이나 요가행자의 현량을 포함시

키고 있으며, 불교논리학에선 네 가지 現量 가운데 요가 행자의

현량(yogi-pratyakṣa)을 꼽는다. 제 3의 눈이니 佛眼이니 하는 것도

초감관적 현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편의상 ‘철학’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동양의 경우엔 철학과

종교가 두부모를 자르듯이 둘로 나뉘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서양

에선 종교와 철학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두 원천으로부터 발생ㆍ성장했기 때문에 양자가 분리되어 있지만

동양, 특히 인도의 경우엔 종교는 철학적이고 철학은 종교적이므

로 구분할 수는 있어도(distinguishable)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not se

parable) 관계이다. 인도에 있어 철학과 종교는 知目行足의 관계로

서 ‘철학 없는 종교는 盲目이며, 종교 없는 철학은 空虛하다(Religio

n without philosophy is blind, philosophy without religion is empty.)'.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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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三學에 있어서도 철학과 종교(〓교학과 선학)는 서로 분리된

관계가 아니다.21)

인도철학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nyāya(正理)적ㆍ논리적

방법이지만, 그 방법도 서양의 논리학처럼 사고의 순수한 형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진리(Tattva)의 인식에 이르기 위한 방

법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와-쨔야나의 正理疏(Nyāya-bhāṣya)로부
터의 인용문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

‘무엇이 正理(nyāya)인가? 量(pramāṇa, 인식수단)에 의해 대상을 검토

하는 것이다. 現量(pratyakṣa)과 聖敎(āgama)에 바탕한 추론(anumāna),

그것이 안윜-샤-(anvīkṣā)이다. ‘안윅-샤-’란 現量과 聖敎에 의한 알려

진 대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anvīkṣaṇa)이다. 그에 의한 활동이 안-윅-

시끼-(ānvīkṣikī)이고 그것이 곧 正理學(논리학)이다.’22)

比量의 범어 ‘anumāna'가 가리키듯이 現量과 聖敎量을 통해 얻

은 지식을 후에(anu-) 다시 반성적으로 비판ㆍ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증하는 것이 nyāya, 혹은 ānvīkṣikī이다.

21) ‘인도철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가’라든가

‘인도철학과에선 불교과목을 개설하지 말라.’하는 등의 말은 아집을

버리고 이웃도 생각해야 한다는 석존의 가르침에 전혀 위배되는 자기

중심적 욕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철학을 종교와 분리된 순전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으로만 보는 서양적인 철학 개념을 동양, 특히

인도의 철학 개념과 혼동한 때문이기도 하다.

22) kaḥ punar ayaṃ nyāyaḥ? pramāṇair artha-parīkṣaṇam.

pratyakṣāgamāśritaṃ cānumānam. sānvīkṣā. pratyakṣāgamābhyām

īkṣitasyārthasyānvīkṣaṇam anvīkṣā. tayā pravartata ity ānvīkṣikī

nyāya-vidyā nyāya-śāstram. Nyāyadarśanam. Mithila Institute Series,

Ancient Text. No. 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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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三慧에 있어 聞(śruta)이란 修를 통해 궁극적 진리를 직접 본 자,

즉 佛陀나 르시(Ṛṣi〓Seer)의 正言(verbal testimony, śabda-pramāṇa)을 일

단 신뢰(信)하고 그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며, 思(cintā)는 聞(듣고

읽고 배움)에 바탕하여 그것을 논리(yukti, 혹은 nyāya)에 의해 비판적,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思를 통해 聞에 대한 의심이 제거되

고 확신이 생긴 후엔 修習(bhāvanā) 즉 瑜伽(yoga)나 禪那(dhyāna)에

의해 직접 現證하는 단계로 나아 간다.

이와 같이 교학․선학과 인도철학의 三大方法은 圓環的, 유기적

으로 의존해 있므로 敎․哲․禪의 三學이 비록 어느 한 방법을 특

히 중시하고 강조할지라도 나머지 두 방법을 배제할 수 없다. 교

학은 ‘evaṃ mayā śrutam’(如是我聞)을 중시할지라도 ‘tatkiṃ manya

se?(於意云何)’, ‘tatkasya hetoḥ?’ (何以故)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하며,

철학은 의심하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논증함을 중시할지라도 그것

은 어디까지나 聞〓聖敎量과 修證〓現證〓現量을 매개하는 중간단

계에 지나지 않음을 잊어선 안된다. 敎學도 哲學도 ‘ehi passa’, 즉

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개념적, 관념적, 분별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敎學과 哲學은 禪學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 선학 역시 바른 修를 통한 見性, 혹은 現證을 이루기 위해선

聞과 思, 正言量과 比量, 敎學과 哲學의 방법과 단계를 거쳐야 한

다. 아무리 敎外別傳, 不立文字라고 할지라도 먼저 敎가 있고 文字

가 선 후에야 別傳과 不立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목표로 삼는 禪宗에서도 ‘禪敎一致’를 말하고,

능가경, 금강경, 육조단경, 벽암록 등의 經典과 禪典을 배우고(聞)

그에 대해 숙고하며 큰 의심을 품고 公案을 參究하는 것(思)이다.

요컨대 敎․哲․禪의 三學과 三慧ㆍ三量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圓

環的 相依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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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방법론적으로 敎․哲․禪의 三學은 서로 불가분적

인 相依相資 관계에 있으므로, 三學이 상호부조할 때만이 그나마

미약한 불교대학으로서 한국불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23) 우리만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만이 불교를 가

르칠 수 있다는 소집단적 이기주의와 독선은 눈 앞의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올지 모르나 전체의 조화와 화합을 깨뜨리고 더 나아

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이다. 그러한 권위주의적, 독

선적 사고 방식이 지속되는 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한국 불교

학의 메카라는 말도 옛말이 될 날이 멀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

리를 주위로부터 자주 들어 왔다.24)

21세기는 종교다원적 상황 하에서 다른 종교, 다른 사상과도 대

화를 통해 인류의 운명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열린 시대이다.25)

23) 일본의 경우, 아홉 개의 국립대학에 인도철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백 개

가까운 종립 불교대학에서 불교학과 인도철학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수천명의 불교학․인도철학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밖에 없는 불교대학 내에서 인도철학과가 마치

힌두교학과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학의 현주소이다. 한국

기독계에는 백여개가 되는 신학대학이 있고, 한 예로 장로교 신학

대학원의 경우 한 학년에 8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유일의 불교대학에서 한 학년 70명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현주소이다.

24) 이미 각 대학마다 뛰어난 소장 불교학자들이 속속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선 전체의 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강자가 이권을 모두

차지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교학(聞慧〓聖敎量)

철학(思慧〓比量) 선학(修慧〓現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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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내에서 불교를 보다 근원적으로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인도불교와 더불어 힌두와 쟈이나 사상까지도 함께 연구하

는 인도철학마저 불교와 무관한 학문으로 소외시키려는 배타적이

고 唯我的인 심성은 전 인류를 구원에로 인도하는 三界大導師 四

生慈父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보여진다.

눈 앞의 내 것만 챙기려는 욕심을 버리고 전체를 보고 멀리 보

자. 화엄의 重重無盡緣起의 의미가 무엇인가? 正法이니 자비니 보

시니 和合衆이니 온갖 좋은 법문을 남 앞에서 아무리 많이 說할지

라도 한 지붕 아래서 바로 옆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를 실천

하지 못할 땐 불자가 아니라 위선자 밖에 될 수 없지 않겠는가?

25) 西山大師는 전혀 이질적인 종교들, 즉 중국에서 발생된 儒敎ㆍ道敎와

인도에서 발생된 佛敎의 궁극적 동일성을 모색한 三家龜鑑을 지었다.
20세기에 와서 서양이나 일본에선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공통성을 찾는

대화의 노력이 줄기차게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故 변선환

박사는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선언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불교로부터

기독교에 결여한 장점을 배우고자 노력했다.(변선환 저: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한국신학연구소, 1977. 참조). 월남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스님인
틱낱한도 그의 저서인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한민사,
1977)에서 양 종교 사이의 몰이해와 갈등ㆍ반목을 우려하고 상호이해와

상호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교ㆍ유교ㆍ도교나 불교ㆍ기독교

사이에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같은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ㆍ힌두교ㆍ쟈이나교 사이엔 유ㆍ불ㆍ도교나 불교ㆍ기독교 사이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업과 윤회 그리고 무지가

苦와 속박의 원인이라고 가르치며, 明(vidyā) 혹은 智(jñāna)가 苦와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평화 즉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원인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