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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참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모색하고, 그 속에 담겨 있

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연 불교는 기독교의 일부

세력들이 정당을 결성하여 선거에 참여한 것과 같은 방식의 정치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힌두교 고전인 바가바드
기타와 불전문학(佛傳文學)인 붓다차리타안에서 에피소드를 수집하

여, 대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들 두 텍스트는 공히 현실정치에 참여

할 것인가 하는 점을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의 경우에는 아르쥬나가 잠깐 회의를 하였으나 결국 그같은

방법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만다. 전쟁을 포함한 현실정치에 참

전한 뒤, 말년에 출가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在家의 의무를 다한

뒤에 출가한다는 점에서 재가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왕법과 해탈법

을 함께 행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싯다르타 태자는 그러한 재가주의적

입장을 권유받았으나, 無常하다는 이유와 왕법의 본질은 폭력의 행사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출가해 버리고 만다. 출가주의라고 부르는 까닭인데,

불교의 출가주의에는 脫권력/脫정치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불교사 안에서 힌두교적 재가주의의 입장을 취한 사례가 등장

하였다. 왕법과 불법을 함께 행하자는 입장인데, 일본불교사에서 그 사

례를 찾을 수 있었다. 僧兵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등에서

王佛一體論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왕법에의 참여가 식민주의를 지지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교의 출가정신에는 脫식민주의

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karuna33@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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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008년 4월 9일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개표방송이나

신문보도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실험’이 행해졌다.1) 2004년 총선 당시의 ‘한국기독

당’의 출현에 이어서 기독교(=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기독당과 통

일교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가정당이 出師表를 던지고, 현실정치

의 門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

계한 비례대표의 선거결과이다.2)

통합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친박
연대 기독당

진보
신당

평화통일
가정당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504,466 180,857

25.17% 37.48% 6.84% 5.68% 3.80% 13.18% 2.59% 2.94% 1.05%

다행히도 기독당과 평화통일가정당은 모두 3%의 득표율을 채

1) 이 글은 힌두교와 불교에서의 權力과 脫權力의 문제 : 바가바드기타와

붓다차리타의 경우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26회 인도철학회 춘계

학술대회(2008년 5월 30일, 동아대학교)에서 구두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고, 제목을 바꾸었다. 당시 논평해 준 권기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 모두 15개 정당이 참여하였으나, 평화통일가정당과 기독당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을 포함한 9개 정당의 득표수와

득표율만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한편, 2007년 대선 당시에도

기독민주당이 결성되었다 한다. 한국 보수교회의 정당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김지방(2007) pp. 189～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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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기독당

의 경우에는 2.59%라는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올림으로

써, 좀더 노력한다면 19대 총선에서는 3%의 득표율 달성이 가능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을 낳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정당투표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개신교의 정당

설립이 본격화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하나님나라를

만들겠다”3)는 취지에서 이뤄졌던 일이라 한다. 그 동기 여하를 막

론하고, 만약 18대 국회에서 기독당이나 평화통일가정당이 국회의

원을 탄생시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사회는, 우리

종교계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졌을까? 또 불교의 대응책은 무엇

일까? “불교도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대응차원에

서 19대 총선에서는 불교계 정당을 조직하여 총선에 참여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인가? 그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것인가? 어

디까지나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나, 적어도 불교계 일각으로부터

불교계 정당의 창당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될 수도 있을 것

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서구에서의 근대화나 민주화의 과정은 政敎一致의 중세를 넘어

서려는 관점에서, 교회와 정치의 분리, 즉 政敎分離의 길을 밟아왔

던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종교계 정당의 출현이라는 형태

로 이루어지는, 종교의 정치참여는 제3세계의 민주화 과정에서 흔

히 볼 수 있었던 종교의 정치참여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事件이 아

닐 수 없다고 본다. 정교일치의 중세로 돌아가자는 것일까? 그 시

절이 그리운 것일까?

만약 기독당이나 평화통일가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해지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불교계 역시 정당을 만들어서 ‘불교의 이름

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논의가 일어난다면, 그때 내걸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일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컨텍스트를 염두

에 두면서 현실정치에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王法(rā

3) 위의 책,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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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harma)과 해탈법(mokṣadharma)을 함께” 실천하려는 힌두교의

在家主義的 입장과 현실정치에의 직접참여를 배제하고서 “오직 해

탈법(=불법)만을” 추구했던 불교의 出家主義的 입장을 대비한다.

그럼으로써 출가에서 불교의 정치적 입장을 재정립해 보고자 하

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철학사 안에

서 왕법과 해탈법의 문제를 함께 행해야 한다고 보는 힌두교의 出

家觀과 해탈법(=불법)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불교의 출가관이 어떻

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가장 적

절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가 마하바라타(특히 평안의

권 Śāntiparvan 과 바가바드기타 Bhagavadgītā)와 붓다차리타
(Buddhacarita)인데, 평안의 권 을 참조하면서도 내가 종래 주

로 관심을 가져왔던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로 약칭함)와 
붓다차리타에 나타난 출가관을 대비해 봄으로써, 불교적 출가는
어떤 점에서 힌두교적 출가와 다른지 그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타에 나타난 왕법과 해탈법을 함께 닦는 출가
관에 비춰볼 때, 붓다차리타에 나타난 해탈법 專修의 입장에서

설정된 출가관에는 정치에의 참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

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불교는 처음부터 근대적 이념인 정

교분리의 기본입장에 애당초 터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하면서 앞으

로도 그러한 입장에서 일탈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붓다차리타에서 확립한 불교의 출가주의적 입장이 불
교사 속에 늘 아름답게 지켜져 왔던 것은 아니다. 불교 안에서도

“왕법과 불법을 함께” 라는 입장에서의 현실정치에의 참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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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볼 수 있다. 이는 분명 불교적 출가의 反對 事例라고 볼 수

있는데, 그 一例로서 일본불교사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연면히 이어져 오는 이러한 反例에 대한 비판

을 통해서 나는 “왕법과 불법을 함께” 라는 입장에 설 때, 불교는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인지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교의 출가에는 脫정치․脫권력의 의미만이 아니라 脫

식민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힌두교적 출가 對 불교적 출가

1. 바가바드기타에 나타난 힌두교적 출가

기타는 해탈법/해탈도(mokṣadharma)가 주로 설해져 있는 철
학적이고도 종교적인 시편으로서 널리 읽히고 있다. 그러한 관점

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기타를 그 背景敍事와 관련지어서 보
게 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4) 크리쉬나에 의해서 설해지는 해

탈법/해탈도의 설법은 마하바라타의 전쟁이야기를 컨텍스트(co
ntext)로 하고 있다. 이러한 흔적이 기타의 제1장에 남아있다.
주지하다시피 기타의 제1장은 판다바(Paṇḍava)와 카우라바

(Kaurava)의 본격적인 會戰을 목전에 두고서, 兩軍이 서로 마주보

고서 戰列을 가다듬은 모습을 보여준다. 兩軍의 주요한 장수들이

누구인가 소개된다. 그런 뒤에 아르쥬나의 회의가 토로된다. 이것

뿐이다. 만약 종래의 수많은 주석가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기타
4) 기타의 주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샹카라(Śaṁkara,
700～750)나 라마누자(Rāmānuja, 1017～1137) 등의 전통적 해석으로부터

틸락(B.G.Tilak, 1856～1920) 이후의 근대적 해석으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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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탈법/해탈도를 설하는 텍스트라고 평가한다면, 이 1장의 의

미는 그리 크지 않게 된다. 무시해 버려도 좋을지 모른다. 그래서

1장에 대해서 의미있는 주석을 가한 주석가들은 거의 없는 것5)으

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1장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深層

에 숨겨져 있다고 본다. 이 글은 1장에 대한 재검토이다.

⑴ 아르쥬나의 懷疑와 그 심층의미

왜 아르쥬나는 회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르

쥬나의 회의에 대해서 그 表層意味를 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말 그대로 회의의 이유를 추적해 보면 되고, 그것은 1장의

文面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6) 그러나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

아가서 아르쥬나의 회의라는 사건의 표층적 理由만이 아니라 심

층적 意味까지를 물어보았다. 즉 深層意味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

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7)할 수 있었다.

첫째, 아르쥬나의 회의는 아힘사(ahiṁsā)의 이념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아르쥬나의 회의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포기를 지

향한다.

5) 종래 주석가들로부터 1장이 주목되지 못한 또 하나의 까닭은, 1장에서

토로되는 아르쥬나의 회의가 마침내는 크리쉬나에 의해서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주석가들은 ‘妄說’인 아르쥬나의 회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正說’인 크리쉬나의 설법을 해석코자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마하바라타 제12권 평안의 권(śāntiparva)에서도 이 아르쥬나의
회의와 비슷한 논리가 등장하는데, 나찰(Rakṣasa) 차르와카(Cārvāka)의

것이라 한다.(12.38.22～37. 참조) 악마와 유물론자의 논리로 定罪되었던

것이다.

6) 김호성(2000), pp. 86～88. 참조.

7) 위의 책, pp. 88～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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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르쥬나의 회의는 화쟁(和諍)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층의미는 표층의미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못했던 이야

기를 드러내 주고 있다. 물론, 그것은 아르쥬나가 의도하지 않았

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아르쥬나(혹은 著者)의 의도

와는 무관하게 기타의 1장/作品은 그것이 설해지는 컨텍스트 속
에서 적어도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심층의미를 우리에게 숨겨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첫째 아

힘사의 이념에 대해서는 再論8)해 본 일이 있다. 그것은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폭격이 이루어졌던 시대적

컨텍스트 속에서, 아르쥬나의 회의에 나타난 아힘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불교적으로 읽어내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왕법과 해탈법을 함께”라고 하

는 관점에서 아르쥬나의 회의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

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둘째, “아르쥬나의 회의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포기를 지향한다.”는 점의 확대․부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그 해당부분을 좀더 상세히 引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의 회의가 권력의 담론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기타
의 배경 서사가 왕위의 계승을 둘러싼 전쟁임을 상기할 때 수긍될

수 있으리라. … 마하바라타는 전쟁에의 참여가 다르마의 구현이라 말

하며, 크리쉬나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논자는 그러한 사실

을 설법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인

간은 권력의 동물임을 믿기 때문이다. … 흔히 권력은 수사학을 동원

하여 그 속내를 은폐한다. ‘정의의 전쟁’이라는 명분 역시 그 같은 측

면을 지닌다. 정의의 구현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구현에 지나

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9)

8) 김호성(2006a), pp. 103～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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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3310)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력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권력의 속성은 그들의 명분을 배반하게 되고 만다. 어느덧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왕권이

필요해지는데, 왕권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

이다. 나 역시 아르쥬나와 같이, 그러한 권력의 이율배반을 직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권력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논리에 회의하

고 있는 것이며, 불교의 입장11) 역시 권력의 길을 떠나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⑵ 왕법과 해탈법을 둘러싼 회의와 출가의 문제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기타 1장에 나타난 아르쥬나의 회의는
왕법과 해탈법의 兼修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왕법과 해탈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만약 아르쥬나

의 회의가 단순히 일시적 흔들림으로 그치지 않고서 不參戰으로

관철되었다고 한다면, 왕법을 포기하고 해탈법만을 專修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논해 보기로 하

자.

1) 유디스티라의 회의에 비춰본 아르쥬나의 회의

9) 김호성(2000), pp. 90～91.

10) “우리들이 원하는 왕권과 세속에서의 향락과 즐거움들은 그들을

위해서인데 / [오히려] 이러한 그들이 [저 마다] 생명과 재산을

내버리고서 이 전투에 배치되어 있소. yeṣām arthe kāṅkṣitaṃ no

rājyaṃ bhogāḥ sukhāni ca / ta ime 'vasthitā yuddhe prāṇāṃs tyaktvā

dhanāni ca //” BG 1 : 33.

11) 불교는 권력의 길이 아니라 본래면목의 길을 지향하고 있음은

김호성(2008), pp. 110～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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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장에 나타난 아르쥬나의 회의를 왕법과 해탈법을 함께
실천하자[兼修]는 측면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할 때, 제기되는 문제

가 하나 있다. 만약 아르쥬나의 회의가 단순히 회의로써 끝나지

않았다면, 즉 크리쉬나의 說法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고서

그대로 參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 일이 있다.

출가를 했으리라 본다. 그같은 출가는 가주기(家住期)에서의 의무(d

harma)를 다하지 않고 임서기(林棲期)를 앞당겨서 감행하는 것이므로

힌두교의 출가가 아니라 불교의 출가가 된다. 이렇게 출가는 아힘사와

동의(同意)가 되면서 권력을 넘어서는 무집착의 행위가 된다. 권력에

대한 경계를 불교 안에서의 법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논자가 그

가능성을 아르쥬나의 회의에서 찾고 있는 것은 그의 회의가 불교의

출가정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참전하지 않음 = 가주기 건너뛰기 = 출가’이며, 그러한 출가는

‘가주기 이후의 출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힌두교의 출가가 아니라

불교의 출가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나의 가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傍證해 줄

또 하나의 사례를 더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하바라타의 주
인공 중 판다바의 맏형 유디스티라(Yudhiṣṭhira)도 친족간에 죽이

고 죽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13)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아르쥬나의 회의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저간의 사정

을 간명하게 요약해 주고는 것은 德永宗雄이다.

12) 김호성(2000), 앞의 책, pp. 91～92. 참조.

13) 아르쥬나의 회의는 兩軍의 會戰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정히 懷疑라

할 수 있지만, 유디스티라의 회의는 會戰 이후에 행하게 되는 悔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의흔들림이라는 점에서는 아르쥬나의 회의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서 ‘회의’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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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수공양을 마치고 강가강에서 강언덕으로 올라와서 유

디스티라가 유족들과 함께 머문 1개월 사이, 인용자) 유디스티라와 형

제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발생한다. 비참한 전쟁, 특히 카르나

의 살해를 후회하며 깊은 슬픔에 빠진 유디스티라는 “이래서는 마치

진 것과 마찬가지다”(12.1.15), “왕권 같은 건 어떻게든 되어버려 ”(12.

7.5)고 하며, “나는 왕위도 세상도 다 버리고 싶다”고 말한다. 거의 자

살소망에 가까운 출가의 뜻을 표현하지만, 이에 대해 형제들은 在家主

義의 입장에서 형에게 강한 반론을 편다. 유디스티라에게 있어 재가란

왕이 되어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왕법(rājadharma)과 해

탈법(mokṣadharma)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형

제나 아내 드라우파디는 재산, 식량, 武士道(kṣatradharma), 형벌, 제

사, 바라문에의 보시 등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

도록 설득하지만, 출가에 대한 유디스티라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마하바라타의 편자인 비야사(Vyāsa) 선인이 개입하여, 유디스티

라가 모름지기 소유국을 통치하고 세속의 생활을 모두 향수한 후에

출가할 것을 예언하지만(12.25.5), 그것만으로는 납득하지 않는다. 그래

서 그 직후에 유디스티라에 대한 비야사의 ‘비애의 제거’(śokāpanodan

a)가 시작된다.14)

德永宗雄가 요약한 개요 속에는 ‘유디스티라의 회의’에서 그 표

층의미만이 아니라 보다 깊은 심층의미까지 잘 지적되어 있다. 아

르쥬나의 회의와 유디스티라의 회의가 갖는 심층의미를 함께 생

각〔共觀〕15)해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디스티라의 회의는 아르쥬나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

쟁에 대한 悲哀를 인식한 끝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차이

가 있다면 아르쥬나의 그것은 시간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

의 결과에 대한 예상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지만, 유디스티라의 그

14) 德永宗雄(2002), pp. 164～165. 참조.

15) 유디스티라의 회의는 마하바라타 제12권 평안의 권(Śāntiparvan)에서

설해지며, 아르쥬나의 회의가 설해진 기타는 마하바라타 제6권
비시마의 권(Bhīṣmaparvan)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참조한 평안의

권 은 Ishwar Chandra Sharma & O.N.Bimal(20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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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전쟁 이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더욱 逼眞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그의 회의는 “자살소망에 가까운” 것이 되

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기타 1장에 나타난 아르쥬나의 회
의에서는 크리쉬나가 설득자로 등장하지만, 마하바라타 제12권
의 유디스티라의 회의에서는 아르쥬나 역시 이제는 설득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재가주의나 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12.8),

몽둥이/권력을 잡도록 요구한다(12.15)는 점이다.

둘째, 마하바라타의 편자인 비야사 선인이 유디스티라에게

설법하는 것을 ‘비애의 제거’16)라고 할 수 있다면, 같은 맥락에서

기타에 나타난 아르쥬나의 회의(=悲哀)에 대한 크리쉬나의 설법
/설득 역시 아르쥬나에 대한 ‘비애의 제거’로 볼 수도 있다. 그 중

에서도, 보다 세밀하게는 2 : 10～2 : 53은 완벽한 ‘비애의 제거’로

볼 수도 있다.17) 다만 양자 사이는 아르쥬나에게 행해진 ‘비애의

제거’가 참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유디스티라에게 행해진

비애의 제거는 卽位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즉위는 12, 41

에서 서술된다.

16) 고대 인도의 법전류에서 규정하는 장례 절차는 ‘화장 → 수공양 → 강

언덕에서의 설법 → 비애의 제거 → 집으로 돌아감’으로 되어

있다.〔德永宗雄 2004 참조.〕강 언덕에서의 설법을 통한 비애의 제거와

같이, 비애에 젖은 아르쥬나에게 크리쉬나는 설법함으로써 그의 비애를

제거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르쥬나는 臨戰無退의

정신으로 참전케 되었던 것이다.

17) “마하바라타는 … 크게 보면 바라타족 내부의 권력투쟁을 주제로 하는

서사시 부분과 고대 인도 법전의 테마나 철학 종교사상에 대해 서술하는

교설 부분으로 나뉜다.”〔德永宗雄 2004 참조〕나는 바로 그러한 점을

마하바라타에 소속된 한 부분인 기타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기타를 서사시 부분과 교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는
것이다. 아르쥬나의 회의와 크리쉬나의 설득이 이루어지는 1 : 1～2 :

53까지는 서사시 부분으로, 회의를 극복한 자의 행위를 묻는 2 : 54 이하

부분은 교설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래

기타의 주제론과 관련하여 지혜나 믿음을 중심으로 평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교설 부분에서 그러한 성격을 보았던 것이며, 행위를 중심으로

평가한 주석가들은 서사시 부분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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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디스티라는 출가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회의(=비애) →

출가’의 공식을 보여준다. 바로 이 점에서, 종래 아르쥬나의 회의

가 더욱 진행되었다면 출가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던 나의

가정18)에 또 하나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게 될 붓다차리타에서 싯다르타의 출가의지를 만
류하는 슛도다나(淨飯)왕의 논리를 함께 생각해 보는 이 글의 방

법론 역시 타당함을 보여준다.

넷째, 유디스티라에게 형제와 아내 드라우파디 등이 “재산, 식

량, 武士道(kṣatradharma), 형벌, 제사, 바라문에의 보시 등의 중요

성을 주장하며 왕으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은

왕법과 해탈법의 선택문제에서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만

을 專修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함께 행하려는 재가주의의 입장

을 취하고 있음19)을 보여준다. “소유국을 통치하고 세속의 생활을

모두 향수한 후에 출가”하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가주기와 임서기

(→유행기)의 순차적 실천을 통해서 왕법/재가와 해탈법/출가를

겸수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힌두교의 재가

주의인 것이다.

2) 아르쥬나의 회의에 숨겨진 出家主義

이제 앞에서 서술한 “왕법과 해탈법을 함께”라고 하는 맥락에

서 아르쥬나의 회의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왕법은 크샤트리

야 계급인 아르쥬나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dharma)이다. 그

런 점에서 참전은 武士道(kṣatradharma)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이

에 대해서, 마누법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 아르쥬나의 회의와 유디스티라의 회의가 공히 불교적 출가를

의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호성(2006a), p. 112. 참조.

19) 특히 11, 12, 14장 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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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동등한 힘을 가지거나 혹은 더 적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 도전

을 받지만, 그 인민을 지키고, 끄샤트리야로서의 다르마(의무)를 상기

하여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된다.20)

이와 같이 정당하고 영원한 병사들의 다르마는 이미 세상에 공표된

것이다. 크샤트리야는 이 다르마에 의거하여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일

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21)

이러한 마누법전의 규정을 생각할 때, 기타 1 : 32에서 서
술된 아르쥬나의 다음과 같은 절규는 그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

가옴을 알 수 있게 된다.

나는 승리를 열망하지 않으며, 크리쉬나여,

왕권도 즐거움도 [열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빈다여,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속에서의 향락이나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22)

크샤트리야 계급인 아르쥬나가 승리(vijaya)를 열망하지 않고,

겸하여 왕권(rājya)도 열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다. “삼계의

지배권을 위해서도 또한 [그들을 죽이지 않을터인데] 어찌 실로/

지금 땅을 얻고자 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겠는가.]”23)라고 말한

다. 그에게 이 현실세계의 권력(rājya)은 하찮게 보인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1 : 45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권의 쾌락

을 탐하여(rājyasukhalobhena) 친족을 죽이고자 하는(hantuṃ sva

janam) 엄청난 죄악(mahat pāpa)”이다.

이러한 아르쥬나의 회의는 크샤트리야 계급에게 부여된 왕법의

20) 이재숙․이광수(1999), p. 281.

21) 위의 책, p. 282.

22) “na kāṅkṣe vijayaṃ kṛṣṇa na ca rājyaṃ sukhāni ca / kiṃ no rājyena

govinda kiṃ bhogair jīvitena vā ” BG 1 : 32.

23) “api trailokya-rājyasya hetoḥ kiṃ nu mahīkṛte” BG 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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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이다. 왕법에 수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크샤

트리야 계급이 가주기에 행해야 하는 다르마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가주기를 건너뛰게 되는 것이다. 마누법전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가주기의 중요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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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기가 으뜸이다.24)

베다 계시에도 이들 모두 가운데 가주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였으

니, 그가 다른 셋의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25)

혼인, 출산, 자식교육, 그리고 조상제사 등의 의무를 충실히 해

야 할 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앞서 德永宗雄

이 ‘在家主義’26)라고 말한 힌두교의 입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르쥬나의

회의에서도 가주기에 봉사해야 할 ‘가족’(kula)의 문제를 그 이유

로써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는 곧

家門의 法度를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타 1 : 40을 읽어보기
로 하자.

가족이 멸망하는 곳에서는

영원한 가족의 법도들이 소멸하게 되며

법도가 소멸하게 되면

24) 이재숙․이광수(1999), p. 265.

25) 上同.

26) 힌두교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在家主義와 出家主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왕법과 해탈법을 겸수하려는 입장이

재가주의며, 해탈법만을 선택하는 입장을 출가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힌두교는 재가주의이고 불교(특히, 초기불교)는

출가주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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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法이 모든 가족을 뒤덮게 됩니다.27)

가족조차 서로 죽이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비법(adharma)일터인데, 나머지 다른 비법들이 줄지어 일어나게

됨이야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라는 점은 自明해 보인다. 여인의

타락으로 인한 종성의 혼란(1 : 41), 조상제사의 부실함(1 : 42) 등

이 그것이다. 그래서 계급의 의무(jātidharma)와 가족의 의무(kula

dharma)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왕법의 실천을 의미

하고, 후자는 가주기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

다. 그래서 아르쥬나는 말한다.

자나르다나여, 가문의 법도/가족의 의무가

파괴된 사람들의 거주처는

틀림없이 지옥에 있다고

저희들은 (베다로부터) 끊임없이/늘상 들어왔습니다.28)

그러나, 아르쥬나의 회의가 계급의 의무와 가족의 의무 사이의

회의라는 점에서 애당초 무사도의 실천이라는 카스트의 윤리와

가주기에의 충실이라는 재가주의의 이념이라는 자기한계를 스스

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한계로 인해서 그의

회의는 설득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크리쉬나는 不問曲直하

고 참전하는 것이야말로 계급의 의무와 가족의 의무를 둘 다 이

행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시 가족을 실마리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구체적인 설득논리를 들어보기로

하자.

27) “kulakṣaye praṇaśyanti kuladharmāḥ sanātanāḥ / dharme naṣṭe kulaṃ

kṛtsnam adharmo 'bhibhavaty uta ” BG 1 : 40.

28) “utsannakuladharmāṇāṃ manuṣyāṇāṃ janārdana / narake niyataṃ

vāso bhavatī 'ty anuśuśruma.” BG 1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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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리쉬나의 설득에 나타난 在家主義

기타 2장에서도, 아르쥬나의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2 : 4～8
까지가 그 부분이다. 내용적으로는 1장에서 서술된 회의의 이유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크리쉬나

의 응답은 2 : 11이하에서 본격화된다. 나는 아르쥬나의 회의에

대한 크리쉬나의 설득논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비

판한 일이 있다.29) 이 중에 첫째는 생명(ātman)은 죽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명의 죽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논리이다. 이는 참전을 회의하는 아르쥬

나를 형이상학적 차원30)에서 설득코자 한 것이다. 2 : 11에서 2 :

30까지다. 그런 뒤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자기계급의 의무(sva

dharma)라는 논리이다.

또한 자기계급의 의무를 고려하고 나서는

흔들릴 수 없을 것이오.

정의의 전쟁보다 더 뛰어난 다른 것이

크샤트리야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이오.31)

참전은 아르쥬나 그 스스로의 계급, 즉 크샤트리야 계급의 의무

이다. 전쟁에 흔쾌히 참전하면 명예와 생천이 주어지고(2 : 32),

만약 죽게 되면 천국을 얻을 것이며, 승리를 하게 되면 땅을 얻게

된다(2 : 37).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명예를 저버리고서

악을 취하게 되리라는 것이다(2 : 33).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무사

들에게 명예를 잃는 일은 죽음보다 더 괴로울 것이다(2 : 34).32)

29) 김호성(2000), pp. 94～102. 참조.

30) 이러한 형이상학적 차원의 설득 역시 유디스티라의 회의에 대한

설득에서도 볼 수 있다. Mbh 12, 25, 15～ 16. 참조.

31) “svadharmam api cāvekṣya na vikampitum arhasi / dharmyād dhi

yuddhācchreyo 'nyat kṣatriyasya na vidyate.//” BG 2 : 31.

32) 이러한 크샤트리야 계급의 의무라는 논리 역시 유디스티라의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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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과 불참전 사이의 이해득실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직 아르쥬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서는 분명히 친족을 죽이고 나서는 지상의 지배권도 三界의

지배권도, 쾌락도 다 의미가 없다고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쉬나가 준비한 秘藏의 무기가 제시된다. 그것은 2 : 31

과 2 : 33에서 말하는 ‘정의의 전쟁(dharmya yuddhā/dharrmya sa

ṁgrāma)’이라는 논리이다. 이로써 참전해야 할 전쟁에 명분이 부

여된다. 아르쥬나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왕권이나 권력(rājya)

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dharma)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명분에 아르쥬나의 마음이 적잖이 움직여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쉬나의 설득논리가 멈춘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별심을 버리고서, 집착 없이 참여하라고

말한다. 무집착의 윤리33)이다.

즐거움과 괴로움, 얻음과 얻지 못함,

승리와 패배를 동등히 여기고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하면 그대는 죄악을 얻지 않을 것이다.34)

이원대립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결국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

위에의 강조로 이어진다. 2 : 47과 2 : 48이 그것이다.

그대의 지배권은 행위 자체에만 [둘 것이지]

결코 어떠한 결과에도 [두지] 말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언급된다. MBh 12, 22, 3 참조.

33) 김호성(2000), pp. 99～101. 참조.

34) “sukhaduḥkhe same kṛtvā lābhālābhau jayājayau / tato yuddhāya

yujyasva nāivam pāpam avāpsyasi//” BG 2 : 38. 유디스티라의 회의에

대한 설득에서도 “행복과 슬픔의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Mbh 12, 25,

24)는 무집착의 윤리, 양 극단을 떠난 요가가 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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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결과를 원인으로 삼지 말고,

그대의 집착이 무행위에도 있게 하지 말라.35)

다남자야여, 요가에 머물러서, 집착을 버리고서,

성공과 실패를 평등히 여기며,

행위를 하라.

요가는 평등성이라 말해진다.36)

이러한 행위를 카르마 요가(karma-yoga)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위라고 말한다. 카르마 요가는 전쟁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속에

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37) 하지만, 그러한 컨텍스트를 떠나서 생각하게 되면 카르마

요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

급에 주어진 의무를 행하면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

니겠는가.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명상(jñāna)이나 믿음(bhakti) 이외에 행위(karma)에 의해

서도 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 行爲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집을 떠나서 숲속으로 가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在家主義38)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나는 카르마

요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39)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35) “karmaṇyevādhikāraste mā phaleṣu kadācana / mā karmaphalahetur

bhūr mā te saṅgo 'stv akarmaṇi //” BG 2 : 47.

36) “yogasthaḥ kuru karmāṇi saṅgaṃ tyaktvā dhanaṃjaya /

siddhyasiddhyoḥ samo bhūtvā samatvaṃ yoga ucyate //” BG 2 :

48.

37) 이에 대해서는 김호성(2000), pp. 99～101.에서 비판한 일이 있다.

38) 이는 정히 재가주의의 입장이다. 앞에서 나는 불교(특히, 초기불교)는

출가주의라고 하였지만, 그러한 主流 속에서도 재가주의라는 非주류의

‘섬’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가정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참선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행위를 통한 해탈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사례는 大慧(1088～1163)의 書狀에 등장하는 사대부들에게서,
후자는 화엄의 普賢行에서 그 前例/典例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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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글의 관심사는 그 같은 측면이 아니며, 바로 후자의 재가

주의와 깊이 관련된다.

아르쥬나의 회의에 대해서, 크리쉬나는 자기계급의 의무와 함

께 무집착의 윤리(karma-yoga)를 제시함으로써 왕법에의 충실과

재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두 가지 논리로써 아르

쥬나의 회의를 극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아르쥬나는 나름대

로의 깨달음을 얻어서, 즉 비애를 제거하게 되었다. “통찰력에 서

있으며, 삼매에 확고히 서 있고, 지혜에 확고히 서 있는 자”40)가

되어서 그러한 자의 행동거지를 묻게 된다. 2 : 54 이하에서는 그

렇게 주제가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2. 붓다차리타에 나타난 불교적 출가

아르쥬나의 회의에서 문제의 초점이 된 것은 크샤트리야 계급

으로서 의무를 다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힌두교의 人生

期(Āśrama)를 순차적으로 잘 이행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크리쉬나에게 설득당한 아르쥬나는 이후 친족 간의 相殘임에도

전투에 참전하게 됨으로써, 가주기(gṛhastha)를 충실히 보낸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왕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가주기이

다. 마하바라타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아르쥬나는 老後에 숲으

로 가서 임서기(vānaprastha)를 보내면서 해탈법을 실천하게 된

39) 기타의 카르마 요가와 더불어 불교 안에서 설해지는 보살도를 共觀해
본 일이 있다.[김호성(1992), pp. 127～147. 참조.] 그것은 출가주의를

기본적 성격으로 삼는 불교 안에서 재가주의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재가주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정당정치에의

참여(=왕법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가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40) “arjuna uvāca / sthitaprajñasya kā bhāṣā samādhisthasya keśava /

sthitadhīḥ kiṃ prabhāṣeta kim āsīta vrajeta kim //” BG 2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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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왕법과 해탈법을 공히 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출가의 문

제에 대해서는 가주기를 건너뛰지 않음으로써 재가주의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왕법과 해탈법의 兼修냐 專修냐를 알 수 있는 출가에

대한 논의에서 불교는 어떠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을까? 불교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붓다차리타(Buddhacarita,
佛所行讚)에서이다. 성을 나가는 장 (제5장)에서도 출가냐 재가
냐 하는 대립이 보이지만, 힌두교적 입장과 불교적 입장의 보다

분명한 대비41)는 9～11장 사이에서 행해진다. 9장에서는 父王 정

반왕이 대신과 宮廷祭官을 보내서 태자의 귀가를 종용하고 있으

며, 10장과 11장은 귀가를 종용하는 빔비사라왕의 설득과 그에 대

한 태자의 대답이 교환된다. 이에 대한 싯다르타 태자의 대답/반

론 속에서 우리는 왕법-해탈법의 兼修와 재가주의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불교는 과연 어떠한 논리에

서 힌두교의 입장을 反論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⑴ 힌두 다르마에 대한 否定

아르쥬나의 회의와 그에 대한 크리쉬나의 설득 논리 속에서 중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은, 크샤트리야로서 자기계급의 의무(svadhar

ma)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자기 계급의 의무를 다

행하는 시기가 家住期이다. 붓다차리타에서도 싯다르타 태자의

41) 德永宗雄은 붓다차리타9～10장을 중심으로, 그 속에
마하바라타로부터의 영향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출가의 동기,
沙門主義에 대한 반대 등을 초점으로 하여 양자를 대비하고 있다. 유사한

구절은 붓다차리타가 마하바라타의 제12 평안의 권(śāntiparva)
冒頭부분으로부터 빌어온 것이라 한다. Muneo Tokunaga(2006), pp.

135～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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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를 만류하고 歸家를 종용함에 있어서 그와 마찬가지 관점이

등장한다. 父王 정반왕은 대신과 궁정제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너의 결의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이 너의 장래의 목표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대가 때 아닌 때에 숲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나는 실제의 불에 의해서 〔태워진 것처럼〕 슬픔의 불에 태워졌

다.42)

부왕 정반왕은 출가해서 해탈을 하고자 하는 싯다르타 태자의

결의에 공감하지 못해서 출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직 그때가 아니라(akāla)는 것이다.

집을 떠나서 수행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생기 중에서는 셋

째 단계인 林棲期/林住期에 행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아직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할 크샤트리야 계급의 왕자로서, 그것

도 가주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서 출가를 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대는 그 지상의 권력을 충분히 즐겨라.

법전에서 정해진 때가 되면 그대는 숲으로 물러나게 되리라.

불행을 벗으로 삼는 나를 배려하라.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연민이기 때문이다.43)

42) “jānāmi dharmaṁ prati niścayaṁ te paraimi te bhavinam etam artham

/ ahaṁ tu akāle vanasaṁśrayāt te śokāgninā agnipratimena dahye

//(知汝樂法情, 決定無所疑, 非時入林藪, 悲戀嬈我心)” BC 9 : 14.(p. 95) ;

大正藏 4-16c. 이 책에서의 Buddhacarita의 梵文 인용은 E. H.

Johnston(1984)로부터이다.

43) “tad bhuṅkṣva tāvad vasudhādhipatyaṁ kāle vanaṁ yāsyasi

śāstradṛṣṭe / aniṣṭabandhau kuru mayi apekṣāṁ sarveṣu bhūteṣu dayā

hi dharmaḥ //(且還食土邑, 時至更遊仙, 不顧於親戚, 父母亦棄損,

此豈名慈悲, 覆護一切耶.)” BC 9 : 17(p. 96) ; 大正藏 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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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크샤트리야 계급으로서 지상의 권력(ādhipatyam)을 향수

한 뒤에, 정해진 때가 되면 숲으로 출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

은 법전(Dharmaśāstra)의 규정에 따르는 일이고, 전통을 존중하

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부왕 정반왕이 말한대로 가주기를 충실히

보내고 난 뒤에도 출가할 수 있는데, 왜 싯다르타 태자는 무리하

게 가주기를 뛰어넘으려 平地風波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것은 無常論이다.

감각의 대상에 몰두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때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재물을 얻는 데에도 적절한 때가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때는 언제나 세계를 지배하며,

영혼의 해방을 가져오는 지복을 얻는 데에 적절한 시간이〔따로

이〕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44)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노, 병, 사에 대한 두려움

(9 : 31)이 있으며, 無常에 대한 강렬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無常에의 자각은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관으로

생각된다. 諸行無常이 세 가지 法印의 하나로 말해지는 것도 그러

한 맥락에서이다. 만약 가주기를 행하다가 죽게 된다면, 해탈의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끝나고 만다. 윤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힌두교와 불교가 갈라진다고 본다. 만약 싯다

르타 태자가 父王 정반왕이 말하는 이러한 논리, 즉 힌두의 법전

이 규정한 人生期의 순서/질서를 존중했다고 한다면 불교는 존재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가주기를 충실히 보낸 뒤 老後의 출가

는 어디까지나 힌두 다르마에 속하는 일이며, 그것만으로는 결코

새로운 종교를 낳는 혁명적 사건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에 말이

다. 이러한 점은 가주기에 행해야 할 일들이 갖는 가부장제적 성

44) “bhavaty akālo viṣayābhipattau kālas thatā eva arthavidhau pradiṣṭaḥ

/ kālo jagat karṣati sarvakālān nirvāhake śreyasi nāsti kālaḥ

//(一切時有死, 山林何非時, 時時受五欲, 求財時亦然, 一切時死故,

除死法無時)” BC 9 : 38(p. 99) ; 大正藏 4-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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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생각할 때,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는 그 자체로서 가부장제의

극복45)이라는 의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비시론(非時論)은 인생사의 3대 목

적과 연계지어진다. 재물(artha), 애욕(kāma), 그리고 다르마(dhar

ma)의 성취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이 인

생기이므로 당연한 논리일 터이다. 빔비사라왕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실로 종교적 진리를 얻는 것은 노인이라야 가능합니다.

노인들은 애욕과 쾌락들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애욕이, 중년에게는 재산이,

노인에게는 종교적 진리가 [적절한 것으로] 말해집니다.46)

이 3대 목적은 원래 4대 목적(puruṣārtha)으로 말해지는데, 해

탈(mokṣa)는 제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개념은 노

년에게 부여되는 종교적 진리(dharma)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붓다차리타의 이 게송에는 인생의 4
대 목적 중에서 첫 번째로 말해지는 다르마 개념이 제외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의 다르마 개념에는 가주기에 행해야

할 제사와 같은 在家的 의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老年의 다르마이므로 그것과는 달리 오히려 해탈 개념

과 유사하게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싯다르타 태자는 힌두 전통에서 말해지는, 그러한

3대 목적은 모두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45) 김호성(2001), pp. 80～84. 참조.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싯다르타의

출가에서 우리는 脫가부장제적 페미니즘의 이념을 확인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46) “śaknoti jīrṇaḥ khalu dharmamāptuṁ kāmopabhogeṣvagatirjarāyāḥ /

ataś ca yūnaḥ kathayanti kāmān madhyasya vittaṁ sthavirasya

dharmam//”(少壯受五欲, 中年習用財, 年耆諸根熟, 是乃順法時. 壯年守法財,

必爲欲所壞, 老則氣虛微, 隨順求寂黙.) BC 10 : 34(p. 113) ; 大正藏 4-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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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왕이시여, “평생에 걸쳐서 3대목적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의 견

해입니다.

왜냐하면 3대목적은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47)

해탈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노년의 다르마 역시, 그 이전에 애

욕과 재산의 획득을 다 이루고 나서 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시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싯다르타 태자의 입장이

다. 시간에 따라서 행해진다고 하지만, 얻게 되더라도 소멸하는

것이며,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人生期와 puruṣārtha라고 하는 힌두 다르마에 대한 전체

적인 否定의 태도를 내보임으로써 싯달타 태자는 불교의 입장이

해탈법만을 專修하는 出家主義의 입장에 서있음을 확고히 한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크샤트리야 계급으로서 가주기에 행해야 할

王法은 포기함을 보여준다. 싯다르타 태자는 권력이 아니라 脫권

력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⑵ 在家主義에 대한 반론

기타에서의 재가주의는 가주기에 실천할 것이 요청되는 의무,
즉 계급적 의무(svadharma)를 다 행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 건립

된 것이다. 가주기의 의무를 다 실천한 뒤 임서기에 들어가서 해

탈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카르마 요가와 결합하게

47) “trivargas evāṁ nṛpa yat tu kṛtsnataḥ paro manuṣyārtha iti tvam

āttha mām / anartha ity eva mama atra darśanaṁ kṣayo trivargo hi na

cāpi tarpakaḥ //(若習三品樂, 是名世丈夫, 此亦爲非義, 常求無足故)” BC. 11

: 58(p. 124) ; 大正藏 4-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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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가주기에 있으면서도 해탈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된다. 가주기에 요청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결과에 집착

함이 없이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여 행함으로써, 굳이 출가하지

않아도 세속 내에서 해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면, 싯다르타 태자의 ‘때 아닌 출가’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非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입장

에서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를 父王은 다음과 같이 만류한다.

이러한 진리는 숲 속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에서도 고행자들의 성취는 얻어진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노력이다.

왜냐하면 숲과 가장된 징표로서 (고행자인 척하는 것은) 의지가 박

약한 증거이다.48)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왕이

되어서 정치를 행하면서도 해탈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사례를 열

거하고 있다. 이러한 재가주의의 관점은 일면 一理를 갖고 있다.

후대에 대승불교나 선불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같은 재가주의

적 관점이 수용된다.49) 人生期와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위의 게송

에 나타난 재가주의의 입장은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싯다르타 태자는 그 같은 재가주의의 논리가 터하

고 있는 또 다른 토대를 허물어뜨린다.

“재가의 왕들이 해탈을 얻었다”라고 계시서에서 말하는데

48) “na ca eṣa dharmo vana eva siddhaḥ pure 'pi siddhirniyatā yatīnām /

buddhiś ca yatnaś ca nimittamatra vanaṁ ca liṅgaṁ ca hi

bhīrucihnam//(法不必山林, 在家亦修閑, 覺悟勤方便, 是則名出家)” BC 9 :

18(p. 96). 大正藏 4-17a.

49) 대승경전인 유마경이나 승만경에서는 재가자가 해탈하여 설법하고
있으며, 육조단경에는 반드시 출가를 해야만 해탈하는 것은 아니며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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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해탈법은 적정을 제일로 하는 곳에 있으며,

왕법은 몽둥이를 제일로 삼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50)

힌두교에서는 인생기라고 하는 시간적 배열에 의해서 왕법과

해탈법의 겸수가 가능함은 물론, 가주기에 왕법을 실천하면서도

해탈법을 닦은 哲人王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왕법과 해탈법의 兼

修가 가능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왕법의 실천에 필요

한 것과 해탈법의 실천에 필요한 것이 서로 상반됨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그것은 왕법/재가와 해탈법/출가 사이에는 건

널 수 없는 深淵이 있는데, 바로 권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왕이 되

어 권력을 휘두르고 통치한다는 것은 몽둥이(daṇḍa)/폭력을 근본

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51) 싯다르타 태자의 입을 빌어서 붓다차
리타의 저자는 왕법, 즉 정치권력의 본질이 바로 폭력/몽둥이에
있음을 여실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왕으로서 在

家하여 수행할 수 있고 해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통

치행위 속에는 권력의 행사, 즉 폭력의 행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세속에서 타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놓인 사

람이 자타의 분별을 넘어서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공간인

해탈의 경지에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는 입장이다. 이 사이는 마치 물과 불의 관계와 같음을 9 : 49에서

말하고 있다.

만약 적정을 즐긴다고 한다면 왕권은 무너질 것이다.

또 왕권을 원한다면 적정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50) “yā ca śrutir mokṣam avāptavanto nṛpāgṛhasthā iti na etad asti /

śamapradhānaḥ kva ca mokṣadharmo daṇḍapradhānaḥ kva ca

rājadharmaḥ //(處宮修解脫, 則無有是處, 解脫寂靜生, 王者如楚罰) BC 9 :

48(p. 101) ; 大正藏 4-18a.

51) 이 점은 국가의 본질이 곧 폭력이라고 간파하는 현대 정치학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놀라운 통찰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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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적정과 (왕권의) 엄격함은 함께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물과 불처럼, 차가움과 뜨거움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52)

결국 왕법과 해탈법은 兼修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하나를 선택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싯다르타 태자

의 입장에 공감하게 된다면, 출가가 갖는 脫권력/脫정치적 함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출가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脫권력/脫

정치로서의 아힘사의 적극적인 실천이 된다.

Ⅲ. 불교적 출가의 反例에 대한 비판

붓다차리타는 출가의 정당성을 두고서 벌어진 논쟁에서 非時
論에 대해서는 無常論으로 반박하고 在家主義論은 권력의 본질론

으로 반박함으로써, 싯다르타 태자는 권력지향과 해탈지향이 공존

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9장에서는 대신과 궁정제관에 대하여,

그리고 10장에서는 빔비사라왕과 힌두 측 대변자들에 대하여 반

박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왕법과 해탈법(불교의 경우에는 불법) 사이에서 불교는 兼修가

아닌 專修의 길을 간다. 만약 겸수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붓다는

가주기에서는 전륜성왕이 되었을 것이며 가주기를 지난 뒤에 임

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붓다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더라면 과연 힌두교와 또 다른 종교로서 불교의 탄생은 가능

52) “śame ratiś cet śithilaṁ ca rājyaṁ rājye matiś cet śama viplavaś ca

/śamaś ca taikṣṇyaṁ ca hi na upapannaṁ śītoṣṇayor aikyam iva

udakāgnyoḥ //(寂靜廢王威, 王正解脫乖, 動靜猶水火, 二理何得俱.) BC 9 :

49(p. 101) ; 大正藏 4-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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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인지 의문이다. 붓다는 힌두교 안의 한 哲人 내지 聖者로

자리매김 되었을지 모른다. 그야말로 비쉬누 신의 8번째 화신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흔히 전륜성왕

에 비견53)되면서도 전륜성왕이 아니라 붓다가 된다. 권력의 길이

아니라 脫권력의 길을 간 것이다.

1. 일본불교에 나타난 王佛一體論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왕이 곧 부처(王卽佛)”라는 정치이데올로

기가 광범위하게 등장하였는데, 인도 안에서 힌두교적 출가와 불

교적 출가의 다름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볼 때 그러한 이데올

로기가 갖는 문제점은 확연히 보이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불교의

권위를 빌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데올로기였을 뿐, 불교 자체

의 입장이 아님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 다

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깨달음으로 설정하지 말고 중생제도로

설정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調整작용을 정치라고 한다면, 굳

이 불교라고 해서 정치현실에 참여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

가? 정치만이, 정치를 통해서만이 불교가 현실 속에 구현될 수 있

는 것 아닌가?

평화통일가정당이나 기독당이 정당으로서 성공하고, 원내 진입

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누군가가 나서서 불교계 정

53) 이렇게 붓다를 늘 전륜성왕에 비견하면서, 전륜성왕과 붓다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마하바라타에 나타난 것처럼 ‘왕법과 해탈법’을
함께 고려하는 사고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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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만들자고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논리 역시 바로 이와 같

은 질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불교의 출가주의가 흔들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

타났는지를 보여주는 反證의 사례가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反對

事例(=反例)를 비판함으로써 불교의 出家가 갖는 含意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한다.

반증의 사례는 일본불교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의

불교문학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헤이케 이야기(平家物語)의
한 구절이다.

원성사(園城寺)에서는 고둥을 불고 종을 쳐서 僧兵들을 집합시킨 다

음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지가 앞에 나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불법과 왕법의 쇠퇴가 실로 극에 달한 것 같다. 기요모리의 횡포

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가 오겠는가?”54)

승병들의 존재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주목을 끄는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 다이라노 기요모리(平 淸盛, 1118～1181)에 대

해서 공격을 하자는 논의를 하는 중에 “불법과 왕법의 쇠퇴가 실

로 극에 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법과 왕법의 회복을 위하여

내란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것은 불교계의 한 고승 역시 불법/출가만을 이야기하지 않

고, 불법과 왕법을 함께 짝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우려한 ‘불법의 쇠퇴’는 불교교단/사원의 利權의 쇠

퇴일 뿐 불법 그 자체의 쇠퇴가 아님은 물론이다. 불법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왕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나, 기실 그들이 노린

것은 왕법의 장악을 통한 세속적인 정치경제적 이익이었을 뿐이

54) 오찬욱(2006), p. 265. 이러한 僧兵의 존재와 국내정치에의 참여 사례는

우리의 고려시대 불교에서도 익히 살펴볼 수 있겠다. 〔고려사절요
제12권 명종 4년 정월 참조.〕 그때 역시 승병을 이끌던 불교계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名分은 일본의 원성사 주지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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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자로서, 출가한 승려라면 당연히 버려야 할 그 이익/名利말

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왕

법과 불법을 함께”라는 논리는 그로부터 천 년을 더 지나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국민도 帝室도 법화경의 통일주의를 신봉하는 때야말로 王法佛法
의 冥合一體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때야말로 일본건국의 국시인 祭政

一致의 주의에 도달하는 것이다.55)

이 말은 법화경의 재해석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이론적
으로 뒷받침했던 國柱會56)의 창설자 田中智學의 말이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첫째는 법화경 사상의 정치이데올로기화, 둘째는 “왕
법과 불법을 함께” 실천하자는 불교적 출가의 反例, 그리고 마지

막으로 천황제를 확립하면서 고대로부터의 제정일치, 즉 정교일치

의 이데올로기를 이끌어내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나

의 주목을 끄는 것은 특히, 둘째의 측면이다. 제국주의적 이데올

로기를 강화하는 논리의 하나인 그 같은 王佛冥合論에서도, 우리

는 마하바라타에서 말하는 “왕법과 해탈법을 함께”라는 논리가
되살아나 있음을 확인케 된다. 그리고 왕법과 해탈법(여기서는 불

법)을 함께 구현한다는 것은 곧 중세적 제정일치, 즉 政敎一致에

다름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불행하게도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이러한 사

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일본의 정치사와 불교

사 안에 존재하고 있다. 바로 니치렌(日蓮, 1222～1282) 계통의 신

흥종교교단인 創價學會에서 창설한 公明黨이라는 정당이 현재 제1

당인 自民黨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에도 일정한

비율로 각료가 파견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정당정치 참여가 어

55) 田中智學(1922), p. 980. ; 원영상(2008), p. 239. 재인용.

56) 田中智學의 國柱會에 대해서는 김호성(2006b), pp.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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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2. 불교계 정당의 反불교

법화계 교단인 창가학회에 기반한 공명당 역시 ‘불법에 의한 정

치’라는 꿈을 표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그러

한 꿈의 현실화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

정치에의 참여가 불법을 배반하는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한 사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일본불교계의 반응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2003년 3월 일본 교토에서, 이라크에 대

한 미국의 공격을 視聽하게 되었다. 과연 당시 일본의 불교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일까? 朝日新聞 2003년 3월 20일, 석
간 3판 20면은 다음과 같이 불교계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京都府 내의 일련종이나 법화종의 승려 약 120명으로 구성된 ‘京都

立正平和會’도 18일,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의 철회를 요구하는

요청문을 미국대사관 등으로 보냈다.

“불타의 불살생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모든 무력공격에 반대한다.”

정토종 본원사파(본산 : 西本願寺, 京都市)와 진종대곡파(본산 : 東본원

사, 同)는 19일 미국 등에 의한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사람들이 서로 목숨을 빼앗는 어리석음을 슬퍼하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본원사파. 대곡파는 공격을 지지하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전쟁포기의 이념을 짓밟는 행위”라고 철

회를 요구했다.

서산정토종(총본산 : 광명사)이나 임제종 묘심사파(본산 : 묘심사),

조동종(대본산 : 영평사, 총지사)은 제각각 종의회 등에서 평화적 해결

을 요망하는 성명을 채택. 창가학회는 국제정세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

다. “무력행사가 시작되면 신속히 전쟁종결을 구하는 코멘트를 낸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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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국제정세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많은 불교계

종단이 반대성명을 내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행동이

다. 그러나, 그러한 불교의 정치참여는 제3세계의 민주화 운동 과

정에서나 지금도 여러 종교계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시민운동

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을 만들어서 행하는 정치참여와는

다르다고 본다.57)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보다 적극적

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가 민의를

대변하면서 현실정치의 권력을 경계하고 제시해야 할 하나의 견

제세력이라는 의미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종교의 정치참여와 종교가 정당을 만들어서 권력

을 소유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참여는 엄연히 다르다고 나는 본다.

나는 앞에서 소개한 朝日新聞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評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살필 대목은 법화종단들의 움직임입니다.

니치렌(日蓮)은 몽고침입 전야의 불안한 일본사회에서 법화경에 의
지하여 현실참여를 주장한 근본주의자입니다. 그의 사상을 이은 일련

종이나 법화종 계통에서는 부처님의 불살생의 이념에 입각하여 공격

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니치렌을 이었다고 하더라도 창가

학회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공격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국제정세를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는 있으나, 이상을 지켜 가야 할 종교단체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나

는 봅니다. 종교단체마저 현실논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균

형을 잡을 것입니까. … 공명당의 당수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

군요.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라크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고이즈

미 총리의 고뇌에 찬 결단에 동의한다.”58)

57) “교회의 정치참여는 화려한 권력의 보좌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 예수가 그러했듯이 저 빈 들에 가득한 인간의 눈물과 한탄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김지방(2007), p. 318. 정치교회의 結語에
해당하는 이 말이 어찌 유독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목소리이겠는가.

58) 김호성(2007),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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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니치렌의 후예라 하더라도 현실대응의 목소리는 다르게

나왔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어쩌면 창가학회는 공명당이라는 정

당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공명당이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

는 고이즈미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으로부터

뛰쳐나와서 야당이 되지 않는다면, 중생제도를 표방하면서 정당을

만들어서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애당초의

목표를 배반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는 이미 권력의 맛

을 알아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이러한 창가학회와 공명당의 사례59)를 통해서 보더라

도, 현실정치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참여한다는 것은 애당초 표방

한 목표에 배반하기 쉽다는 점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가 왜 그토록 왕법과 해탈법의 겸수를 추구하는 것, 즉 해탈법을

추구하면서도 在家의 왕법을 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가, 그 이유

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싯다르타 태자도 비판한

것처럼, 이라크 전쟁60)에 대한 창가학회와 공명당의 입장은 불교

적 출가가 아닌 힌두교적 출가(=왕법과 해탈법의 겸수)를 선택하

게 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권력욕이라는 세속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람이라면 해탈

법(=불법)만을 전수하면서, 권력으로부터 民을 보호하고 代辯하는

차원의 정치참여 -여기에서도 스스로 권력화의 위험에 빠질 수

59)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 ‘창가학회-공명당’의 모든 활동이

反평화적이라거나 反불교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평화운동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역사적

과오가 덮여질 수는 없다고 본다.

60)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결과적으로 명분 없는 침략임이 밝혀졌는데, 당시

그 전쟁의 이데올로기로서 미국이 내세운 “악(=그들 스스로 규정한

악)에 대한 공격은 선이다”라는 논리가 힌두교에서도 ‘정의의

전쟁’론으로 존재하고, 불교(대승열반경의 금강신품)에서도
‘파계비구에 대한 폭력 허용’론으로 들어와 있음을 나는 비판한 일이

있다. 김호성(2003), pp. 5～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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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자각하면서 가능한 한 정치권력화하지 않도록 부단히 警

戒해야 할 것이다- 만을 해야만 불교의 중생제도라는 본의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이념을 含意하고 있는 사건이 곧

해탈법(=불법)만을 닦자고 하는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이며, 그것

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붓다차리타의 관점인 것이다.

Ⅳ. 결론

2008년 행해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종교정당(기독당과 평화

통일가정당)이 등장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종교와 정치는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종교의 정치참

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일까? 또 기독교를 기반

으로 한 정당이 현실의 정당정치(=의회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

태에 자극을 받아서, 불교계 역시 정당을 결성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시도할 것인가? 만약 그러한 시도가 행해진다면,

과연 불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현실정치에의 참여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에피소드를 힌두교와 불교 안에서 찾아보고, 이들을 대비함

으로써 불교의 근본입장이 어떠하였는지 확정코자 하였다.

힌두교의 자료는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의 제6권 비쉬마의

권(Bhīṣmaparva) 에 소속되어 있다가 따로이 유통되고 있는 바
가바드기타Bhagavadgītā의 제1장에 나타난 아르쥬나(Arjuna)의

懷疑이다. 과연 전쟁을 하고서 地上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옳은

가 하는 점을 아르쥬나는 회의하고 있다. 아르쥬나는 애당초 전쟁

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그러한 의지를 관철

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出家한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크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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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야 계급으로서 가주기의 의무(dharma)를 충실히 실천한 뒤에

행하는 힌두교적 출가가 아니라, 그것을 건너뛰고 행하는 불교적

출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아르쥬나의

회의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논의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그와 동

일한 성격의 회의를 하고 있는 마하바라타 제12권 평안의 권

(Śāntiparva) 에 나타난 유디스티라(Yudhiṣṭhira)의 회의에 비추어

서 재검토해 보았다.

아르쥬나의 회의나 유디스티라의 회의는 공히 出家主義의 입장

이, 그들에 대한 설득의 논리에는 공히 在家主義의 입장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즉 힌두교에서 보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재가

주의의 입장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재가주의의 핵심은 “왕

법(rajādharma)과 해탈법(mokṣadharma)을 함께” 행하자는 것이

다. 즉 현실정치에의 참여를 용인하는 논리이다.

이에 반하여 붓다차리타Buddhacarita(9～11장)에 나타난 불

교의 입장은 출가주의였다. 왕법을 먼저 실천한 뒤에 해탈법을 닦

을 수 있다는 ‘왕법-해탈법의 시간적 배열’에 대해서는 無常論으

로, 왕법을 실천하면서 해탈한 왕들도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왕

법의 본질은 몽둥이(daṇḍa)/폭력에 있음으로 출가의 이념과는 어

울릴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싯다르타(Siddhārtha)

태자는 출가를 감행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불교의 출가/출

가주의에는 脫권력/脫정치의 입장이 含意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 脫권력/脫정치는 아힘사(ahiṁsā)도 그러하다는 점에서, 불교의

출가에서도 아힘사의 입장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불교의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의 전개과

정 속에서는 “왕법과 해탈법(=불법)을 함께” 라는, 저 힌두교의

재가주의에서 볼 수 있었던 논리 역시 등장함을 보게 된다. 그 一

例로서 일본 고대의 僧兵들이 가졌던 논리(헤이케이야기平家物語
)나 근대 일본제국주의에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불교인들의 논
리(田中智學)들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을 지지한,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공명당의 입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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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불교

적 출가/출가주의를 배반한 반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일본의 근대사에서 “왕법과 불법을 함께”라는 논리가 침략주

의 이데올로기로 轉化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나는 불교의 출가/

출가주의 속에는 내적으로 脫권력/脫정치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脫식민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글을 준비하는 2008년 여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정치에 참

여한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종교적 편향 → 불교의 소외’를

가져왔다. 그 결과 많은 불교인들의 저항을 불러왔으며, 이에 李明

博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종교편향을 둘러싼 갈등은 일

단 봉합되었다. 그러나 그 사태는 단순히 불교가 소외되었다는 점

에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政敎分離의

기본원칙이 흔들렸다는 측면에서 문제였던 것이다. 또 바로 그 시

점에 인도에서는 왕법을 실천하려는 일부 힌두교도들에 의하여

가톨릭교도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왕법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힌두트바(Hindutva)’라고 부르는

데, 이 글은 이제 힌두트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라는 과제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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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Aspects of 'Leaving-home'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Non-Power within in Hinduism and Buddhism

Ho Sung, Kim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religious parties, such as

Gidog-dang(Christianity Party), Pyunghwa-Tangil-Gajung-

dang(Family's Party for Peace and Unification) the 18th

National Assembly have been faced with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What is their ideal

relationship and how do religions or religious leaders

involve themselves in the secular politics? In addition, under

the stimulus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parties based on

Christianity directly engage in Parliamentarianism, should

Buddhists likewise attempt to form a political party? If so,

would the doctrine of Buddhism support such a mov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those

questions. To this end I have explored cases where religious

groups have participated in secular politics in Buddhist texts

and in Hinduism and then contrast them to determine

Buddhist principles respective to the question.

Arjuna’s skepticism as characterized in the first chapter

of the Bhagavadgītā—which was originally categorized into

the Bhīṣmaparva of the Mahābhārata, volume VI, after

which it independently spread—reveals the Hindu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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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Arjuna

agonizes over the issue of whether secular power obtained

through war is morally correct. Initially, Arjuna tries to

avoid the war and its inherent bloodshed and turmoil if he

could have done so, he could have been said to be a

renouncer. Moreover, this type of renunciation could have

been evaluated not so much in line with the normative

Hindu perspective, in which he could be supposed to

renounce after achieving household duty as a

kṣatriya(dharma kṣatriya), but rather might be closer to the

Buddhist notion of a renouncer as one who has transcended

secular duties. I have already discussed Arjuna’s skepticism

in some other articles however, as I re-explored it here it

was comparable to the case of Yudhiṣṭira’s skepticism in

the Śāntiparva in the Mahābhārata, volume XII. Arjuna’s

and Yudhiṣṭira’s skepticism are both in keeping with the

‘leaving home’ perspective and the logic by which they are

persuaded to abandon that skepticism is strongly predicated

on a ‘staying home’ trope.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in Hinduism can be understood

as rooted in ‘staying home’ viewpoints, with the primary

goal being the fusion of King-Rule(rajādharma) and

Liberation-Rule(mokṣadharma). Thus, Hinduism condones

Hindus’ participation in secular politics.

In contrast, the Buddhist view in chapter 9-11 in the

Buddhacarita is contingent upon a ‘leaving home’

perspective. Buddhism criticizes the Hindu claim, which is

based on a chronological arrangement in which

Liberation-Rule(mokṣadharma) can be practiced only after

achieving King-Rule(rajādharma), by countering it with the

theory that “everything is momentary.” Buddhism also

condemns the argument that some kings have legitimately

achieved both King-Rule(rajādharma) and Liberation-Rule

(mokṣadharma) by suggesting that King-Rule is ess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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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from violence, or ‘a stick’(daṇḍ), and therefore the

two cannot be harmonized. Based upon the logic of this

perspective I suggest that, when faced with the dilemma,

Prince Siddhārtha chose ‘leaving home’ over ‘staying home.’

Consequently, I would like to assert that ‘leaving home’ in

Buddhism impliesnon-secular power or a non-political

stance. In addition, given the fact that the Buddhist view

also incorporates the theory of non-harm (ahiṁsā),

renunciation in this context is necessarily constrained by

adherence to ahiṁsā principles.

Despite this foundational Buddhist view there has been,

indeed, a Hindu-style combined King-Rule(rajādharma) and

Liberation-Rule(mokṣadharma) approach among Buddhists.

For instance, warrior-monks’logic in ancient Japan (Heike

monogatar平家物語) and use of Buddhist logic to support

Japan`s imperialistic ideology in modern Japan are good

examples. In addition,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

invasion of Iraq in 2003 by the SGI(Sōka Gakkai

International)-based New Komeito(公明黨) also follows the

same line of reasoning. All these examples contradict the

Buddhist principle of ‘leaving home.’ Particularly, I wish to

point out that the ideology of combined

‘King-Rule(rajādharma) and Liberation-Rule(mokṣadharma)’

has consistently resulted in an emphasis on ‘King-Rule’ at

the cost of ‘Liberation-Rule.’ This, in turn, has allowed a

return of a policy of aggression in Japan. However, I would

like to highlight its counterpart aspect; I suggest that the

Buddhist notion of ‘leaving home’ not only rejects

Buddhists’ direct involvement in secular power and politics

but that it also implies a specifically anti-colonialist and

anti-colonialist ethic.

Participation in secular politics by some Christians in

the summer of 2008 resulted ina strong religious bias that,

in turn, resulted in the de facto exclusion of Buddhism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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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ife. As a result, many Buddhists resisted the

situation, eventually leading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李明博) to express his deep regrets over the

injustice. Consequently, religious troubles in Korea seem to

have been resolved. The crux of this situation, however, is

not merely an issue of excluded Buddhism but of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enacted provision for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or as it is often described in the

west,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n the other hand, at

around the same time some Hindus in India, as a result of

their attempts to establish the law of king(dharmaraja),

massacred their Catholic neighbors. Their basis for

institution of the fusion of religion and politics is

Hindutva(‘Hindu-ness’) ideology, and it is my intent to

further critique it pending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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