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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베카난다의 붓다관에 대한 비평

__遊行(sannyāsa)과 出家(pabbajjā)를 중심으로__

김호성*1)

Ⅰ 머리말. Ⅱ 붓다 = 카르마요기(karmayogī). Ⅲ 붓다 = 산냐시(sannyāsī).

Ⅳ 붓다 = 베다의 개혁자.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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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베카난다는 서양에 힌두교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 베단타를

주장하면서, 라마크리쉬나 미션을 설립하였다. 종래의 아드바이타 베단

타와 달리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그는 붓다와 불교에 대하여 많은 언

급을 남기고 있다.

특히 붓다를 이상적 카르마요기로 평가하였다. 이는 붓다가 가진 여

러 특성 중에서 하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붓다의 자비실천을 그렇

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힌두 전통 안에서 네 번째 인생기에 해당하는 산냐시로서 붓

다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세속을 떠난 산냐시를 세속 안에서

의 봉사자, 즉 카르마요기로 전환시키려는 비베카난다의 의도가 투영되

어 있다. 그러나 카르마요기가 곧 산냐시라고 한 뒤에, 붓다 역시 산냐

시라고 하는 관점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하나는

산냐시들이 붓다처럼, 사제자들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자비실천의 이타

행을 했던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붓다는 가주기의 의무를 건너

뛴 출가자인데, 가주기의 의무를 다 하고 난 뒤의 출가자인 산냐시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비베카난다는 불교의 출가가 갖는 함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교를 힌두 전통의 개혁 정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붓다를 베다의 개혁자라고 말함으로써, 비베카난다의 붓다관은 불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속으로 포용해 버리고 마는

포용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비베카난다 안에서

불교는 다시 한 번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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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99년 7월 30일. 처음 인도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난 뒤, 델리

대학교를 갔다. 도서관 앞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의 동상이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 1863

〜1902)였다. 이때의 여행기에는 내가 어떤 이유로 베비카난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비베카난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양에 힌두교를 처음 전한 선교사

이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이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실천

적 베단타(Practical Vedānta)'를 주장한 힌두교 개혁론자이다. 전통적

베단타학파는 오직 참된 실재는 브라만(아트만) 뿐이며 현실세계는 모

두 허깨비(幻影, māyā)라 말한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개혁을 위한 실

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베카난다는 평가한 것이다. 그렇게

전통적 베단타가 소홀히 했던 ‘실천’을 비베카난다는 지향하게 된다.

그 길만이 인도 민중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맥

락에서 비베카난다는 ‘붓다’를 높이 평가한다. ‘이상적인 실천행자(kar

ma-yogin)는 부처님’이라고 종종 붓다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홀로

숲 속에서 명상에 잠기는 것이 산야신(sannyāsin, 遊行者)이 아니라,

붓다처럼 중생을 위하여 행각(行脚)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산야

신이라 평가한다. 비베카난다 속에 있는 불교, 그것은 현대 인도에 있

어서 불교의 존재양상을 찾아갈 때 반드시 살펴야 할 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1)

이 짧은 글 안에는 당시 비베카난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었

던 관심의 방향이 다 제시되어 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다.

1) 김호성(2002a),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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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베카난다는 그의 사상 및 실천을 ‘실천적 베단타(Practi

cal Vedānta)'라 불렀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에서 말한 ‘전통적 베

단타’는 샹카라(Śaṅkara, 700～750)의 불이일원론 베단타(Advaita

Vedānta)를 가리킨다. 비베카난다는 샹카라의 불이일원론 베단타

의 문제점을 비판함으로써, 그와는 다른 스스로의 사상적 입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불교술어를 빌어서 말하면, 이는 새로운 교판(敎

判)2)을 제시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의 베단타사상을 실

천적이라 했는데, ‘practical’의 의미에는 ‘실제적 실용적 실무적 실

질적 실학적’의 의미가 두루 포괄되어 있다. 따라서 불이일원론

베단타가 갖는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

으로 생각된다.

둘째, 비베카난다는 그의 실천적 베단타의 핵심적 이념으로 ‘행

위의 길(karma-yoga)'를 제시하였다. 이는 샹카라의 불이일원론

베단타가 ‘지혜의 길(jñāna-yoga)'에 주의를 집중했던 것과는 다

른 측면이다. 물론, ‘행위의 길’에는 이미 ‘지혜의 길’이 전제3)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의 길’ 밖에 ‘행

위의 길’이 따로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외면해서 아니된다. 특

히 사회봉사(social service)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라마크리쉬나

교단(Ramakrishna Mission)을 설립하여 구체적 행동을 전개한 점

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게 ‘행위의 길’을 강조하면서, 비

베카난다는 그 길을 걸었던 가장 모범적 실천행자(karma-yogī)로

서 붓다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붓다상(像)을 갖고 있는 비베카난다

에게서 어쩌면 불교가 존재하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

는 것은 아닐까 기대해 본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의 신불교(Neo

-Buddhism)가 도래하기 전에 ‘힌두교 안에서 존재하던 불교의 모

습’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판의 의의에 대해서는 김호성(2009), pp.74～84 참조.

3) 김호성(1992), pp.134～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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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셋째의 희망사항에 대한 비베카난다의 응답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곧바로 조사할 수 없었다. 붓다와 불교에 대

한 비베카난다의 직접적 언급을 찾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베카난다 전집(The Complete Works of Swami

Vivekananda) 전9권이 있긴 하지만, 그 바다에 뛰어들어 모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다행이 2010년 2월 인도 콜카타에서 스와미 비

베카난다, 붓다와 그의 메시지(Buddha and His Messages)라
는 제목의 소책을 한 권 입수하게 되었다. 이 소책에는 붓다와 불

교를 제목에 제시한 비베카난다의 강연이나 그에 대한 신문기사

8편을 제1부로 하고, 다른 주제의 강연에서 언급된 붓다와 불교에

대한 비베카난다의 발언을 각기 발췌하여 모은 것들을 제2부로

하였다.4)

이 글을 통하여 나는 붓다와 그의 메시지에 나타난 비베카난
다의 붓다관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비평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1999년도에 내가 갖고 있었

던 선이해(先理解, pre-understanding)는 비베카난다가 붓다를 카

르마요기로 보고, 산냐시로 보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베다의 개혁자라는 붓다의 이미지 역시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이미지(像)에 대하여 차

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붓다 = 카르마요기(karmayogī)

비베카난다는 그의 스승 라마크리쉬나(Sri Ramakrishna, 1836～

4) 일차적으로 이 소책의 독서를 통하여 논의해야 할 비베카난다의 말들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각주에서 출전을 표기할 때는 전집의 페이지까지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다.



비베카난다의 붓다관에 대한 비평 ∙ 141

1886)를 만나기 전에 “붓다의 모습(vision)을 보았다”5)고 하며,

“세계종교의 다른 어떤 창시자도 붓다만큼 스와미지(Swamiji)를

매혹시키고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6)고 말해진다. 붓다

에 대한 비베카난다의 호감은 가히 열광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이

다.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초기불교의 승가(saṃgha)를 벤치마

킹하여 라마크리쉬나 미션을 설립한 만큼 불교교단 자체에 대해

서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붓다와 그의 메시지의
제2부에서 붓다와 불교에 대한 언급의 횟수가 각기 27회와 11회

로 차이나는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붓다에 대해서이다.

그렇다면 비베카난다는 어떤 맥락에서 붓다를 좋아했던 것일

까? 이에 대해서 붓다와 그의 메시지의 편집자는 “붓다의 삶,

특히 그의 포기/출가, 끝없는 자비심, 진리에 대한 두려움 없는 추

구, 그리고 단호한 독립심”7)이라 말한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중에

서 뒤의 두 가지는 앞의 두 가지, 즉 포기/출가와 끝없는 자비심

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라 볼 수도 있다.

결국 네 가지 덕목은 다시 ‘포기/출가 ⟶ 끝없는 자비심의 실천’으
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다. 포기/출가를 통하여 자비심을 실천한

다는 이념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불이일원론 베단타에서 강조하는 개인적

해탈(mokṣa)에의 관심이 비베카난다에게서는 그렇게 우선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물론 ‘포기/출가’를 지혜의 길(jñāna-

yoga)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베카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善)의 실천에서 종교의

5) S.Vivekananda(2009), p.3.

6) S.Vivekananda(2009), p.4. 이는 비베카난다의 말이 아니라 소책자

편집자의 말이다.

7) 上同. ‘포기/출가’로 옮긴 원어는 renunciation이다. 이는 마음 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집을 떠나서 수행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므로, 그 重意性을 다 살리기 위하여

‘포기/출가’로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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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붓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남들은 신을 찾

고, 그들 자신을 위해 진리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를 위해

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고난에 처해 있기에 진

리를 찾았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

사였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는 결코 그 스스로를 위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8)

이러한 비베카난다의 해석은 흔히 현대의 불교학자들이 말하는

해석, 즉 “붓다는 중생제도를 위해서 출가해서 깨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해서 깨침을 얻었

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그는 전통적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붓다관을 반복한다. 붓다는 중생제도를 위하여 진리를 찾

았노라고 말이다. 이미 그의 스승 라마크리쉬나는 무분별삼매

(nirvikalpa samādhi)에 이르는 길을 물어온 제자 비베카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경책한다.

너는 인류를 위하여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고 있

으면서도 그저 너 자신의 해탈만을 걱정할 만큼 둔하리라고 나는 결

코 생각하지 않았다.9)

이러한 라마크리쉬나의 언급은 훗날 비베카난다의 ‘실천적 베단

타’를 형성하는 뿌리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깨달음이나

해탈과 같은 문제는 그의 관심사 밖이었다. 이 점은 이른바 ‘칸냐

8) S.Vivekananda(2009), pp.27～28. ; S.Vivekananda(2006a), pp.103～104.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한다. 그뿐이다. 그는 결코 “불교의

경전 어디에 이런 말이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 역시 그렇게 그 근거를 묻지 않기로

한다. 다만 그러한 해석이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 나 나름으로

평가하고 해석할 뿐이다.

9) Satya P. Agarwal(1997),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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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리(Kanyakumari)의 전회(轉回)’에서도 볼 수 있다.10) 오직 이

웃을 돕고, 선을 실천함이 있을 뿐이다. 해탈 역시 그러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수(隋)나라 신행

(信行, 540～594)이 세운 삼계교(三階敎)의 다음과 같은 관점을 상

기하게 된다.

북주 무제의 파불(破佛)사태(574～577)로 세상이 어지럽자 승옹(僧

邕)은 대행산맥 깊숙한 곳 백록산에 몸을 숨기고 거기서 종신(終身)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승옹에게 신행이 사람을 보내어 타이른다

: 산골에서 홀로 득도하고 홀로 부처되어 어쩌겠다는 것인가, 슬프디

슬픈 저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가. 중생제도를 먼저 하고 인간을 두루

이롭게 하는 것(濟度爲先 弘益人間)이 출가승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11)

먼저 중생들에게 서비스를 다하고, 중생들을 섬기라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정 종교인의 삶이라 말하는 것

이다.

비베카난다 역시 이타행의 실천자로서 붓다를 보고 있다. 물론

“이타행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베풀라”는 이념은 대승

불교나 삼계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가바드기타(B
hagavadgītā)와 같은 힌두 텍스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비
베카난다가 기타를 좋아한 까닭이다. 기타에는 행위를 통해서
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카르마요가(karma-yoga)가 설해져 있

기 때문이다.

비베카난다는 기타의 카르마요가가 갖는 두 가지 측면에 주
의를 놓지 않았다. 하나는 행위하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무

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행위하라는 것(niṣkāma karma)이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것은 후자이다. 행위하라는 말이 갖

10) O.N.Krishnan(2005), p.145.

11) 조흥윤(1994),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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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함의는 명상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속을 벗어난

은둔 -포기(renunciation)에 대한 아드바이타 베단타적 의미는 이

것이다- 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속 안에서 살아라, 실천하라는 것

이다. 이는 정히 ‘실천적 베단타’를 지향하는 비베카난다의 입장에

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착 없이, 아

무런 목적 없이 행위하라는 것이다. “오직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

라”는 말이다. 예술에 오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유미주의(唯美

主義)가 있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르짖는 예술지상주의가 있

는 것처럼, “오직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라”는 입장은 유로주의

(唯勞主義), 혹은 노동지상주의12)라 말해서 좋을 것이다. 이러한

유로주의, 노동지상주의를 실천한 전범으로서 붓다가 제시된다.

그는 말한다.

실로 카르마요가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긴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몇 마디 말하였다. 그 사람은 붓다이다. 그는 이(카르마요가-인용자)

를 실천에 옮긴 바로 그 사람이다. 붓다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예언자

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다.13)

그는 돈을 위해서나 명예를 위해서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

니라, 아무런 동기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누구든 그렇게 할

때, 그는 붓다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

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이다. 이 사람(붓다-인용자)은 바

로 카르마요가의 가장 높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14)

12) 예술지상주의에는 다소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카르마요가를 유로주의, 노동지상주의라고 말할 때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넣어서 쓰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특징을

새로운 용어로서 강조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13) S.Vivekananda(2009), pp.65～66. : S.Vivekananda(2005a), pp.116～117.

14) S.Vivekananda(2009), p.67. : S.Vivekananda(2005a),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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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카르마요가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되는 결과가 행위를 일으키는

하나의 외적 동기가 될 것이다. 카르마요가는 그러한 외적인 동기

를 갖지 않는다.15) 나는 이를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외에

모든 행위는 속박되어 있다”16)는 기타 3 : 9의 시를 해석하면

서, 그 점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

위’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의 의미다. 행위(karma)의 본래

적 의미에 의례/제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는 자기목적의 행위이다. 행위의 외부에 목적

이 없다. 행위의 외부에 목적이 있게 되면, 그 행위는 수단으로 전

락하게 된다. 기타의 가르침은 제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
위에서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라는 의

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베카난다가 볼 때, 붓다만이 이러한 외

적 동기가 없었다는 말이다.

또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바라밀과 같은 교설17)을
상기해 본다면, 자아(ātman)의 소멸을 통해서 자아에의 집착마저

버리게 될 때, 비로소 그 행위는 완성된 행위(karma-yoga)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기타의 이상이나 금강경의 이상이 다르
지 않다.18)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아의 소멸(無我)’이라는 불

교의 가르침이다. 크리쉬난(O.N.Krishnan)은 비베카난다의 스승

라마크리쉬나에게 이러한 ‘자아의 부정(I - negation)’ 내지 ‘자아

의 부재(Selflessness)’가 있었으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라마크리

15) 물론 이는 기타의 컨텍스트를 배제한 채, 기타의 시(詩)를 해석하는
독서법에 입각할 때 가능한 해석이다. 컨텍스트를 감안하면, 기타의
행위 역시 ‘전쟁의 승리 - 왕권의 차지 - 다르마의 수호’와 같은 동기가

있게 된다.

16) “yajñ’ārthāt karmaṇo 'nyatra loko 'yam karma-bandhanaḥ", BG 3 : 9.

기타 원문의 인용은, 일종의 구두점을 붙여놓은 Robert N.
Minor(1982)에 따른다.

17) 김호성(2002b), pp.89～94 참조.

18) 김호성(1992), pp.127～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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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나의 힌두교에는 ‘사문전통의 불교(Shramanic Buddhism)’적 성

격이 있다19)고 말한다. 그런데 비베카난다에게 오면 그러한 ‘사문

전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비판하는 것이다20).

물론 후술할 것처럼, 불이일원론 베단타의 형이상학적 입장에

대한 그의 충실한 계승이나 붓다의 출가와 힌두 전통의 유행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뒤 붓다를 힌두 전통에서 말하는 유

행자의 전범이라고 말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그에게 사문전통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때도 있음을 공평하게 보아줄 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힌두들은 그(붓다-인용자)의 교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 뒤에 있는 동기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이기심 때문이다.

스승(붓다-인용자)은 말했다. 이기심이 세상의 거대한 저주이다. 우리

는 이기적이고, 거기에 저주가 있다. 이기심을 위한 동기는 없어져야

한다. 그대는 (강과 같이) 흘러간다. -지속되는 현상이다. 신은 없고,

영혼도 없다. 그대의 발로 서고,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벌이 무서

워서도 아니고, 어디에 가려는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다. 그 동기는

다음과 같다 :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한다. 선을 하는 것이 선이다.21)

힌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붓다의 교설은 무아이다. 비베

카난다 역시 그렇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붓다가 무아설을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이해는 한다는 것이다.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윤

리적 동기에서였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 역시 문제는 있다. 결코

붓다의 무아설이 윤리학의 차원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제시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

베카난다 역시 동의하지 않고 강한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적어

도 그 하나의 측면, 즉 윤리학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이해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의 의미부여에 인색

19) O.N.Krishnan(2005), p.143.

20) O.N.Krishnan(2005), p.154.

21) S.Vivekananda(2009), p.41. ; S.Vivekananda(2005b), 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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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이상 우리는 ‘붓다 = 이상적 카르마요기’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비베카난다의 붓다관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 대승불교의 영향이 엿보인다. 이에 대해서 크리쉬

난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베단타 사상에, 열반의 아름다

운 축복을 포기하고 자비심으로 그의 삶을 모든 중생들에 대한 봉사

로 헌신하는 보살이라는 오래된 이상을 덧보태었다. 이러한 첨가는 비

베카난다에게 그의 베단타를 실천적 베단타가 되게 하였다.22)

그러므로 만약 대승불교의 보살도의 이상을 우리 시대에도 구

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또한 개인의 깨달음이나 해탈에 대한 관

심과 추구가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

이라 생각한다면, 비베카난다가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붓다상

(像) 내지 불교의 이미지를 우리 역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견해를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글의 제목에서 ‘비

판’이 아니라 ‘비평’이라는 말을 쓴 것 역시, 적어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비베카난다의 불교관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

분 역시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Ⅲ. 붓다 = 산냐시(sannyāsī)

1. 카르마요기 = 산냐시

비베카난다의 실천적 베단타는 샹카라의 불이일원론 베단타와

22) O.N.Krishnan(2005),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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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이상학적 입장은 같이하면서도, 수행론적 차원에서는 다른

길을 걷는다. 명상을 통한 지혜의 획득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봉

사를 선호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1897년 라마크리쉬나 미션

을 설립한다. 이는 고타마 붓다의 승가를 모델로 삼았으며, 그로

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이 폭넓게 전파된

데에는 분명 교단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았다. 그 반면 “조

직의 결여는 힌두 사회(Hindu Society)의 심각한 결함이라 믿게

되었다.”23) 비베카난다의 평가는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승가의 존재야말로 불교가 널리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

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체의 규율(vināya)을 정해서 함께 수행하

는 제도(saṃgha)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교의 존재는 어

떤 모습으로 전해져 왔을지 의문이다. 어쩌면 고립된 개인의 수행

자들이 수행하다가, 법의 상속자 없이 죽음으로써 법이 사라졌을

지 모른다. 또 하나 비베카난다의 실천적 베단타와 같이, 사회봉

사와 같은 공공의 일은 조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홀로결사’만으

로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 역시 따른다. 조직을 하면 권력이 형성되

고, 그것을 사이에 두고 집착하기 쉽다.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필

요하였으나, 어느덧 조직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딜렘마이다. 그렇다면 길은 없는 것일까?

해답은 있다. ‘홀로결사’ 역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안된

대안24)이지만, 비베카난다는 그보다는 조직구성원들의 수행에 기

대를 건다. 바로 이 조직 -불교의 승가와 같은 라마크리쉬나 미션

- 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모두 ‘포기(renunciation)’

를 실천한 출가자라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출가의 윤리

학이 요구된다.

출가, 이 전통은 고타마 붓다에게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붓다 이전부터 인도에는 이 출가의 전통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

23) Satya P. Agarwal(1997), p.76 재인용.

24) 홀로결사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김호성(2007), pp.77～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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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베카난다는 불교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전통적 출가자 -

임주자(林住者, vanaprasthā)와 유행자(遊行者, sannyāsī)- 중에서,

보다 완벽하게 버린 유행자를 그들 출가자의 선례(先例)이자 이상

적 모델로 삼는다. 이들 유행자의 모습에 대해서 마누법전 6 : 80～
8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가 아무런 욕심 없이 모든 감정에 대해 그대로 느낄 때, 그는 영

원히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행복을 얻는다.

이러한 법도로써 천천히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양쪽 세상

모두에서 자유로워지고 브라흐만에 들어가 자리잡는다.25)

마누법전 6 : 81에서 설해지는 ‘양쪽 세상’은 두 가지 대립되
는 가치들을 상징한다. 나라야나의 주석에 따르면, “고통과 기쁨,

더위와 추위, 기아와 배부름, 명예와 모욕 등 서로 대조적인 것을

의미한다.”26) 두 극단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경지에 대

해서는 기타에서도 많이 설하고 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평등
히 여기는 현자는 불사성(不死性)에 적합하다오”27) 라고 말해진

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립과 분별을 넘어서는 것 그 자체는 바

로 실천의 기반이 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입각지에

서서 행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타 2 : 48은 그런 뜻에서 인구
에 회자되고 있다.

다남자야여, 요가에 머물러서 집착을 버리고서

성공과 실패를 평등히 여기며 행위를 하시오. 요가는 평등성이라

말해진다오.28)

25) 이재숙 이광수(1999), p.263.

26) 上同.

27) “sama-duḥkha-sukhaṃ dhīraṃ so 'mṛtatvāya kalpate”. BG 2 : 15.

28) “yoga-sthaḥ kuru karmāṇi saṅgaṃ tyaktvā, dhanaṃjaya, /

siddhy-asiddhyoḥ samo bhūtvā, samatvaṃ yoga ucyate//” BG 2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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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서 카르마요가 -위에서 인용한 2 : 15와 2 : 48 역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 의미는 바로 재가(在家)의 윤리라

는 점이다. 힌두교의 인생기에 관한 법(āśramadharma)에 따르면,

그것은 두 번째 가주자(家住者, gṛhasthā)에 해당하는 다르마였던

것이다. 기실 기타의 컨텍스트를 감안해 보더라도, 아직 출가하
기 전에 가정생활을 하면서 각 카스트의 규정(varnadharma)에 따

라서 자기계급의 의무(svadharma)를 다 이행해야 하는 때에 주어

지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재가자 -가주자- 에

게 그러한 높은 차원의 수행이 요구되었다. 평등성(samatvā)에 설

수 있다29)고 한다면, 실로 몸은 재가하고 있더라도 마음은 출가한

(身不出家, 心出家) 출가자라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몸이 집을 떠

나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종래 힌두교가 갖고 있

던 관점이었다.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마누법전의 규정과 기타의 서술이

각기 유행자와 재가자/가주자(家住者)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이다. 동일한 윤리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기타에서 설하는 것과 같은 재가
자의 윤리를 출가자 역시 갖고서 다시 재가자를 위한 봉사의 삶

을 살도록 요구함으로써, 앞서 말한 출가교단의 자기모순을 극복

하고자 비베카난다는 의도했던 것이다.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힌두의 출가 개념을 개혁하였다. 가주기

의 실천행자(카르마요기)에게 해당되는 이상을 가장 잘 구현한 사

람들로서 유행자(sannyāsī)를 等値시킨 것이다. 유행자는 재가자

가 아니라 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비베카난다의 야심찬

실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종래 힌두 전통의 유행자는 세간을 떠

29) 대승불교의 유마경에서 말하는 ‘不二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入不二法門)’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김호성 2002,

pp.128～129 참조.) 유마경 역시 유마거사를 통해서 재가불교의 모습을
설하고 있는 만큼, 양자 모두 재가의 전제로서 평등성(=入不二,

advaya-praveśa)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베카난다의 붓다관에 대한 비평 ∙ 151

나서 집착을 버리고, 평등성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즉 집착을 여윈 자일 수는 있으나 세속 내적 실천자는 아니었다.

무집착에서 우러나온 이타적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었다. 사회 속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 밖에서 개인의 해탈, 그것

도 죽음을 눈앞에 둔 방랑자였던 것이다. 그러한 굳어진 이미지,

굳어진 산냐신의 정체성을 비베카난다는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스스로 산냐시가 되었고, 라마크리쉬나 교단에 들어오

는 수행자들도 산냐신의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을 갖도록 요구

했던 것이다. 비베카난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산냐시들이다. 우리는 나무 밑에서 자고, 그 전에 우리가 했

듯이 나날의 걸식(bhikṣā)으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30)

이러한 정신무장을 한 사람들, 집착이 없으며, 대립의식을 넘어

섰고, 무소유와 고행의 생활을 감수하면서, 공중에게 봉사하는 산

냐시. 비베카난다는 이러한 새로운 산냐신상(像)을 창출코자 하였

다.

그런데 문제는 힌두교의 역사적 전통 안에서 이러한 산냐신의

전범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샹카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요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혜행자(sthitaprajña), 수많은 믿음행자

(bhakta)들이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고타마 붓다만큼 타인에 대

한 자비심으로 그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유행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자비심이 깊고, 그만큼 자비실천에 앞장선 성자가 없었던

것이다. Satya P. Agarwal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비베카난다는 붓다에 의해서 산냐사의 기능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

기게 되었는지를 지적하였다. 젊은 산냐사(sannyāsa)인 그(붓다)는 앉

아서 죽음이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며, 설법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녔다. 비베카난다에 따르면, 그것은 위대한 개혁이었다.31)

30) Satya P. Agarwal(1997), p.8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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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베카난다는 스스로 붓다를 ‘이상적 카르마요기’로서만 아니라

산냐신의 전범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사실 말하자면 산냐사의 제도는 붓다와 함께 기원했으며, 형해

화(形骸化)된 이러한 제도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그(붓다-인용

자)이다.32)

물론 우리는 산냐사의 제도가 붓다 이전부터 힌두 전통 안에서

이미 존재했음을 알고 있다. 그만큼 비베카난다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카르마요기의 전범이라 말한 붓다를 다시 산냐시의 전범이

라 추앙했던 것이다.

붓다의 유행은 중생제도를 위한 적극적인 전도여행이었다. 붓

다를 산냐시들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비베카난다의 평가가 옳다면,

또한 그러한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베카난다의 ‘붓다 =

산냐시’론이 산냐신 제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되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비베카난다는 새로운 개념의

산냐신을 창조했다 말해서 좋을 것이다.

2. ‘산냐시 붓다’론의 문제점

비베카난다의 ‘산냐시 붓다’론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위에

서 살펴보았다. 물론 ‘산냐시 붓다’론은 붓다가 지닌 한 측면을 두

드러지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측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

31) Satya P. Agarwal(1997), p.84.

32) S. Vivekananda(2009), p.72. ; S. Vivekananda(2006b), p.508. 이는

비베카난다와 제자들의 문답을 기록한 Conversations and

Dialogues 에서의 발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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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보다 뚜렷하게 부각되고 보다

강조되어야 할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으로 평

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산냐시 붓다’론과 관련해

서, 비베카난다는 인도종교사를 크게 ‘사제자들의 종교’와 ‘유행자

의 종교’로 대립시켜서 본다는 점이다.

붓다가 태어났을 때, 인도에는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예언자(prophet)

가 부족했다. 이미 강력한 사제들의 집단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유대

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두 유형의 종교적 지도자들, 즉 사제자들과

예언자들을 갖게 되었는지, 사제자들은 사람들을 무지 속에 붙들어 놓

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미신들을 집어넣었는지- 를 기억한다면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3)

인도종교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유대-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은 비단 청중이 서양인들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오

히려 비베카난다에게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새롭게 ‘실천적 베단

타’를 건설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좀더 효과적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에 대해서 Satya P. Agarwal은 이렇

게 평가하고 있다.

비베카난다는 인도의 운명을 의례가 중심이 된 사제제도, 정통, 광

신주의, 미신, 그리고 종교적 불관용 등과 연결지었다. 사제계급은 종

교의 진정한 정신을 망각함으로써 대중들을 하나의 의례에서 다른 의

례로, 하나의 나쁜 관습으로 밀어넣음으로써 보통 사람들을 바보로 만

든다고 비베카난다는 말하였다.34)

이러한 평가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지나친 의례

주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타 2 : 43～44에서도 비판이 이루어
33) S. Vivekananda(2009), p.72. ; S. Vivekananda(2006a), p.93.

34) Satya P. Agarwal(1997),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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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그 이전에 고타마 붓다에 의해서도 비판35)된 바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종교집단 -사제자들

(priests)- 이 존재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나라의 종교

의 역사에서 흔히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권력을 갖고서 주류로서

군림해온 세력이라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사제자 집단에 대항하면서, 진정한

종교의 모습을 추구해 간 창조적 소수가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비베카난다는 그러한 창조적 소수를 예언자, 즉 산냐신에게서 찾

았다는 데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

다.

사제들이 번창하고 있었을 때, 산냐신이라 부르는 시인 - 예언자(p

oet-prophet)들 또한 존재했다. 모든 힌두들은 그들의 카스트가 무엇

이든지 정신적인 경지(spirituality)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포기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흥미로운 것이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은 물러나서 산냐신이 되어야만 한다. 산냐신들

은 사제들이 고안해 낸 2천 가지의 의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36)

이렇게 비베카난다는 구약의 종교사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종

교사를 ‘사제자 vs 예언자’의 대립구도로 이해한다. 그런 뒤 “사제

자들과 치룬 전투에서 승자는 붓다였다”37)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베카난다의 역사관에는 문제점 역시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음을 지나쳐서는 아니된다. 무엇보다 구약의 예

언자와 힌두교의 산냐신은 그 성격이 다른데, 이 점을 비베카난다

는 간과하고 있다. 타락한 사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동소이

하겠으나, 그에 대응하여 저항하는 창조적 소수자의 모습은 다르

기 때문이다.

35) 김호성(1999), pp.204～207 참조.

36) S.Vivekananda(2009), p.17. ; S.Vivekananda(2006a), p.95.

37) S.Vivekananda(2009), p.20. ; S.Vivekananda(2006a),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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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예언자들이 담당한다. 그들은 타락

한 사제들을 향해서 대갈(大喝)을 아끼지 않는다. 사제들만이 아

니라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도 비판을 창끝을 겨눈다. 예를 들면 예

언자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신의 목소리를 전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38)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

며 뇌물(賂物)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39)

전자는 제사의례에 대한 비판이며, 후자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이다. 이렇게 예언자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의를 규탄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마침내 심판받으리라 경고한다. 그것이 구약

에서 말하는 ‘예언자’의 의미다. 바로 그러한 구약의 예언자들의

연장선상에 신약의 예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예언자

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산냐시이기도 한 것일까? 비베카

난다는 붓다를 산냐시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도

“세속을 포기한 수도자(sannyasin, 포기자)였다”40)고 말한다. 예수

가 예언자임은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구약-신약의 예언자들과

인도의 힌두전통에서 보는 유행자를 同値시킬 수는 없다. 가주기

의 의무를 다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이르러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곳저곳 성지를 순례하는 산냐시와 예언자는

다른 존재들이다. 산냐시는 출가자이지만, 예수를 포함한 예언자

들이 허망한 세상의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곧 인도의 전통적인 성자와 같은 성격의 종교인이라 볼

38) 아모스 5 : 22.

39) 아모스 5 : 12.

40) 길희성(1994),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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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길희성은 이 점을 보지 않음으로써 비베카난다의 ‘예

수 = 산냐시’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의 관심사가

神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예언자는 몸은 재가하고 있으나 산냐시는 몸의 출가를 감행했

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다른 신분이다. 물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타락한 사제들에 대한 비판의 실천여부, 개혁의 실천여부일

것이다. 나 자신 과문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힌두 전통에

서 산냐시들이 브라만 사제들에 대해서, 마치 구약-신약의 예언자

들이 행한 것과 같은 강력한 비판을 실천했는지가 의심스럽다. 물

론 우파니샤드나 기타에서 번잡한 의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도 사제자들의 권력이나 모순

의 핵심에 놓여있는 카스트제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러한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은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사문

전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비베카난다가 사문전통을 사

문전통 자체로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도종교사 전체의 왜곡으

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오늘날 인도철학의 역

사가들이 분류하는 것처럼 인도종교사는 ‘브라만 전통 vs 사문 전

통’으로 보았을 것이며, 억지로 ‘사제자 vs 유행자’의 대립구도를

제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대신 비베카난다는 ‘브라만 ⟶ 산냐신’의
구조를 ‘브라만 vs 산냐신’으로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비베카난다가 ‘브라만 vs 산냐신’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것이 곧 ‘브라만 ⟶ 산냐신’이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설사 힌두 전통 안에서 ‘사제자 vs 유행자’의 대립이 있었다 하더

라도, 그것은 구약의 종교사가 보여주는 ‘사제자 vs 예언자’의 선

명한 대비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브라만 역

시 가주기를 마치고 나면 임주기를 거쳐서 유행기로 옮겨가야 하

는 것이다. 물론 定住하고 있는 브라만 사제와 그러한 권력을 내

놓고 났을 때의 산냐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

로 그들 사이에는 동일계열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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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브라만 사제들에 대한 보다 강력

한 비판세력은 붓다였고, 붓다의 승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비베카난다에게는 불교를 힌두교와 독립된, 하나의 새로운 종

교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힌두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자

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산냐신의 새

로운 개념에 가장 적절한 모범으로서 붓다의 이미지뿐이었다. 그

리하여 붓다를 산냐시라고 말함으로써, 붓다의 이미지를 산냐시들

에게도 소급적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Ⅳ. 붓다 = 베다의 개혁자

1. 불교, ‘머리’ 없는 ‘마음’

붓다의 이미지를 산냐신에 덧씌우는 데서 비베카난다는 멈추지

않는다. 아예 붓다를 베다 전통의 개혁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힌두의 종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의례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다. 정신적인 부분은 특히 승려들에 의해서 연구된다. 거기에는

카스트가 없다. 가장 높은 카스트의 사람도, 가장 낮은 카스트의 사람

도 인도에서는 승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카스트는 평등하게 된다.

종교에서는 카스트가 없다. 카스트는 그저 사회제도일 뿐이다. 샤카무

니(Shakya Muni) 그 자신은 승려였다. 그리고 그가 숨겨진 베다로부

터 진리를 가지고 와서 온 세계에 그것을 넓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

광이었다.41)

41) S.Vivekananda(2009), p.46. ; S.Vivekananda(2005a) , pp.21～23. 1893년

9월 26일, 시카고 세계종교의회에서 행한 연설, “Buddhism, The

Fulfilment of Hinduism”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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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가 그저 사회제도만이 아니라, 힌두교라는 종교에 의해

서 강화되고 지지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말하고 만다. 그러면서 힌두의 종교가 갖

는 두 부분 중에서 의례적인 것 -이는 카스트제도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속에 샤카무니, 즉 붓

다를 자리매김한다. 그런 붓다는 베다로부터 시작되는 힌두 전통

안에 자리하는 하나의 개혁자일 뿐이라 말한다.

이리하여 불교의 존재는 힌두교 안에 포섭되고 만다. 비베카난

다의 논리는 전형적인 포용주의(inclusivism)의 논리이다. 불교는

참 좋은 면이 많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힌두 전통 밖에 따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힌두 전통 안에 존재한다. 붓다가 그렇게

의례비판, 카스트 비판을 행한 것은 베다로부터 시작되는 힌두 전

통에서의 일탈이 아니라, 베다의 진정한 가르침을 회복하려는 힌

두 전통 안의 개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불교는 힌

두교 안에서 자기자리를 배치받게 된 것이다. 불교와 힌두교는 하

나이지, 둘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리다. 그의 말을 좀더 들

어보자.

불교 없이 힌두교는 살 수 없고, 힌두교 없이 불교는 살 수 없다.

양자의 분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불교

도는 브라만들의 머리와 철학 없이는 설 수 없고, 브라만들 또한 불교

도들의 마음 없이는 설 수 없다. 불교도와 브라만들의 분리는 인도가

쇠락한 원인이다. 그것이 인도에 삼천만의 거지들이 북적대는 이유이

고, 왜 인도가 지난 천년 동안 정복자들의 노예가 되었는가 하는 이유

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스승의 가슴, 거룩한 영혼, 훌륭한 인간적 힘을

갖고서 브라만들의 훌륭한 지성에 참여해야 한다.42)

우선, 그는 “불교 : 브라만교(힌두교) = 마음 : 머리”의 관계로

본다. 불교는 머리는 없고, 마음만 있다. 여기서 ‘마음’은 앞서 살

42) S.Vivekananda(2009), p. 48 : S.Vivekananda(2005a),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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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것처럼, 중생제도에 나서는 대승보살의 자비심을 가리킨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갖는 자비심보다 더 강력한 ‘마음’을 힌두 전

통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교에는 없는 것도 있다. 즉 ‘머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형이상학을 말한다.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보면, 무아를

말하는 불교는 베단타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형이상학적 실

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베카난다는 보고 있다. 불교의 무아

는 형이상학적 실체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이라고 말하는

관점43)도 있지만, 또한 비판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불성’ 개념 역

시 베단타적인 것이라 말하지만, 비베카난다와 같은 베단틴(Vedā

ntin, Vedantist)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불교

에서는 아트만과 같은 형이상학적 실체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머리’를 결여한 채 ‘가슴’만 갖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머리’ 없이

‘가슴’만 있을 때는 윤리적 성격만 갖는 사회적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개인의 해탈과 관련하는 것이 ‘머리’기 때문이

다.

비베카난다가 보는 것처럼, 불교에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 차원의 논의를 비움으로써 형이상학을 거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 역시 형이상학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입장

표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베단타는 아트만과 같은 상정된/

가상된 실체개념으로 ‘머리를 채웠다’고 한다면, 불교는 그렇게 하

지 않음으로써 ‘머리를 비웠다’고 말할 수 있다. 맑게 비워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어쨌든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볼 때, 불교와 힌두교는 서로 다르

다는 점을 비베카난다는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형이상학

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을 같은 종교라 말할 수 있는가? 윤리적

차원에서는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사회 속의 존재로서 타자와의 만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3) 예컨대 高翊晉은 놀랍게도, 베단타적 불교 이해가 올바른 이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호성(2006), pp.4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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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결정적일 수 있는 형이상학적 차

원에서 ‘채움’과 ‘비움’의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붓

다를 다만 “베다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온 베다의 개혁자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도 비베카난다의 포용주의적 관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비판받아서 마땅할 것이다.

다시 위의 인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비베카난다는 현실

적으로 인도에 삼천만의 거지가 있고, 지난 천년 동안 외세(=무슬

림 +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불교와 힌두교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얼핏 생각하면 “불교 없이 힌두교는 살 수 없고,

힌두교 없이 불교는 살 수 없다”고 했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

하는 존이(存二)44)의 태도를 표방한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그

렇지 않다. 붓다 이후의 불교에 대한 비베카난다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불교가 힌두 전통 밖에서 별립(別立)/독립

하였기 때문에 삼천만의 거지가 있게 되었고 천년 동안이나 외세

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천년의 역사를 인도 속에서 함께 살아온 무슬림에 대

해서 ‘정복자’라 표현하는 데에서, 우리는 비베카난다가 ‘인도 =

오직 힌두교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힌두국가’를 건설하려는 정

치이념인 “힌두트바(Hindutva)의 선구자였다”는 크리쉬난의 평

가45)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12세기 이후 인도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불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미

사라진 불교가 어떻게 삼천만의 거지를 탄생시킨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말일까? 불교의 책임이 그렇게 크다고 하다

면, 인도 역사의 중심에 서있었던 힌두교의 책임은 어느만큼 큰

것일까? 비베칸나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그가 말하는 사제자 집

44) 나는 이샤 우파니샤드에 대한 샹카라와 오로빈도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샹카라의 포용주의적 태도를 ‘歸一’이라 하였으며

오로빈도의 다원주의적 태도를 ‘存二’라 표현한 일이 있다. 김호성(2001),

pp.124～131 참조.

45) O.N.Krishnan(2005), p.154. 크리쉬난의 이 책은 힌두트바에 대한 가장

철저한 분석과 비판 중을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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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불교의 평등주의적

입장이 인도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인도의 역사는 다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히려

그 逆의 가능성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2. 유행과 출가

우리는 앞에서 힌두 전통의 산냐신에다가 붓다의 이미지를 덧

씌우는 기제(機制)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붓다는 이제 ‘힌두교로

부터 독립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힌

두교 안의 인물로 자리매김되었음을 밝히고, 그러한 비베카난다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비판의 논리

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힌두 전통의 ‘산냐시’와 불교

의 -붓다가 모범적으로 보여준- ‘출가자’가 다르다는 점을 망각하

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인도종교사를 배경으로 해서 붓다의 출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특징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힌두 전통의 출

가는 그들의 인생기에 대한 규칙(āśramadharma)가 규정한 것처

럼, ‘가주기를 마친 뒤의 임주기와 유행기’로서의 출가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붓다의 출가는 가주기의 다르마(의무)를 포기하고서

감행한 출가였다.46) 따라서 결정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힌두교

와 불교가 서로 다른 종교로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는, 바로 이 출가의 유형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현실에서 온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앞서 지적한대로 형이상학적 차이 역시 매우

본질적인 것이기 하지만 말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

46)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호성(2010), pp. 9～31 참조. 이 글은

‘출가의 의미 찾기’라는 점에서 그 글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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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무시한 채 붓다를 산냐시의 전범으로 보고서, ‘산냐시 붓다’

를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힌두교의 유행(遊

行, sannyāsa)과 불교의 출가(出家, pabbajjā)가다를진대 불교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붓다는 그저 힌두교를 완성시키려 온 예

언자인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즉 불교를 힌두 전통 안으로 끌어들

임으로써 불교의 不在를 확인하려는 비베카난다의 관점은 자기모

순으로 가득찬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비베카난다 역시 불교의 출가가 함축하

고 있는 ‘가주기 건너뛰기’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 Edmund Web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많은 부차적인 언급들 속에서, 비베카난다는 불교에 대해서, 또 불

교와 힌두교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불

교도들(Bauddhas)을 비난했는데, 그들이 “해탈 이외에 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대가 누구이든 와서, 모두 해탈하라”

(Ⅴ447)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불교의 출가에서는-인용자) 스와다르마(svadharma), 즉 모든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완수해야만 하는 세속적 일들이 아무도 도망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필요한 의무로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도피를 무책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비베카난다는 불교

도에게 묻는다 : “그것 -각자의 세속적 의무를 무시하고서 해탈의 길

을 가는 것- 이 여전히 가능하냐?(Ⅴ447)” 그래놓고서 힌두 경전으로

하여금 대답케 한다 : “그대는 가장(家長, householder)이다. 그러므로

그대 스스로 가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타고난 의무

(svadharma, natural duty)를 다해야 한다.”(Ⅴ447～448)47)

붓다와 붓다의 사후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불교를 애써 구

분하고자 하는 비베카난다가 ‘불교도들’에게 행한 비판이라 볼 수

47) Edmund Weber(1997). 인터넷으로부터의 인용이라서 쪽수를 기입할 수

없다. ‘Ⅴ’는 비베카난다 전집의 권수를 가리킨다. 해당 부분은 “The
East and The West"에서의 발췌 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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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그러한 불교도들의 ‘가주기 건너뛰기’로서의 출가가 붓

다에게서 시작되었으므로 곧바로 붓다에 대한 비평이라 해도 좋

을 것이다.48) 이러한 긴 인용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

와다르마를 포기하고 출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점이 아

니다. 당연히 힌두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출가를 비판할 수 있

다. 문제는 이러한 비베카난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스

와다르마를 행하지 않고서 행하는 불교의 출가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 뒤에 행하는 힌두교의 유행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질적 성격이 다른 붓다의 출가에서 확인되는

미덕을 힌두 전통의 유행기의 산냐시들에게 가져가서 덧씌우는

일이 잘못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질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비판의 자료로서만 활용할 뿐, 그러

한 차이를 갖는 독립적 종교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힌

두교 안에 위치지움으로써, 힌두교 밖에 불교가 없다는 포용주의

적 태도가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져있는가 하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뿐인가, 라마크리쉬나 미션의 잡지에 실린 논문에서 비베

카난다의 법손(法孫)인 Swami Prasannatmananda는 이렇게 말하

고 있다.

사원과 승려를 갖고 있는 불교라 불리는 종교가 인도에 있었다고

상상해서는 아니된다. 그런 것은 없었다. 그저 불교는 언제나 힌두교

와 함께였다.49)

48) 이 글에서 말하는 ‘산냐시’는 āśramadharma의 넷째 단계인 유행기의

산냐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축소해석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출가가 가주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비베카난다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비베카난다가

말하는 산냐시는 가주기를 다한 뒤의 산냐시임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우리는 산냐시들이다”라는 말과 같이 어떤 맥락에서는 굳이 유행기의

산냐시만이 아니라 그저 ‘집착을 버리고서 집을 떠나서 걸식하면서

방랑하는 수행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말이다.

49) Swami Prasannatmananda(2010),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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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베카난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비베카난다의 논

리를 따라 가보면, 그 끝에 이러한 억지주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씁쓸한 일이지만 말이다.

Ⅴ. 맺음말

비베카난다는 길지 않은 생애를 살다 갔으나, 작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the Parliament of

Religions)를 계기로 서양에 힌두교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샹

카라의 불이일원론 베단타를 계승하면서도 종래에는 결여되었던

사회성을 덧보탬으로써 ‘실천적 베단타(Practical Vedānta)’를 확

립하였다. 또한 그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라마크

리쉬나 미션(Ramakrishna Mission)’을 세웠으니, 가히 힌두교의

역사에 새로운 종파를 개종(開宗)한 조사(祖師)라 평가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동시대의 다른 신힌두교(Neo-Hionduism)의 지도자들과는 달

리, 비베카난다는 불교에 대한 많은 언급을 남기고 있다. 한편으

로는 찬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마침내는 힌두교

속으로 붓다를 집어넣어 버렸다. 과연 어떤 점에서 붓다를 찬양하

면서 배우고자 하였으며, 어떤 점에서 비판하였던 것일까? 또 어

떠한 논리로 붓다를 힌두교 속으로 포용해 버렸던 것일까?

종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학계

에서도 그다지 많은 연구가 보고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직접

적으로 붓다 내지 불교를 언급한 비베카난다의 글을 편집한 붓
다와 그의 메시지(Buddha and His Messages)를 분석해 보았

다. 그 결과, 비베카난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붓다상(像)을 구

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각기 나름의 비평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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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

첫째, ‘카르마 요기 붓다’이다. 영국 제국주의 지배하에 놓여있

었던 인도의 현실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비베카난다는 힌

두교의 변신, 베단타의 개혁을 지향하게 된다. 대중에의 봉사라는

방향이었다. 물론 그러한 이념은 바가바드기타의 카르마 요가에
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기타가 카르마 요가를 그
토록 강조하였지만, 현실적 전범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집착과 욕망을 포기한 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중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붓다가 재인식된 이유이다. 그리하

여 ‘실천행자(karma-yogī) 붓다’의 얼굴을 크게 부각하였다. 물론,

우리는 붓다의 얼굴이 ‘자비실천의 얼굴’ 하나로 단일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비베카난다의 이러한 평가와 수용은 붓다의

얼굴, 내지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 ‘자비실천’의 카르마 요가적 측

면(=대승적 보살행)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물론 이 점에서 우리는 비베카난다에게 미

친 대승불교의 영향을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산냐시 붓다’이다. 다시 비베카난다는 붓다를 산냐시로

본다. 카르마 요기이면서 동시에 산냐시(sannyāsī)이다. 사실 비베

카난다는 힌두 전통의 종교를 ‘사제자 vs 산냐신’의 대립구조로

이해한다. 산냐시들은 사제자들의 타락상을 비판하는 존재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치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자처럼 말이다. 이러한

그의 역사인식에는 ‘유대교의 사제자 vs 예언자(=구약의 예언자 +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서양기독교를 보는 인식이 투영(project)

되어 있다. 과연 힌두전통의 인생기에 대한 규칙(āśramadharma)

의 네 번째 단계인 산냐사(sannyāsa, 遊行期)를 유대-기독교 전통

의 예언자와 동일시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 예언자

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예언자들이 사제자들에 대해

서 비판했던 만큼의 비판을 산냐시들 역시 사제자들에게 했던 것

일까? 사제자들의 의례주의나 카스트차별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

게 보기는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힌두 전통 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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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된 이미지를 새롭게 보완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도움

을 주는 존재가 바로 붓다였다. 붓다를 산냐시라고 함으로써 산냐

시상(像)의 변천을 시도하였던 것인데, 실제 힌두 전통 속의 산냐

시 역시 붓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베다의 개혁자 붓다’이다. 붓다가 힌두 전통의 산냐시가

된 만큼, 붓다 역시 힌두 전통 속의 인물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자

연스럽게 성립된다. 붓다는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

니라, 베다 종교의 개혁자로서 베다 종교의 참된 정신을 펼친 사

람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 힌두교의 완성(Buddhism, the Fulfilm

ent of Hinduism)”이라 비베카난다가 말했을 때 역시, 마태복음
5 : 17에서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

러 왔다”고 말한 예수의 이미지를 붓다에게 덧씌우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비베카난다는 다양한 종교의 가치와 존재의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자(religious pluralist)가 아니라 다

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종교 속으로

포괄해 버리고 마는 포용주의자(inclusivist)에 지나지 않았던 셈

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논리는 두 가지 점에서 자가당착적이

다. 하나는 종교의 본질적 차이를 규정하는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볼 때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교와

힌두 전통의 형이상학이 같지 않음을 그 역시 지적하고 있지 않

았던가. 다른 하나는 불교의 출가가 가주기에 행해야 할 자기의무

(svadharma)를 행하지 않은 것임을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그 스

스로 힌두 전통의 산냐사와 불교의 출가(pibbajjā, pravrajyā)가

질적으로 다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붓다의 출가는

힌두 전통의 산냐시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힌두 전통의 종교와

는 다른 새로운 종교로서의 ‘불교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비베카난다는 ‘카르마 요기 붓다’를 말함으로써 어느 일

면에서는 붓다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지만, 다시 ‘산냐시 붓다’

와 ‘베다의 개혁자 붓다’를 말함으로써 불교를 불교 그 자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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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것이 아니라 힌두교 속에 포용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불교와 인도종교사를 모두를 왜곡했던 것이다. 이로써 비베카난다

안에서나마 불교가 살아있기를 기대한 나의 희망과는 달리, 비베

카난다 안에서 오히려 불교는 다시 한 번 더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베카난다를 중심으로 살펴 본 ‘현대 인도 안에서의

불교의 부재양상’이었다. 역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렀다. 그

러나 철학은 포용과 부재로부터 불교의 출가를 구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불교적 출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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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ism on Vivekananda's view of Buddha

Focused on Sannyāsa and Pabbajjā

Kim, Ho Sung

(Dongguk University)

Vivekananda didn't live a long life, but left a significant

mark. He introduced Hinduism to western society through

'the Parliament of Religions' held in Chicago, 1893.

Moreover he established 'Practical Vedānta' not only

succeeding Śaṅkara's Advaita Vedānta but also putting

sociality in it. Furthermore, he founded 'Ramakrishna

Mission' to put his theory into practice, so that he should

be called as the founder of a new religion in Hindu religious

history.

Unlike other contemporary leaders of Neo-Hinduism,

Vivekananda made a lot of references to Buddhism. Praising

and criticizing Buddhism, he put Buddha into the Hindu

religious system. Then in what way did he try to praise

and learn from Buddha, and in what point did he criticize?

Besides, in what logical way did he include Buddha into

Hinduism?

About these subjects, it looks like there have been

reported few researches not only in Korean academia, but

also in the world. I analyzed the Buddha and His Message

which compiled Vivekananda's references to Buddha and

Buddhism. As a result, I found that Vivekananda

constructed three types of Buddha figure as follows. I tried

to summarize each of three types with my own criticism.

The first one is 'Karma-yogī Buddha'. Vivekan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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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recognized the reality of India which had been ruled by

Britain, started to aim for transformation of the Hinduism

and reformation of the Vedānta. And he took his direction

for serving the public. This kind of ideology is found in the

Bhagavadgītā which contains the Karma-yoga. Even though

the text stressed Karma-yoga very much, there hasn't been

a practical role model. And he had a new understanding of

Buddha as a role model who had lived a life renouncing

obsession and desire, serving the public with compassion.

He highlighted the aspect of 'Karma-yogī Buddha'. Of

course we cannot simplify Buddha's feature as one, 'the

Practice of compassion'. But these kinds of Vivekananda's

evaluation and acceptance can be regarded that he stressed

'the Practice of compassion' in the aspect of Karma-yoga

in Buddha's features and teachings. I evaluate it positively,

and in this point, we cannot deny the influence of

Mahāyāna Buddhism on Vivekananda.

The second one is 'Sannyāsī Buddha'. Again,

Vivekananda regards Buddha as Sannyāsī. He understands

Hindu traditional religion as an opposition, 'Brahmī VS

Sannyāsī'. And he thinks the Sannyāsīs were the critics,

just like the prophet in the Old Testament, who criticized

corruptions of the Brahmīs. In his historical awareness,

perception of Christianity which can be said as 'Jewish

priests VS prophets(the prophet in the Old Testament, and

Jesus)' is projected. But is it possible that the Sannyāsa,

which is regarded as the fourth stage of life in Hindu

tradition, is identified with the prophet in the

Judaism-Christianity tradition? I don't think it's possible.

Compared with the prophets relatively, did the Sannyāsīs

criticize the Brahmīs' rituals or discriminations based on the

castes as much as the prophets did to the Jewish priests? It

is hard to think like that for me. Complementing these kinds

of images that hadn't been in Hindu tradition, the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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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uddha was helpful in creating a new image. Calling

Buddha as Sannyāsī, Vivekananda tried to change the

images of Sannyāsīs. Furthermore, he claims that the

Sannyāsīs who were in Hindu tradition lived their lives just

as Buddha.

The third one is 'Buddha as a reformer of the Veda'.

Because Buddha became a Sannyāsī in the Hindu tradition,

it is natural for him to be included in the Hindu tradition.

Vivekananda thinks that Buddha was not a founder of a

new religion, but a reformer of the Vedic religion who

preached Vedic religious spirit. Saying "Buddhism, the

Fulfillment of Hinduism", Vivekananda put the images of

the Jesus, who preached "I came not to destroy, but to

fulfill", on Buddha. That's why Vivekananda cannot be a

religious pluralist who acknowledges the values and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other religions, but a inclusivist

who pretends to admit other religions, including them in his

religious system. However, his logic contradicts itself on

two points. One is the difference between Buddhism and

Hindu tradition in metaphysical viewpoint which defines the

essential difference of religions as he pointed out. The other

is the difference between pabbajjā(pravrajyā) in Buddhist

tradition and sannyāsa in Hindu tradition. He also criticized

strongly the difference because Buddhist pabbajjā was not

fulfilling the svadharma which should be done in gṛhastha

stage in Hindu tradition. Ultimately, Buddha's pabbajjā was

denying to be a sannyāsī of Hindu tradition, and it led to

the 'Birth of Buddhism' as a brand new religion which is

different from Hindu traditional one.

As a result, Vivekananda, on one hand, brought the

positive side of Buddha into relief saying 'Karma-yogī

Buddha'. But the other hand, he included Buddhism into

Hinduism saying 'Sannyāsī Buddha', and 'Buddha as a

reformer of the Veda', not evaluating Buddhism itsel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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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said that he distorted both of Buddhism and Indian

religious history.

Against my expectations that the Buddhism could be

alive in Vivekananda, the Buddhism has rather died once

more in him. It can be said as 'absence of Buddhism in

Modern India' especially being focused on Vivekananda.

The history was obliged to flow in that way. But the

philosophy should save the Buddhist pabbajjā from the

inclusion into Hinduism which has been led to the absence

of Buddhism. That is the way to protect the identity of

Buddhist pabbajj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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