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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라는 시기에 아시아는 피식민자였고, 제국은 식민자였다. 본고는

아시아, 특히 불교 발생국인 인도와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영국의 관

계를 불교와 문화제국주의로 검토하고 비판하였다. 영국의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빅토리아시대에 불교는 학문으로 체계화되었고 그 학문적

본질은 근대 인도불교학이었다. 학문화된 불교는 동양을 비추는 거울일

뿐 아니라 빅토리아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도 하는데, 이는 서구

학자들이 만든 근대 인도불교학에 영국의 문화와 사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 근대불교학의 주체는 인도인이 아닌 서구학자들, 제국주

의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었고 그들이 속한 학회, 협회, 대학이었다.

대영제국의 학자, 특히 막스 뮐러와 리즈 데이비스 같은 서구 불교학자

들이 인도의 불교학을 발견하고 제작한 데에는 근대라는 시기의 문화와

제국주의적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배가 끝난 현재에도 그 문화

제국주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Ⅰ. 서론

근대에 서구는 아시아를 식민지화하였다. 유럽의 열강 중에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005-J02303).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purohi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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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은 19세기 내내 제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단된 적이

없는 초강대국이었다. 하지만 영국은 자신들의 법조문이나 공문서

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기재한 일이 없으며 언제나 대영제국에 의

존하는 하나의 분리된 국가로 다루었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에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확대하기 시작한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의 제

국주의는 인도의 수탈을 기초로 하여 본격적으로 수립되었다. 영

국이 유럽 열강과 패권을 놓고 다투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점을 안겨준 인도는 영국제국주의라는 왕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었다.1)

제국주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 모두가 혹은 정치, 경제

중 어느 한 부분의 발전이 미미하거나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지 못

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세한 영향력이나

직접적인 통제를 이룩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2) 19세기 동

안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라는 번영을 누린 영국은 빅토

리아 여왕의 치세동안 수상을 역임한 디즈레일리(B. Disraeli)가

적극적이고 강한 영국을 추진하는 1870년부터 ‘공식적 제국주의

(formal imperialism)’정책을 펼치게 된다.3) 공식적 제국주의는 치

열해지는 유럽 각국의 해외식민지 쟁탈과 정치적 변화, 유럽 이외

의 지역에 대한 그들의 ‘우월한 문화 전반의 욕구’ 등의 작용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위주로 하던 제국주의에서 탈피한 것을 말한다.

영국은 인도를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하면서 실질적인 주권행사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인도가 영국에 의존하게 하

는 공식적인 제국주의를 달성하였다.4) 이러한 제국주의는 제국을

1) 조길태(2004) pp.12-13.

2) 앤드류 포터(2001) p.28.

3) Smith(1982) p.75. Smith는 1870년 이전에 나타난 제국주의는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에 속하는 것으로, 1870년 이후의 것은

공식적 제국주의로 구분한다. 비공식적 제국주의는 산업의 발달로 자국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유럽 각국이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도세력이 국가가 아닌 사기업이고, 국가는 중상주의적

여건을 조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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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유지하는 정책으로서의 제국주의이지만 직접적인 식민

지배가 끝난 후에도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도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 더

큰 문제가 된다.5) 근대 시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서구

강대국들이 행한 제국주의는 각 제국마다 독특한 성향과 문화적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화제국주의’라고 부른다. 제국주

의의 본거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제국주의는 그 어느 제국보다

도 거대하고, 장대하며, 억압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영국

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인도에 펼친 문화제국주의는 식민지

당시는 물론이고 독립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국으로서의 영국과 그 제국의 꽃이었던 인도는 서양과 동양, 피

식민자와 식민자로서 상호공존하고 때로는 충돌했다. 그리고 이러

한 시대 상황에서 불교는 제국에 의해 학문으로 ‘발견’되면서 영

국이라는 제국의 문화적 특성을 온전하게 담은 근대의 학문이 되

었다. 이에 본고는 영국이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한 단계, 즉 18세기 이후 인도의 불교가 서구와 조우하게 되

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교라는 종교가 영국의 문화제국주의

속에서 학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인도 근대

불교학의 성립과정 속에서 영국학자들과 제국주의적 정책을 중심

으로 불교가 어떻게 학문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바

탕으로 인도불교의 근대적 성립과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를 비판하

고자 한다.

4) Doly(1986) p.45.

5) 에드워드 사이드(2005)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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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고학과 문헌학으로서의 인도불교

인도불교는 18세기 대영제국 관리들의 고고학적 관심에 의해

부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인도에서 불교는 완전히 쇠퇴한 것은 아

니었고 구전과 민속적 전통 속에서는 여전히 생존력이 강한 종교

였다.6) 이러한 불교가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부활한 것은 18세기

의 식민지 관리들이 아쇼까 석주(Aśoka Pillar)를 우연히 발견하

게 되면서 부터이다. 1750년 패드르 티펜탈러(Padre Tieffenthaler)

는 현재 델리의 릿지(Ridge)에 위치한 델리 미라트 석주(Delhi

Meerut Pillar)를, 이후 알라하바드(Allahabad)의 꼬삼비 석주(Kosam

Pillar, Kausambi Pillar) 비문의 일부를 찾아냈다. 이어 1784년 라

우리야 아라라즈 석주(Lauriya Araraj Pillar), 1785년 바라바르 석

굴 비문(Barabar Hill Cave Inscription) 등도 차례로 발견되면서,

당시 식민지 관리들의 고고학적 유적 발굴에 의해 인도에서 사라

졌던 불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7)

이런 식으로 석주와 비문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가운데 178

5년 폴리어(A. Polier) 대위가 델리에서 발견한 토프라 석주(Delhi

Topra Pillar)의 비명(碑銘)을 윌리엄 존스경(Sir Willam Jones, 17

46～1794)에게 전달하게 된다. 당시 산스끄리뜨 언어학을 기반으

로 한 인도학(Indology)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존스경이 이 석주

의 비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인도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존스경이 소속된 벵갈 아시아학회의 회원들은

이러한 유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돌에 새겨진 비명

6) Ahir(1991) pp.7-11.

7) 아쇼까석주는 16세기에 Thomas Coryat이라는 탐험가에 의해 델리의

폐허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근대 인도불교의 고고학적

발견과는 다른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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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01년 제임스 호어(James Hoare)

는 처음 발간되는 벵갈 아시아학회의 학술지 아시아연구(Asiatic
Researches)에 델리 토프라 석주의 탁본(Facsimile)을 소개하였

다. 학술지에 처음 등장한 비명은 그림형식으로 게재되었으며, 이

후 1838년까지 발견된 석주들의 비명들 역시 해독되지 못한 채

학회 논문집에 차례대로 수록되었다. 힌두교 원전들의 비판교정본

들을 편집하고 번역하던 당시의 서구학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전혀 새로운 문자체계인 불교 비문(碑文)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드러내었다. 1837년 바라나시의 인도조폐국의 고위 관리이자 벵갈

아시아학회의 총무였던 제임스 프린셉(James Prinsep)은 수년간

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비명을 일부 해독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

문자와 인도 문자를 사용한 화폐를 실마리로 델리와 알라하바드

의 비문 내용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였다.8)

석주가 발견된 방식과 유사하게 아잔따 석굴(Ajanta 石窟)도 18

19년 순찰 중이던 영국 군인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후

인도고고학조사국(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의 국장이 된

제임스 버기스(James Burgess)는 불교 석굴사원을 탐색하고 그곳

의 비명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데, 이는 인도에서 불교가 부활하는

데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고고학조사국의 탐사원

으로 임명된 군장교 알렉산더 커닝햄(Alexander Cunningham, 18

14～1893)9)은 1837년 사비를 털어 초전법륜의 장소인 사르나뜨

(Sarnath, 綠野園)의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나라 현장

(玄奘)스님의 순례기를 따라 인도의 중요한 불교유적지를 발견하

여 인도의 고대지리, 제1부 불교시대(Ancient Geography of India,
8) 塚本哲祥(1976) pp.13-26. 아쇼까왕 재세시 인도 여러 지역의 석주와

바위에 새겨 놓은 자신의 통치 이념인 법칙(法勅)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금석문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불교

고고학의 제1차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도 약 40개

정도에 이르는데, 법칙의 내용 및 그것이 새겨진 비석에 따라 7종으로

나뉘게 되며 현재에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9) Imam(1963), Imam(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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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Buddhist Period)라는 책을 출판한다. 또한 부처님이 정
각을 이룬 장소인 보드가야의 마하보디(Mahābodhi) 사원 부근을

발굴해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고, 1873년 바르후뜨 스뚜빠(Bhārhut

stūpa)를 방문한 후 1874년부터는 이 스뚜빠를 발굴하기 시작했

다. 이후 그는 캘커타의 국립박물관 안에 바르후뜨 갤러리(Bharhut

gallery)를 만들어 이곳으로 조각들을 옮겨갔다. 그는 불교문헌과

조각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병행한 후 1876년에 바르후뜨 수
뚜빠(The stū̄pa of Bharhut : a Buddhist monument ornamented

with numerous sculptures illustrative of Buddhist legend and

history in the third century B.C)(1814～1893)라는 저술을 남긴
다. 그가 밝혀낸 불교유적지에는 사르나뜨, 산찌(Sāñcī), 마하보디

사원 등이 있으며 이를 단순히 발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방대한

저술로 완성하여 연구의 권위를 인정받았다.

이 같은 탐험가 출신의 서구 고고학자들이 실시한 불교유적의

발굴과 연구는 인도에서 사라진 불교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적으

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후반 영국 본토에서는 불

교유적들을 비롯한 인도유물들을 모아 사진과 책으로 출판하거나,

박물관에 거대 모형으로 제작, 전시하여 이목을 끌었다. 특히 사

우스 켄싱턴 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은 제국이 소유

한 인도 컬렉션의 주요작품 중 하나인 산찌 스뚜빠의 일주문 모

형을 여러 점 복제하여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스웨덴 스톡홀

름, 덴마크 코펜하겐,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등 유럽 열강국의 주

요 도시에서 순회 전시하였다. 영국은 이 전시를 통해 인도의 역

사와 문화를 관리하고 통솔하는 책임감 있는 관리자로서의 모습

과 더불어 인도 문화에 대한 영국의 권위와 지배의 당위성을 보

여주었다. 1874년 발간된 사우스켄싱턴박물관에 전시된 인도예

술품 목록에는 영국의 이러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영국령 인도의 소유는 영국을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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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도불교의 고고학적 유물들을 비롯한 예술품 모두는

서구의 박물관에 진열되고, 또한 제국들 사이에서 순회 전시되면

서 유럽의 문화적 패권의 중심에 영국이 있음을 과시하는데 활용

되었다.

제국의 소유물이 된 불교유적물이나 비문, 화폐나 코인 등은 과

학적이고 사실적인 고고학(Archaelogical Studies)보다는 당대에

인도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성행했던 문헌학(Philology) 위

주로 연구가 전개되었다. 당시의 고고학적 유물들은 아쇼까왕 비

문을 다루는 인도학자처럼, 고고학적 방법론이 아닌 언어학을 기

반으로 하는 문헌학으로 취급되었다. 당시 서구에서 인도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불교를 새로운 언어를 풀이하는 ‘종이 위의 해

석학’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언어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

도학이 가졌던 당대의 성과를 배제하더라도 성서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기독교적 사고법이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16세기 기독교 개혁자들은 형상, 신전, 성지 등과 같은 다양한

기독교 유물자료의 가치를 폄하하고, 성경을 근본으로 삼는 종교

적 학풍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던 18세기에 영국대륙에서는 이미

인도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과 식민지

인도에 거점을 둔 기존 학회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

다. 인도를 통치하던 관료들은 그들이 인도에 머무는 동안 취미

생활로 산스끄리뜨어(Sanskrit語)를 습득했다. 힌두교의 고전어이

며 엘리트 언어인 산스끄리뜨는 당시 영국의 사교계에서 각광받

던 특권의 언어였다. 식민 관료나 군인들로 이루어진 인도학자들

은 학문적으로는 아마추어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학회

와 전문잡지를 소유하면서 제국의 의무를 수반한 언어학과 문헌

학의 집대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발견된

인도의 불교유적 중에서 영국인들을 매료시킨 것은 객관적이고

10) 임소연(2005)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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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고고학적 자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적 전통

과 취미에 맞는 유물, 즉 문헌자료인 필사본(筆寫本 manuscript)

에 열광하였다. 필사본은 대부분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사본형태

로만 존재하는 경전으로 당시 학자들의 기호에 맞는 비교언어학

의 보고였기 때문이다. 불교학자 드 용(de Jong)은 불교연구에서

의 필사본, 즉 문헌이 차지하는 확고한 비중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강조한다.

문헌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불교 지식의 원천임이 분명하다. 불교

예술, 비문, 동전 등은 유용한 데이터로서 이를 보충할 뿐이다. 일반적

으로 텍스트의 도움 없이 이는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11)

위와 같은 텍스트 위주의 불교 연구방법은 서구 근대불교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뷔르누프(Eugène Burnouf, 1801～1852)가

강조한 ‘문헌학으로서의 불교연구법’과 일치한다. 그는 1차 원전,

특히 산스끄리뜨 필사본 중심의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를 현대

불교학 연구의 주요한 원칙으로 지정해서 강조하였다. 그가 세운

텍스트학으로서의 불교연구는 이후 불교학의 기본형식이 되었고,

유럽학자가 타 종교인 불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합리

성을 부여해 줄 것으로 인식되었다. 빨리어와 티벳어에도 능숙했

던 뷔르누프는 인도불교는 네팔에서 온 산스끄리뜨 사본들과 스

리랑카에서 온 빨리어(Pāli) 사본들에 토대를 두고 연구해야만 한

다는 사실을 강조했다.12) 그는 산스끄리뜨 문헌과 빨리어 문헌이

라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후 그들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불교의 근본적, 고대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

다.13) 즉,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정밀한 원전(原典)연구

를 바탕으로 하는 문헌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11) de Jong(1975) p.21.

12) Burnouf(1844) p.12.

13) Burnouf(184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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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르누프로 인해 서구학자들은 빨리어, 산스끄리뜨어, 중국어,

티벳어, 몽골어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불교 사본들을 접하게 되

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동양학의 언어적 전통을 계승하고 확장시

키면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뷔르누

프의 필사본 중심의 문헌학적 연구법 자체는 그의 제자인 막스

뮐러(Max Müller, 1823～1900)를 거쳐 현대에도 통용될 만큼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인도의 불교는 학문, 특히 필사본 해석학의 본격적인 길을 걷게

된다.

Ⅲ. 필사본 정책과 연구단체의 조직

인도불교가 18세기의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해 부활하기 시작했

다면, 서구 근대불교학은 까뚜만두(Katmandu) 주재 동인도회사

직원이던 브라이언 허즈슨(Brian H. Hodgson, 1800～1896)이 보

낸 불교필사본이 프랑스에 도착한 1837년에 시작되었다고 평가된

다.14)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허즈슨이 네팔에 머문 기간(1820～

1843)에 방대한 양의 고고학적 유물과 필사본이 발굴되는데 이것

이 프랑스 아시아학회(Société Asiatique)로 송달되어 근대불교학

연구방법론의 개발자 뷔르누프의 책상 위에 놓이면서 유럽에 인

도불교가 처음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꼴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산스끄리뜨학과 교수였

던 뷔르누프는 대학의 후원 뿐 아니라 프랑스 수상인 기조(F. Guizot)

의 국가적 지원을 받았다. 그는 철저한 제도권의 후원을 바탕으로

‘필사본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학’이라는 기본적인 불교학 연구방

14) Waterhouse(200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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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를 세우게 된다. 따라서 이 학문체계 성립의 단초를 제공한

1837년을 근대불교학의 시작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인 근대불교학의 시작 연대와는 달리 막스 뮐러는 허즈슨이 산스

끄리뜨 원전을 네팔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발표한 1824년에 인도

불교학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뮐러는 불교 필사본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그 시점이 진정한 불교연구의 시작점이라고 생

각했다.15) 이러한 뮐러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되기

도 하지만 이는 당시 서구불교학에서의 필사본의 위상과 인도불

교 연구에 있어서 필사본의 절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18세기에 발견된 불교유적이 인도불교라는 잊혀진 가치를 환기

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허즈슨은 인도불교를 중세의 암흑에서 구

원한 인물로 평가된다. 불교 필사본과 허즈슨, 그리고 불교학의

진정한 시작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19세기 초반에 활약한 허

즈슨의 가치는 불교학의 진정한 시작과 의미를 같이 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학자는 없다. 동인도회사의 직원이던 허즈슨

은 단순한 식민관리가 아니었다. 그가 제한적인 필사본 중에서 진

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출해내는 방대한 수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관련된 학문적 바탕과 소양이 이미 그에게 갖춰져 있

었기 때문이다. 허즈슨은 올드헤일버리대학(Old Haileybury College)

과 포트윌리엄대학(Fort William College)을 거치면서 경전을 다

룰 수 있는 학적 기반을 다진 상태로 네팔의 동인도회사지부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그가 공부한 포트윌리엄대학 같은 경우는 영국정부가 행

정문관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1800

년 7월 10일 웰리슬리 총독이 캘커타에 포트윌리엄대학을 설립하

였는데, 이 대학은 인도의 식민 행정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 학문을 가르친 것 외에도 영국 행정가들에게 인도어, 벵갈

15) Schwab(1984) p.71. Lopez(199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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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힌디어 같은 현지어를 교육하였다. 이 대학에서 주로 배우는

산스끄리뜨어(Sanskrit), 아랍어(Arabic), 페르시아어(Persian), 벵

갈어(Bengali), 힌디어(Hindi), 우드두어(Urdu) 등의 언어로 이루

어진 책이 수천 권 이상 번역되었고, 이 외에도 마라티어(Marathi)

와 중국어(Chinese)도 보조언어로서 커리큘럼화되어 있었다. 영국

의 산스끄리뜨학자인 콜브룩(H.T. Colebroooke)과 선교사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산스끄리뜨와 인도의 수많은 지방어들을

가르쳤고, 현지 학자인 펀디트(pundit)들을 채용하여 벵갈어가 아

닌 산스끄리뜨를 기본으로 하는 전문적인 언어교육에 힘쓰게 하

였다. 펀디트 같은 경우도 수석 펀디트는 미르뜨윤조이 비디야랄

까르(Mrityunjoy Vidyalankar), 차석은 람나뜨 바짜스빠띠(Ramnath

Bachaspati), 보조는 람람 보세(Ramram Bose) 등을 두는 방식으

로 단계를 두어 임용하였고, 수 백명의 지역 언어학자들을 고용하

여 조직적으로 인도 문헌들을 번역하였다.16)

위와 같은 교육체제를 갖춘 포트윌리엄대학이 1800년 캘커타

(현재명, Kolkata)에 설립된 것은 대영제국의 조직적이고 단계적

인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캘커타에는 이미 1781년 헤스팅스 총독

이 건립한 이슬람 전문교육기관인 캘커타 마드랏사대학(The Calcutta

Madrassa University, 현 Aliah University)과 1784년 윌리엄 존

슨 경에 의해 창립된 벵갈 아시아학회(The Asiatic Society of

Bengal)가 있었기 때문에 포트윌리엄대학이 설립되면서 이 지역

은 인도연구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었다.17) 영국은 일차적으로

이슬람학의 총산지 마드랏사대학을 세운 후 이어서 인도학연구의

시초인 아시아협회를 창설했으며, 다음으로는 식민관리들의 교육

센터인 포트윌리엄대학을 차례로 건립하면서 식민지 국가를 통제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적인 연구센터를 하나하나 완성해가고 있

었던 것이다.

16) Mukhopadhyay(1965) pp. 47–51.

17) Majumdar(1991) pp. 107–109. 1815년 Ram Mohan Roy에 의해 벵갈

르네상스(Bengal Renaissance)가 도래하게 된 것도 이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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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제국의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된 포트윌리엄대학에서

식민지 인도의 다양한 언어를 습득한 허즈슨은 현지인들과 자유

로운 언어소통을 기반으로 네팔 현지의 불교필사본을 다루는 전

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허즈슨은 자신이 선별하

여 수집한 필사본들을 영국 본토와 인도 주재 학회와 사무실, 프

랑스 등으로 송달했다.

허즈슨은 1827년부터 1845년까지 66개 필사본을 포트윌리엄대학 도

서관으로, 94개는 벵갈 아시아학회의 도서관으로, 79개는 영국의 왕립

아시아 학회(Royal Asiatic Society)로, 36개는 인도성(印度省, India

Office) 도서관으로, 7개는 옥스퍼드대학의 보들리언(Bodleian)도서관

으로, 88개는 프랑스 아시아학회(Société Asiatique), 59개는 프랑스의

유진 뷔르누프(Eugène Burnouf)에게, 이상의 총 423개의 필사본을 도

서관과 협회에 제공했다.18)

하지만 불교필사본들은 허즈슨이라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인

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 개인, 학회, 국가

등의 조직적인 지원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례로 동양

을 학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건립된 프랑스의 아시아학회는 동양

문헌의 확보와 이를 전문화된 지식으로 보급한다는 창립목적을

가진다. 1822년 창설된 아시아학회의 회칙에는 동양의 문화를 수

집, 간행, 번역,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그들의 문화를 소유화하는

제국주의적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임명된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동양의 여러 언어의 강의를 위하

여, 유익하고 불가결하다고 인정한 문법서, 사전, 여러 가지 다양한 기

본적인 문헌의 편집과 인쇄, 프랑스의 국내외에서 제작되는 동종의 저

작의 발행을 예약구독 등의 방법에 의해 조성하는 것, 사본의 입수 내

지는 유럽에 존재하는 사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고, 그 번역과

발췌를 만들고, 동판 ․ 석판의 복제로써 사본 수의 확대를 도모하는

18) Hunter(1896) pp.33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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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지리, 역사, 예술,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유익한 저술을 행하는 사

람에 대하여 그들의 숨은 노력의 성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 정기적으로 아시아의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고 간행함으

로써 동양의 과학적, 문학적, 시적 작품 및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산출

되는 동종의 저작에 대하여 공중의 주목을 끌게 하고, 유럽에 관련된

동양의 여러 가지와 여러 동양 민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종류의 발견

과 업적에 대하여 공중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 아시아협회는 이상을

그 목적으로 정한다.19)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의 고문서를 취급하는 프랑스학회의 태도

는 당시 그들이 불교필사본을 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은 동양문화의 자산들을 자신의 유산으로 사유화하고 독점화

하는 체제로 학회를 창설하고 유지했다. 그들은 부지런히 동양의

정신과 정서를 담은 원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 문서들은 복사

되고 인쇄되어 그들이 만든 학회 안에서 증장되면서 광범위하게

배포되었고, 자신들의 학회에서 자신들만의 지식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발간되면서 도서관 안의 장서로 안착

되었다. 또한 그 장서의 내용은 서구학자들의 눈과 입으로 재구축

되어 그들의 후학에 의해서만 전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급화된

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학회 운영방식은 허즈슨의 불교필사본을 전

달받은 영국의 학회와 도서관, 대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

문에 프랑스와 영국 같은 제국들은 불교필사본의 소유와 쟁탈 문

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인도에 근거지를 둔 포트윌리엄대학,

인도성(印度省)은 물론이거니와 벵갈 아시아학회도 역시 같은 방

식으로 운영되었다. 1823년 저명한 산스끄리뜨학자인 헨리 콜브룩

이 ‘아시아의 과학, 문학, 예술을 부흥시키고 관련된 주제를 고구

(考究)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 창립목적을 명시한 왕립 아시

아학회도 학회운영 방식은 유사했다.

19) Said(1977)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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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학 연구를 하는 학회, 도서관, 개인에게 드는 엄청난

비용은 개인적 후원이나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유지되었다. 하

지만 그 외에도 기독교 선교단체가 비용부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들의 후원방식에서도 제국주의적 성향이 드러난다.

기독교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식민지 인도의 문화를 보호해야 하

는 것이 제국의 의무일 뿐 아니라 기독교를 위해서도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국의 제국적인 보호와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독교협회들은 인도에 대한 선교를 바탕으로 한 재

정적 지원을 시작했다. 1698년에 창설한 기독교 지식보급협회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701년의 해외복

음전도협회(Society for Promo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와 같은 초기의 조직 외에도 1792년 침례교 선교협회(Baptist

Missionary Society, BMS), 1795년 비종파적인 런던 선교협회

(London Missionary Society, LMS), 1799년 국교회 선교협회

(Church Missionary Society, CMS), 1804년 영국내외성서협회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08년의 유태인에 대한 기

독교보급을 위한 런던협회(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ity

Among the Jesus), 1813년 웨슬리파 감리교선교협회(Wesleyan

Methodist Missionary Society, WMMS) 등이 이미 조직적으로

인도를 개화하고 문명화하는 열의에 차 있었고, 동양학 연구사업

의 보증과 비용충당에 열성적이었다. 1813년 동인도회사의 특허법

으로 인해 인도에서의 선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전부

터 선교단체들은 유럽의 지정학적인 세력 확장과 공공연하게 결

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교활동이 자유로워진 이후부터는 본격적

으로 무역회사, 학술단체, 지리탐험기금, 번역기금, 인도에 설치되

는 학교, 기존 선교단체, 영사관, 무역관 등과 실질적인 ‘이해관계’

를 갖고 엄청난 열의와 비용을 들여 그 관계를 방위하는데 집중

하였다.20)

20) 에드워드 사이드(1999)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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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불교가 학회나 대학에서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영국의 식민지 관료나 군인 생활을 했던 인사들

의 감상주의적 의무감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인도생활을 오랫

동안 경험했던 그들은 영국에 귀환한 후에도 식민지 인도에 대한

자신들의 계몽주의적 의무를 강조하였다. 빅토리아 여왕 말기에

인도총독으로 부임한 커즌(G.N. Curzon, 재직 1899～1905)은 런던

대학(London University)의 동양아프리카학과(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를 설립하면서 그 당위성과 대국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자국민들의 식민지 경험을 언급하였다.

동양연구는 지적인 사치가 아니라 위대한 제국의 의무이다. 런던대

학의 동양아프리카학과(SOAS)의 설립은 제국에 필요한 가구의 일부

이다. 우리들은 어떤 형태이든 동양에서 몇 년을 보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시기이며, 그곳에서 이룩한 일은 영국인의 양 어깨에 걸쳐

진 최고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런던의 지원만 있다면 제국에 대하

여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인류의 대의와 선의의 촉진에 기여

한다고 느낀다.21)

불교학 전공이 있는 동양아프리카학과의 설립은 영국의 식민지

에 대한 공리주의적 철학과 관리체제로부터 생긴 제국의 의무감

에 호소한 논리적 귀결점이었다. 제국의 인도학이 식민 관료들에

의한 아마추어 학자의 탄생을 가져왔다면, 인도불교학이 시작된

당시의 학계는 단순한 필사본 수집가나 탐험가를 넘어서는 전문

적인 학자들이 이미 양성된 상태였다. 즉, 산스끄리뜨어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인도 주재 관리들의 소일거리 학문이었던 인도학

을 바탕으로 인도의 불교학은 전문적인 교수들의 학문으로 변화

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2) 그리고 교수와 학회를

21) Curzon(1915) pp.184, 191, 192.

22) 이는 인도근대불교를 학문적인 방법으로 다룬 두 사람의 학자인

뷔르누프와 허즈슨의 위상을 비교하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8세기

윌리엄 존스가 현지 펀디트를 신뢰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허즈슨은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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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전문가 집단을 장려하는 제국의 후원과 선교단체의 조

직적인 활동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 경제적 힘으로 작용했다

고 할 수 있다.

Ⅳ. 제국의 불교경전 출판 프로젝트

영국은 19세기 초반 이후 스리랑카를, 그리고 같은 세기 중엽

이후 미얀마를 지배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경전에 사용된 빨리

어를 이용한 불교연구가 시작되면서 인도불교에 관한 자료는 양

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법서와 사전

류가 출판되고 몇몇 아시아학회들이 사본 콜렉션들을 소장하게

됨으로써 불교연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산스끄리뜨와 빨리어 불전들이 출판되는 사례는 지극히

적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영국은 방대한 양의 불교원전들을 책상 위

에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영어로 번역하고 출판하면서

불교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1877년 이후로 수많은 빨리

어 원전들이 편집되고, 1881년 이후 산스끄리뜨 불교원전들의 본

펀디트들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였다. 그는 당시 학자들이

산스끄리뜨와 빨리어 사전에 의거해 자기식의 해석법을 가지고 번역한

것과는 달리 허즈슨은 펀디트들을 고용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불교학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그가 아므릇아난다(Amṛtānanda)와 대화에

의존해 불교를 공부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허즈슨은 불교텍스트를

캘커타와 유럽으로 보내면서 인도불교를 문서 안에서 체계를 갖춰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가

필사본을 그들에게 보낸 것만 기억되고 그가 생각한 체제는 잊혀졌지만,

문헌 안에서의 분석을 추구하는 언어학적 방법론의 뷔르누프는

불교학자로서의 대단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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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출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881년 빨리경전협

회(Pali Text Society)가 생겨난 후 인도불교학은 질적인 면에서

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산스끄리뜨원전

의 편집, 번역과 더불어 출판도 증가하였다.23) 이러한 인도불교의

원전 영역(英譯)과 출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대영

제국의 불교경전 번역사업의 양대 산맥으로는 리즈 데이비스(T.

W. Rhys Davids)와 막스 뮐러를 들 수 있다. 빨리경전협회를 중

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리즈 데이비스는 불교성전집(Sacred Books
of the Buddhists)시리즈를 간행하였고, 막스 뮐러는 1879년부터
1910년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50권으로 출판된『동방성서(The

Sacred Books of the East)의 책임 편집자이자 번역자로서 활동
했다.

리즈 데이비스는 빨리어로 된 원전들을 출판하기 위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필사본으로만 보존되고 있던 빨

리어 서적들을 로마나이즈화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가장 초

기의 불교문헌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쉽게 구해 볼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빨리경전협회를 창설하였다. 그는 1881년 미국에서 있

었던 허벗 강연(Hibbert Lectures)에서 빨리어 불전을 편집, 번역,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빨리경전협회를 설립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유럽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편집, 교정되지 않은

필사본들을 출판하기 위해서이다. … 초기불교의 성서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에 필적할 만한 종교운동의

전체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헌들의 출판은

베다(Veda)의 출판이 종교 및 종교사 연구에 공헌한 것에 상응하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24)

23) Almond(1988) p.26.

24) Rhys Davids(2003) 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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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빨리어 경전의 영어번역, 불교개론서 저술, 필사본의 목록

작업, 색인집, 단어집, 주석, 초기 불교역사에 관한 빨리 텍스트의

집필 등 빨리어 경전과 초기불교와 관련된 총체적인 연구물의 출

판을 목적으로 이 협회를 만들었다.25) 1895년에 막스 뮐러에 의해

시작된 동방성서 시리즈도 이 협회의 후원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후원한 동방성서의 영역(英譯)작업에 리즈 데이비스와
몇몇 학자들도 참가하였는데, 공동 작업을 한 이 시리즈가 1879년

이래 계속해서 출판되는 점에 자극을 받은 리즈 데이비스는 태국

(Siam)국왕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 불교성전집시리즈의 첫

출판물을 발간하게 된다.

빅토리아시대에 가장 각광받던 동양학자이며 인도학과 불교학

두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던 막스 뮐러와는 달리, 거의 정

년퇴임에 가까운 나이에 맨체스터대학 비교종교학과 교수가 된

리즈 데이비스는 대륙 내에서의 지명도나 정부 지원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막스 뮐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위상을 갖

고 있었다. 영국 정부 측에서는 스리랑카의 불교문헌 연구가 자신

들의 제국적 번영과 식민지 지배원리에 인도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후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리즈 데이비

스는 왕립아시아 학회에서 스리랑카의 식민지로서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연설을 하였지만 식민지로서의 인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정부 측 지원은 미미했던 반면 리

즈 데이비스와 기독교 단체와의 관계는 긴밀하고 공식적이었다.

1914년까지 23판을 찍었던 리즈 데이비스의 저서 불교(Buddhism)
(1878)는 원래 런던에 위치한 기독교 전도협회(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SPCK)를 위해 작성된 책26)

이었기 때문에 그의 불교연구가 기독교를 전제로 한 학문적 확장

25) PTS는 빨리경전의 출판을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협회 이전에 이루어진

빨리어와 관련된 편집본, 번역본, 주석본, 사전 작업 등을 재판(再版,

reprinting)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협회의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26) Rhys Davids(1907) p.ⅷ., Robert(200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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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향을 두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다.

막스 뮐러의 동방성서(Sacred Books of the East)의 제작 또
한 기독교를 전제로 한 비교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동양종

교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이 시리즈는 주로 힌두교 위주의 편찬

방식에 불교를 첨가하여 그 폭을 넓히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대영제국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종교수집의 결과물로서, 그가 펴낸

50권의 번역본 덕분에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페르시아

의 종교, 이슬람교, 중국의 종교를 영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불교연구에 있어서 불전(佛典) 필사본만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확고한 원칙과 그것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이 매우 과학적이라고

자부했던 막스 뮐러는 1862년에 10년 동안 유럽인이 발견한 완전

한 4종의 불교문헌을, 첫째는 허즈슨에 의해 네팔에서 발견된 필

사본, 두 번째는 코소마 드 쾨뢰스(Csoma de Körös)가 발견한 티

벳문헌, 셋째는 슈미트(Schmidt, I.J.)의 몽골텍스트, 넷째는 조지

터너(George Turnour)가 스리랑카에서 보내온 남방 상좌부 텍스

트라고 정의했다.27) 그리고 막스 뮐러는 완전한 불교 텍스트를 번

역하는 학자들의 제국주의적 의무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언어, 즉 빨리어, 미얀마어, 태국어, 산스끄리뜨어,

티베트어, 몽골어, 한문 등으로 쓰여진 불교도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서의 장서가 아직 유럽어로 완역된 것이 없다

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과오인 것이다.28)

이러한 제국주의적 의무감에 가득찬 막스 뮐러가 동방성서에
서 불교 영역으로 번역한 것은 총 10권에 해당된다. 제10권 법구
경(Dhammapada), 제13, 17, 20권의 율장(Vinaya Texts), 제19
권의 불소행찬(The Buddha-karita of Asvaghosha), 제21권 법
화경(The Saddharma-Pundarika or The Lotus of the True Law),

27) Müller(1867) pp.190-191.

28) 막스뮐러(1995)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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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 36권의 미린다왕문경(The Questions of King Milinda,
Milindapañha) 등이다. 또한 제49권에 수록된 금강경(The larger
Pragñā-pāramitā-hridaya-sūtra), 대품반야심경(The larger
Sukhāvatī-vyūha), 소품 반야심경(The smaller Sukhāvatī-vyūha),
아미타경(The Amitāyurdhyāna-sūtra), 무량수경(The Sukhāva-
tīvyūha Sūtra) 등 산스끄리뜨 대승경전(Buddhist Mahayana Texts)
이 이에 해당된다. 무량수경의 경우는 대정신수대장경의 편찬자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郞)가 번역한 것으로, 이는 난죠 분유(南

條文雄, 1849～1927)와 같은 일본 유학생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동방성서의 불교경전은 종교의 비교연구를 위해 번역한 것이지

불교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제49권처럼 일본

학자들과의 학적 교류와 산스끄리뜨 필사본의 유입에 의해 특이

하게 채택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교 번역본 중에서 상좌부 전통의

빨리문헌의 비중이 큰 것은 이 경전들이 불설에 가장 가까우며

정확하고 순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막스 뮐러는 인도불교의 필사본 중에서 주로 초기불교에 해당

하는 부분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본래 인도학자인 그는 산스끄

리뜨어와 그 문헌연구를 통해 밝힌 인도유럽어족이란 개념을 문

화적인 측면에 적용하여 아리안(Aryan)족이 기원전 1500년경 북

서쪽으로부터 인도로 침입해 이동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840～50년 사이의 아리안 침략이론(Aryan Invasion Theory)을

강조하면서 고대 인도문명과 유럽문명의 뿌리가 같다는 전제 하

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이

이론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대인도의 문화를 이상화한 뮐러는 인

도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명확한 분리를 가정하여, 문명화된 인도

는 지나간 과거이며 현재의 인도는 죽었고 ‘박물화’되었다고 보았

다. 현재의 인도는 그 역사와 명목상으로만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었다. 실례로, 그는 인도에 대한 사랑과 인도학에 관한 선구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제자들도

인도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였다. 막스 뮐러에게 살아있는 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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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아니며 진정한 인도는 단지 죽어있을 뿐이기 때문이다.29)

그의 논리는 인도불교에도 그대로 해당되며, 이는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당시의 불교, 즉 초기불교의 텍스트의 번역과 출판에 동방

성서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동방성서의 번역과 출판은 영국 황태자가 인도의 번왕
(藩王)들에게 복사본을 선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왕실

의 정책적 보호 아래 진행되었다.30) 동방성서는 영국의 국가적
후원과 장려에 의해 출판된 경우로, 제국이 말하는 식민지 문화의

‘보호’의 의미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 제도와 문화적 양식이 성립하고, 높이 평가되고 장려되도록

하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힘을 말한다. 보호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매

매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예술품이

구입되거나 주문되는 것과 같다. 또는 그것(보호)은 문화상품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 기관의 지원과 인식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31)

막스 뮐러는 동방성서에서 성서라는 말 대신 세계의 바이블
(Bible)이라는 말을 선호했으며, 동방성서의 출판이 너무나 유

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비웃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동방성서 중에서 힌
두교 경전인 리그 베다(Ṛg Veda)는 동인도회사의 전폭적인 지
원에 의해 번역되었지만 불교 파트는 후원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

러나 뮐러가 불교경전을 출간하고 이 거대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동방성서가 완간되어 세
계의 종교를 부족한 부분 없이 다루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완전해

지게 되고, 이를 통해 기독교 선교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방성서번역의 기본 원칙은 기독교

29) Nandy(1983) pp.17-18.

30) der Veer(2001) p.112.

31) Ashcroft 외(1998)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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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와 선교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32), 뮐러가 언어철학자인 레

이디 윌비 빅토리아(Lady Welby Victoria, 1837～1912)와의 교환

서신에서도 동방성서의 번역이 기독교의 위상을 높여주고 강화
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33)

이처럼 막스 뮐러의 동방성서의 번역과 출판은 기독교 선교
를 위한 방편론적 관점에서 시작되어 제국 왕실의 정치적이고 경

제적인 후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문명적 선교나 개종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기독교 전파 이후 식민지의 전통적인 토착종교

가 변형(reform)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교의 효과라고 주장한

그의 선교개념과 일치한다. 뮐러가 말한 선교의 의미는 실제로 당

시의 인도 종교, 특히 힌두교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데 지

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34) 그리고 힌두교가 서구적인 변형을 경험

하게 되는 것처럼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인도불교도들은 인도불

교연구학회를 창설하게 된다. 빨리경전협회의 창설과 그 활동에

자극을 받은 끄리빠사란 마하스띠비르(Kripasaran Mahasthavir,

1865～1926)는 1892년 벵갈에 ‘불교경전협회(Buddhist Text Society,

Bauddha Dharmankur Sabhā35)’를 설립하여, 입보리행론 入菩提

行論의 산스끄리뜨본인 보디짜리와따라(Bodhicaryavatāra)(1894)
와 청정도론 淸淨道論의 빨리어본인 비슛디맛가(Visuddhimagga)
(1893)의 일부를 협회의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이 협회는 이후에

32) Müller(1902) pp.455-456.

33) Müller(1902) p.332.

34) 예를 들면 기독교의 전파에 의해 힌두교 개혁운동인 ‘브라모

사마지(Brahmo-samāj)’같은 종교운동이 일어난 것이 그가 바라보는

독특한 선교의 개념이다. 기독교 선교의 자극에 의해 인도 토착종교가

개혁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35) 정확한 명칭은 벵갈불교협회(the Bengal Buddhist Association)이다.

지부로는 Shimla(1907), Lucknow(1907), Dibrugarh(1908), Ranchi(1915),

Shillong(1918), Darjeeling(1919), Tatanagar Jamshedpur(1922) 등과

현재 방글라데시의 Sakpura, Satbaria, Noapara, Uninepura, Chittagong

지역 등도 포함된다. 이 협회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Chowdhury(199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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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국의 불교도가 아닌 이들을 초청하여 불교를 가르치

는 기관이 되었고, 후에 캘커타대학의 국립 산스끄리뜨대 불교학

과로 계승된다. 1901년 스리랑카에서 유학하고 온 사띠시 찬드라

디야부샨(Satish Chandra Vidyabhuṣan)은 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도인이 된다.36)

리즈 데이비스와 막스 뮐러가 주도한 불교경전 시리즈의 출판

은 이후에 수많은 개인연구자와 연구단체를 파생시키고 후속 연

구들로 이어지게 하는 등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된다. 대륙에서도 독일인 인도학자 파울 도이센과 헤르만 올덴베

르그의 저작, 뉴만이 독일어로 번역하여 인기를 끌었던 불교 텍스

트, 1870년 파리에서 간행된 동양문고(Biblotheque Orientale)
시리즈,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술원에서 편찬한 산스끄리

뜨 사전과 북방 불교텍스트의 번역들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

다.37)

이처럼 엄청난 불교학의 발전을 이끌어 낸 불교경전 시리즈의

번역과 출판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와 제국주의를 위

한 비교연구의 방법론 중에 하나로 불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중반 기독교와 카톨릭의 첨예한 대립으로 종교적인

혼란의 시기를 겪던 영국은 자신들의 종교관의 정화를 위한 비교

연구방법에서 기독교와 비교할 수 있는 종교로 불교가 가장 적합

하고 유익하다는 입장을 취했다.38) 이는 리즈 데이비스와 막스 뮐

러가 각각 맨체스터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의 비교종교학과 교수였

36) Amore(1979) pp.73-74.

37) J.J.클라크(2004) p.120.

38) Clausen(1975) p.7. 빅토리아시대에 영국은 붓다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연구하면서, 불교가 바라문교를 개혁한 종교로서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리즈 데이비스는

지나친 단순화의 논리로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했지만 막스

뮐러는 붓다는 루터와 같은 인물임을 강조했고, 불교가 바라문교의

지나친 우상숭배와 제식주의를 몰아내고 인도의 종교를 단순하고

순수하게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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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도 명확하다. 실제로 영국의 인도불교 연구는 빅토리

아시대를 교육하고 개혁하는 객관적인 외부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되었고, 영국인들은 불교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

했다. 당시 불교라는 학문은 종교학의 범주 안에서, 특히 기독교

와의 유비(類比)관계 연구에 가장 적합한 종교로서 선택되어져 제

국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19세기 전반에 유럽이 규정한 세계의 4대 종교는 기독교, 유대

교, 이슬람교, 우상숭배교 등이었다. 즉, 당시의 유럽에서 인식하

던 불교는 붓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실체조차 알려지지 않은

종교였다. 하지만 영국의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빅토리아시대에

불교는 학문으로 체계화되었고 그 학문적 본질은 근대 인도불교

학이었다. 학문화된 불교는 동양을 비추는 거울일 뿐 아니라 빅토

리아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도 하는데, 이는 서구학자들이

만든 근대 인도불교학에 영국의 문화와 사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 서구학자들에게 불교는 그 이전에 발견한 유교, 힌두교와

는 달리 서양에 의해 구체적으로 소유되고, 점차 서양에 자리를

잡아가고, 따라서 서양에 의해 규제되는, 유럽인들이 재구성해서

만들어낸 완전한 작품이었다.39)

실제로 서구의 불교학자들이 인도의 불교학을 발견하고 제작한

데에는 근대라는 독특한 시대의 문화와 제국주의적 의도가 있었

다. 그리고 식민지배가 끝난 현재에도 그 문화적 제국주의는 영향

력을 발휘하고 있다. 근대에 허즈슨이 수집한 불교필사본들 중에

39) Almond(1988)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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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프랑스 파리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로 보내졌지

만 대부분의 필사본이 현재 영국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에 소장되어, 마이크로필름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존되고 있

다. 대영제국은 불교의 필사본들과 역서들을 자신들의 서고인 학

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박물관 등에 비축하고 진열하였다. 1753년

건립된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의 필사본 분야는 1973

년에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대영도서관에 소장되고, 필사본 컬렉션

은 1998년 세인트 팽크라스(St. Pancras)에 있는 별도의 대영도서

관 빌딩으로 모두 이장되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근대

적 상황을 현재의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질적인 인도

의 불교문화를 박물관으로 가져와 빅토리아시대의 제국주의적 시

각으로 재배열한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국의 시각으로 재맥랙

화(Recontextualization)한 이른바 ‘제국의 문서고(Imperial Archive)’

의 조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40) 이러한 제국의 문서고에는

유물화된 인도 근대불교가 박제되어 근대와 현재를 아우르는 대

영제국의 영향력을 지속화하고 극대화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 근대불교는 유럽 학자, 특히 막스 뮐러와 리즈 데이비스

같은 대학자들에 의해 문헌학으로서 발견되고, 수집되어, 편집과

번역의 과정을 거쳐 출판되면서 학문으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근

대에 발견된 인도의 불교는 인도학을 기반으로 한 학회나 대학

소속의 학자들에 의해 문헌학과 비교종교학의 범주에서 다시 시

작되었다. 제국주의가 극에 달한 빅토리아시대에는 기독교와 카톨

릭의 이념적 갈등이 부각되고 상대주의의 조류가 부상하는 ‘이데

올로기화된 다원주의(Ideological pluralism)’ 안에서 불교가 다루

어졌다. 이데올로기의 소란 속에서 불교는 빅토리아시대의 수많은

‘주의(主義, 이즘 ism)’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

한 수단으로 하위 배치되어 비교종교학의 분야에서 연구된 것이

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영국의 문화제국주의적 정책과 기독교 선

40) Richards(1993)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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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라는 종교적 사명감도 더해져 있었다. 때문에 인도의 근대불교

는 종교성을 상실하고 필사본 연구 안에서의 학문으로 변형되고

성립되었다. 인도 근대불교학의 주체는 인도인이 아닌 서구학자

들,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었고, 그들이 속한 학회와

협회, 대학이었다. 그들을 후원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제국의

담론 속에 인도 근대불교학은 타자로서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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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que of Cultural Imperialism and Modern

Buddhism in Asia:

Establishment of Buddhist Studies in Modern India and

British Cultural Imperialism

Kim, Chin-Young

(Dongguk Univ.)

The article deals with the main cultural imperialism

approaches to Buddhism in modern Asian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ritically the cultural

imperialism became an instrument for modernization though

it played roles in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studies in

modern India. The 19th and 20th century explorers,

archaeologists, philologists and researchers some British

scholars and officials in understanding buddhist philosophy

and in restoring Buddhist holy places initiated the process

of revival of Buddhism in India. And we may say that with

the discovery and translation of Sanskrit, Pali, Tibetan and

Chinese texts and Victorian Orientalist invented and

controlled Buddhism, as possessing the criteria upon which

the judgement of the religious, social and cultural value of

Buddhism.

In this paper, I have three objectives : (1) I may briefly

discuss modern indian buddhism existing in the land of its

origins were the archeological studies and palm-leaf

manuscripts of philology. (2) I analyze how to start Brian

H. Hodgson who as an official of the East India Company

in Nepal came into possession Buddhist manuscripts,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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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dispatched them to Calcutta, London, and Paris. As the

founding father of the discipline of Buddhology in the West,

especially E. Burnouf. His mastery of both Sanskrit and Pali

made an ideal person to construct from his field of

documents an intelligible scheme of ideas which would

henceforth be the prototype of the European concept of

Buddhism. (3) I discuss how the discovery and translation

of Sanskrit, Pali, Tibetan and Chinese texts, romantic and

Victorian Orientalism invented and controlled Buddhism.

The way had been prepared for it by the Pali and Sanskrit

translations of Max Muller, Rhys Davids and a number of

other British scholars.

My finding will support the idea that the British

cultural imperialism in modern India buddhism was

constructed, generally cast as the inverse of the progressive,

post-enlightenment civilization of the British colonizers.

Thus, thes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constructions and modern buddhism are part of the legacy

of colonialism and of christian idiosyncrasy.

Key Words: Cultural Imperialism, Indian Buddhism,

Philology, Max Müller, Rhys Dav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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