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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慧眼) 서경수 선생의 삶과 사상*1)

__세 흐름의 상호 교섭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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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수 선생의 삶과 사상은 실존적, 종교/불교․철학적, 정치․경제․

사회적인 세 흐름의 상호적 교섭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삶에서

‘길’에 대한 그의 탐구와 행로는 실존적, 그가 평생 동안 중생구제를 위

해 연구하고 노력한 것은 종교적, 그리고 그의 일제에 대한 항거나 정

부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이었다.

삶과 세계를 비추고 반영하는 사상이란 전일하고 총체적이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갈등과 조화를 수반하며 상호적으로 교섭

한다. 그의 삶과 사상의 이러한 복합적인 역동성은, 그의 특유의 실존적

열정, 그의 무주처(無住處) 보살적인 원행(願行), 그리고 이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의 위치와 관심이 빚어낸, 상당히 ‘인간적인’ 것이었

다.

그는 자타를 구제하려는 통찰력 있는 자비로운 관점을 일관되게 유

지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의 삶과 사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그의 사상에 부족한 점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이전에 발표한 서경수 교수의 업적과 현대 인도철학에의 한

전망 을 변화, 발전시켜 주로 그의 사상의 세 흐름의 상호적 교섭을

중심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발표문에 포함되었던 현대 인도철학에 관한

부분은 분량이 넘치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철학․명상 연구자. yoshwa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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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감

이 글에서는 한국 인도철학 5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그 한 원로학자인 혜안(慧眼)1) 서경수 선생의 삶과 사상

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1986년 그가 갑작스레 타계한

후 그에 대한 그의 삶과 사상에 관해서 여러 추모의 글들과 함께

몇몇 저작집 및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필자는 기존의 그러한 글

과 자료들을 모으고 몇몇 관계된 분들을 만나거나 얘기를 들으면

서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해를 발전시켜갈 수 있

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탐구에 대한 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다.

혜안의 사상, 즉 ‘서경수 사상’에 대한 탐구는 일종의 순차적 발

견의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주로 그의 종교, 즉 불교

에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띄었지만, 논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그것

의 아래를 흐르는 저류(底流)로서 실존(철학)적 흐름이 파악되었

다. 그리하여 내용을 수정하며 마무리하려 할 때 이번에는 정치․

경제․사회적 흐름이 눈에 들어왔다. 간명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은 다소 복잡, 다기(多岐)하고, 그 전모의 파악이 쉽지 않은 혜안

의 사상은 적어도 실존적, 종교적 및 사회적인 이 세 흐름으로 이

루어진 복합적인 성격의 것으로 볼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세 흐름이 자연스럽게 서로 갈등하거나 어울리면서 그의

삶과 사상을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구체화된 이 논문의 본론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제

I장에서는 혜안의 삶과 사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및 접근방법을,

그리고 제ⅡI장에서는 그의 삶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

1) 혜안(慧眼)은 날카로운 눈을 가졌던 서경수 선생에게 전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이 내린 법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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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경수 사상’의 세 흐름을,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서경수 사상

의 세 흐름의 상호 교섭을 다루었다.

I. 혜안 서경수의 삶과 사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및

접근방법

먼저 혜안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지금

까지의 이해를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 적절한 연구계획과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혜안의 학문적 업적에 관한, 비록 다소 짧기

는 해도, 어쩌면 가장 이른 시기의 명시적 언급은 혜안의 유고인

불교철학의 한국적 전개(1990)에 붙인 정병조의 편집후기 에

서 보이고 있다. 그는 혜안의 업적을, “첫째 인도불교의 중요성 제

고, 둘째 용수의 卽․中 논리 확립, 셋째 근대불교연구의 개척 등”

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혜안의 삶과 사상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언급과 연구는

이민용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는 서경수 선생과는 특히 종교학

의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동국대, 한국불교연구원, 1972년의 첫

번째 인도여행과 사찰 탐방 및 대불련 등의 활동에 동참하고 그

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해와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하여 그는 근대 불교 연구의 틀을 제시한 서경수 거사 (2009),

발간사 (불교를 젊게 하는 길: 서경수 저작집 I, 2010), 그리고
[이기영․서경수] 역사와 현실에 참여하는 불교를 고민하다 (201

2)의 세 편의 글을 내어놓고 있다.

먼저 근대 불교 연구의 틀을 제시한 서경수 거사 2)는 대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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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백봉 김기추와 함께 “한국 불교를 빛낸 재가불자 3인을 조

명”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인데, 여기서 저자는 그 내용을 크게

‘기상(奇想)의 질문과 천외(天外)의 답변’과 ‘불교의 근대적 각성’의

둘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1) 근대 불교 연구의 선구적 역할, 2)

호국 불교의 종교적 문제에 대한 지적, 3) 여행기를 통한 역사의

식과 현장의식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문

헌적․역사적 연구” 중심의 서구적 불교학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종교적 행위의 현장을 강조”하며, 이기영 교수와 함께 “실천 수

행과 과학적 학문의 결합”3)을 통해 서구적 불교학의 모순을 극복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서구 불교학의 창안

과 오리엔탈리즘 4)과 같은 자신의 그동안의 일련의 연구에 바탕

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불교를 젊게 하는 길: 서경수 저작집 I5)의 발간사 6)에서 그

는 “혜안 서경수 박사의 사상과 업적”을 (1) 기상(奇想)의 질문과

천외(天外)의 답변, (2) 구술사의 중요성과 서구 불교학의 극복,

(3) 한국불교근대화의 담론, (4) 에세이적 논문과 논문적 에세이의

넷으로 나누어 거의 감동적인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혜안

서경수 교수의 행적을 좇다 보면” “불교적 수행과 현실참여, 또

불교를 공부하는 행위는 거의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긴밀히 연관

된 총체적 행위라는 것을 알게”7) 되고, 따라서 “불교적 행위가 뒷

받침된 학문의 내용이 불교학이고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삶의

하나의 양식(A way of life)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8) 되

2) 이민용(2009).

3) 이민용(2009), p. 31.

4) 이민용(2007).

5) 이용부의 전언에 의하면, 이 서경수 저작집은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

안의 김재희 등의 ‘서경수교수 사랑 모임’(“잿밥 모임”)과 이민용, 이용부,

신대현을 포함한 ‘서경수 저작집 간행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마지막으로 제III권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6) 서경수(2010a). I, II권의 발간사는 동일하다.

7) 서경수(2010a)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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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혜안 선생을 통해 이런 불교학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현시”9)

됨을 증언한다.

[이기영․서경수] 역사와 현실에 참여하는 불교를 고민하다

10)라는 제목의 가장 최근의 글에서 그는 그 주된 내용을 ‘과거의

부정, 과거의 긍정’, ‘현장의식의 재현’, ‘전통의 거부와 정통으로의

복귀’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두 학

자의 공유성을 “불교의 근대성론”, “현장성”, 그리고 전통과 정통

에 관련된 승가의 재해석의 주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다시 불

교의 현대화, 불교의 현실참여, 그리고 서경수 교수가 항변하듯이,

승가가 “정통의 승가인 세계 인류와 뭇 생명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세로 바뀔 것”11)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이민용의 이 세 작업

을 통해서 혜안의 삶과 업적의 대체적인 윤곽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시사된 것처럼 혜안의 삶과 활동에 관해서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학문적 접근을 넘어서, 그의 학문

을 사람됨 및 삶과 관련하여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장

적절하게 가질 수 있는 학자는 아마도 그와 많은 활동을 함께 한

불연(不然) 이기영 선생일 것이다. 먼저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출간

한 서경수 교수를 기리며: 서경수 교수 수상집 12)에서 그는 혜안

을 “스승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적막속에서 적막과 공(空)의 묘미

(妙味)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으며, “강인하면서도 자상하고, 이

지적이면서도 퍽이나 다정다감했”으며, “수준높은 현대적 교양”을

갖추고 있어서, 그의 글들은 “주제의 다양성, 사고의 깊이와 날카

로움, 특유의 윗트 등이 그의 인품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유고들을 모아 낸 불교적 인생이라는 소책자의 서문에서

8) 서경수(2010a) p. 9.

9) 서경수(2010a) p. 9.

10) 이민용(2012).

11) 이민용(2012) p. 270.

12) 서경수(1988a)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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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혜안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시간성에 바탕을 둔 글들에는 언제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게 마련이

지만 여기에 실린 서교수의 글들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그는 영원한 現在에 서서보고 말했기 때문에 언

제 어디서 들어도 살아 있는 유익할 글들로 남게 되었다. … 그는 인

도의 성지들을 샅샅이 찾아 나섰다. … 그는 간디의 숭배자였고, 아힘

사의 실천자이었다. … 서교수의 일생을 ‘길에서 길로’ 다니다 가버린

영원한 순례자(巡禮者)였음을 지적한 일이 있다.13)

불교계에서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이들 세 학자의 이해에 더하

여, 이제 혜안에 대한 두 추모문은 우리에게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우종창 기자는 고 서경수교수의 학문과 인간 의 내용

을 ‘고문 후유증 한쪽 폐 도려내’, ‘6·25 이후 불교로 개종’, ‘재야인

사 낀 ‘삼각관계’ 유명’으로 나누어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변

선환은 그를 “평생 큰 죽음의 연습, 절대부정의 연습을 하면서 생

사를 초월한 무애인으로 사셨던 나의 벗,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mahatma) 서경수형!”이라고 부르며, 다음의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로 형은 … 나에게 언어와 사유 저 너머에 있는 침묵의 세계를

보라고 말없이 몇 번이나 참대 막대기로 나를 때렸습니다. 둘째로 형

은 … 서구의 형식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S는 P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래 무일물(本來 無一物)이다”라고 …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

째로 형은 … 원효의 화쟁사상을 통하여서 한국의 얼, 한국불교의 얼

을 화(和)에서 읽는 길, 한없이 열려진 대화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

니다. 원효의 해석학적 원리였던 ‘종요(宗要)’를 가지고 ‘입장이 없는

입장’에 서셨던 무애인, … 넷째로 형은 언제나 민족을 사랑하는 순정

을 가지고 나의 잠든 양심을 깨우치곤 하였습니다. 간디를 사랑한 형

은 …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였고 부처님의 진리를 사랑하며 중생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의 투쟁(ein liebende Kampt)’을 계속하셨던 위

13) 서경수(1990a)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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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혼 …14)

이제 마지막으로 혜안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박성배

의 글을 보도록 하자. 그는 서경수 선생님... 15)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선생님의 비판정신이 기억납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의 학풍은 너무

서구 중심적이고 기독교 일색이라는 것,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동국

대 불교대학의 학풍도 거침없이 비판하셨습니다.16) … 앞으로는 기독

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모두 달 가리키는 손가락 보는 데에 그치지 말

고 직접 달을 보도록 애써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다른 종교를 믿

으면서도 둘은 웃으면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 저는 앞으로

도 계속 서 선생님의 비판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17)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혜안의 삶과 학문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보았다. 여기에는 무언가 공통된 면이 있으면서

도 상당히 다채로운 이해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의

다양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혜안의 사람과

삶과 활동의 다면성을 드러내는 것이겠지만, 또한 그를 보는 각자

의 지평과 입장의 다양함이 반영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삶과 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필자는 무엇

보다도 두 가지 점을 고려했다. 첫째는 혜안의 경우도 그의 저작

이 비록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장차 다양한 활용이 용

이하게 되는 하나의 문고로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는 영원과 함께 시간, 따라서 역사에 예민한 의식을 갖고 있던 그

의 작업은 변천하는 역사사회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전개

14) 변선환(1988) pp. 254-55; 서경수(1988a).

15) 박성배(2010) pp. 487-94.

16) 박성배(2010) p. 489.

17) 박성배(2010) pp. 4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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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갔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그의 작업

들을 그 산출의 순서대로 읽어본다면 어떨까? 그런 경우 아마도

그 텍스트들을 통한 혜안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이해는 가능한 한

최적의 추체험으로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

는 부록에 붙인 것처럼 우선 ‘혜안 서경수 선생의 작품․활동 연

보’를 작성한 후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읽기 시작했다.18)

그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 텍스트의 내용에 대하여 다소 느

슨한 의미의 ‘명상적․현상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시도

했다. 여기에서 ‘명상적’이라는 말로써 필자는 주어진 대상, 즉 여

기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주의 깊은 집중을 통하여 그 내용을 통

찰하거나 통찰적으로 이해함을 의미한다.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의식과 관련하여 어떤 대상, 즉 텍스트의 내용의 본질적인 구조나

연관을 통찰하거나 또는 통찰적으로 이해한다는 다소 느슨한 일

반적인 의미이다. 이 두 과정은 필자로서는 실제로 자연스럽게 서

로 융화된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의 독해는 결코 그리 쉽지 않았

고, 그것은 동시에 필자 자신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수반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했다.19) 마침내 그의 주요한 작품들을 대부분 읽어

보았을 때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그려지게 되었

고, 점차로 그 내용으로 더욱 깊게 파고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러나 지금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그러한 방법은 주로 제III장 제

2절에서 종교/불교․철학적 흐름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

되었다. 실존적 흐름이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내용은, 어쩌

면 당연하겠지만, 마침내는 일반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종합

적인 방식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18) 혜안 작품들의 연대적 읽기는 실제에 있어서는 주로 세속의 길 열반의
길과 불교를 젊게 하는 길 및 기상의 질문과 천외의 답변으로
대표되는 그의 글들의 모음들을 차례로 읽는 것이 되었다.

19) 그 과정에서 인도에서의 시간을 함께 보낸 아내 이양순도 간혹 나름대로

약간의 의견을 보태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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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혜안의 삶과 활동

혜안 서경수 선생은 1925년에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20)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4세 때부터 큰아버지 밑에서 종아리

를 맞아가며 2년간 한문”을 익혔다.21) 그는 경성의 중학 2학년 때

부터 “하늘을 볼 처지가 못”된다고 땅만 보고 다니다가 “불령선인

(不逞鮮人)으로 지목을 당”했다. 이듬해인 40년 그는 판매금지된

이광수의 흙을 독서회에서 읽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일본군에

끌려가 물고문을 받고 끝내 한쪽 폐를 도려내게 되었다.22) 서울대

이과에서 기독교에 심취해 있던 그는 본과에서는 종교학과에서

공부하였으나, 개신교 목사 출신 교수가 미국냄새를 풍기고 서양

우위론을 강조하는 것을 혐오했다.23) 이 무렵 국민당 정권의 초청

으로 중국 유학을 갔다가 패주하는 국민당을 따라 쫓겨 귀국하였

지만 “동양적인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24) 6·25가

터지자 통역장교로 입대한 그는 술자리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발

언을 하다가 잡혀가서 “며칠간 고문을 당하고 수감돼 있다가 미

군부대 독일인 상관이 보증을 서준 덕분에 간신히 풀려나올 수

있었다.”25) “군복을 벗은 그는 요양차 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때

불교에 크게 심취했었다고 한다.

20) 이는 거의 확실한 것 같지만, 길에서 길로는 그가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p. 256) 그가 중학교를 다닌 경성은

북쪽으로 다소 떨어진 곳인데, 아마 착오로 생각되나 아직 분명한

확인은 하지 못했다.

21) 우종창(1986), p. 250.

22) 우종창(1986) pp. 248-49.

23) 우종창(1986) p. 249.

24) 우종창(1986) p. 249.

25) 우종창(1986)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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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에 그는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

내고 이때 원시불교사상 이라는 뛰어난 논문을 산출했다. 60년에

벨기에 루벵대에서 학위를 한 이기영 교수가 동국대 전임강사로

취임하고, 전북대 강사로 가 있던 서경수 교수는 “1963년 인도철

학과 신설과 더불어 동국대에 돌아왔다.”26) 그는 같은 해에 Bhā

va(존재)와 Abhāva(비존재)의 문제: Nāgarjuna의 Madhyamika-

Kārikā에서 27)라는 제목의 그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언어학적․문

헌학적․철학적 접근을 취한 논문으로서 정식으로 석사학위를 받

았다. 그는 이기영 교수가 창설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한국

불교연구원(74년 창립)을 이끌며 공동연구․공동수련․공동참여

를 통해 불교인재를 키우는 데 앞장섰다.”28) 산사에서 수련대회를

갖기도 한 그때의 대학생들은 당시 장경호, 이한상 거사 및 백봉

김기추 거사 등의 활동과 함께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데 큰 역할

을 하였다.

혜안은 또한 65년부터 당시 이한상 거사가 창립한 삼보학회의

간사로 있으면서 한국근세 불교 백년사 편찬부를 발기하여 편
찬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국 근대불교사에 관련된 귀중한

사료들은 기강해이, 전시체제에서의 손실, “정화파동으로 인한 인

계인수의 불확실 등 많은 수난사 속에서” 상당수가 파손, 소각, 분

실되고 있었다.29) 그나마 남은 사료들을 긁어보아 그 편찬팀은 그

내용을 ① 승단년대(僧團年代) ② 승단본산(僧團本山) ③ 법식년대

(法式年代) … ⑤ 사회참여 ⑥ 선방년대(禪房年代) … ⑧ 교육년대

(敎育年代) … ㉔ 일본불교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편년체로 정
리하였다.30) 이 편찬작업은 1969년에 제2차 감수회를 갖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작업은 결코 정

26) 우종창(1986) p. 250.

27) 서경수(2010b) pp. 354-84.

28) 우종창(1986) p. 250.

29) 活불교문화단(2011) p. 75.

30) 活불교문화단(2011)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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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일부가 빠진 내용이 등사판으로 준비되

어 있다가, 1994년에 민족사에서 두 권으로 합본으로 영인한 것이

일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하여 거의 천

오백면이 넘는 듯한 이 방대한 자료를 구득하여31) 열람한 것은

필자의 이번 작업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신대현이 이끄는 팀이 그 내용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고 한다. 혜안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이룬 이 작업은 당시의 한

국불교근대사연구를 개척한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인다.

66년에 혜안은 그동안 써온 글들을 모아서 그의 대표적인 에세

이집 세속의 길 열반의 길을 출간했는데 이 수필집은 그 당시
의 많은 젊은 지식인들을 불교로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67년에 그는 불교신문사의 주필로 활동을 시작했다. 72년

초에 그는 이민용을 포함한 일행들과 그의 첫 번째 인도여행을

하였고 그 여행기는 79년에 인도 그 사회와 문화로 기록되었다.
76년에 그는 두 번째 인도 여행을 하여 인도 뉴델리에 있는 네루

대학에서 인도불교학을 연구하다가, 77년부터 일 년 동안 그는 네

루대학 한국어과 초대 교환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80년에

그는 세 번째로 인도에서 같은 네루대학교 한국학과 교환교수로

있었다. 이후 귀국한 그는 85년에 동국대학교 인도학술조사단에

참여하여 고대인도 문화 조사연구를 하였고, 같은 해에 김미영과

결혼했다가, 이듬해인 86년에 윤화(輪禍)로 타계하였다.

그 후 다양한 추모의 글들과 함께 여러 그의 글모음들이 출간

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길에서 길로: 서경수 교수 수상집
(1988), 불교철학의 한국적 전개: 서경수 교수 유고논문집(1990),
31) 혜안의 업적으로서 한결같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 중요한 자료는 수소문

끝에 삼보정사의 김민식 이사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로 마침내 신대현

사찰문화연구원 대표가 소장, 작업 중이던 것을 빌려 볼 수 있게 되었다.

자리를 함께 한 이용부 전 종무관으로부터는 덕산 이한상 자료집 등을
얻으면서, 아울러 서경수 저작집 출간, 이한상 거사의 활동 및
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 등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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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젊게 하는 길: 서경수 저작집 I(2010), 기상의 질문과

천외의 답변: 서경수 저작집 II(2010) 등이다.

Ⅲ. ‘서경수 사상’의 세 흐름

혜안은 강연이나 인도와 붓다와 간디 등의 주제에 관한 상당한

수의 TV 등의 녹화를 포함한 말해진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의 작품의 대다수는 글로 쓰인 것이기에 텍스트의 성격을 지닌

다. 그런데 그의 사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의 글쓰기의 스

타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에세이적 성격을 지니는 그의

글쓰기를 이민용은 “에세이적 논문과 논문적 에세이”32)로 적절하

게 특징짓고 있다. 주해와 인용이 절제된 그의 글들은 “논문과 에

세이의 경계에 서 있어 규격화된 논문의 영역을 허물고” 있기에,

오히려 그의 “번뜩이는 창의성과 직관을 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논문의 무게’를 느낀다”33)고 그는 토로하고 있다. 동의한다. 그의

글은 곧바로 주제적인 접근을 취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적절한

맥락 속에 드러낸다. 필자는 혜안의 이러한 글쓰기 스타일을 ‘종

요적 에세이’로 부르고자 한다.34)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경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실존(철학)적,

종교/불교․철학적 및 정치․경제․사회적인 세 흐름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이민용(2010a), pp. 13-14.

33) 이민용(2010a), p. 14.

34) 서경수(1966e), p.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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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존(철학)적 흐름 

혜안의 삶과 세계는 앞에서 기존의 다양한 이해가 보여주듯이

대체로 종교적, 즉 불교적이고 또한 부분적으로 인도철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실존적’이라 부를 만

한 어떤 저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의 삶과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① 북녘 날씨가 몹시 싸늘하던 초겨울 해질 무렵, 난데없이 日人 정

복 경관 세 명이 학교에 나타났다. 한마디 묻지 않고 다짜고짜 내 손

목에 쇠고랑을 채웠다. …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길이 끊어졌

다. … 그럭저럭 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길은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혀버린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도리어 길은 한 길 뿐이 아

니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무거

운 不安을 인간은 짊어지게 되는지 모른다. … 영원을 추구하는 <열반

의 길>과 육체의 문으로 들어가는 <세속의 길>이 실은 하나의 갈림

길에서 갈라졌다. … 길은 있다. 그런데 그 길이 한 길이 아니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이다.35)

② 그런데 현대에 와서 자유의 개념도 정의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

은 것을 새롭게 등장시켰다. … 자유의 밑바닥은 없다. 자유의 논리적

근거는 나 라는 개체의 논리적 근거와 마찬가지로 無 이다. … 그러

나 無 를 근거로 한 자유는 언제나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 행위하지 않을 수 없다. …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있다. 자유의 근

거는 無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유나 말이나 행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자유인은 불안하다. … 제한된 독립의 안정보

다는 그래도 불안한 자유가 한결 낫다. … 불안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종교는 역설한다. … 인간은 … 허무와 불안이 주는 고통을 더 진지하

게 고통하면서 죽는 시간까지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36)

35) 서경수(1966e), pp. 5-6.

36) 서경수(1966e), pp. 199-200.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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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주로 사르트르류의 실존철학의 시각에서 종교적 추구를

포함하는 자신의 삶의 역정을 돌아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②는

실존철학의 내용을 소개하고 종교에 대한 부정이 뒤따른다.37) 혜

안의 이러한 면모는 어떤 점에서 그의 지배적인 이미지와 배치되

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혜안에게서는 실존적인 저류가 보다 표면

적인 종교적/불교적 흐름의 밑바닥을 흐르면서 그것과 더불어 교

섭하면서 그의 삶과 사상을 이뤄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종교/불교・철학적 흐름

1) 종교/불교의 역사적 이해: 한국종교사, 한국불교사,

한국근대불교사

이제 이러한 실존적 흐름에 바탕을 두거나 그것을 포함하기도

하는 그의 사상의 주요한 영역은 대체로 종교와 역사38)로 나누어

진다고 본다. 이는 주제로는 영원39)과 시간40)으로 대표되는데, 영

원의 다른 표현은 무한41) 그리고 절대,42) 시간의 다른 표현은 유

한, 그리고 상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영원과 시간이라는 주

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43) 이는 한편으로는 무상(無

常)을 기본으로 하는 그의 불교 이해44)와 맞물리고, 다른 한편으

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1927)45)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37) 사르트르(2012) 참조.

38) 서경수(1966e), p. 135.

39) 서경수(1966e), p. 274, p. 318.

40) 서경수(1966e), p. 115.

41) 서경수(2010a), p. 101; 서경수(2010b), p. 80.

42) 서경수(1966e), p. 143.

43) 서경수(1985g), p. 30.

44) 서경수(1959), p. 3; 서경수(1966e), p. 119; 서경수(2010a),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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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1920년대 후반에 인도 칼캇타 대학의 다스굽타 밑에서 인

도철학을 공부하고 리쉬케쉬에서 요가를 수련하기도 한 엘리아데

의 영원회귀의 신화: 우주와 역사(1949)46)를 연상시키기도 한

다.

아무튼 그의 원초적인 우주 무대에는 영원과 시간이 있는데 그

두 차원에 걸쳐서 인간47)과 그들이 모여 사는 사회48)가 있다. 따

라서 영원, 시간, 인간, 사회는 그의 일관된 관심의 주제와 영역이

된다. 이제 한 문화적 형성체가 있어서 영원을 대표하면서 시간

속을 사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49) 따라서 그의 기본적인 관심 영

역은 종교이다. 그런데 종교가 시간 속을 살아갈 때 인간이 이루

는 사회의 시간은 역사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종교와 역사는 그의

일관된 기본적 관심사이다. 그런데 불교에 대한 그의 이해에 따르

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다. 주

인임을 자각하는 ‘나’를 불교는 강조한다.”50) 물론 그러한 나란 결

국 나 아닌 나이겠지만 … 이 나들, 즉 우리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는 우리 민족이자 한국을 의미한다.51) 생래적으로 강한 민족의식

에 덧붙여진 이러한 강렬한 자부심과 자각은 이 땅, 이 민족에 대

한 한없는 관심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종교사라는 영

역은 종교, 역사, 그리고 한국에 관한 세 관심의 결합에 의해 드러

난 관심 영역으로 보인다.

이 한국종교사에 대한 첫 시도를 그는 세속의 길 열반의 길
의 제2부 한국 종교사 서설을 위한 에세이 에서 전개하고 있다.

‘빛의 시대’, ‘때묻은 가사’, ‘칼 앞에 선 종교’, ‘십자가의 비극’에

이어 ‘왕조사의 종막’으로 끝나는 이 에세이를 그는 제5막에서 끝

45) 하이데거(1998).

46) Eliade(1974).

47) 서경수(1966e), p. 120.

48) 서경수(1984b), p. 101.

49) 서경수(1966e), p. 115.

50) 서경수(2010a), p. 142.

51) 서경수(1985g), p. 77.



76 ∙ 印度哲學 제42집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52) “또 <영원한 세계>의 <寂靜>을 찾아

고요히 살아가던 禪師도 있었다. 아무리 한국의 종교사가 비극의

흙탕물 속을 걸어 왔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반짝이는 별은 언

제나 꺼지지 않고 이 땅의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다.”53)라는 그 나

름대로의 하나의 전형적인 표현으로써 이 탐구를 끝맺고 있다. 앞

으로 이 영원히 반짝이는 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게

되겠지만, 아무튼 법정 스님은 그의 특유의 민감함으로써 서경수

교수의 시선(視線)을 느끼며, 이 <한국종교사 서설>을 “일찍이 시

도된 바 없던 특이한 종교사관에서 다루어진 주목할 만한 글이다.

사계(斯界)에 하나의 문제를 던질 줄 믿는다.”54)라고 평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종교사 서설의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의 이러한 한국종교사적인 이해가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접근과 이해에 있어서 언제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

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혜안은 언제나 종교적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를 만족시

키는 종교는 바로 적나라한 중관적이고 선적인 불교다. 따라서 많

은 경우에 그로서는 종교가 바로 불교를 의미한다. 아무튼 그렇게

그는 한국불교사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세속의 길 열반의 길의
주요한 부분이 이미 사실상 한국불교사였지만, 그의 유고집인 불
교철학의 한국적 전개(1990) 또한 한국불교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그런데 한국불교사에서도 그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한

국근대불교사이다. 저 한국근세불교백년사 자료집이나, 그것에
바탕을 둔 연구인 한국불교 100년사 (1971)나, 그 후속작인 일

제의 불교정책─사찰령을 중심으로 (1982)와 같은 작업들에서는

그만의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다. 그것은 그러한

근세백년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여기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52) 서경수(1966e), p. 378.

53) 서경수(1966e), p. 381.

54) 서경수(1966e) p. 383.



혜안(慧眼) 서경수 선생의 삶과 사상 ∙ 77

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고문을 당하게 하고 고향을 떠나 살게

만든 그 역사의 오류를 우리 모두가 되풀이 하지 말아야 우리의

바람직한 역사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마침내는 지금 여기의 현장55)인 것이 드러난다.

2) 구제론적 진리 구현의 전범(典範) : 석가모니, 고승들(: 원효,

혜월), 간디

그렇다면 이러한 구제론적 진리 구현의 전범(典範), 즉 이른바

모델이 있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부처님”이라고 부

르는 25세기 전의 역사적 인물, 즉 붓다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발자취, 또는 그 영향을 찾아서 그는 온 인도와, 더 나아가서 아프

가니스탄까지도 여행을 하는 것이다. 가방에는 현장의 대당서역
기를 지니고. 그리하여 그는 부처님이 길에서 태어나고 한평생

길에서 중생들의 고의 현장을 찾아서 스스로 먼저 그들을 찾아

움직이시다가, 마침내 길에서 열반하셨노라고 외우다시피 하면

서.56)

그는 또한 많은 불교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원효를 높게 평가하

고 있다. 그는 원효의 논소(論疏)태도를 종요적으로 보고 있는

데,57) 필자는 사실 혜안의 글쓰기도 상당히는 종요적이라고 느끼

고 있다. 그가 “元曉의 논리는 開合의 방법에 의하여 宗要를 밝히

는 和諍의 논리이다. 그리고 元曉는 그 시대, 중국 불교 사상계에

서 명성을 떨친 한국의 高僧 僧朗(三論宗)과 圓測(唯識宗)의 사상

을 보다 근본적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 융합시킴으로써 장차 전

개하여야 할 한국불교, 더 나아가서는 전체불교사상에 올바른 방

향을 제시하여 주었다.”58)고 언급하는 부분은 철학사상적으로도

55) 서경수(2010a), p. 154.

56) 예를 들면 서경수(2010a), p. 192.

57) 서경수(1966e)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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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흥미롭다. 그는 원효의 화쟁의 논리를 철저한 무애(無碍)

의 입장으로서 “입장이 없는 입장”, 즉 自由自在의 입장으로 이해

한다.59)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위도 무애의 행으로서 너그럽게 이

해하는 듯하다.60)

경허(鏡虛)에 관해서 그는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

국근대불교의 중흥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대

한 종교적 천재”의 “실존적 정립”61)을 위해 그의 경허 연구 (196

9, 70)62)의 전반부를 ‘종교적 질적 전환’63)을 중심으로 한 종교학

적․종교철학적 해설에 할당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경허

에 관해 회자되는 초상식적인 이적(異蹟)의 이야기들에는 그가

“도술을 쓰는 술사로 낙하되는 위험성”64)이 남아 있음을 경계하

기도 한다.

그런데 혜안을 거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당기고 있는

종교적 영웅은 바로 경허의 제자 혜월(慧月)이다. 그는 혜월선사

65)라는 글을 세 차례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천진한

인간성과 순진무구한 거침없는 행에 한없이 매료되어 도처에서

그를 우리 사바세계의 어른들을 구제해줄 어린 왕자와 같은 빛나

는 별로 앙모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는 혜월선사의 비문을 인용한

다.

24세에 경허선사의 법문을 들은 다음 크게 발심하고 의정을 내어

지게를 지나 밭을 매나 의정을 보고 의정으로 가며 맹렬한 정진을 계

속하고 7일이 되는 때 마침 미투리를 삼다가 크게 깨쳤다. 이후 38년

58) 서경수(1966e) p. 214.

59) 서경수(1966e) p. 215.

60) 서경수(1966e) p. 215.

61) 서경수(2010a) pp. 291-92.

62) 서경수(2010a) pp. 291-308.

63) 서경수(2010a), pp. 298-302.

64) 서경수(2010a), p. 308.

65) 서경수(2010a), pp. 337-65; 서경수(196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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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은 덕숭산에서 그대로 지내시다가 51세 2월에 남방을 유랑하면서

이르는 곳마다 크게 선풍을 일으키다. 통도사, 내원사, 미타암, 범어사,

선암사, 안양암 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도제양성과 종생교화에 힘쓰

시다가 서기 1937년 6월 16일 부산 선암사 밑바위 앞에서 솔방울이

가득 찬 자루를 어깨에 메고 선 채 그대로 열반에 들다. 그때 나이 76

세. 승랍 62세. 수법제가가 20인이 있다.66)

이에 혜안은 언급한다. “큰 바위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그 자라에서 동상처럼 우뚝 선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대로가 한 폭의 불화이다. 그는 이 같은 자세를 지닌 채 이 윤회

의 사바와 인연을 끊었다. … 이리하여 영원한 어린아이는 어린아

이처럼 살다가 어른들의 세계를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났다.”67)

혜안으로서 또 다른 모습의 역사적 구현의 전범은 바로 간디이

다. 그는 사실 간디에게서 보살의 모습을 본다.68) “동양적 불교에

서 다만 不殺生계로만 알려지고 있던 아힝사아는 간디의 위대한

인격을 통하여서 <종교적 사랑>으로 변질되었다. … 그리하여 印

度 종교에서 가장 낡은 교훈이었던 아힝사아는 간디 같은 정신적

지도자에 의하여서 오히려 가장 박력 있는 종교술어가 되고 말았

다.”고 그는 역설한다.69) “간디는 그의 행동을 수동적 저항으로부

터 구별하기 위하여 ‘진리파지(眞理把持, Satyagraha)’라는 지표를

세웠다. ‘옳을’ 때에는 어떠한 환경조건 밑에서도―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일이 있더라도―서슴지 않고 ‘옳다’고 말하는 것이 간디의

‘진리파지’이다.”70)라고 그는 이해한다. 이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진리 또는 진실(Satya)을 꽉 그러잡고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진실, 즉 어

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있음(Sat) 자체가 그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

66) 서경수(2010a) p. 365.

67) 서경수(2010a) p. 365.

68) 서경수(1966a), p. 166.

69) 서경수(1966e) p. 61.

70) 서경수(2010a)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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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인 영역에서 절대적

인 존재론적 원리가 작용하게 하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최적화의 행법인 것이다.

3. 정치・경제・사회적 흐름

혜안에 있어서 실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두 가지 일,

즉 그가 어떤 면에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고문을 받고 폐 하나를

제거하게 된 일, 그리고 그가 6·25때 통역장교로 일하다가 정부를

비판하고는 그 여파로 군복을 벗고는 마침내 가서 쉬던 한 사찰

에서 불교에 눈을 뜨게 된 일은 둘 다 상당한 정치․사회적 맥락

에서의 실존적이고 또한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일들이다. 또한 그

가 아마도 일제 시대에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그린 것으로 보는

그의 <로동에 따라 분배> 받네 라는 제목의 시71)를 통해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 그의 오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그의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세속을 사는

중생을 진정으로 위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삶에 압도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그 세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관심이 어찌 적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의 삶이 후기에 이르면서

는 이러한 세속적 영역에 대한 그의 관심과 이해가 증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기에 이를 실존적, 종교적인 흐름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흐름으로 설정하여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견해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가 다음과 같이 현대 사회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하는 경우이다.

71) 서경수(19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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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세계에 대한 이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배 (1975),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불교 (1978)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대세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볼

수 있다.

① 분배가 사회문제로 등장할 만큼 현실은 불균형, 불공평, 불평등

상태에 놓여있다. … 부와 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려면 공평한 분배

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 사회 안정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도 불안하다. … 자유와 평등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유지케 하는 열쇠중의

하나가 공평한 분배다. 여기서는 이 분배의 종교적 근거를 불교의 초

기교단에서 알아볼까 한다.72)

② 2. ‘메커니즘’ 시대의 종교기능 고도산업사회란 한 마디로 고도

로 ‘기술’산업이 발달한 사회를 가리킨다. … 고도로 정밀화된 ‘메커니

즘’이 정치․경제․군사 등 문화 분야에 골고루 침투하여 모든 관계를

기능적으로 조절하고 조작하는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다. … 더구나 모든 정보를 수집 판단까지 하는 ‘컴퓨터’까지 등장

함으로 기계시대도 또 절정에 이른 느낌을 준다. … 그런데 이 같은

한계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며 부정적 불신론을 제기할 때는 대

개 종교나 논리가 앞장선다. … 3. 기계시대의 문제점 기계만능사조는

인간에게 ‘심각한 소외감’을 가져다주었다. … 나를 상실한 인간이 바

로 로봇이다. 둘째,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의도된

시청각적 자극은 사고방식마다 획일화하고 … 셋째, 컴퓨터 조작에 의

한 기계적 생산은 ‘다량’을 산출한다. 다량 생산하는 제작화정에서 단

일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은 규격화된 생산품과 함께 획일화된 대중

속으로 용해된다. … 그래서 황금이 모든 만족을 가져다준다고 망상하

는 대중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다. … 그래서 도박과 투기가 대중사

회에서는 성행한다. … 나는 여기서 금은 같은 재화를 멀리하는 부처

님의 교훈을 반성해 본다. 4. 잃어가는 자연 고도산업이 기계화되어

다량생산이 쏟아져 나오므로 자원 고갈과 함께 자연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 산천초목에까지 불성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다시

72) 서경수(2010a), pp. 238-43; 서경수(197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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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겨질 때가 왔다. 인간은 소중한 ‘나’와 함께 지구까지 잃어버릴 한

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끝으로 고도산업이 일방적 자본축적을 가

속화한다면 사회에 부의 편재로 인한 양극화현상을 일으키고 이 양극

화현상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불안을 안겨다 주게 된다.

… 못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층을 위하여 서민들과 함께 살아가

는 것이 대승보살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에만 집착하

여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깨고 있는 재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설

복도 잊지 말아야 한다.73)

우리는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본다면 현대세계에 관한, 특히 정

치․경제․사회에 관한 그의 이해는 다소 일반적인 면이 있다. 그

는 현대사회나 세계에 대하여 그는 다소 단순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현대세계의 복잡

한 문제에 대하여 다소 단순한 종교적인, 즉 불교적 해결책을 내

놓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는 현대세계의 문제에 대하여 붓다

당시의 인도사회를 살펴보고 거기에서의 그의 지혜와 행적에서

영감을 얻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붓다 당시의 인도사회에 대한 이해

그러면 그는 부처님 당시의 인도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쓴 부처님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라는 흥미 있는 글은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2500여년전 인도 사회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과도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 우선 경제적으로

농업경제가 발달하여 자유 경작자의 출현, 각자 토지를 소유하는 중,

소지주가 생겨났다. … 한편 풍부한 농산물과 농기구 장식품, 일용품

들과의 교역은 시장 경제의 유통과 함께 상업발달을 초래했다. 이리하

73) 서경수(2010a), pp. 141-44; 서경수(19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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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유한 농민층과 유복한 상인층이 대두하였고 간지스강 유역의 여

러 도시들이 축재한 상인들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이 상인층을 당시

슈레스틴[śreṣṭhin]이라 불렀다. … 옛날의 슈레슈틴은 부족의 촌장 또

는 씨족집단의 장을 가리키는 낱말이었다. … 그런데 부처님은 이 화

폐의 출현에 대하여 적지 않게 경계했음을 초기 계율 제정에서 읽을

수 있다. 제2차 결집(結集)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금은은 이 화폐

와 같은 가치의 금은보석의 가짐을 비구 비구니들에게 금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부처님은 그의 예민한 윤리감각에 의하여 화폐의 축적이

가져올 부패와 타락을 예견하였다. … 그런데 이 슈레스틴이란 용어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지닌 그리하파티[gṛhapati]가 등장했다. 글자대로

의 의미는 가장(家長)인데 고대 베다시대에는 제사의식의 주인으로 희

생물을 바치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그리하파티가 이 시대에는 주로

상업 수공업 농업에 의한 수익을 처분하는 가부장적 지위에 앉게 되

었다. … 슈레스틴적 권위와 그리하파티적 권위를 한몸에 지니고 등장

한 인물이 유마경(維摩經)의 주인공인 유마거사 였다.74)

아마도 다른 연구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아무튼 그가 유마거

사를 그 당시 등장하던 슈레스틴과 그리하파티의 두 권위를 한몸

에 지닌 것을 보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즉 그의 정치․경제․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는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는 마침내 그

것과 관련하여 부처님과 불교의 가르침을 끌어내려는 예비적인

준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가 연구의 편의상 다소 인위적으로 구별해낸 이러

한 흐름들이 그의 사상에서 실제로 서로 어떻게 교섭하고 있는가

를 보는 것이다.

74) 서경수(1986a),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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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경수 사상에서의 세 흐름의 상호 교섭

1. 실존(철학)적 흐름과 종교/불교・철학적 흐름의 상호 교섭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혜안이 그의 세속의 길 열반의 길
의 序에서 자신의 삶의 역정을 매개로 하여 열반과 세속의 길에

관한 그의 깨달은 바를 밝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실존성과 실증

성, 즉 삶의 체험을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 즉 여기에서는 실존

과 종교의 흐름이 한데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은 그 후

그가 한국근대불교사 자료집을 편찬하거나, 한국 근현대의 고승전

을 준비하며 답사를 통해 구술자료를 수집하거나, 몇 차례의 사실

상의 불교순례여행을 통해 현장을 중시하는 연구를 해나간 데서

도 더욱 확증된다. 그러나 실존(철학)적 흐름과 종교/불교․철학

적 흐름의 교섭의 갈등적인 모습은 다음에서 보듯이 그의 사상에

서의 ‘어린 아이’ 상징의 이중성의 문제에서 극적으로 부각되어

드러난다.

1) ‘어린 아이’ 상징의 이중성: 미숙 대 순수

‘어린 아이’는 혜안의 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나타난다. 이제 다음의 텍스트들을 보도록 하자.

① 불안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종교는 역설한다. 佛敎의 空 이나,

基督敎의 절대자에 대한 歸依 는 一時의 의심도 없이 신앙만을 의지

하는 어린아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불안 없는 자유의 희

열을 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광명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음을 미리



혜안(慧眼) 서경수 선생의 삶과 사상 ∙ 85

알고 있는 人間들에게, 종교적인 불안 없는 자유란 아무래도 要請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은 나 의 궁극적 근거가 無 라고 하는

데서 오는 虛無 와, 自由 의 궁극적 근거가 無 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不安 을 양쪽 어깨에 걸머지고 허무와 불안이 주는 고통을 더

진지하게 고통하면서 죽는 시간까지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75)

② 종교는 가장 순진하고 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거울이다.

세속의 인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투철히 비쳐볼 수 있는 것은 종교

라는 이름의 거울이다. … 인류의 역사에 하나의 위대한 종교인이 끝

까지 그의 종교인다운 순백한 거울의 사명을 잃지 않고 죽을 때 우리

는 아직도 정의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 혜월스

님이야말로 현대불교사를 빛내주는 보살이었다. 영원한 어린아이로서

살아간 이 도인 때문에 불교는 새로운 별을 또 하나 얻었다. … 그의

행장은 그대로 한폭의 아름다운 종교화이다. 혜월사는 자연 그대로 진

이며 선이며 미이다.76)

이제 우리가 혜안이 사용하기를 즐기는 ‘길’의 상징을 사용해본

다면, ①에서 “ 不安 을 양쪽 어깨에 걸머지고 허무와 불안이 주

는 고통을 더 진지하게 고통하면서 죽는 시간까지 살아가는 수밖

에는 없다”는 길이 ‘실존의 길’이라면, ②는 어린아이 적 이상을

지닌 ‘종교의 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①은 ②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혜안은 그의 주된 상징 중의 하나인

‘어린 아이’에 대해 상호 배제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

는 것이다. ①의 어린이가 미숙(未熟)을 나타낸다면, ②의 어린이

는 본래적인 진선미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듯하다. ①과 ②의 텍스

트에서의 어린아이를 보는 그의 어른의 시선은 실존의 성숙(成熟)

과 범속의 퇴락으로 분열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는 ②에서의 ‘종

교의 길’에 대한 그의 확신에 찬 역설에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러

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과 세계를 보다 새롭게 볼 필요

가 있다는 앞에서의 언급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

75) 서경수(1966e), pp. 199-200.

76) 서경수(2010a), pp. 361-62; 서경수(196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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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경제・사회적 흐름과 종교/불교・철학적 흐름의 

상호 교섭

1) ‘세속’의 의미와 위상: 종교/불교적 대 사회적 시각의

배치(背馳)

우리는 이제 서경수 사상에서 정치․경제․사회적 흐름과 종교

/불교․철학적 흐름의 교섭의 한 전형적인 예를 그의 초기와 후기

의 두 텍스트에 나타난 ‘세속’에 대한 대조적인 이해의 차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세속’은 그의 대표적 에세이집인 世俗의 길 涅
槃의 길의 첫머리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주제어이다. 따라서 그
의 사상에 있어서 이 세속의 개념이 사용되는 양태를 추적해보면

그의 사상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③77) 열반의 世俗化를 막는 길 <영원> (열반)을 찾아서 世間 輪回

를 단절할 때 佛敎的 否定은 시작한다. 世間을 단념한 出家者에게 세속

的 일체는 무의미한 것 뿐이다. … 佛敎의 논리는 열반 <즉> 세속의

방정식으로 두 개의 모순 개념사이에 <卽>을 위치시킴으로써 두 개

념이 서로 모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처럼 되어 있다고

전개한다. … <즉>의 의미를 直線的으로 긍정하면 열반의 경지는 직

선적으로 전락되어 세속화되기 마련이다. … <열반>에조차도 住處를

부정한 보살의 否定的 결단만이 <열반>이 직선적으로 세속화라는 타

락을 막을 수 있다.78)

④ 당당해진 세속 … 교권이나 정권의 계승보다 세속에 사는 속물

들의 계층의 폭이 훨씬 넓고 깊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세속의 편이다.

세속은 절대 다수(多數)다. … 편집광(偏執狂)적 자기중심주의에 도취

된 지배층에 비하면 비굴해지리만큼 허약한 세속은 오히려 순수하다.

그래서 세속의 순수한 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 이승에서만 아니

77) 비교를 위한 연번(連番).

78) 서경수(1966e), pp.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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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승에서까지도 세속만세를 부를 때가 왔다. 종교의 최종목적은 종

교가 필요없는, 따라서 직업적 성직자도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다. … 그래서 종교의 세속화는 더욱 절실하게 요망된다.79)

③에서 혜안은 세속에 대한 종교적, 즉 불교적 접근을 하고 있

다. 세속은 곧 世間 輪回이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단절되고 부정된

다. 그것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열반을 매개로 한 보살의 중

생제도의 일환으로서 일 뿐이다.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는 ‘세속’,

즉 종교적 범주화 이전의 ‘세계’ 또는 ‘세상’에 대한 관념 또는 이

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글은 앞에서의 ②와 마찬가지로 1966년

에 쓰인 글로서 그의 전형적인 종교로서의 불교적 시각을 잘 보

여주고 있다.

1983년에 쓰인 이 글 ④에서 그는 세속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그는 이제 종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곧바로 세속에 접근한다. 그

리고 여전히 혼탁하고 비굴하기까지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순수

를 본다. 그리하여 “세속만세”를 부르면서 당당해진 종교는 그 목

적에 충실하게 종교 자신을 필요 없게 만들기까지 한다. 이 글 ④

는 어떤 면에서 ①의 실존적 접근을 사회적인 영역에서 더욱 적

극적으로 계승한다. 그리고 ①에서 슬쩍 보이는 종교에 대한 온건

한 부정은 여기에서는 더욱 본격화된다. <열반>, 즉 종교의 세속

화라는 타락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이제 오히려 절

실하게 세속화되어야 한다.

이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다양한, 때로는 서로 배치(背馳)

되기도 하는 언급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

은 그에게는 처음부터 ‘실존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인 인 세

흐름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서로 상이한 성격의 이 세 흐름은 때

로는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부정하기도 한다. 아무튼

글 ④는 그의 후기에 있어서 세속의 위상이 급상승했음을 보여준

다. 외부적인 영향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상 내부적으로

79) 서경수(1983b),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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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살의 시선으로부터 주로 구제의 대상 영역으로 보이던 세속

이 종교라는 문화적 형성체 이전의 그 자체로서 본래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다만 그가 도처에서 거의 청교

도적인 기세로 부정하고 비판하던 ‘세속’의 삶이나 인도 밀교에

관한 그의 이해는 보다 깊고 넓은 지금의 거의 전복적으로 혁신

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2) 종교의 대사회적 기능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 호국 대

호법, 영합 대 참여

종교가 세속에서 그 진리를 구현하려 할 때에는 그 대사회적

기능이 문제가 된다. 그 중에서도 종교와 국가 또는 정치체제 사

이의 위계가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혜안

이 볼 때에는 영원과 무한 및 절대의 영역을 대표하는 종교와 시

간과 유한 및 상대의 영역을 나타내는 국가 또는 정치인 사이의

위계는 이미 전자가 후자보다 우위에 있다.80) 따라서 사문이 왕에

게 예경하지 않는 인도의 모델이 적절할 것이다.81)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동진(東晋)의 승려 여산혜원(廬山慧遠)이 천자에 맞선 사
문불경왕자론(沙門不敬王子論)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82) 그런
데 문제는 “이 같은 기도는 일찍이 무너지고 불교교단은 항상 국

왕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국왕과 그의 왕권을 위하여 시봉적 지위

에서 봉사하여 왔다.”83)는 것이다. 이렇게 호국불교로 변질된 불

교가 한반도의 삼국에 들어와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문

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84)

80) 서경수(1966e), p. 380, 서경수(2010b), p. 215.

81) 서경수(2010a), pp. 165-66.

82) 서경수(1990b), p. 122.

83) 서경수(2010b) p. 70.

84) 서경수(1990b),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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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가 원광(圓光)의 이른바 “세속오계”로서 특히 네

번째 임전무퇴(臨戰無退)와 다섯 번째 살생유택(殺生有擇)의 계가

절대적인 성격의 불살생계를 깨뜨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85) 그가

볼 때 “종교인은 어느 시대에나 승과 속의 갈림길에서 항상 비장

한 결단을 강요받고 있”86)는데, “이 갈림길에서 얼마만큼 고민하

며 어떻게 결단지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종교적 인격을 가늠하는

기준이”87)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보다 중대한 문

제는 자장이나 원광의 종교인적, 승려적 자세와 결단을 후세의 불

교교단은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가 하는 데 있”고, “이것은 한국불

교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물음이 될 수도 있”88)다.

“그러나 신라의 불교교단 전체가 호법과 호국을 동일시하였다

면 한국불교는 전래 초기부터 반교리적(反敎理的) 방향으로 오도

(誤導)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89)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조차

도 한국불교계가 “아직도 호국과 호법의 근본적 한계를 의식 못

하고 예리한 비판의 법도를 내리지 못하였다면 역설적으로 말하

여 전래 초기의 반교리(反敎理)가 적어도 한국불교사에 한하여서

는 반교리가 아니었다라고 변증할 수밖에 없”90)고, “그렇게 되면

호법과 호국의 동일률은 한국불교의 역설적 특이성이 되고 만다

.”91)고 그는 본다. 이리하여 한국불교사에서는 “사문불경왕자론
(沙門不敬王子論) 같은 호법론(護法論)은 나온 일이 없”92)고, “‘종
교와 국가’ ‘승가와 왕권’ 등이 하나의 교리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없는 것이 한국불교사의 특성”93)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실로

85) 서경수(1990b), p. 115.

86) 서경수(2010b) p. 73.

87) 서경수(2010b) p. 74.

88) 서경수(2010b) p. 74.

89) 서경수(2010b) p. 75.

90) 서경수(2010b) p. 75.

91) 서경수(2010b) p. 75.

92) 서경수(2010b) p. 75.

93) 서경수(2010b)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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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사의 현실에 대한 종교학적 원론에 충실한 신랄한 성찰

적 비판이다.

혜안은 종교는 그 본질, 즉 그 출세간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도, 중생이 고(苦)로 시달리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94) 그렇다고 그냥 현실에 몰입해 버리

면 스스로 타락되어 구제라고 하는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되고,95) 현실을 외면하게 되면 인간과 사회를 위함이라는 종교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96) 그리하여 “유한

한 인륜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력과 무한을 지향

하는 종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

지하는 것이 이상적”97)이라는 중도적 이해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권력에 도취한 정권이 부당히 폭력을 휘두를 때,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종교교단”이며, “세속적 권력을 초월한 세계, 즉 무

한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인간이 세속적 출세에 눈이 어두

워서 맹목적으로 권력지향적으로 치달릴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고 그는 본다.98) 그리고 그것은 “非暴力의 종

교적 감화력에 의하여 극복”되는 “無抵抗(무저항)의 抵抗”이어야

한다고 보았다.99) 이러한 면을 포함하여 그는 “‘나’를 깨쳤다는 내

면적 질적 전환을” 인류와 사회에 대한 폭포 같은 ‘자비’를 통해

사회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역설한다.100) 그리하여 “오늘의 불

교는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을 가장 훌륭하게 불러서 만인의 가슴

을 감동케 하는 가수”, 즉 “오늘의 대승보살”로서 현실에 임할 것

을 역설하는 것이다.101)

94) 서경수(1966e), p. 296.

95) 서경수(1966e), p. 328, pp. 337-38, pp. 342-44.

96) 서경수(2010a), pp. 155-56.

97) 서경수(2010a), p. 138.

98) 서경수(2010a), p. 138.

99) 서경수(1966k), p. 70.

100) 서경수(2010a), p. 145.

101) 서경수(2010a),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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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세계에 대한 불교의 처방

아울러 이 두 흐름의 교섭에 관해서 분배 (1975), 불교와 현

대, 오늘을 슬기롭게 사는 길 (1979),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정

치, 경제, 사회 (1986)라는 제목의 세 글의 텍스트 중 일부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자.

⑤ 3. 현대의 분석과 불교 현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지극히 세

속적이란 점이다. 현대는 종교가 제시하는 ‘영원한 이상’보다는 ‘세속

적 현실’에 가치를 부여한다. … 그래서 둘째, 무한보다는 유한에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현대인간은 현실적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적 아집이 극단적으로 조장된다. … 그리고 셋째, 세

속적 현실에서 자기중심적 아집에 안주하려는 욕구는 그 욕구를 순간

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황금지향으로 달리기 마련이

다. … 따라서 넷째, 현대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추구보다는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밖에서 찾으려는 헛된 탐욕을 조장하는 시대다. … 잃

어버린 ‘나’를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 몰입함으

로써 찾으려는 헛된 수고만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군상이다. 불교가

현대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나’ 안에서 찾는 길을 보여주는 일

이다. ‘나의 주인은 나다’라는 법구경의 의미가 다시 살아 나와야 한
다.102)

⑥ 승가의 공평원칙 원시교단 즉, 상가(僧伽, Saṅgha)에는 일관된

경제윤리가 있다. … 탐욕과 보시 불교에서 가장 미덕은 보시라 하고

가장 악덕은 탐욕이라 한다. … 탐욕의 반대는 보시다. 보시의 논리는

분배로 연장된다. 탐욕의 사회가 삭막한 사막이라면, 보시의 사회는

즉, 분배의 사회는 푸른 초원이다. 탐욕은 사회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위협하지만, 분배는 사회의 평등을 온전케 하고 자유의 뜻을

되살린다.103)

⑦ 부처님이 표방하는 교설은 어디까지나 평화이지 전쟁은 아니었

다. 열반적정(涅槃寂靜)에서 적정에 해당하는 샨티 란 원어는 평화를

102) 서경수(2010a), pp. 148-50; 서경수(1979j).

103) 서경수(2010a), pp. 240-43; 서경수(197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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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따라서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이 적정이 의미하는 평

화다. … 아쇼카왕은 부처님이 교시한 Dharma(진리)에 의한 정치를

펴나갔다. 진리에 의한 정치는 곧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

치다. … 부처님은 적정의 길 즉 평화의 길을 교시하여 그 길을 걸으

셨지만 당시의 주변정세는 군소국가 사이의 부단한 전쟁으로 점철되

고 있었다. 부처님이 제시한 불국토이상이 현실적으로 곧 실현되지는

않았다. … 그러나 카빌라가 코살라에 의하여 정복되었다고 해서 즉

카빌라의 역사가 끝났다고 해서 부처님이 교시한 평화의 길도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류가 염원하는 이상은

여전히 평화의 길이다.104)

여기서 ⑤의 글은 ‘현대의 분석’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불

교적 처방을 예비한 분석이다. 그 점에서 그것은 세계와 불교의

상호 교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혜안의 사상에서의 정

치․경제․사회적 흐름과 종교/불교․철학적 흐름의 이러한 교섭

으로부터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해를 얻게 된다. 현대세계에 대

한 혜안의 진단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얼마 후에 나타나는

세속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은 이런 텍스트에서

는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단순한 역사적 흥망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

보는 종교의 긴 호흡으로서 특히 붓다가 제시한 진리와 평화의

길을 우리 모두가 초연하게 걸어가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다소 근

본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제시는 실로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깊게 음미할 때에 여느 세속적 이해로서는

얻기 어려운 귀한 통찰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04) 서경수(1986a),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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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흐름의 총체적 상호 교섭

이 삶과 세계는 실로 총체적인 가없는 장(場)이다. 여기에서 온

갖 일들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져가기도 한다. 우리가 앞에서

파악한 실존적, 종교적, 사회적 흐름들도 여기에서 상호적으로 교

섭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자연스러운 이러한 총체적인 상호 교섭

을 다음과 같은 주제로써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종교적/불교적 진리의 실존적․역사사회적 구현: 고(苦),

자유 및 구제

여기에서 우리는 혜안의 관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진입한다.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고 온갖 원인들과 조건들에 의해 다양한

현상들이 연기(緣起)한다.105) 이 연기를 그는 용수를 따라 무자성

(無自性)이고 따라서 중도(中道)로 이해한다. 유명한 연기 = 무자

성 = 공의 등식이 성립한다.106) 일반적으로 그는 종교를 포함한

문화 현상을 그것을 기록한 기초적인 언어의 현상에 주목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언어라면 그는 산

스끄리뜨이든 한문이든 구문론을 포함한 언어학과 사유방식, 그리

고 철학 또는 사상을 상호연관시키는 특출한 안목을 선보이고 그

런 방식을 필요할 때마다 거의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107) 논리

를 중시하고 필요에 따라 동원도 해가면서.108) 그러나 중관(中觀)

의 안목답게 이 언어, 이 논리의 한계를 그는 거의 언제나 보고

있다.109) 그래서 그 침묵, 붓다의, 그리고 선적(禪的)인 침묵110)의

105) 서경수(2010a), p. 171.

106) 서경수(1978e), p. 67.

107) 서경수(1966e), pp. 123-24, pp. 140-42; 서경수(2010a), p. 253.

108) 서경수(1966e), p. 43,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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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늘 크게 듣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침묵의 영역에서는 언

어가 그 좁은 한계 안으로 내파(內破)됨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111) 그리하여 그로서는 바이샬리의 유마힐 거사는 한없이

매력적인 인물로서 그를 끌어당기는 듯하다. 그는 마침내는 그의

존재를 인도에서 “슈레스틴적 지위와 그리하파티적 권위를 한 몸

에 지니고 등장한 인물”112)로까지, 즉 인도에서의 당시의 정치, 경

제, 사회적 상황과 구체적으로 연관시키면서 파악하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열반과 세속 사이에서 끝없이 왕래하는 정처 없는 무

주처(無住處) 보살의 이상113)에 그는 흥분한다. 그는 불교의 핵심

을 쉽게 자각(自覺)으로 이해했다.114) 무상이란 영원이 이 순간에

단절되는 것으로, 따라서 말하자면 순간적인 죽음으로 이해했

다.115) 따라서 자각이란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순간의 죽음을 받

아들이는 것이다.116) 순간순간 죽음으로써 살아감이 되는 그러한

깨어 있는 삶을 그는 바랐던 것 같다. 그러려면 나의 중심을 확고

히 잡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는 대상을 경계했던

것 같다. 그는 특히 TV와 같은 미디어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은

‘나’를 상실한 로봇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117) 이러한

연기나 무상의 기제에 깨어 있지 않으면서 별 생각 없이 대상들

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보이는 그대로 있는 것, 즉 실체로 보게

되어 집착을 하게 된다고 이해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

를 모르는 생명 있는 존재들, 즉 중생이 바로 고(苦)를 겪게 된다

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109) 서경수(2010b), p. 112.

110) 서경수(2010b), p. 411.

111) 서경수(1966e), p. 307.

112) 서경수(1986a), p. 26.

113) 서경수(2010a), p. 216, p. 222.

114) 서경수(2010a), p. 142, p. 213.

115) 서경수(2010a), p. 154.

116) 서경수(2010a), p. 154.

117) 서경수(2010a),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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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그에게는 무상․연기․공․중도 그리고 자각이라

는 종교적, 즉 불교적 진리의 구현이 문제가 된다.118) 그것이 이

‘나’의 실제의 삶에서 먼저 문제가 되고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그것은 우선 실존적이다.119)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또한 역사사

회적이기도 하다.120) 따라서 종교적/불교적 진리의 실존적․역사

사회적 구현이 그에게 상존하는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진리로

보면 구현이 과제가 되겠지만, 고로부터의 건짐으로 보면 그것은

구제(救濟)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121) 자각의 상태가 자유이고, 따

라서 그는,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끊임없이 고, 자유,122) 그리고

구제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성

도의 의미 (1969),123) 범성일여 (1976)124)와 같은 빼어난 통찰을

담은 글들을 내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불교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

음의 텍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면불(二

面佛)”적인 종교의 성격과 자타의 구제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부정

의 적극적 역할이다.

① 종교는 역시 二面佛이다. 한편으로는 <絶對>를 추구하여 무한히

올라가려고 하면서(上求菩提), 또 다른 한편으로는 <相對>的 세계로

내려와서 衆生을 제도해야 한다(下化衆生).125)

② 涅槃은 부정으로 향하는 방향에 있다. 불타가 최초로 말씀하셨다

는 苦集滅道의 四聖諦中 解脫 涅槃의 길로 인도한다는 滅(nirodha)의

118) 서경수(1966e), p. 162; 서경수(2010a), p. 107, pp. 190-92, p. 357.

119) 서경수(2010a), p. 190.

120) 서경수(2010a), p. 190, p. 192.

121) 서경수(2010b), p. 112.

122) 서경수(1966e), pp. 134-35, p. 162; pp. 198-99.

123) 서경수(2010a), pp. 230-32.

124) 서경수(2010a), pp. 213-14.

125) 서경수(1966e),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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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부정을 나타내는 까닭도 부정(涅槃)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부

정밖에 없기 때문이다. … 세간에 대한 부정인 출가로부터 시작하여

부정의 의미밖에 없는 涅槃으로 향하여 否定(滅)하면서 가고 있는 길

이 불타가 보여주신 解脫 의 방법이었다.126)

③ 그런데 보살에게는 안식할 住處가 없다고 한다. … 그는 衆生을

위하여 열반을 부정해야 하고, 또 열반을 위하여 世間을 부정해야 한

다. 그의 삶은 否定의 되풀이이다. …127)

④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無一物의 否定論理는 여러 祖師

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발한 대화 속에서 표현되었다. …

無一物의 禪的 立場에는 P라고 하는 述部뿐만 아니라 言語 S마저도 부

정한다.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다> … 부정의 방향을 다시 부정하고

현실로 되돌아오는 선이라야 살아 있는 眞禪이다. 돌아서 현실에서 움

직이고 있는 생명 있는 禪이라야 한다는 말이다. … 다만 달라진 것은

나이다. 집착의 迷路에서 방황하던 내가 覺悟의 밝음을 얻었다. … 禪

的 覺悟를 가지고 현실에 참여할 때 禪은 현실에서 가장 생명 있는 종

교가 될 것이다.128)

이제 이 두 가지 부정을 우리의 세 흐름과 연관시켜본다면 그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한 사람이 이 세속에서 단순

히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여느 사람처럼 산다면 그것은 단순히

범속(凡俗)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순전히 개인적 선택과 책임으

로써 현실에 마주쳐 나간다면, 그는 실제로는 실존적일 것이다.

이제 그가 세속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통해 그 궁극으로 향한

다면 그는 불교적이라는 의미에서 종교적이다. 그러나 그가 종교

적으로서도 자기중심성을 탈각하고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하면서

이 세속의 동료 중생들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은 새롭게 사회적인

것이 될 것이다.

아무튼 여기에서 혜안이 종교로서의 불교의 ‘이면불’적인 성격

과 함께 초기불교로부터 보살도를 거쳐서 선에 이르기까지의 부

126) 서경수(1966e), p. 121.

127) 서경수(1966e), pp. 39-40.

128) 서경수(1966e), pp. 50-57. 이하 모든 밑줄은 필자 (언급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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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제론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그로서는 전형적이다. 더

구나 그가 선에서의 부정의 부정을 얘기할 때는 대긍정이나 화합

을 얘기할 법 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삶이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정치․경제․사회적 흐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그가 세속

을 보다 긍정하게 되면서 비로소 ‘和’129)와 ‘화합’130)와 같은 보다

원만한 주제에 대한 그의 이해와 표현이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서경수 사상의 복합적 역동성과 그 의미

혜안은 그 스스로 다면적일 뿐 아니라 그의 사상에 있어서도

논리와 감성의 어울림, 현상학적 냉철 대 구제론적 열정과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상은 적어도 실존적, 종

교적 및 사회적으로 대표되는 세 흐름이 상호적으로 교섭하는 가

운데 형성되고 전개되어온 복합적인 성격의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이러한 상호관계의 모습은 때로는 배척과 부정의 긴장과 간극

으로, 때로는 수용과 긍정의 편안한 융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한 세 흐름이 서로 교섭하며 이뤄간 그의 삶과 사상

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해가려는 그

의 특유의 실존적 열정, 그의 삶과 사상에 세속과 초월의 모습이

다 비춰지게끔 이끈 그가 의식적으로 지향한 무주처(無住處) 보살

적인 원행(願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관심이라는 세 흐름이 빚어낸, 상당히 ‘인간적인’ 역동적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그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 온갖 다채로운 모습과 변이에

도 불구하고 그가 근본적으로 불교적 시각과 실천에서 자타를 구

129) 서경수(1985c) 참조.

130) 서경수(2010a), pp. 197-98; 서경수(198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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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려는 통찰력 있는 자비로운 관점을 계속 유지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의 삶과 사상을 접하

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감을 주리라 생각한다. 그가 떠나고

어언 삼십년이 가까운 지금, 계속되는 지식혁명의 흐름을 타고 발

전된 보다 유리한 시각에서 보이는 그의 사상의 문제점이나 부족

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자

신에게 앞으로의 과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맺음

우리는 지금까지 혜안(慧眼) 서경수 선생의 삶과 사상을 그 세

흐름의 상호 교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의 탐구에 의해 점

차로 그 모습을 드러낸 그의 사상의 세 흐름이란 각각 실존적, 종

교/불교․철학적, 정치․경제․사회적, 즉 실존적, 종교적, 사회적

인 흐름이었다. 그의 평생에 걸친 ‘길’에 대한 탐구와 그 행로가

실존적이었다면, 그가 평생 동안 중생구제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한 것은 종교적,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일제에 항거하고 정부를 비판한 것과 같은 행동은 사회적이었다

고 볼 수 있겠다. 사람의 삶과 세계를 비추고 반영하는 사상이란

근본적으로 전일(全一)하고 총체적이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교섭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편의상 인위적으로 분리해낸 그러한 실존적, 종교

적 및 사회적 흐름들도 그의 사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교섭

하며 때로는 상호적인 갈등과 부정으로, 때로는 어울림과 긍정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그의 삶과 사상의 이러한 복합적

인 역동성은 근본적으로, 그의 특유의 실존적 열정, 세속과 초월

의 전체적 모습이 그의 삶과 사상에 다 비춰지게끔 이끈 그의 무



혜안(慧眼) 서경수 선생의 삶과 사상 ∙ 99

주처(無住處) 보살적인 원행(願行), 그리고 이 세계의 한 구성원으

로서의 그의 위치와 관심이 빚어낸, 상당히 ‘인간적인’ 것이기도

했다.

아무튼 그의 삶과 사상의 온갖 다채로운 모습과 변이에도 불구

하고 그가 근본적으로 불교적 시각과 실천에서 자타를 구제하려

는 통찰력 있는 자비로운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노력한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의 삶과 사상을 접하는 많은 사

람들에게 영감을 주리라 생각한다. 계속되는 지식혁명의 흐름을

타고 지금의 발전된 보다 유리한 시각에서 보이는 그의 사상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뜻을 같

이 하는 우리 자신에게 앞으로의 과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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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fe and Thought of Hye-an(慧眼), Prof. 
Kyung Soo Suh: Mutual Negotiations of Three 

Streams

Hwang, Yong Shik

Independent researcher on philosophy and meditation

We have so far investigated on the life and thought of

Hye-an(慧眼) Kyung Soo Su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utual negotiations of three streams. The three streams

that have been gradually uncovered by the investigation of

present writer are existential, religious/Buddhist-philosoph-

ical, and political-economic-social stream respectively.

Whereas his lifelong search for the ‘Way’ and his actual

course of life are existential, it is religious that he re-

searched on and strived to actualize the ideal of saving liv-

ing beings throughout his life, and it is social that he re-

sisted the Japanese imperialism in his own way.

Thought that shed light on and also reflect human life

and the world are basically so holistic and totalistic that it

is only natural that everything that constitute it mutually

interact and negotiate. Accordingly, the three existential, re-

ligious and social streams that are artificially separated for

convenience’s sake mutually negotiates with one another

and thus appeares sometimes in the form of mutual conflict

and negation, and sometimes of harmony and affirmation.

Eventually the complex dynamism of his life and

thought is basically molded out of his unique enthusiasm,

his aspiration and action befitting a nonabiding bodhisat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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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led the whole appearance of the secular and the tran-

scendent shone on his life and thought, and his place in and

concern with the world as its member. It was also consid-

erably ‘human.’

Anyway it is surprising that despite all the variegated

appearances and transformations of his life and thought he

managed to consistently maintain the insightful and com-

passionate stand to save his own self and the others to-

gether under the basically Buddhist perspective and through

its practice. And this fact will surely inspire a number of

people who will come in contact with his life and thought in

future. If there is a problem or deficiency in his thought

from the present viewpoint of advantage riding the tide of

continuing knowledge revolution, we will be able to realize

that it is given as task to us who share the same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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