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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는 근래 갈등과 반목을 노정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파승 원인과 그에 따른 한국

승가의 화합 방안을 대한불교조계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사용

하고 있는 화합과 파승의 정의가 율장의 여법한 갈마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화합과 파

승의 정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우선하였다. 

본고는 한국불교의 파승 원인을 경제적 불평등, 선거제도, 문중(門中) 중심 문화, 정

치 계파[종책(宗策) 모임]에서 찾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서는 가분불(可分物)의 평등 

분배 원칙과 불가분물(不可分物)의 공동 소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파생된 승가

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선거제도’에서는 승자독식으로 인

한 승가의 분열문제를 다수결이 가진 한계성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문중 중심 문

화’에서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산을 자신의 집단 내에서만 공유하려는 문중의 배

타성과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종책 모임’에서는 계파들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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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열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승가의 화합 방안으로써, 본고는 승가의 공정 분배와 승려의 일분(一

分) 만족, 종단 제도의 탈세속화와 종권(宗權)의 분산, 일불제자(一佛弟子)의 승단구조 수

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승려의 만족, 승가의 탈세속화, 일불제자의 구조는 모두 승

려의 인식 혹은 가치관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사안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인식과 가치

관은 교육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에 본고는 전술한 3가지 화합 방안의 전제로 승가교육

의 여법화(如法化)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불교, 승가 화합, 승가 분배, 승가 교육, 파승, 한국 승가, 불교 선거, 조계종

I. 서언 

화합은 모든 조직의 성공 요건이다. 구성원이 화합하지 않는 조직은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교단의 구성은 7

부중(七部衆)1) 혹은 4부중(四部衆)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보다 크게는 승가[비

구･비구니]와 재가[우바새･우바이]의 2부중으로 나눌 수 있다. 종교조직의 교

역자는 그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불교교단에 있어서는 승가가 재가에 

비하여 보다 더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의 화합은 한국불교

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승가 화합의 중요성은 승가를 ‘화합승(和合僧, samagga-saṃgha)이라 지칭하

고, 승가의 화합을 깨는 행위를 5역죄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승가는 개인이 아닌 출가자들의 모임으로서 공동체이다. 승가가 열반과 

해탈, 그리고 중생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1) 7부중은 출가를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식차마나의 5부중으로, 재가를 우바새와 우바이의 2

부중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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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잘 조절하고 행동통일을 잘 이루어야 한다.2)

하지만 오늘날 한국승가가 ‘화합승’ 혹은 ‘화합중’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근현대 이후 한국불교는 종권(宗權)을 둘러싼 갈등과 분규의 모

습을 보여 왔으며,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승가였다. 승가가 갈등과 분규에 빠지

는 분열 현상을 파승(破僧, saṃghabheda)이라 한다. 필자는 파승의 초래 원인을 

한국승가의 경제적 불평등, 선거제도, 그리고 문중 및 계파 중심주의에서 찾을 

것이다. 승가는 본래 평등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승가는 소유의 불평

등으로 인한 승려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승가는 주요 소임

자를 갈마가 아닌 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양태로 인한 갈등

을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승려는 출가 시 자동적으로 특정 문중에 속하게 

되는 승단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문중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한국불교

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승가의 전통처럼 자리한 문중과는 별도

로 현대승가에 들어서 생겨난 계파는 종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파

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상기한 파승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 후에는 승가의 화합을 위한 방안

을 한국불교의 정향(定向)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다. 한국승가의 화합방안은 공

정한 분배구조 형성을 통한 승가 공동체의 회복, 승가화합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율장 정신의 회복, 본래 파승적 구조인 문중이 아닌 일불제자(一佛弟子)의 

출가구조 형성, 그리고 경영자가 아닌 수행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여법한 승가교

육 등에 초점을 두고 모색될 것이다. 필자의 방안들이 현재 한국승가의 관습과 

전통에서는 단시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불교가 종교조직과 불교조직으로서 나아갈 장기적･근본적 정향(定向)을 모색

하는 차원에서 한국승가의 화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기룡, �종무행정론�(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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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화합과 파승(破僧)의 재정의(再定義)

본고의 승가 화합은 율장에서 정의하는 화합이 아닌 일반적･사회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화합을 의미한다. 율장의 화합은 ‘여법한 갈마(羯磨, kamma)’의 실

행이다. 갈마란 승가회의를 가리키는 율 전문용어로, 여법한 갈마란 소임을 맡

을 비구의 선출을 비롯하여 구족계 수여나 포살 실행 등 승가의 일을 반드시 

갈마를 통해 진행하고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3) 그리고 여법한 갈마의 실

행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전원출석’과 ‘만장일치’의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누군가 한 사람 혹은 일부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동

일한 경계 안에 속한 구성원 모두의 출석과 그들 전원의 동의하에 사안을 결정

한 후 이 결정에 따라 승가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위임 없이 결석할 수 

없으며, 단 한명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갈마는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

에 승가갈마는 화합의 기준이 된다.4)

그러나 본고의 연구 주제인 ‘한국불교의 파승 원인과 한국승가의 화합 방

안’에 있어서 승가의 화합은 율장에서의 여법한 갈마보다는 ‘서로 간에 마음

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사회통념적인 화합의 의미가 적합하다. 

이는 아래의 �앙굿따라 니까야(Aṅguttara nikāya)�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승

가 화합의 상태와 상통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화합하는 회중인가? 

어떤 회중에서 비구들이 화합하고 정중하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 같고 애정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를 일러 화합하는 회중이라 한다.”5)

3) 이자랑a, ｢종단 화합 조치의 필요성｣,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대한불교조계

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2015), p.49.

4) 앞의 논문, p.50.

5) �앙굿따라 니까야(Aṅguttara nikāya) 1�, 대림스님 옮김(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2), p.23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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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화합이 깨진 승가를 파승(破僧, saṃghabheda)이라 한다. 율장

에서의 화합의 정의로부터 생각한다면, 파승이란 동일한 계의 비구들이 포살

이나 자자, 갈마와 같은 승단의 행사를 따로 따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

다.6) 하지만 본고는 화합을 사회통념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

하는 파승도 사회통념적인 화합이 깨진 상태, 즉 파화합 내지 불화의 상태를 

지칭한다. 

이 역시 아래의 �앙굿따라 니까야(Aṅguttara nikāya)�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승의 상태와 상통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파당을 짓는 회중인가?

어떤 회중에서 비구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혀를 무기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를 일러 파당을 짓는 회중이라 한다.7)

이때의 ‘파당을 짓는 회중’은 승가의 화합이 깨진 상태로 본고의 파승과 맥

락을 같이 한다.

III. 한국불교 파승의 원인

1. 경제적 불평등

사회 내에서 개인들이 평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를 사회 불평등이라 한

다. 사회 불평등은 여러 유형인데, 그 중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갈등의 유

발 요인이 된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유의 불평등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승가

에서도 시주물의 소유 문제는 공동체의 화합 유지를 위한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6) 이자랑b, ｢승단 화합과 화합 포살｣, �불교학연구� 제8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4), p.62.

7) �앙굿따라 니까야(Aṅguttara nikāya) 1�, 대림스님 옮김(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2), p.231에서 재

인용.



64   불교학연구 제52호

일반인들은 흔히 승려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무소유’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즉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 승려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

은 상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

날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붓다는 물질적 소유의 여부 그 자체가 아닌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중요시했다. 이는 승려에게 있어 너무 

사치스럽다거나 재가신도의 경제사정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율장에서

도 시주물의 수용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8) 

그런데 승가의 시주물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었기에 잉여 시주물로 인한 소

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소유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는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잉여 시주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커

지게 될 것이고, 승려들이 그 잉여 시주물로 인한 탐(貪)･진(嗔)･치(癡)를 다스

리지 못하면 화합은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잉여 시주물에 대한 

소유 문제는 의식주가 주된 관심사였던 초기불교 당시보다는 물질적으로 훨

씬 풍요로워진 현대사회에서 더욱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오늘날 한국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

게 거론되고는 한다. 승가에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 현존하며, 이로 

인하여 평등해야할 승가 공동체에 차별적 경제 계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파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의 용이를 위

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의(衣)생활에 있어서는 수백만원짜리 가사와 비단

으로 만들어진 고급 승복 등이, 식(食)생활에 있어서는 고급 호텔 및 한정식집

에서의 공양 문화와 고가의 차(茶) 문화 등이, 주거생활에 있어서는 최첨단 편

의시설과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사찰의 생활 공간 등이, 이외 근래에 들어서는 

수억대에 이르는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이 회자되고 있다. 혹자는 제시한 사례들

을 필자의 주관에 의한 개별적･단편적 경우의 나열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

8) 이자랑c, ｢초기불교승가의 소유와 분배｣, �불교학연구�제33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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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례들은 2013년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의 종단쇄신위원회가 종

단 차원 최초로 제정한 <승가청규(僧伽淸規)>의 제시 내용을 보다 실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9) 

이 <승가청규>는 의복생활에서 고가의 사치스러운 옷감과 새로운 디자인으

로 멋을 부리는 것을 금했다.10) 식생활에서 질병과 요양 등 이유 외의 육식, 고급 

음식점 이용과 수행자의 품격에 맞지 않는 음식점의 출입, 고급 차(茶)와 고가 음

식을 금했다.11) 주거생활에서는 크고 화려한 주거 공간, 호화 시설물의 구비, 값

비싼 숙박시설 투숙을 금했다.12) 이외 일상생활에서 고가 자동차의 사용, 개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 주식과 펀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투자나 사행성 투기, 고

비용의 레포츠, 지나치게 비싼 생활용품이나 기호식품의 사용을 금했다.13) 

청규(淸規)는 승려의 일상생활을 점검하여 제정한 승가의 생활규범이다. 청

규는 의식주 등 승려의 생활을 규범으로 정한 것이기에 그 조문이 제정된 배경

을 살펴보면 당대의 승가 생활상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2013년 제정된 

<승가청규>는 현재 한국승가에 사회의 일반적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부를 소

유한 승려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승가의 소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시주물은 승려 개인, 현전승가(現前僧伽), 사방승가(四方僧伽)의 셋 중 하

나로 귀속된다. 특정한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승가에 바쳐진 옷과 음식 등 나

누어 분배할 수 있는 가분물(可分物)은 모두 현전승가의 소유가 되며, 이는 공

정한 분배를 통해 현전 승가의 구성원들에 분배된다. 그리고 토지나 정사 등과 

같이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서 분배할 수 없는 불가분물은 모두 사방승가의 소

유가 된다. 이외 시주자가 개인에게 시주한 것과14) 승가로부터 분배받은 것만

9)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쇄신위원회는 2012년 6월 5일에 조계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하여 출범

하였다.

10)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2013, pp.67-75.

11) 앞의 책, p.70.

12) 앞의 책, p.71.

13) 앞의 책, pp.74-75.

14) 개인에게 시주한 모든 시주물에 대하여 그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율장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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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려의 개인 소유로 인정된다.15)

하지만 오늘날 한국승가는 승가의 소유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현전승가에 

시주된 가분물을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사방승가의 소유인 불가분물

을 개인의 소유로 하고는 한다. 현전승가의 가분물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는 필

연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다. 나아가 사방승가의 불가분물에 대한 개인적 소유는 더 심각한 파승의 원인

이 된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 승가의 공유물인 토지나 사찰 등을 승려 개인이 

사유화하는 행위는 승가 공동체의 미래 터전에 대한 도둑질과 별반 다르지 않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승가의 소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국불교의 상황에

서 정재(淨財)인 시주물은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평등해야 할 승

가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는 불평등이 생기게 되면

서, 결국 한국승가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시하는 파승의 상태로까지 치

닫고 있는 것이다. 

2. 선거제도

한국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는 현재 요인들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선거제도

이다. 선거제도가 불교종단에 정착되면서 세속 사회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승

자와 패자가 생겨났고, 이로 인한 승가의 갈등과 분열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은 상당수의 주요 소임자를 선거로 선출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조계종은 총무원장과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요직의 

상당수를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승가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

다. 그 배경에는 선거 과정에서 나눠진 편이 선거 후 승자와 패자로 고착되면

서, 승자는 종단과 사찰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독주하는 반면 패자는 소외되어 

불만세력으로 존재하는 갈등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자가 된 승자

가 약자가 된 패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가의 파승 현상

승려에게 소유가 허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15) 이자랑c, 앞의 논문,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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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는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음을 우선 주

목하고자 한다. 다수결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불가피하게 소

수의 의견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만장일치는 의사 결정

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다. 

오늘날 한국승가는 세속의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의사를 다수

결로 결정한다. 한국승가가 갈마의 만장일치가 아닌 세속의 다수결로 의결하

는 것은 편리에 경도되어 화합을 포기한 것이다. 오늘날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

는 승가의 불화 즉 파승은 완전한 불교적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불완전한 세속

적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해될 수 있다.

다수결을 의사결정 원칙으로 삼고 있는 종헌･종법에 의하면 소수의 반대 

의견은 무시되어도 법리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는 한국승가의 곳곳에서 다수결에 의한 갈등과 분열, 즉 파승이 초래되고 있

다. 혹자는 갈마의 만장일치 원칙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치부해버리고는 한다. 하지만 필자는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한 의사소통의 과

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반

대의 의사를 가진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

고 그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하지만 다수결은 소수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 중간에 의사소통을 단절

한 채 다수가 소수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물론 소수가 다수에게 진심

으로 승복한다면 화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이 아닌 

승자와 패자의 공존이 가능한 문화가 승가에 정착되어야만 한다. 

3. 문중 중심 문화

승가의 일상에서 어떤 스님에 대하여 거론할 때 누구의 상좌냐 혹은 어느 문

중의 사람이냐가 종종 관심이 된다. 나아가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이

나 교구본사의 7직(七職)과 말사 주지의 임면에 있어서 문중에 대한 고려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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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문중(門中)이 승가의 화합을 저

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술한 승가의 경제적 불평등과 선거제도의 폐해에

도 그 기저에는 문중 중심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사찰과 토지가 문중에게 

대물림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문중의 표심은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이 되며, 선거 후 당선자에게 있어서 문중은 인사의 주요 요인이 된다. 사찰과 

그 토지 등 불가분물인 자산은 본래 문중의 소유가 아닌 사방승가의 소유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사는 문중보다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

제가 있는 것이다.

본래 문중은 출가자의 머리를 깎아준 득도자(得度者)가 스승이 되는 득도의

식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의 맥이 이어지며 형성된 인맥이다. 본래의 문중에서

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탈속(脫俗)의식과 더불어 인정이 흘렀고, 아울러 스승

이 지니고 있던 이념의 계승과 함께 수행의 가풍이 전승되었다.16) 그러나 1960

년대, 불교정화운동 이후 대처승이 물러가고 비구승만 남은 조계종단에서 대

부분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던 교구본사를 특정 문중들이 점하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경제적･물질적인 지원이 밀접하게 결부되었다. 수행 가풍을 전

승하던 불교적 문중이 유교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물질적 부를 세

습하는 집단으로 변질된 모양새이다. 어른을 중심으로 형제 자식이 씨족을 형

성하는 유교식 집안 운영 원리가 불교에 적용된 것이다.17) 

불교정화운동이 종료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형성된 세속적 형

태의 문중 중심 문화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전국의 본사에는 문중간 패권다툼

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독특한 문중 문화가 한국승가의 화합을 깨뜨리

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중이 파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교구본사 주지선거를 들 수 있다. 교구본사 주지선

거가 사실상 문중 간 세력 경쟁 혹은 문중 간 이합집산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종종 교구 승가의 갈등과 반목이 조성되고는 한다. 

16) 여익구, ｢한국불교의 인맥･지맥｣, �신동아�, 1984년 5월호, p.388.

17) �불교신문� 3099호, 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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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중의 문제는 본사뿐만 아니라 종단 중앙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

다. 본사 주지 선거 시 나타나는 문중의 세력화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 시 문중의 집단행동과 문중 간 연대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 후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임명 시 

그 기여도에 따른 문중의 배려가 교역직 종무원 인사의 주요 요소가 되어 있

다. 이와 같이 한국불교의 교구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작용하고 있는 문중 중

심 문화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산을 자신의 집단 내에서만 공유하려는 배

타성과 폐쇄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 형성을 지향

하는 불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적폐(積弊)라고 할 수 있다. 

4. 정치 계파[종책 모임]

1994년 4월, 조계종은 종단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기치로 종단개혁을 단행

하였다. 자주화는 종단의 정권에 대한 유착과 종속을 끊기 위함이었으며, 민주

화는 총무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종단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다.18) 

당시의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 임명권은 물론 중앙종회의원의 2/3를 실질

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권력이 집중된 총무

원장이 정권에 유착되고 종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는데, 이

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종단의 자주화가 요청되었으며, 당시에는 종단 자주

화의 바탕은 종단의 민주화라는 인식이 불교계에 자리하고 있었다.19) 이에 대

중의 뜻에 따라 종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代議機關)인 중앙종회의 권

한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세속적 정치의 집약체인 국회를 모방한 중앙종회의 권한이 강화되

면서 종단은 세속 정치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 국회의 정당과 유사한 종책(宗

18) Yoon, Seung Yong, “The Movement to Reform Korean Buddhism and the Limits Thereof”, KOREA 

JOURNAL 52(3), 2012, pp.38-42.

19) 곽병찬, ｢세속화의 강을 건널 새로운 뗏목이 필요하다｣, �불광� Vol.475(서울: 불광출판사, 2014),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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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 모임이 자연스럽게 결성되었으며, 총무원장을 배출한 종책 모임인 여(與)

와 그렇지 못한 야(野)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종책 모임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계파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종단의 선거와 인사 

그리고 이권(利權)에 정략적으로 개입하였다. 

그 시작은 1994년 11월, 월주와 월탄이 각축전을 벌였던 제28대 총무원장 선

거였다. 이 선거에서 종단개혁의 주축이었던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범

종추)의 지지를 받은 월주가 당선되는데, 당시 개원한 제11대 중앙종회는 두 

후보를 두고 월주를 지지하는 ‘종단개혁실천회(이하 종실)’와 월탄을 지지하

는 ‘종단발전연구회(이하 종발)’로 갈라졌다. 종실은 선우도량과 실천승가회

가 주축이었으며, 종발은 서의현 총무원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이 

주축이었다. 이에 앞선 제10대 중앙종회에는 초재선 중앙종회의원의 모임이

던 ‘중흥회’가 있었으며, 이들은 서의현 총무원장의 반대파로 분류되었다. 중

앙종회 내에 종실, 종발, 중흥회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행동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현재 조계종의 이른바 계파, 즉 종책 모임의 시초로 볼 수 있다.20)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종권(宗權)을 창출하게 된 제28

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형성된 계파는 이후 조계종의 모든 총무원장 선거 과정

에서 종단의 권력지형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어떤 계파가 어떤 후보

를 지지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누가 총무원장에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중앙종

회 내에 세력 판도가 달라졌다. 여와 야로 나누어진 종책 모임은 중앙종회를 

넘어서 종단적 계파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였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각 계파가 크게 대립하거나 갑작스런 연

대를 하는 등 종권을 두고 합종연횡을 하여왔다.21) 종책 모임은 이와 같은 과

정의 반복 속에서 중앙종회의 정치구도는 물론 종단 권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승가의 정치 모임이 되었다. 

20) 법안, ｢종단 정치 권력구조의 흐름과 과제: 종회를 중심으로｣,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2차 세미나 

“개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14), pp.28-29.

21)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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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책 모임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의 과정은 오늘날 승가의 갈등과 분열을 

단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긴 종책 모임은 

여당이 되어 종단의 주요 직책과 유수 사찰을 차지하고, 선거에서 진 종책 모

임은 야당이 되어 기존의 지위와 사찰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현재는 구조화･고착화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승가의 갈등과 분열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단의 권력이 전적으로 문중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현재는 종

책 모임, 즉 계파가 종권을 창출하는 또 다른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이다. 이에 계파와 문중은 모두 선거를 매개로 한 승가의 갈등과 분열의 주역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선거 과정에서 계파간, 문중간 연대를 통하여 종권을 창

출하고, 이긴 측만이 그 세속적 성과물을 점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조계종의 

정치 체계는 문중과 계파, 그리고 선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국승가

를 파승으로 이끄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IV. 한국승가의 화합 방안

1. 승가의 공정 분배와 승려의 일분(一分) 만족

붓다는 시주물의 수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전술

(前述)하였듯이, 붓다는 물질의 소유보다는 그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

어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붓다 재세시 승려들은 승가에 베풀어지는 많

은 시주물로 인해 때로는 사치가 우려될 정도였다고 한다.22) 신도가 승려의 수

행과 법력을 존경하여 그를 복전(福田)으로 여겨 시주를 하였고 그 결과, 승가

의 시주물이 잉여의 상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승려가 그 

만큼 출가자로서 여법한 생활을 하여서 신도에게 훌륭한 복전이 된 것으로 생

22) 이자랑c, 앞의 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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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수 있다. 

문제는 승가의 잉여 시주물에 대한 승려별 소유의 양, 즉 분배의 평등이다. 

경제적 불평등, 즉 소유의 불평등은 분배의 문제로부터 파생된다. 소유 이전에 

분배가 평등해야 소유의 불평등이 해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승가의 분

배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을 정하였다. 그 원칙은 ‘공평한 분배’와 ‘법납에 따

른 분배’이다. 공평한 분배는 승가의 가장 기본적인 분배 원칙으로 가분물의 

경우, 승려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후 상좌와 하좌의 구별 없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 똑같이 분배하였다.23) 법납에 따른 분배는 침상과 의자, 베

개, 이불 등 와좌구(臥座具), 나누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옷감 등과 같이 공평한 분배가 어려운 경우 법납의 순서에 따라서 분배하

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승가의 분배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되, 공평한 분배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납을 고려하여 

분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승가가 소유권을 지닌 채 개인은 주어지는 대로 수

용해야 하는 이 기본 구조는 탐욕과 집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감소

시킬 수 있다.24)

현재 한국승가의 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승가의 소유와 분배 원칙을 제대

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승가 공동체의 소유물

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한편 개인적 소유가 가능한 시주물에 대한 분배는 불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이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승가 내에 경제적 불평

등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한 승가의 파승 현상이 오늘날 초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승려의 부정한 소유를 방지하고 승가의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

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불교종단들은 자체적으로 방대한 양의 종헌과 종법

령을 제정하였고, 해당 종단의 소속 승려들은 이를 위반 시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승가의 소유와 분배에 대한 대표적인 종법령 사례가 조계종의 <승

23) 앞의 논문, p.25.

24) 앞의 논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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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법> 제34조의 2(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조항과 이의 실행을 

위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다. 이 종법령에 의하면, 승려

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25) 또한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해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대한불교조

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

된다.26)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승려는 분한신고와 구족계 및 사미･사미

니계 수계, 각급 고시 응시, 각급 법계 품수, 주지 품신의 때에 해당 승려가 사망

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7) 

만일 승려가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품수, 주지

임명,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28)

이와 같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승려법>의 조문은 

상당히 치밀하고 엄격하다. 그러나 승려들이 이 조항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개인명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세속의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사례는 적

지 않다. 승려가 <승려법>에 의하여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유언장을 제출하

였더라도, 그 후 별도로 속가의 가족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장

을 작성하게 되면, 그 재산은 사회법상 종단이 아닌 그 가족에게 상속될 수밖

에 없다. 

정부가 법령을 아주 강력하고 세세하게 제정하여도 범죄행위는 근절되지 

않듯이, 불교종단들이 종헌과 종법을 아무리 철저히 제정하여도 범계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는 승가의 경제적 불평등 등 범계행위의 근본적 해소는 제

도와 법령의 강제가 아닌 승려 스스로의 마음 변화에서 찾아야함을 시사한다. 

승려 스스로 물질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완벽한 분배도 소

유물에 대한 방하착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승려 스스로 ‘일분(一分)’, 즉 자

25) <승려법> 제34조의 2의 ①항.

26) <승려법> 제34조의 2의 ①항.

27) <승려법> 제34조의 2의 ③항.

28) <승려법> 제34조의 2의 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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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몫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재가신도로부터 직접 자기 몫으로 받

았건, 아니면 승가로부터 분배해 받았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집착하거나 탐욕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29) 

이것이 다분히 이상적인 설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승가의 소유와 분배로 인

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승려가 자신이 수행자임을 자각하여 ‘일분’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2. 종단 제도의 탈세속화와 종권(宗權)의 분산

근래 한국불교계에는 선거제도가 한국승가를 망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

람들이 적지 않다. 세속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제도가 

승가사회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정으로 상징

되는 승가에 금권선거와 흑색선전이 난무함은 물론 선거 후 승자와 패자간 갈

등과 분열의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승가의 세속법 모방 경계와 종헌･종법의 율장 정신 투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선거의 과열은 해당 소임이 가진 권력에 비례하는바 선거 문

제의 해결은 종권(宗權)의 분산과 더불어 고민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권력이 

별로 없는 직책에 선출되기 위하여 금권선거와 흑색선전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선 승가의 세속법 모방에 대한 경계와 종헌･종법의 율장 정신 투영에 대

한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는 ‘종단 제도의 탈세속화’라고 지칭할 수 있다. 

선거로 인한 승가의 분열은 국가 제도의 모방으로 인한 세속화 문제에 해당된

다. 또한 선거로 인한 승가의 분열 문제는 만장일치 원칙의 ‘불교적’ 민주주의

인 갈마가 아닌 다수결 원칙의 ‘세속적’ 민주주의인 선거제도를 선택한 결과

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을 율장에서 찾을 수 있다.

29) 이자랑c, 앞의 논문,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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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을 혹자는 승가 행동준칙의 최고 전거(典據)로 여기고, 혹자는 현대승

가의 무용지물로 치부한다. 전자는 율장이 현대승가에서도 여전히 의의와 가

치를 지니고 있는 근본생활규범이라는 입장인데 반하여, 후자는 율장을 2,600

여 년 전 인도승가의 생활준칙으로 현대한국승가에서는 생명력이 사라진 오

래된 문헌 정도로 간주해버리는 입장이다. 그리고 율장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종헌･종법을 현대승가에서 율장을 갈음하는 승가의 규범

이자 준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오늘날의 종헌･종법은 세속

의 헌법과 법령의 자구를 수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승가의 수행과 화합을 실현

할 수 있는 규칙이 되기는 힘든 측면이 많다.30) 

세속적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된 종헌･종법의 다수결 원칙 하에서 화합이라

는 율장의 본질적 가치는 합법성･능률성과 같은 수단적 가치에 함몰되고 있

다. 갈마가 없는 승가의 상황에서 문중들은 정치적 파벌이 되고 종책 모임들은 

계파가 되면서, 불교종단은 세속 정치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 

세속사회의 규칙을 모방한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불교종단을 운영하는 것

은 출세간의 승가를 세속 집단으로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 사람은 제도에 구속

되고 영향을 받는데, 종헌･종법이 세속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면, 그 종헌･종법

을 지키는 승가는 당연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

면, 종헌･종법을 열심히 지킬수록 출세간의 승가가 점점 더 세속화되는 모순

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31)

붓다는 출가자들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출가자들이 화

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장을 제정하였다. 율장은 수행과 화합을 위한 

승가의 규범이다. 종헌･종법이 승가의 여법한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으로 승가의 수행과 화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

만 오늘날의 종헌･종법은 세속의 헌법과 법령의 자구를 수정하여 차용한 것으

로 승가의 수행과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규칙이 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

30) 조기룡, ｢종헌･종법에 율장정신 담아야｣, �법보신문� 1356호, 2016년 8월 24일자.

31)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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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율장의 무용론 내지 종헌･종법의 유용론을 주장하기에 

앞서 율장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32)

본고는 선거제도로 인한 파승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의 한계성에서 찾는 한

편 그 대안을 갈마의 만장일치 원칙에서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 주장은 원론

적･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보다 실체적인 방

안으로 ‘종권의 분산’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17년 조계종은 총무원장 직선

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하였지만, 필자는 제반 선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종권, 즉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의 분산과 관련하여, 종단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宗正) 선출

의 방식과 관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정은 원로회의 의원들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에 의하여 추대된다.33) 종헌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종정을 추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4)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대부

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는 한다. 추대과정에서 추대위원들간 이견이 발생하

지만 소수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여 종국에는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만장일치가 가능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종정에게 이권(利權)과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꼽을 수 있다. 종정은 종통(宗統)을 승계

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지만, 그는 실권이 아닌 신성(神聖)을 상징하

는 존재이다.35) 반면에 총무원장은 실질적으로 종무행정을 통리(統理)하는 종

단의 대표권자이다.36) 또한 본사주지는 당해 관내 종무를 통리하는 교구의 대

표권자이다.37) 그리고 중앙종회의원은 종단의 주요 인사와 재무에 있어서 의

결권을 가지고 있다.38) 

32) 앞의 자료.

33) 조계종 종헌 제21조 ①항

34) 조계종 종헌 제21조 ②항

35) 조계종 종헌 제19조

36) 조계종 종헌 제54조 ①항

37) 조계종 종헌 제91조 ①항

38) 조계종 종헌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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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이 상징적 존재임에 반하여 다수결의 선거로 선출하는 총무원장과 본

사주지, 중앙종회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승직

(僧職)들이다. 이들에게 이권과 관련된 권한이 집중되는 한 직선제든 간선제든 

당선을 위한 선거의 과열과 이로 인한 승가의 분열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종

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권이 적은 직책은 그 만큼 추대도 용이하다. 이권

이 많은 이들 승직들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하여서 봉사하는 자리로 만든다

면, 이들 승직에 대한 소임자를 만장일치의 추대로 선출할 수 있는 여지도 많

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로 인한 파승 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은 직선제, 간선제 등 선거제도의 선택이 아니라 이권이 개입된 몇몇 승직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다. 그리고 이 권력 분산의 궁극점은 승가 내 특정 승직

에서 다른 승직으로 권한들을 분산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궁극점은 

신도에게도 종단의 운영관리에 대한 주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승려가 감독

과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출가와 재가 상호간 협조적･견제적 시스템의 구축

에서 찾아야 한다.

3. 일불제자(一佛弟子)의 승단 구조 수립

‘모든 승려는 한 부처의 제자’라는 뜻의 ‘일불제자(一佛弟子)’는 한국승가의 

문중 중시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일불제자의 전통이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에 정착된다면 여러 문중으로 나뉘어져 갈등할 이유가 근본

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문중의 사자상승이 수행 가풍의 전승 측면에서만 이

루어진다면 파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문중은 수행의 사

자상승이 아닌 세속적 부와 권력의 계승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다른 문중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승가 분열의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다.

이는 문중 구조가 일불제자의 구조로 대체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

목이다. 일불제자의 승단 구조는 문중 구조의 해체와 상통한다. 문중은 시조를 

기점으로 한 분파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불교교단의 교조인 붓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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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모두가 한 제자가 되는 구조를 이룸으로써 각각의 문중으로 갈라지는 현상

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중에 대한 의식과 관습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조계종을 위시한 한국불교종단에서 문중을 해체하고 일불제자의 승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Ⅳ-1에서 

기술한 가분불의 공정분배와 불가분물의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몫의 만

족이 승가 전체와 승려 개인에게 자리 잡아야 한다. 문중 의식은 재산의 승계

에서 가장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승가 권력의 획득에 있어서도 

문중의 연대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Ⅳ-2에서 언급한 종권의 분산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와 같은 소유 인식의 개선과 종권의 분산을 전제로 일불제자의 승단 구조

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 문중간 갈등으로 인한 한국승가의 파승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불제자 구조 형성의 전제로 삼은 승려의 소유 인

식 개선과 종권의 분산이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일임도 분명하다. Ⅳ-1의 

소유 인식 개선과 Ⅳ-2의 종권의 분산은 승려가 출가수행자로서 여법한 가치

관을 정립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관은 

장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는 일불제자의 승단 구조는 최소한도 한 

세대의 승려들이 출가하여 여법한 승가교육을 받은 후 새로운 승가 풍토가 조

성되고, 그 풍토 속에서 그 후속 세대의 승려들이 승가 생활을 할 정도의 시간

이 부여되어야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승가교육의 여법화(如法化)

본장에서 전술한 ‘승가의 공정 분배와 승려의 일분 만족’, ‘종단 제도의 탈세

속화와 종권(宗權)의 분산’, ‘일불제자의 승단 구조’는 모두 승가교육과 직결되

는 방안들이다. 승려가 불제자로서, 수행자로서 여법한 교육을 받고 여법한 가

치관을 가지고 여법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승가의 분배는 공정

하게 되고 그에 대해 승려는 자기 몫에 만족하게 되고, 종단의 제도는 세속적

이지 않게 되고, 종단의 소임자들은 권력자가 아닌 봉사자로서 임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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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이라는 단위로 갈라지지 않고 붓다의 한 제자로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불교에 필요한 승가의 화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제자로서 출가수행자로서 여법한 승가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야 하는가. 현재 조계종의 승가교육은 행자 대상의 ‘기초과정’, 사미와 사미니 

대상의 ‘기본과정’,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 대상의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

다. 그러나 각각의 교육과정이 한국승려의 가치관을 교조인 붓다의 제자에 적

합하도록 형성시켜주고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행자가 출가에 대한 가치관

의 초석을 다지는 기초과정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닌 허드렛일로 채워지고 있

다. 기본과정은 출가자의 기본인 일상의 수행은 간과된 채 교재 강독 중심의 

교과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이 의무과정인데 

반하여 전문과정은 선택과정이다. 선(禪), 교(敎), 율(律)을 선택하여 연찬하는 

전문과정은 불교의 분야별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조계

종 승가교육의 문제점은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에서 출가정신을 제대로 정립

할 수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승가교육이 출가정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과정의 내용이 행자가 깨달아 붓다가 되겠다는 원력을 다질 수 있도록 채워져

야 한다. 이는 사찰의 대중들이 행자를 허드레 일꾼으로 대하는 풍토에서 벗어

나 깨닫기 위하여 출가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우해주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가

능하다. 그리고 기본과정의 내용은 교재 강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

에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불교의 궁극점인 깨

달음은 교재의 학습이 아닌 일상이 곧 수행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더하여 전문과정은 불교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

정이기 때문에 승려의 스승인 화상으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그런데 승가교육의 여법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승가교육 시스템의 개선

에 앞서 출가자를 절 집안의 기능인･생활인이 아닌 수행자로서 교육시켜야 한

다는 승가교육의 목표가 정립되어야 한다. 승가교육은 사찰경영의 기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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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기에 앞서 출가수행자로서의 근기를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출가수행

자의 본분은 주지를 하거나 세속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를 넘

나드는 수행을 통해 대자유의 깨달음을 얻는 것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끌어주는 것이다. 출가수행자에게 사찰의 살림살이 요령을 긴요한 것으로 가

르치는 승가교육은 생사윤회의 고통에 그대로 머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39) 이를 위해서 불교종단은 소속 승려들이 출가수행자로서의 정

향성(定向性)을 정립할 수 있도록 승가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은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점

검하고 지도해주어야 한다.40)

V. 결언

한국불교의 미래는 한국승가의 여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승가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즉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로 살아가면 한국불

교의 미래는 희망적이나, 그렇지 않고 이익공동체와 정치공동체로 살아간다

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수행과 전법을 위한 공동체는 화합을 이룰 

수 있지만, 이익과 정치를 위한 공동체는 결국 갈등과 분열로 치닫게 되기 때

문이다. 공동체의 화합은 조직의 성장을 담보하지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은 

조직의 쇠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국승가의 화합은 승가가 공동체, 보다 정확히는 전술한 수행공동체, 전법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 승가가 이익공동체, 정치공동체가 되

어서는 한국승가의 화합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이익과 정치는 본래 분파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승가는 수행공동

체, 전법공동체가 아닌 이익공동체, 정치공동체의 양상을 점차 노정하고 있다.

39) 조기룡, ｢행자, 허드레 일꾼인가｣, �법보신문� 1359호, 2016년 9월 14일자.

40)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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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과연 오늘날 한국승가는 불제자의 공동체로서 여법하게 살아

가고 있는가?’, 나아가 ‘과연 붓다는 오늘날 한국승가를 자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국승가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은 한국승

가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불손하고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시점

에서 한국승가가 반드시 자문하고 자답해야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붓다는 제자들을 부끄러움을 아는 사문이 되도록 이끌었으며, 부끄러운 행

위를 참회하고 여법하게 살아가는 출가자의 모임이 승가임을 가르쳤다. 그렇

기 때문에 한국승가의 파승 현상에 대한 진솔한 자문을 통한 성찰은 향후 한국

불교의 화합을 다지는 시발점이자 한국승가가 여법한 불제자로 거듭날 수 있

는 자답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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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uses of Disharmony in Korean Buddhism and Measures 

for Promoting Harmony in Korean Saṃgha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Cho, Ki-ryong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root causes responsible for the destruction of the 

harmony in the Korean saṃgha currently marked by conflicts and rivalries, and 

explores the measures conducive to promoting harmony in saṃgh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is article seeks the causes of disharmony in Korean saṃgha in terms of 

economic imbalance, election system, clan-centered culture, and the councils for 

the policy of the order. The “economic imbalance” mainly arises from the 

phenomenon of the poor getting poorer and the rich getting richer. The “election 

system” is examined in terms of the limitations inherent to the majority decision 

whe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factionalism of saṃgha resulting from the 

situation of winner-takes-it-all. The “clan-centered culture” is characterized by the 

exclusiveness and imperviousness of a clan mentality to share power and economic 

assets only among the clan members. The issue of “councils for the policy of the 

order” is associated with the issue of factional struggles accelerated during the 

coalition and dispersion among different sub-orders.

Drawing on the problem analysis thus performed, this article presents measures 

for promoting harmony in Korean saṃgha: equitable distribu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one part (一分)” assigned to each monk, de-secularization of the order 

system and dispersion of the power of the order, and establish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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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for the Buddhist community of the disciples of single Buddha (一佛弟

子). Each of these three measures (satisfaction of individual monks, de-secularization 

of the order, and structuration of the disciples of single Buddha) relies on individual 

monks’ perceptions and value judgments, which are built by education.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o educate the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Dharma (如法化)” 

as the prerequisi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three measures for 

achieving harmony in Korean saṃgha.

Keywords 

Korean Buddhism, the harmony of the saṃgha, the distribute of the saṃgha, the education of 

the saṃgha, to destroy the harmony of the saṃgha, Korean saṃgha, Buddhist election, Jogy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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