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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의 국민행복 개념과 불행의 불교적 해법 모색*45)
- 국민총행복(GNH)의 심리적 웰빙과 불교철학적 구조 김진영(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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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부탄은 작고 가난한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부탄
은 서구적 근대화의 성장모델을 거부하고 경제발전이 아닌 ‘국민행복’을 국정운영
의 최고 원리로 삼았다. 1972년부터 부탄은 ‘국민총행복’(GNH)이라는 전인적 행복
개념을 개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세계에 질문하고
있다. GNH는 부탄의 민족적 정체성이자 전통문화 자체인 불교철학에 기반하여 성
립된 행복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GNH의 성립과 구조를 탐색하고 불교철학
이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국민의 행복 개념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GNH의 중도
적 행복은 마음의 평온과 만족감에 기인한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행복이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오늘날 부탄의 GNH, 특히 심리적 웰빙 영역은
불교철학의 감정론과 영성의 수행법을 통해 불행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다. 물질적 행복 개념만으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부탄은
마음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 대승불교의 이타(利他)적 행위와 마음수
련에 바탕을 둔 영성 수행을 GNH의 심리적 웰빙 영역으로 구축하면서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정신적 행복을 포함한 국민행복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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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히말라야의 소국, 은둔의 나라로만 알려졌던 부탄(Bhutan)은 이제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의 나라로 더 유명하다.1) 부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7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실험하고 있는 특별한 행복
정책과 그 성과가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지표로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특히 2011년 신경제재단(NFF)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부탄이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2) 이후 2012
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GNH가 언급되었고, 4월에는 UN ‘세계행복보고
서’(World Happiness Report)의 주요 주제로 정해지면서 GNH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으며, 5월 UN회의에서 부탄 수상이 GNH에 대한 발표를 했고, 6월에
는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를 통해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대안적 희망으로 대두되었다.3)
현재 전 세계의 최대 화두는 행복이다.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사회적 행복 추구의 복지, 개인과 사회 모두가 ‘행복’을 추
구한다.4) GNH는 1972년 부탄의 제 4대 국왕인 지그메 싱게 왕축(Jigme
Singye Wangchuck)5)이 부탄의 발전은 ‘불교적 전통문화’에 기초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GDP를 대체하고자 제안한 개념이다. 1976년 4대

1)

2)

3)
4)
5)

부탄의 2005년 국세 조사에서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통계에서
나온 말이다. 사이토 도시야 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홍성민 옮김, 공
명, 2012, 107.
허문경, ｢부탄왕국으로부터 배우는 슬로시티 철학｣, 슬로시티연구, 제8권, 한
국슬로시티연구학회, 2013, 43~45.
허문경, ｢부탄왕국으로부터 배우는 슬로시티 철학｣, 44~45.
D. C. Bok,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추홍희 옮김, 지안, 2011, 5.
부탄의 4대 국왕은 2008년 절대군주제를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후
1980년대 교육혁명을 시도하여 80%에 달하던 문맹률을 40%로 낮추고 보건소
를 늘려 평균수명을 23세 연장시키는 등 부탄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간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사이토 도시아 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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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은 “나는 GDP가 아닌 GNH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공식적
인 발표 이후 부탄 국가운영의 목적이 ‘발전’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점을
천명한다.6) 또한 부탄의 5개년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약 개발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개발계획의 실
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7)라고 선언한다.
세계에 부탄을 알린 GNH는 부탄의 트레이드마크로 작용했고, 경제적 성
장 외에 인간의 행복과 웰빙에 영향을 주는 비물질적 요소들을 수량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4대 국왕은 ‘전인적(holistic) 인간의 발전’ 개념인 GNH
를 국정운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부탄의 발전과 근대화 작업을 진행한
다.8) 특히 인간의 영적(靈的)인 면을 간과하지 않고 통합적인 인간형을 추
구하는 ‘전인적 인간’ 개념은 삶의 질을 GDP와 같은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
가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철학적 질문을 담은 GNH의 전인적 접근방법은 불교
철학의 중도(中道)를 통해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
한다고 볼 수 있다.9)
부탄은 정책적으로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공공장
소에서는 반드시 고와 키라라는 전통의상을 착용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
에게 1인당 하루 2백 달러의 체재비를 받는 등 제한을 둠으로써 관광의 경
제적 효과보다는 환경과 더불어 전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실천하
고 있다. 이처럼 부탄의 정책은 경제적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인 비물질적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느리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진다. 특히 전통과 비물질적 가치에서 부탄의 국교인 불교는 사회, 문화,
정치적 에토스로서 절대적인 위상을 갖는다.10) 부탄은 종교와 정치의 이중
6)
7)
8)
9)

10)

K. Phuntsho, The History of Bhutan, Random House India, 2014, 560.
D. C. Bok,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19.
K. Phuntsho, The History of Bhutan, 595.
宮下史明, ｢GNH(国民総幸福量)の概念とブータン王国の将来｣, 早稲田商学, 第
420․421号, 2009, 53.
박영환, 부탄의 문화 민속 엿보기, 민속원, 2001, 47. 12세기에 유래한 것으
로 알려진 부탄의 불교는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티벳불교의 드룩파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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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Chhoe-sid-nyi)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수상이 직접 종교적 지도자인
제캄포(Je Khenpo)를 임명하는데, 제캄포는 대승불교 드룩파의 ‘영적인 발
전’(ked-dzog)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11)
이처럼 불교는 GNH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영향을 주었는데, Lokamitra,
Hewavitharana, Tashi 등과 같은 학자들은 불교가 GNH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12) 본 논문은 GNH의 전인적 인간의 발전 개념과
전통적 정체성의 가장 큰 축이 바로 불교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GNH가 불교적 영향과 붓다의 가르침을 근거로 구성된 불교철학의 결과물
이라는 평가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부탄의 국민행
복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의 특징, 붓다의 가르침이 갖는 위상, 불교철학을
통한 불행의 극복과 영적인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GNH의 특징과 불교철학의 공존
부탄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행복지수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불행한
국가이다. 하지만 국민이 행복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 최상위의 국가라
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탄의 제 4대 국왕은 물질적 풍

갖고 있으며, 부탄 도처에 승원이 배치되어 있고 경전의 문구를 새긴 룽타
11)

12)

(Lungta)라는 깃발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M. Givel, “Mahayana Buddhism and Gross National Happiness in Bhutan”,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 5-2, 2015, 22.
T. Wangmo /J. Valk,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Journal of Bhutan
Studies, Vol. 26,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 2012,
55~56.

D.

Lokamitra,

“Gross

National

appiness

and

Development”;

B.

Hewavitharana, “Framework for Operationalizing the Buddhist Concept of GNH”;
K. P. Tashi, “The Role of Buddhism in Achieving Gross National Happiness.” 세
논문 모두 K. Ura / K. Galay,ed.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Seminar on Operationalization of Gross
National Happiness, Centre for Bhutan Studies, 2004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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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다는 정신적 풍요야말로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여 ‘행복’을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고 근대화를 진행하였다. 이때부터
부탄은 물질적, 경제적 성장이 아닌 행복을 목적으로 한 발전이 가장 중요
한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 인도의 라다크(Ladakh)와 시킴(Sikkim) 지역의 급
격한 형태의 서구적 근대화를 부탄이 답습하지 않도록 경제적 발전은 서두
르지 않고 천천히 성장시키면서 전통과 문화를 지킨다는 GNH의 ‘발전철학’
을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발전지표인 국민총생산(GNP), 1인당소득(PCI)으로는 보편적인 웰
빙을 측정할 수 없다. ‘발전철학’으로서의 GNH는 물질적,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지표이다.13)

즉, GNH의 발전철학은 부탄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정책의 핵심이다. 이
는 물질주의와 영성주의의 발전적 균형을 잡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수량화 할 수 없는 영성주의를 주요한 성취개념으로 흡수하고 강조한다. 이
처럼 부탄이 말하는 발전은 ‘지속적인 발전’이며, 삶의 질에서의 물질적 편
향성에 반대하고 국민 전체의 웰빙을 향상시키려는 발전적 개념에서 시작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철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만이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세계에 경종을 울리면서 행복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
들었다.
부탄은 GNH를 국가의 기본 개념으로 삼으면서 이를 헌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네 가지 기둥으로 천명한다.14) 첫째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
회경제적 발전, 둘째는 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 셋째는 히말라야 자연환경
보전, 넷째는 굿거버넌스, 깨끗한 통치 개념이다. 이러한 네 기둥을 국민을
위한 국가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발전과 보존의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펼치며 이렇게 이룬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이는 직메 틴레(Jigme Thinley) 전 총리가 “나라의 발전과 성장이
13)

14)

C. T. Dorji, A Concise Cultural History of Bhutan, Prominent Publishers, 2008,
111.
허문경, ｢부탄왕국으로부터 배우는 슬로시티 철학｣,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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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점과 일치한다.15)
위와 같은 원리와 목적을 갖고 시작된 GNH의 지표화 작업은 2005년 조
사 작업에 들어가 2006년 350명을 대상으로 57개의 질문을 던지는 시험조
사(pilot survey)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OPHI(Oxford Poverty
& Human Development Initiative)의 Sabina Alkire가 주도했지만 2007년부터는
부탄연구센터(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주관하게 된다. 2007년 950명을
대상으로 9개 영역, 72개 지표, 290개 문항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조사를 실
시했고, 2010년의 경우 과거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편된 9개 영역,
33개 지표체계의 조사항목을 가지고 7,1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
다.16) 이러한 부탄의 GNH의 범주와 세부지표는 2007년의 조사가 2008년에,
2010년의 조사가 2012년에 GNH Index로 공개되었다. 우선 GNH의 원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8년에 공개된 2007년 부탄연구센터의 조사와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부탄의 GNH의 범주와 세부지표를 <표1>을 통해 살펴보기
로 한다.
<표1> GNH의 9개 영역과 72개 세부지표17)
범주 : 9개 영역

72개의 지표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

1

건강(Health)

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기
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2

15)
16)

교육(Education)

교육연수, 문자독해율, 지역의 전설에 대한 지
식

사이토 도시아 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50.
関口友基, ｢ブータンに｢幸せ｣を学ぶ異文化理解｣, 初等教育論集, 第15号, 国
士舘大学初等教育学会, 2014, 83 ; 大橋照枝, ｢幸せの尺度ブータン人の幸せ感
に学ぶ｣，麗澤大学経済学会, 第20-2号, 2012, 48 ; K. Ura et al., “A Short

17)

Guide To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Centre for Bhutan Studies, 2012, 7.
이내찬, ｢OECD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2-2
집, 보건사회연구원, 2012, 15~16 ; 남주하,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201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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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 안
3

생활수준(Living standard)

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옥
의 시급한 유지보수

4
5

시간활용(Time use & balance) 근로시간, 수면시간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감정(부정적 감정과 긍

심리적 웰빙

정적 감정), 영적 활동(일일 기도, 명상 횟수,

(Psychological well-being)

까르마(karma) 횟수)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6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

공동체 활력도

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 간 이해심, 가족

(Community vitality)

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 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수, 기부, 사회적 지원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

7

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문화적 다양성 및 복원력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면과 춤에

(Cultural vitality & diversity)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
한 태도, 절도에 대한 태도

생태학적 다양성 및 회복력
8

(Eco-system

diversity

resilience)
9

양호한 정부지배구조
(Good governance)

&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
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의 식목상태
정부의 리더십, 서비스 제공도, 불평등 및 부패
한 관리, 정부의 사법과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 신뢰도

국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부탄연구센터는 2008년 국민총행복지수(GNH
Index)로 GNH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그 조사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부탄연
구센터는 GNH Index를 정부에 보고하고 검증받는데, GNH위원회(GNH
Commisson)가 이를 바탕으로 2년마다 인덱스를 중심으로 세부항목을 조정
하게 된다.18)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조사하고 2012년 발표한 GNH
Index에서 9개 영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표수는 33개로 축소된다.

18)

허문경, ｢부탄왕국으로부터 배우는 슬로시티 철학｣,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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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개 영역의 33개 지표19)
범주 : 9개 영역

33개의 지표(지표가 차지하는 비율)
건강한 일 수(30), 장애(30), 정신건강(30), 스스

1

건강

2

교육

문자해독(30), 학교교육(30), 지식(20), 가치(20)

3

생활수준

자산(33), 주거(33), 1인당 소득(33)

4

시간활용

일(33), 여가(33), 수면(33)

5

심리적 웰빙

6

공동체 활력도

7

문화적 다양성 및 복원력

8

생태학적 다양성 및 회복력

9

양호한 정부지배구조

로 평가한 건강상태(10)

삶의 만족도(33), 영성(33), 긍정적 감정(17), 부
정적 감정(17)
기부(30), 공동체 관계(20), 가족(20), 안전(30)
원주민어 사용(20), 문화적 참여(30), 예술적 재
능(20), 부탄식 행동규범(20)
생태적 이슈(10), 환경에 대한 책임감(10), 야생
동식물 피해(40), 도시화 문제(40)
정부 성과(10), 기본권리(10), 서비스(40), 정치
참여(40)

대다수 국가의 행복지표에서 1인당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영역의 비중
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부탄 GNH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영역의 비중이 낮
고 행복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영적, 정신적, 종교적인 측면의 영역이 강
조된다.20)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지표수로 구성되는 부탄의 실태조사는, 특히
국민이 행복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를 중
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표를 지수로 도출하는 방법에서도 부탄만의
독특함이 나타나는데, 이미 행복한 국민보다는 행복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
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불행을 개선하겠다는 정
치철학을 담고 있다.21) 즉, 이미 행복한 사람보다는 ‘아직 행복하지 않
19)

K. Ura et al., “A Short Guide To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8~10; 허문

20)

경, ｢부탄왕국으로부터 배우는 슬로시티 철학｣, 47.
남주하,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55.
이내찬, ｢OECD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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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ot-yet-happy)는 사람들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방침을 가지고
운영한다.22)
GNH는 국민의 행복은 물질적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 만족과 발전이 있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개념이다. 행복의 문제에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
적인 인식이 통합되어 동시에 발전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그 수준
을 주관적으로 측정한 부탄의 GNH는 향후 복지국가의 성과와 위치 평가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23) 그러므로
GNH가 말하는 주관적 인식과 ‘정신적 만족과 발전’의 정체와 그 해석이
행복 개념 뿐 아니라 GNH만의 독특한 불행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다. 부탄은 세계의 일반적 국가들이 서구식 근대화를 일방적으로 모
방하거나 추종하는 방식을 거부한다. 물질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서구
식 근대화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인 ‘영
성’을 상실하지 않고 물질주의와 영성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영성
의 실체가 바로 ‘불교철학’이다.
‘행복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부탄을 연구하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무리한 개발은 안한다. 산업
발전보다 자연환경을 우선한다. 생활 속 전통문화를 지킨다. 근대화를 서
두르지 않는다.”는 GNH의 철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부탄의 국교로 전 국
민의 의식 속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욕심을 부리면
사람은 소화불량에 걸리고, 나라는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이 개개인의 마음에 제동을 걸어준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마
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신의 행복보다 주위의 행복을 생각하라’라는 지침
을 준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근대화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부를 우선시
하지 않음에도 모두가 행복한 나라. 부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해답을
줄 것이다.24)

22)

23)
24)

岡部光明, ｢幸福度等の国別世界順位について：各種指標の特徴と問題点｣, 国
際学研究 第43号, 明治学院大学国際学部, 2013, 14.
남주하,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55.
사이토 도시아 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17~18.

188 철학논집(제46집)

하지만 실제로 부탄 내에서도 급속한 서구화와 경제적 번영을 열망하는
이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부탄연구센터의 까르마 우라 소장은 “불
교도조차 근대화를 서두르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바란다. 근대화에 의한 경제적 부분은 사람들
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25)라는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서구적 근대화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한 GNH센터부탄의 삼듀 체트리 소장도 급격한 근대적
발전을 요구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구식
삶의 형식은 불교국가인 부탄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교적 삶은 겉
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다.”라는 대답을 했다.26)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를 교육하고 있는 승
가교육기관27)과 더불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불교적 삶과 GNH의 가치를
가르치는 GNH센터부탄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설치를 주장하며,
전통을 파괴하지 않는 근대화와 영적인 발전을 공존시키려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III. GNH의 심리적 웰빙과 불교철학적 해석

26)

사이토 도시아 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93.
법보신문 “GNH정책 개발 ‘GNH센터부탄’ 삼듀 체트리 소장”, 2013.6.10. 기

27)

사. http://m.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58, 2016.7.30. 검색)
서구적이고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등장하기 이전 부탄의 교육은 불교의 승원

25)

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교육기관이 생겨나면서 승가교육과 공존하
고 있다. 2008~2009년 전체 교육기관 1299개 중에서 사원교육기관이 388여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탄 전체의 유일한 왕립대학은 2003년에 설립되었
다. 승가교육기관은 승려를 배출하는 기능 외에도 불교적 가르침을 교육하는
전통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인간적 가치에 근거한 교육, 이타적 프레임인 마
음과 수련이라는 두 가지 불교적 가치를 전달하면서 지식의 전달로서의 교육
적 기능 뿐 아니라 부탄 사회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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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H의 ‘전인적(holistic)인 방법론’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때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발전과 양자의 조화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
다. GNH의 총 9개 영역(domain) 중에서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된 영역은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이며, 이 부분은 ‘생활의 만족도’, ‘긍
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영성’(spirituality) 등의 네 가지 항목지표로 구성
된다. 2010년 GNH조사에 나타난 9개 영역, 33개 항목 중에서 심리적 웰빙
영역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GNH의 ‘심리적 웰빙’ 영역 관련 측정 항목28)
항목

질문의 예(대답방법)
최근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1~5점, 이하 동일)
최근 당신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생활의 만족도 최근 당신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최근 당신의 생활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최근 당신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온화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까?(빈도
를 4단계)
긍정적 감정

-당신은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관대함, 동정심, 평온함, 용서, 만
족감]을 경험하셨습니까? (1~5점, 이하동일) - 1: 전혀 아님, 5: 매우
많이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빈도를 4단계)

부정적 감정

-당신은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질투심, 이기심, 화, 두려움, 걱정]
을 경험하셨습니까?

영성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빈도를 4단계)

(spirituality)

-기도문 암송 횟수, 명상 횟수, 까르마(karma) 횟수

심리적 웰빙의 첫 항목인 ‘생활의 만족도’29)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조
28)

박주언 외, 주관적 웰빙 측정방안, 176; 関口友基, ｢ブータンに｢幸せ｣を学ぶ

29)

異文化理解｣, 83.
이 항목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불교철학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므로 이
항목을 제외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영성 등의 세 지표에 한정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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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일반적 지표에 해당되지만 그 외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영성
항목은 불교철학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분된다. 2007년 조사에서는 긍정적
감정은 3개, 부정적 감정은 4개를 측정했지만, 2010년에는 기존의 결과를
보완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각각 5개의 항목으로 조정하였다.30)
심리적 웰빙은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감정적 문제로, 다양한 감정을 어
떻게 느끼는가의 여부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탄 GNH에서는 이 항목과 세부지표를 행복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
급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혼합물인 감정적 인간의 ‘마음
의 균형’에 주목하고 있다. 감정은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고, 행복은
안정적인 상태이므로 감정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행복도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탄은 감정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감정의 문제를 행복의 핵심적 사항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
교철학이 감정을 단순히 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
이다. 불교에서 감정은 자신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은 모든
경험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불교전통에서 개인과 보편적 행복의
핵심에 감정이 위치한다.31) 불교에서 감정과 마음은 타인, 공동체와 직결된
상태, 즉 연기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GNH의 심리적
웰빙에서의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2007년 조사된 GNH의 심리적 웰빙에서의 부정적 감정은 질투심
(jealousy), 이기심(selfishness), 좌절감(frustration), 자살에 대한 생각(suicide
thought) 등 네 가지이다. 하지만 2010년 조사에서 다섯 가지로 재편되는데,
질투심, 이기심 등은 동일하지만 좌절감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삭제되고 화

30)

31)

를 진행하기로 한다.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ndicators of GNH”, Journal of Bhutan Studies, Vol.26,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 2012, 63~65.
D. Drakpa et al., “GNH-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m”,
Indo-Bhut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ss National Happiness, Vol. 2, 2013,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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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두려움(fear), 걱정(worry) 등의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2007년의 네 가지 부정적 감정부터 살펴보면, 첫째는 질투심(산스끄리뜨
어 īrṣyā, 티벳어 dhrad-dog)으로 타인을 부러워해서 생기는 질투와 시기를
말한다. 이 감정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타인에 대한 증오나 적의
로 발전한다. 이는 불교의 9결(九結) 가운데 질결(嫉結)에 해당되는데, 여기
서 결은 번뇌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질투심은 아비달마텍스트에서는 자비
(慈悲)에 반대되는 비도덕적 적대감으로32), 성유식론 제 6권에서는 질심
소(嫉心所)로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지나치게 구하여 남의 영화를 참지
못하고 시기함을 체성으로 삼는다고 표현된다.33) Lama Zopa Rinpoche는 이
를 좀 더 쉽게, “질투심의 치료제는 타인의 기쁨에 축하하는 ‘즐거
움’(rejoicing)이다.”라고 설명한다.34) 즉, 질투심이란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
로 수용하지 못하고 축하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둘째는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이기심이다. 이 역시 질투심처럼 심소
중에 하나로, 간(慳, 산스끄리뜨어 matsarya, 티벳어 serna)이라 한다. 타인에
게 인색하고 자신의 재산, 가정, 사회적 지위 등을 지나치게 아까워하여 남
에게 베풀지 않고 몰래 감추어 두는 심리작용을 말하며, 탐(貪) 심소의 일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상의 두 가지 부정적 감정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색하거나 부러워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경쟁적 삶을 사는 현
대인에게 가장 흔한 감정이기도 하다.
셋째는 좌절감(gopa)인데 불교철학에서 이는 불안으로도 번역된다. 아비
달마텍스트에서는 스물한 가지 미혹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자신감을 잃는 좌절감은 결국 화
를 내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이는 부탄어로 ouggam으로 표현되는데, 여
기서 oug는 숨, gam은 숨을 누르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을 억누르는 무엇
인가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며 고통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이 바로 좌절감이다.35)
32)
33)
34)
35)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65.
김묘주, 성유식론 외, 동국역경원, 2008, 395.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63~65.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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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부정적 감정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다. 불살생(不殺生, ahiṃsa)을
주요한 덕목으로 삼는 불교에서 자살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타당한 방
법이 될 수 없지만, 부탄의 심리치료사인 니롤라(Nirola)는 부탄인들이 직업
을 잃거나 경쟁에서 쳐지거나 동료나 부모의 압박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
유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말한다.36) 일반적으로 자살은 화, 기대, 죄, 슬픔,
수치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시도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三
毒)과 같은 해로운 감정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삼독인 탐욕(貪慾), 진에(瞋恚), 우치(愚癡)라는 해로운 감정은 부정적 감
정들을 발생시키는 고통의 뿌리에 해당된다. 욕망하고 화가 나며 어리석은
세 가지 마음의 독에 의해 우리는 싫어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다른 사
람이 성공하면 질투하며, 실패했을 때 좌절한다. 따라서 GNH에서는 대표적
인 부정적 감정인 질투심, 이기심, 좌절감,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마음의
부정성을 대표하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발생시킨다고 정리한다.37) 2010년
시행된 조사에서는 좌절감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삭제되고 화, 두려움, 걱
정 등의 세 가지 감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좌절감과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같
은 다소 극단적인 감정보다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불안감을 대변하는 화,
두려움, 걱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표를 정비한 것이
다.
부정적 감정과 더불어 GNH에서 조사한 긍정적 감정은 2007년 조사에서
는 세 가지였으나, 2010년에는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부정적 감정과 수
적 대칭을 이룬다. 대표적인 긍정적 감정은 관대함(generosity), 동정심
(compassion), 평온함(calmness) 등이며, 2010년에는 용서(forgiveness), 만족감
(contentment) 등이 추가된다. 이 긍정적 감정들은 불교 용어로 치환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관대함은 보시, 동정심은 자비, 평온은 인욕이라는 주
요한 불교적 덕목에 배치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긍정적 감정의 지표는 대
승불교 보살(菩薩, bodhisattva) 수행의 총칭인 바라밀(婆羅蜜, pāramitā)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38) Wangmo는 관대함을 대승불교 보살의 가장 중요
36)
37)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57.
D. Drakpa et al., “GNH-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m”,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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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덕목인 보시바라밀(dāna-pāramitā)로 해석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
감력으로 분석한다. 또한 평온함은 삼독에 의한 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
욕바라밀(kṣānti pāramit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석하고, 내적 평정심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며 지혜바라밀(prajñā-pāramitā)을 상승시킨다고 본다.39) 이
러한 분류와 해석도 가능하지만 관대함, 동정심, 평온함 등의 긍정적 감정
은 상좌부 소전(所傳)의 문헌인 붓다밤사 Buddhavaṃsa에 등장하는 10바
라밀(dasa pāramiyo)의 개념과 오히려 유사하다. 관대함은 보시바라밀(dāna
pāramī), 동정심은 자비바라밀(mettā pāramī), 평온함은 평정바라밀(upekkhā
pāramī)에 배치된다. 불교철학의 대승보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
적인 심성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궁극적인 수행법이 바라밀이다. 긍
정적인 마음의 근간이 타인을 위하는 보살의 심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관대
함은 탐욕과 이기심을 넘어서게 하는 보시의 개념이며, 평온함은 분노에 반
대되는 긍정적 심성이고, 동정심은 대승보살의 연민으로서의 자비 즉, 타인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력을 뜻
하게 된다.40)
2010년 조사부터 이 세 가지 긍정적 감정에 추가된 감정은 용서와 만족
감이다. 이 두 가지 감정은 현대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덕목으로, 타인
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깊이 있는 용서와 타인의 행복에 대하여 질투 없이
자존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은 공동체적 원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대승불교
철학에서 행복은 타인의 도움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만족감의 경우 타
인의 행복에 질투와 갈망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까르마라는 깊은 원
리에 의한 것이라고 불교적으로 이해한다.41) 즉, 불교가 지닌 까르마의 원
리에 의해 인간의 부나 행운, 혹은 잘못과 불행은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라
고 생각하여 타인에 대한 용서와 만족감을 갖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불
38)
39)
40)

41)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70.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68~69.
D. Drakpa et al., “GNH-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m”,
169~170.
K. P. Tashi, “The Role of Buddhism in Achieving Gross National Happiness”,
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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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GNH의 지표들 중에서 특히 만족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원해서는 안 된다는 불교철학의 무소유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기
도 하다. 만일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행복하
다는 불교적 만족감에 바탕을 둔 지표로 해석된다.

IV. 영성과 GNH 불교철학의 해법
부탄의 GNH에 관한 국내 보고서에서는 심리적 웰빙의 ‘영성’ 항목을 부
탄의 종교적 특성이 있다는 이유로 분석을 배제했다.42) 이는 ‘영성’이라는
지표가 부탄사회의 종교인 불교적 특성이 반영된 불교적 색채가 강한 영역
에 해당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GNH에서 말하는 ‘영성’은 부탄의 종교적이
고 정신적인 수련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명상, 기도, 까르
마 등 3종의 영적인 수련과 관련된 일상적 삶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영성과 관련되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명상(瞑想, bhāvanā)이다.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일으켜 모든 불행의 근거가 되는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과학적으로도 뇌에서 공포와 화를
담당하는 대뇌변연계의 편도(amygdale)를 순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탄인들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긴장, 우울, 불면증, 만성적 고통에서 해
방되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이 마음의 평화가 심신의 건강으로 이어져 행
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초기불교 율장인 비나야(Vinaya)에
서는 “악과 죄를 저지르지 않고, 덕을 쌓는 것, 자신의 마음 전체를 진정시
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43) 여기서 마음 전체를
진정시키고 제어하는 명상은 인간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비를 행하는 기
초가 되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서 중요한 원리가 된다. 육체적 행복과 정신
적 행복은 모두 중요하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불교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교설하면서 정신적 행복의 우위를 강하게 주장한다. 이러한 논

42)
43)

박주언 외, 주관적 웰빙 측정방안, 176.
C. T. Dorji, A Concise Cultural History of Bhutan,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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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정신적 행복이 어느 행복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며, 마음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훈련시키는
명상은 행복을 위한 주요한 방법이 된다. 마음이 방황할 때 문제가 발생하
고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일으키므로 명상수행(kammaṭṭhāna)으로 마음을 제
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불교는

명상수행법으로

‘집중적

명상수

행’(samatha-kammaṭṭhāna)과 ‘통찰적 명상수행’(vipassanā-kammaṭṭhāna)을 제시
하며, 이는 흔히 지관(止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44) 전자는 정신적 혼란으
로 부터 마음을 진정시키고, 후자는 부정적인 정신상태를 모두 제거하기 위
한 것이다. 실제로 통찰의 명상수행은 불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수행법으
로, 마음이 제어되고 자신의 제어력 아래 놓인다면 영원한 행복을 내세에서
도 이룰 수 있다고 본다.45)
두 번째로 영성을 함양하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부탄어로 thuen이라
하는데, 이는 서구의 절대자에 대한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불교경전
의 문구인 만뜨라(mantra)를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것을 말한다. 만뜨라를 여
러 번 암송하면 선한 진동과 여파를 갖게 되면서 마음의 부정성이 제거된
다. 소갤 린포체(Sogyal Rinpoche)는 만뜨라를 “부정성에서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46) 만뜨라를 지속적으로 암송하면 부정적인 생
각에서 내면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자비와 지혜 같은 내적인 힘 혹은 영
적인 진리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대다수의 부탄인들은 집에 불상을 모시는 방을 따로 두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린다. 이때 대표적인 불교 만뜨라인 ‘옴마니반메
훔’(Om Ma Ni Pe Me Hung)을 여러 번 암송하는데 이 암송만으로도 영험
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47) 부탄인들은 린포체의 가르침처럼 불교경전
문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내적으로 강화된 마음은 힘을 갖게 되고
44)

45)
46)
47)

달라이라마의 경우 이 두 수행법을 안정화(stabilizing) 명상, 분석적(analytical)
명상으로 구분해 설법한다. Dalai Lama, Answers: Discussions with Western
Buddhists, Snow Lion Publications, 2001, 47.
C. T. Dorji, A Concise Cultural History of Bhutan, 114.
R. Goss et al., Dead But Not Lost, Rowman Altamira, 2005, 85.
박영환, 부탄의 문화 민속 엿보기, 민속원, 200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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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면서 공덕을 쌓게 된다고 믿는다.48) 이러
한 부탄의 기도형태는 부탄불교가 티벳불교의 드룩파계열로 구분되면서도
본교(Bonism)와 샤머니즘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에서 비롯된 전통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부탄의 국가신문인 쿠엔셀(Kuensel)은 불교 이전의 지배 종교
였던 본교와 불교가 융합되어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본교의 치유와 보
호에 의지하는 제의적 성향이 불교에도 이전되었다고 보도했다.49) 본교와
더불어 샤머니즘적 성향도 강해 자연의 정령과 지역신(yu-lha)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방식의 불행을 물리치게 해달라
고 기원하는 기도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50) 다시 말해 부탄인들
의 기도는 지역의 정령신앙에 대한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대다수의 부탄 불
교도들은 산신을 포함한 지역의 정령신에게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올린다.
이러한 부탄불교의 독특한 성향은 부탄 스님들이 뿌자(puja)의례를 주도하
는 데서도 드러난다. 가정의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스님들을 초청해 경문을 읽고 불교음악을 연주하는 전
통의례가 뿌자이다. 여기서 불교는 불길함과 부정성을 제거해 주고 행운을
가져오는 주술적 역할을 하는데, 부탄의 뿌자는 일상적인 생활의례로서 액
막을 제거하면서 행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51)

48)

D. Drakpa et al., “GNH-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m”,
170~171. 부탄불교는 티벳불교국가이지만 같은 불교문화권인 티벳과 몽골에
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오체투지(五體投地)와 같은 불교의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부탄인들은 불교사원에 가서 염원을 올릴 때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이
염불을 드리는 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한다. 우리와 다른 점은 두 손을
모아 이마, 입, 가슴 순으로 두 손을 살짝 댄 후에 절을 하는 것이다. 부탄에
서 이마는 영혼을, 입은 말을, 가슴은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은 영혼, 말,
정신이 삼위일체가 되어 염원을 드리는 것을 뜻한다. 박영환, 부탄의 문화

49)
50)
51)

민속 엿보기, 49~50.
R. Crins, Meeting the “Other”, Eburon Uitgeverij B.V., 2008, 107.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71.
박영환, 부탄의 문화 민속 엿보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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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지표는 일상의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인 까르마[業]이다. 불교에
서는 몸[身], 입[口], 의도[意]의 삼업(三業)을 내세워 인간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 행위가 인간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행위 자체인
까르마는 윤회의 원리와 결부되어 불교도의 푸쉬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게 되고, 윤리(śīla)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52) 까르마의 원리는
일상의 삶에 적용되어 도덕적 책임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
면서 건강하고 윤리적인 삶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까르마는 부
탄의 불교설화로 쉽게 설명된다. 붓다가 마가다국을 방문할 때 나라에 기근
이 닥쳐 수많은 이들이 굶주려 죽어갔다. 붓다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붓다가
가진 신통력으로 돌산을 금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붓다는 신통력을 부리지 않고, 왜 돌산을 금으
로 바꾸면 안 되는지 차분히 설명한다. 돌산을 금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금
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며 이웃나라에서도 이를 듣고 금을 차지하기
위해 더 큰 싸움이 일어나 더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마가다국의 기근은 그들의 까르마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내린다. 또 다른 유사한 설화로 8세기의 티벳왕
목니찬보(穆尼赞普, Muné Tsenpo)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목니찬보 왕은 가
난한 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준다. 세 번에
걸쳐 공평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지만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져 간다.
결국 왕은 까르마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까
르마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까르마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53)
또한 부탄인들은 부탄의 대표적인 불교축제 체츄(Tshechu)를 통해 까르마
를 배우면서 불교를 생활화한다. 이 축제는 두 번째 붓다로 불리는 구루 린
포체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축제의 종교적 춤을 통해 글을 읽
지 못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인 다르마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부탄 사람들은 극락(Zangdopelri), 지옥, 죽음을 초월하여 존재
52)
53)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71.
두 설화 모두 K. P. Tashi, “The Role of Buddhism in Achieving Gross National
Happiness”,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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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혼의 세계를 축제의 춤을 통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내세와 현세의
까르마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축제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선업
을 축적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축제를 기쁘게 즐긴다.54)
까르마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지금의 삶은 잠깐이며, 누구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소비에
길들여져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욕망의 증폭을 경계한다. 부탄은 이러한 자본경제의 욕망을 철저히 제어하
는 방법으로서 까르마를 바탕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충분
하다는 ‘만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GNH는 행복에 있어 가
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사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
한 신뢰가 존재하며 주어진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행
복을 질투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까르마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를 질
문하고 조사하고 있다.55)
GNH의 심리적 웰빙에서의 영성에는, 명상․기도․까르마를 통한 내적
수련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는 불교적 영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탄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
라 인간 내부의 마음에 있으며, 행복을 추구한다면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는
불교철학적 행복론을 주창한다. 그리고 마음수련이 바로 영성수련이라고 본
다. 그렇다고 해서 부탄연구센터가 의도적으로 국교인 불교와 명상, 기도,
까르마를 연결시켜서 국민을 불교로 유도하고자 교리적 측면을 교육하며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56) 불교의 대표적인 마음 수련법이 명상이지만 이
수행법을 진짜로 붓다가 수행했는지 어느 종파의 수행법인지와 같은 불교
의 정통적 논쟁과 교리적 접근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부탄연구센터가
조사하는 명상은 특정 종교의 수행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방황하지 않게 만
들고 부정한 마음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이며, GNH의 조사 항
목인 ‘기도’도 명상의 한 형태로 본다.57) GNH의 영성지표에서 ‘얼마나 기
54)
55)
56)

박영환, 부탄의 문화 민속 엿보기, 109~112.
사이토 도시아 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59.
T. Wangmo et 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70; D. Drakpa et al.,
“GNH-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m”,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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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기도의 반복을 통해 얼마나 명상적 효과, 즉 마
음에 부정성을 제거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까르마 또한 이
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인연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것임을 까르마의 교리로 알려주
면서, 사회의 까르마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향상되어야만 불행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체적인 행복’을 추
구하는 것이다.58)

V. 나가기
불교에서 행복의 순위를 부여한다면, 가장 낮은 행복이 물질에 근거한
획득과 감각적 쾌락의 행복이고, 정신과 지혜에 근거한 내적 행복이 그 다
음이며, 최고 수준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지극한
행복[至福]’으로 정리할 수 있다.59) 그리고 이러한 지극한 행복은 정각, 공,
열반 등의 절대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하위의 두 가지 행복을 상대
적 행복으로 구분하여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으로 나눌 수 있다.60)
부탄의 GNH는 ‘불교와 영성’에 기반 한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특징
을 갖기 때문에61) 처음 발표되었을 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종교적 신념
에서 나온 허황된 개념으로 일축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
57)

C. T. Dorji, A Concise Cultural History of Bhutan, 115; Tashi Wangmo et al.,

58)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71.
D. Drakpa et al., “GNH-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m”,

59)

170~171.
S. Kittiprapas, ｢仏教の視点から見た幸福と生活の質｣, 髙瀬武典 訳, ジウム,

60)

2015, 207.
K. P. Tashi, “The Role of Buddhism in Achieving Gross National Happiness”,

61)

483.
A. A. Braun, “Gross National Happiness in Bhutan”, Social Impact Research
Experience Journal, Vol.9-1, 200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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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GNH는 GDP, GNP와는 다른 인간의 행복이라는
비물질적인 가치를 발전의 중심에 두는 중요한 개발방식으로 주목받고 있
다. 특히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인 경제학자 슈마허는 정신적, 종교
적 가치보다 물질적인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도 불
교경제학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역설하는데, 그의 주장은 불교철학으로 정신
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부탄의 근대적 성장과 발전의 관점과 절묘하게 일치
한다.
불교경제학은 근대의 성장과 전통의 정체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
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물질주의자의 부주의(heedlessness)와 전통주의
자의 부동성(immobility) 사이에서 올바른 발전 경로인 중도(中道), 즉 ‘올바
른 생활’(right liveihood, 正命)을 발견하는 문제이다. 62)

부탄과 동일한 히말라야 지역문화권에 속하는 라다크, 시킴, 무스탕, 티
벳 등은 근대화 과정에서 인도, 중국에 종속되었지만 부탄은 한 번도 독립
을 잃은 적 없이 전통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다. 부탄과 유사한 몽골도 70
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상실하였고,
현재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위의 국가 중에서 티벳불교문화
권을 유지한 나라도 부탄이 유일할 만큼 부탄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성장하려는 국가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63)
부탄은 성장만을 중시하지 않고 자신의 전통과 영성에 가치를 부여하며
서구적 모델을 모방하기보다는 자신들 사회의 진정한 행복에 목적을 둔 발
전을 이루고자 한다.64) 그래서 GNH는 불교와 관련된 ‘발전’ 철학을 행복
철학과 연관시키면서 지속적인 발전에 이르는 내적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GNH의 행복 개념은 경제성장의 모델이 갖고 있는 물질주의
와 소비주의보다는 중용과 만족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중도철학을

62)

E. F. Schumacher,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이상호

63)

옮김, 문예출판사, 2016, 82.
박영환, 부탄의 문화 민속 엿보기, 214.
S. Kittiprapas, ｢仏教の視点から見た幸福と生活の質｣, 212/21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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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다.
전통과 불교적 가치를 포함한 부탄의 국민행복은 유럽에서 중시되는 ‘개
인의 주관적 행복’만이 아니라 ‘집단적 행복’(the pursuit of happiness is
collective)이라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65) 2016년 7월 24일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의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OECD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 10
점 만점 중 0.2점을 받았다. 곤경에 처했을 때 의존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
구가 거의 없다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위 조사결과는
급격한 근대화를 경험하고 서구적 성장 제일주의를 주창하던 우리에게 닥
친 당연한 재앙일 수도 있다. 부탄연구센터의 까르마 우라(Karma Ura) 소장
은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철저히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적인 윤택함을 위한 생활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희생되고, 자연을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근대화가 초래하는 폐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화를 주의 깊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
다.66)
이러한 그의 발언은 불교에서 행복이란 이타적이고 남을 동정하는 마음
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불교의 행복은 타인과의 인식
과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일 수 없으며,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내
적 평화와 만족을 이루게 된다.67) 인도 용수(龍樹, Nāgārjuna) 보살은 우정
의 편지(Suhṛllekha)에서 “만족과 같은 보물은 없다. 부의 모든 형태 중에서
만족은 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지고의 것이다. 만족을 원하는 자는 모든 것
을 이룬다. 심지어 물질적 부가 없이도 자신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68)라고
65)
66)
67)

68)

岡部光明, ｢幸福度等の国別世界順位について｣, 14.
사이토 도시아 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27~28.
K. P. Tashi, “The Role of Buddhism in Achieving Gross National Happiness”,
484~486.
H. Frowde, “Nāgārjuna’s ‘Friendly Epistle’”,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London, 188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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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기서의 만족감은 마음의 부정성이 제거된 평정심(upekṣa)과 동일한 것
이다.69) 그리고 그러한 만족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불교의 다르마
(dharma)를 실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과 내적인 평화의 근원
인 만족감이라는 것은 진정한 다르마를 실천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며, 그
만족감이 행복의 뿌리라 할 수 있다.70)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가 바로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의 이상과 같다는 점이다. 입보리행론 제8장 ｢선정
품｣ 129게송에서는 이러한 보살의 이상과 불교의 행복의 가치가 동일하다
는 점을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
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는
데서 온다.”71)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이타적 불교의 가치는 선한 까르마를 만들어 국가의 웰빙과 행복
을 이루겠다는 목적 하에서 GNH의 심리적 웰빙의 구조로 체계화된다. 불
교에서 덕 있는 까르마는 행복의 원인이 되고, 외부세계는 단순히 우리 마
음이 투영된 것이다. 긍정적이고 도덕적이며 이타적인 행위는 현생에 행복
을 주고, 다음 생에 더 높은 재생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적 세
계관에 의해 부정적 행위 혹은 나쁜 까르마는 더 낮은 세계로 태어나게 하
므로 이생에서의 행복은 덕과 이기심 없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72)
이처럼 GNH는 불교와 긴밀한 관계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GNH의 심리적
웰빙은 불교철학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세계행복보
고서의 편집자이자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도 행복한
삶을 위해 붓다의 중도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73) 붓다
69)

L. G. Dorji, “Happiness and Spirituality”, Towards Global Transformation: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ss National Happiness,
Centre for Bhutan Studies, 2008, 26. 도르지는 만족감을 평온함과 동일하게 번

70)
71)
72)

역하면서 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L. G. Dorji, “Happiness and Spirituality”, 30.
샨띠데바, 샨띠데바의 입보리행론, 청전 옮김, 담앤북스, 2013, 162.
L. G. Dorji, “Happiness and Spiritualit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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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타르 악기의 연주자가 줄을 너무 감거나 느슨하거나 할 때 소리를 내
지 못한다는 가장 쉬운 예를 들어 중도를 설명한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악기를 조율하는 연주자처럼, 우리들의 행복은 물질주의와 영성주의의
중도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균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
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유용한 불교철학의 가치를 GNH에 적용한 것이 바로
부탄의 국민행복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73)

R. Layard et al., World Happiness Report, The Earth Institute, New, York,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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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hutan National Happiness Concept and Buddhist
Exploring Solutions to Unhappiness:
GNH-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t Philosophical
Structure
Kim Chin-Young
(Sogang Univ.)
In this article the holistic approach of GNH can see that seek harmony and
balance, especially over the middle way(中道) of Buddhist philosophy. The
concept of Gross National Happiness(GNH) has been widely promoted and
discussed in recent years in Bhutan. The GNH is made on the basis of the
Buddhist solution to overcome the unhappiness as well as for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holistic human being to pursue an integrated
humanoid does not overlooked aspects of spiritual(靈的) concept of what a
happy one break the conventional method was evaluated the quality of life in
the physical criteria such as GDP Life it started from a philosophical question.
This paper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treat this GNH-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with Buddhist Philosophical Structure on GNH over the years have
serv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atering to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nation, including the spiritual health of its citizens as well as the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its unique culture. And while GNH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philosophy associated with Buddhist view of happiness focuses
on inner happiness lea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Key words: GNH, Bhutan, happiness, Buddhism, Spirituality, Psychological
Well-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