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쟁사상의 분쟁해결 적용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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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원효의 화쟁사상을 분석하여 그 기본이념과 화쟁방법이 현실 세계의 갈등과
분쟁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화쟁사상의 기본 이념은 일심과 무애로
볼 수 있다. 일심은 모든 중생의 기본 바탕이며 돌아가야 할 곳이다. 일심에는 욕심내고 다투는
생멸의 마음과 고요하고 평등한 진여(眞如)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진여의 마음이 자비심을 일
으켜 생멸로 나아가고 생멸의 마음이 깨달음을 통해 진여를 회복하는 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심
이 회복되고 다툼이 해소된다. 그러나 원효의 일심은 그의 무애의 정신으로 인해 절대화되지 않
고 있다. 그럼으로써 집단이기주의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열광주의를 낳는 인집(人執)과 법집(法
執)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유체계는 그대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
다. 화쟁의 방법으로서 원효는 극단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할 것과 일심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활
용할 것, 그리고 쟁론의 어느 당사자에게도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자세를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화쟁사상의 기본 이념과 방법은 그의 깊은 인간이해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적 국제적 갈등과 분쟁해결의 기본 원칙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
도(India)가 그의 전통사상인 비폭력과 정도(正道 right paths)를 인도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발전
시킨 것과 같이 우리는 화쟁사상을 한국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의 하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화쟁, 분쟁, 일심, 무애, 갈등, 인집, 법집, 협상, 극단주의, 민족주의

1. 서 론
원효에 의해 대성된 화쟁(和諍)사상은 모든 논쟁을 화(和)로 바꾸는 불교사상으로서 우리나
라 불교의 저변에 깔린 가장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35).
이 글은 쟁론을 화해시키기 위해 발전된 이러한 화쟁사상이 분쟁을 화해시키는 데도 그 사상
적 기초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 만일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분쟁해결에
* 이 글은 2003년도 동아시아불자대회 및 교수불자연합회 합동 하계 학술대회에서 “화쟁과 분쟁해결”
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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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는지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화쟁의 대상이 불교 이론들 사이의 쟁론에 국한되기 보다는 그 근본정신에서 볼 때 모든 쟁
론에까지 확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1)
사실 화쟁사상을 대성시킨 원효의 저작 속에 불교 이외의 쟁론의 화쟁에 관한 언급이 없었
다 해도 다른 쟁론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화쟁사상
이 계승되면서 고려시대 의천(義天)과 지눌(知訥)은 교(敎)와 선(禪)을 화쟁시키려 했으며, 조
선조에서 기화(己和)는 유불선(儒佛仙) 3교의 회통(會通)과 화쟁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화쟁사상을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에 까지 확대시켜 적용하는 데에도 이
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화쟁사상은 우리나라 불교 교단내의 화합과 분쟁해결방법에 적
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승려들이 받는 계율에는 화합을 깨트리는 것을 경계한 조목들이 있고
쟁론을 없애는 멸쟁법(滅諍法)을 두었다2). 화쟁이 이론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집단내의 갈등
에도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교에서 “자비란 중생에게 기쁨을 주고 고통을 뽑아주는 것”(大慈與樂大悲拔苦)이라
고 한다.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중생의 중요한 고통을 제거해주는 것이라고 볼
때 화쟁사상을 분쟁해결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더구나 우리나
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국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민족의 생존과 번
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고유의 화쟁사상을 분쟁의 조정과 해결의 사상적 기초의
하나로서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분쟁(紛爭)이란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행위자와 이를 반대하는 행위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해결하지 않기 위하여 나타나는 사소한 언쟁으
로부터 투쟁에 이르는 상태까지라고 할 수 있다”(김순규 1997, 471).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를
포함하여 집단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어느 시점에서 분쟁으로 발전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
면 국제간에는 전쟁으로 확대된다. 갈등의 확대가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
만 분쟁은 갈등과 전쟁사이의 중간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분쟁을 잘 해결하면 근원적인 갈등
이 해소될 수 있고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사이의 갈
1) 이점에 대해서 박성배는 “화쟁이 노리는 바는 불교집안의 시비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와의 관계까지를
포함한 모든 시비를 화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배, “원효사상 전개의 문제점-박종홍 박사의 경
우”, 예문동양사상연구원, 고영섭편저,『원효: 한국의 사상가 10인 』(서울, 예문서원, 2002), p.321. 한
편 최유진은 “화쟁의 대상은 그 근본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불교이외에 다른 학파에까지 확대가 가능
할 수도 있지만 그 직접적인 대상은 불교내부로 한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았다. 최유진, 『원효사상연
구』(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p.20.
2) 대승의 보살계에서는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를 바라이죄로 규정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다. 그러한
죄를 구성하는 항목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를 창찬하고 남을 헐뜻지 말라” 등이
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p.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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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공개적인 논쟁으로 발전하고 논쟁의 해결에 실패하면 이념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쟁론의
확대 단계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100여부 240권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3) 원효의 사상을 하나로 특징 지
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많은 저술 속에 일관된 것은 일심과 화쟁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
기에 의하면 그의 저술 중 특히 십문화쟁론은 “원효사상의 총결산적 저술이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래로 주의를 하는” 저술이다. 이 저술은 “백가의 이론(異論)을 모아서 십문(十門)으
로 분류하여 난점을 들어 판결하고 이점을 모아 정리하여 화해(和解)하고, 이리하여 일승불교
를 건설하고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니 실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자각이며 최대의 특색이
라고 할 수 있다”(趙明基 1987, 552-553).
분쟁의 화해와 관련하여 화쟁사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화쟁의 철학과 화쟁의 방
법이다. 이는 분쟁의 화해에 필요한 철학과 분쟁화해의 주체가 갖추어야 할 덕목, 그리고 분쟁
화해의 방법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이다. 본론은 원효의 저술 속에서 이러한 가
능성을 탐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화쟁이라는 용어를 논쟁의 화쟁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
까지를 포함하는 화쟁(和諍/爭)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화쟁사상의 기본 이념
문명과 문화, 가치체계가 서로 다른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회피하고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또는 도덕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1, 2차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코뮤니즘과 이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반공주의 등 일방적인 도덕적 원칙과 주의주장에 대한 열광과 이들 간의 대결이 인
류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다른 국가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선언된 좋은 목표나 가치는 오히
려 갈등과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했던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인류사회의
생존과 국가간의 화해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피해 제한"(damage limitation)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
는 공통의 중요한 원칙이며 신중성(prudence)이 국제정치에서 핵심적인 덕목(virtue)이 되고
있다(Thompson 1987, 246).
현재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은 1)국가간 주권의 평등 2)국가의 영토보
3) 원효의 저술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100부 240여 권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
이며 현존하는 저술은 완본형태가 13종 잔본 형태가 7종이다. 中央僧伽大學校 佛敎史學硏究所, 『元
曉硏究論著目錄』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199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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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정치적 독립 3)국민들의 평등권과 자치권 4)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뷸간섭, 5)국가간 분
쟁의 평화적 해결 6)폭력의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 배제 7)국제의무의 성실한 이행 8)타국과의
협력 8)인권과 기본 자유권의 존중이다(Jones 1992, 44-45).
원효의 사상에서는 이제까지 발전된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반원칙들과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들을 포용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의 기본 틀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다투게 되었는가, 그러고 그러한 다툼을 화해시키고 회통(會通)시킬 수 있는 가
능성과 원칙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원효는 이를 일심(一心)과 무애(無碍)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화쟁을 통해서 일심으로 돌아가고 무애를 실현시킬 수 있음으로 화쟁과 무애 그리
고 일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원효에게 있어서 일심과 무애가
어떻게 화해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이문일심(二門一心)
원효에게 있어서 일심이란 모든 중생들의 근원이며 또 돌아갈 곳이기도 하다. 인간이 분별
하고 다투게 되는 것은 일심의 근원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지만 일심으로 인해 화해하고 회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원효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일심과 비슷한 말로써 일승(一乘),
일미(一味), 법성(法性), 여래장(如來藏)과 같은 말을 쓰고 있으나 일심이라는 용어를 보다 포
괄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효의 핵심 저술중의 하나인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는 일심의 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 일심의 근원은 유(有)와 무(無)를 떠나서 홀로 맑으며, 삼공(三空)의 바다는 진(眞)
과 속(俗)을 융합하여 깊고 고요하다. 깊고 고요하게 둘을 융합하였으나 하나가 아니며,
홀로 맑아서 양변을 떠나 있으나 중간도 아니다. 중간이 아니면서 양변을 떠났으므로 유
가 아닌 법이 무에 나아가 머물지 아니하며, 무가 아닌 상(相)이 유에 나아가 머물지 아니
한다.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융합하였으므로 진(眞)이 아닌 사(事)가 애초에 속(俗)이 된
적이 없으며, 속이 아닌 이(理)가 애초에 진이 된 적이 없다. 둘을 융합하였으면서도 하나
가 아니기 때문에 진과 속의 자성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없고, 염(染)과 정(淨)의 상(相)
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양변(兩邊)을 떠났으면서도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와
무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바가 없고, 옮음과 그름의 뜻이 두루 하지 아니함이 없다.”4)

4) 『金剛三昧經論』, 은정희, 송진현 역주『원효의 금강삼매경론』(서울: 일지사, 2003), pp.19-20 참조;
“夫一心之源, 離有無而獨淨, 三空之海, 融眞俗而淡然, 淡然融二而不一, 獨淨離邊而非中, 非中而離邊故,
不有之法不卽往無, 不無之相不卽往有, 不一而融二故, 非眞之事未始爲俗, 非俗之理未始爲眞也, 融二而
不一故, 眞俗之性無所不立, 染淨之相莫不備焉, 離邊而非中故, 有無之法無所不作, 是非之義莫不周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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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다툼과 시비를 넘어서 있다. 우리가 일심으로 돌아가면 현상세
계의 대립은 해소되며 시비를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일심은 화쟁의 근거이며 목적인 바, 최유
진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일심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원효의 일심은 모든 것의 근거이고 상대적 차별을 떠난다. 그리고 집착 없는 상태가 바로
일심이다. 우리의 본래의 근원은 모든 다툼이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아무리 다투고 있다 하더
라도 궁극적으로 화해된 상태에 갈 수 있다. 현재 다투고 있는 것은 일심에 대해 제대로 깨닫
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깨닫게 되면 다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심의 근거에서 화쟁이 가능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쟁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일심으로 되돌아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유진 1998, 58).
이렇게 보면 일심은 상대적 차별을 떠나고 모든 것의 근원이며 돌아갈 곳인 인류의 보편적
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심을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로 이해하게 되면 서양사
상의 일원론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다. 신플라톤학파의 풀로티노스가 말한 일자(一者)로 부터
의 유출설이나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하는 신의 개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원효의 일심은 그러한 추상적 개념이나 절대화시킨 하나를 결코 용인하지 않고 있
다. 만일 원효가 절대화된 하나로서의 일심을 주장했다면 그러한 일심은 화쟁의 근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이문일심으로 그의 사유체계를 형성하였다. 대승
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그는 이 논의 목적이 “삼장(三藏)의 뜻을 두루 더듬게 하고 도를
닦는 자로 하여금 온갖 경계를 길이 쉬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라 하면
서 다음과 같이 논의 종체(宗體)를 요약하고 있다.
“이 논의 뜻이 이와 같으니 벌이면 한량없고 가이 없는 뜻이 종(宗)이 되고, 합하면 이
문일심(二門一心)의 법이 요(要)가 된다. 이문의 안에 만 가지 뜻을 포함하여 문란하지 않
고 가이 없는 뜻이 한 가지 일심으로 융통된다. 그러므로 벌림과 합함이 자재하고 입(立)
하고 파(破)하여 의심이 없다. 벌려도 번(繁)하지 아니하고 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다. 입하
여도 얻음이 없고 파하여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 마명(馬鳴)의 묘술이요 기신(起信)의 종
체가 된다”5).

여기서 이문(二門)이란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을 말한다. 원효는 일심을 말하면서
도 그 일심속의 변하지 않고 깨끗하고 고요한 본성으로서의 진여문과 변화하고 더럽고 번잡한
현실로서의 생멸문을 포함시켜 일심 속에서 화해하고 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일심이라고 하여 초월적 실재적 존재로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진여문과 생멸문과 함께 서로
5) 元曉, 成樂熏 譯, “大乘起信論疏”, 『韓國의 思想大全集 1』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2), pp.40-41; “此
論之意, 旣其如是, 開則無量無邊之義爲宗, 合則二門一心之爲要, 二門之內, 容萬義而不亂, 無邊之義, 同
一心而混融, 是以開合自在, 立破無礙, 開而不繁, 合而不狹, 立而無得, 破而無失, 是爲馬鳴之妙術, 起信
之宗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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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는 마
음 그 대로의 본래적인 모습(心眞如門)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움직이고 변화하는 측면 (心生
滅門)이다”(정영근 2002, 483).
원효는 일심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마음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
니라 교섭되는 것으로 열어 놓았다. 진여심이나 생멸심이라 하지 않고 심진여와 심생멸이라
한 것도 그러한 교섭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일심 역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진여와 생멸을
통해 들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돌아갈 곳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원효는 진여문에도 진리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여실공(如實空)과 함께 그렇지 않은 여실불공(如實不空)을 포함시키고 생멸문에도 생멸과 더
불어 불생불멸심을 포함시켰다. 다시 말하면 청정한 본심 속에도 생멸문으로 나아가 이를 포
용하여 제도할 소지가 있고 생멸의 마음속에도 청정한 본심을 깨달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
는 씨앗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 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심생멸이 망념에 집착하지 않고 일심으
로 돌아가 불생불멸을 포섭하게 되면 모든 차별을 떠나 진리에 이르게 되며(融俗爲眞), 심진여
가 진리에 안주하지 않고 집착을 버리면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일으켜 생멸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融眞爲俗)는 것이다.
원효는 이문일심의 사유체계에서 일방주의적 해결이나 어정쩡한 타협이 아니라 서로를 인
정하면서 보편적 인간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화해하고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원적 세계관에서와 같이 인식주관이 영원히 인식주체의 배타적인 실체를 주장
하는 한 다른 인식주관과의 화해는 어렵다. 원효는 인식주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서 인식주관이 이러한 실체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그는 대승기신
론소에서 이를 “세우되 얻은 바가 없으며”(立而不得), “파하되 잃는 바가 없다”(破而無失)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일심과 이문을 세우면서도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은 그의 무애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진여문과 생멸문이 화합하는 것은 이문간의 일치하는 점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여전히 두문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합한 다음에도 진여문과 생멸문은 독자성을 유지
한다(高翊晋 1989, 280). 화합이 이루어지면서도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것이다.

2. 무애(無礙)의 정신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애이다. 무애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원래 불교 사상의 핵심 중의 하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금강
경에서도 ‘무릇 있는 바 모든 상(相)은 허망한 것이니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볼
수 있느니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고 했다. 또 집착의 뿌리인 아상(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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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 나라는 상)과 인상(人相: 사람이라는 상), 중생상(衆生相: 중생이라는 상), 수자상(壽者相:
오랜 경험이 있다는 상)을 갖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물론 원효의 사상은 이러한 불교의 기본 사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보다 활
발하고 자유로운 화엄경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무애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화엄경 보살명리품의 문구로부터 “모든 것에서 무애한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네”(一切無礙人 一道出生死)라고 무애가를 지어 부르며 춤추고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다
(남동신 1999, 117-129).
김지견에 의하면 원효의 무애사상은 화엄사상이 그 행위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金知見
1987, 128). 화엄경에서는 “이치와 사물현상간의 걸림이 없는” 이사무애(理事無礙)와 “사물과
사물 간에 걸림이 없는”사사무애(事事無礙)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자기가 깨달은 이치가, 나
타나고 있는 사물현상과 어긋나지 않은 상태를 이사무애라 하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걸리지
않고 융통 자재한 경지를 사사무애라고 한다. 화쟁은 이사무애, 사사무애의 행위의 하나인 동
사섭(同事攝)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행위 쪽의 동사섭이 없이 무애가의 구절이 나올 수 없다
는 것이다.
4섭법이란 화엄경에서 보살이 중생을 화하는 방법으로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利行),
동사(同事) 등 네 가지 함께 하는 일을 말한다.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베풀고(布施攝), 다정
한 말을 하고(愛語攝), 이로운 행동을 하며(利行攝), 함께 일을 함으로써(同事攝) 중생을 진리
로 이끈다는 것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이문일심의 법으로
진과 속, 시와 비를 회통하려고 하는 원효의 화쟁사상은 화엄경의 이러한 동사섭의 정신에 바
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통일전후의 시대를 산 원효의 화쟁론이 단순히 불교 교
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이론만을 구사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효가 살았던 시대의
갈등을 헤치고 뛰어드는 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김지견의 견해도 화쟁사상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金知見 1987, 129-135).
원효는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운 무애인을 원했고 중생과의 어울림을 통해서 그러한 무애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화쟁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집착으로서 원효는 인집(人執)
과 법집(法執)을 들고 있다. 김형효는 인집을 대타적 권위주의로 법집을 진리에 대한 집착과
열광주의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탹견을 내놓은 바 있다(金炯孝, 1987, 171-196).
필자의 생각에는 인집이란 사람과 사람의 집단에 대한 집착이다. 원칙이나 법에 따르는 것
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에 집착하여 따르는 것이 인집이라
할 수 있다.
법집이란 자기가 신봉하거나 옳다고 보는 원칙과 진리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이러한 집착
에서 생각의 편협성, 종교적 광신주의와 이념적 열광주의가 나온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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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간의 대립과 전쟁, 종교 간의 갈등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나 종교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맹
목적이고 열광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19세기 이래 국제적 갈등, 분쟁, 전쟁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였던 강력한 민족주의6)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민족이라는 집단에 대한 집착과 자
기 민족과 민족정신에 대한 열광이라는 점에서 인집과 법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믿는 진리에 대한 일방적인 집착과 열광주의는 화해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
해관계의 타협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익은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진리에 대한 신봉자
들 간의 관계는 대립과 투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참가자
들이 투쟁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좋은 명분을 제공해줌으로서 갈등을 증폭시킨다(Sills
1974, 234-235).
그러나 무애는 이러한 인집과 법집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이문일심(二門
一心)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문이 서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둘은 같게 동화
되지도 않고 다르게 이질화되지도 않으면서 서로 화합하고 통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정
영근, 2002, 491).
여러 가지 다툼을 일심으로 회통하면서도 일심과 함께 이문을 설정하여 화해하고 협력하게
하며, 일심에도, 인집과 법집에도 걸림 없이 중생의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해간 원효의 일심,
무애 사상은 쟁론을 화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목적이 되었다.
원효의 사유체계는 서양사상이 중심이 된 오늘날의 이원론의 사유체계와 대비된다. 이원적
세계관에서는 사물을 적과 동지,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어 보고 그 사이의 교섭을 부정하기
때문에 대립과 분쟁이 악화되어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타협이나 국제적 재정(裁定)에 의한 해결보다는 정복, 강제적 굴종, 억
지와 철회, 회피 등이 많았던 것이다7). 국제사회에서는 이제까지 확립된 국제법과 도덕적 원
칙이 지켜지기 보다는 힘을 내세운 일방주의적 해결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심이문의 사유체계는 이론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집단간의 분쟁을 화해시키는 사유의 틀
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문명과 문화가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인류의 보전과 발전
을 위해 세계의 보편 정신 안에서 함께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유의 틀을 우리는 원효의
이문일심의 사상과 무애의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6) 두 번에 걸친 대전과 나치즘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
한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민족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Anthony D. Smith,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83), pp.8-24 참조..
7) K.J Holsti의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1919-1986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어
난 97개의 분쟁의 해결 결과를 내용별로 보면 정복에 의한 해결 32건, 강제걱 굴종과 억지 19건 등이
고 타협은 20건, 재정 12건이며 나머지는 소극적 해결, 철회-회피, 미해결 등이다. 김순규(1997),
pp.483-4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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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해와 회통의 방법
이상과 같은 일심과 무애의 이념을 뒷받침으로 원효는 쟁론을 화쟁시키고 회통하였다. 그가
전개한 화쟁의 방법은 그의 전체사상과 분리하여 떼어 내기는 어려우나 쟁론의 화쟁 뿐만 아
니라 분쟁해결의 방법으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툼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다툼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확
고한 믿음과 다투는 사안(事案)에 대한 폭넓은 정보의 수집과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을 화
쟁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분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론 간의 다툼을 화쟁 하려
고 할 때 다투는 이론과 그 배경에 대한 정확하고 폭 넒은 이해가 없이는 이를 화쟁하기 어렵
다. 분쟁을 화해시키려 할 때도 역시 분쟁의 배경과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 관한 정확하고 폭넓
은 이해가 있어야 이에 대한 화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효가 그 당시 인도에서 중국, 한국, 일본에 통용되던 세계적 선진 사상의 하나였던 불교
내의 이론들 사이의 다툼을 화쟁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불교 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쟁론 사이의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경전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화쟁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의 경론만 알고 그것에 집착하고, 낮은 소견을 갖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최유진 1998, 104). 화쟁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극
단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1. 극단적 집착에서 벗어남
다툼의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 자기 입장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
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래 부처의 경지에서는 다툼이 없다. 또 다툼이 없는 경지를 무
쟁삼매(無諍三昧)라고 한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심과 상(相)에 집착하기 때문
이다. 금강경에서 소승불교의 최고의 수행단계를 성취한 아라한(阿羅漢)은 법에 집착하지 않
으며 “다툼이 없는 삼매”(無諍三昧)를 얻었으나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집착도 갖지 않기 때문
에 아라한이라 한다“고 하였다. 원효는 본업경소(本業經疏)에서 열반경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제불세존(諸佛世尊)은 번뇌가 없는 만큼 단정하는 바도 없다. 이런 까닭에 부처를 무
상사(無上士)라 부른다. 또 상사(上士)라 함은 쟁송(諍訟)을 하는 것을 이름이다. 무상사
는 쟁송이 없다. 여래는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를 무상사라 부른다”8).
8) 『本業經疏』, 최유진 (1998), p.87에서 원문 재인용; ‘諸佛世尊無有煩惱 故無所斷 是故號佛爲無上士
又上士者 名爲諍訟 無上士者無有諍訟 如來無諍 是故號佛爲無上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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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번뇌가 없어야 하는데 우선 필요한 것이 자기 입장을 상대방과
대립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고수하려는 태도부터 시정해야 한다. 이것은 분쟁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다.
사실 모든 다툼은 상대가 있음으로 비롯된다. 어느 한쪽의 주장은 다른 쪽의 주장과 대립적
으로 존재한다. 원효는 이를 “안이 없으므로 밖도 또한 없는 것이니 안과 밖은 반드시 상대하
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최유진 1998, 89). 그런데 사람들은 이쪽이 있기 때문에 저쪽이 있으
며 이쪽이 없으면 저쪽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시켜 선하고
옳은 것으로, 상대편은 악하고 그른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대립이 극에 이르면 양쪽의 주장이 비슷해짐으로써 대립적인 주장이 상대적임을 극
명하게 보여준다. 미.소가 극심한 냉전을 벌이고 있을 때 양측의 관계를 설명한 거울이미지
(mirror image)이론이 있다. 당시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았더니 서로 주어(主語)만 바꾸면
거의 양측의 내용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였다. 상대방의 모습을 자기 거울을 보는 것 과 같이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거울이미지라고 불렀던 것이다.
서로 적대하고 있는 각각의 국민은 자기 자신은 도덕적이고 자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애
호적으로 보는 반면 상대방은 기만적이고 제국주의적이며 호전(好戰)주의자로 보게 된다. 따
라서 현대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perception)가 중요하
며 인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현실화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Dougherty & Pfaltzgraff, Jr 1990, 291).
원효는 열반경종요, 법화경 종요, 대승기신론 그리고 십문화쟁론 등에서 극단적으로 대립된
쟁론 사이의 화쟁을 실현시켰다. 공(空)과 유(有)간의

대립적 집착(空有異執), 불성(佛性)의

유뮤(有無)에 관한 대립적 집착(佛性有無), 아(我)와 법(法)에 대한 대립적인 집착(我法異執)
등을 주요한 화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극단적 견해간의 대립을 화쟁하면서 그는 한쪽
의 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동시에 다른 쪽의 집착도 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집
착을 벗어나 화쟁을 할 수 있을까?
인집과 법집에서 비롯된 자기주장의 절대화, 흑백론적 사고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원효는
“하나가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非一而非異), ”둘을 융합하지만 하나가 아니다“(融二而不一)의
논리로 화쟁시킨다. 그는 먼저 양쪽의 극단적 주장을 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은 집착을
떠나기 위한 부정이므로 부정을 거치고 난 무집착의 주장은 이를 긍정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
해 두 주장이 하나가 아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둘인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양쪽의 입장을 융화시키되 다양성을 그대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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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된 근원의 개발
분쟁하는 당사자들이 집단적 이기주의(인집)와 자기 신념에 대한 절대적 신념(법집)에서 벗
어나는 것과 함께 공통의 광장과 이해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다툼을 해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건이다.
원효의 화쟁에서 그러한 공통기반은 언제나 일심과 일미(一味)이었다. 원효에게 있어서 일
심은 “주객대립의 관계가 초월된 것임으로 이 속에서는 모든 대립이 융화된다. 더러움과 깨끗
함이 융화되고 진속(眞俗)이 평등한 것”이라고 하였다”(金恒.培 1087, 144). 그는 대승기신론
별기에서 화쟁의 공통기반으로서의 일심에 관하여 “그 체가 광대하여 마치 태허(太虛)와 같아
서 사사로움이 없다. 또 탕탕무애하여 마치 큰 바다와 같되 지극히 공평하다. 지공(至公) 함이
있는 까닭에 동정(動靜)이 수성(隋成)하고 사(私)가 없는 까닭에 염(染)과 정(淨)이 융통하다.
염정이 융통하기 때문에 진(眞)과 속(俗)이 평등하며 동과 정이 수성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림
에 차이가 생긴다. 오르고 내림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응의 길이 통하며, 진과 속이 평등한 까
닭에 사의(思議)의 길이 끊긴다”(金恒培, 1987, 143에서 재인용)고 말하고 있다.
원효는 불교내의 여러 쟁론들을 화쟁하여 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심 일미를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한 일심은 시비에서 초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화쟁의 가능 근거요 목표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심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절대적인 체계가 아니요 서로 다른 대립하는 대상들과
동적으로 교섭하며 융통자재하다.
원래 일심의 차원에서는 일미평등이며 모든 차별이 없고 다툼이 없는 데 중생이 번뇌에 물
들어 차별을 일으키고 다툼이 생겼으니 일심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아감으로써 화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일심과 같은 뜻으로 열반경
소, 금강삼매경론, 법화경소 등에서 일각, 일미, 일승 등의 용어도 같은 뜻으로 함께 사용하였
다. 이름은 다르나 하나라는 뜻으로는 같다. 현재는 대립하고 있으나 그 근원을 찾아 화쟁하고
있다.
원효의 일심은 그의 사상적 기초이기도 하면서 또한 화쟁의 방법론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
다. 원효는 주로 당시 세계적 선진 사상의 하나이었던 불교교리상의 다툼을 주제로 삼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현대의 여러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勞使)간의 분쟁은 노사간의 공통이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노
력으로 화해가 추구될 수 있다. 남북한간의 분쟁과 같이 민족 내부의 분쟁은 하나의 민족이 갖
고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외교교섭을 훨씬 용이하게 한
다9).
9) 외교에서 공동체정신을 활용하여 성공한 예로는 이차대전 중 미국과 영국의 외교교섭과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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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은 세계 공통의 이익과 이상(理想)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인식을 발견하고 그곳으
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잇을 것이다. 노사간에는 그들이 함께 발견하여 돌아가
야 할 일심이 있고 민족에게는 민족의 공통분모가 그들의 일심일 것이며 국제사회가 찾아서
추구해야 할 일심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공존공영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공통이상이나 목표도 그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립적 현실과 융통
자재하게 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나가는데서 화쟁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효로
부터 얻는 교훈일 것이다.

3. 비동비이(非同非異)의 자세
화해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대립하는 주장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도리에
벗어나지 않고 감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효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공집과 유집간의 쟁론을 화쟁시키는 과정에서 쟁론 화해의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만약 여러 상이한 견해간의 쟁론이 일어날 때, 유견(有見)에 동의해서 말하면, 공견(空
見)에 동의하지 않게 되고, 만일 공집(空執)에 동의해서 말하면 유집(有執)에 동의하지 않
게 되어 동의 받는 쪽과 동의 받지 못한 쪽이 더욱 세차게 다툼을 벌이게 된다. 또 다시
그 두 견해 양쪽에 다 동의하면 그 둘이 서로 다투게 되고, 양쪽에 다 동의하지 않으면 둘
이 (나와) 싸우게 된다 따라서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으면서(동의와 반대의 차원
을 넘어서) 말해야 한다(非同非異而說).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취하면 모두
용남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뜻을 취하여 말하면 허락하지 못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정(情)에 어긋나지 않고 동의하지 않
는다고 말함으로써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감정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서로 어김이 없
다”10).

화쟁하려는 사람이 다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말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기초가 되었던 1951년 유롭석탄철강공동체 협상을 들 수 있다. Elmer Plischke, Modern Di;omacy-the
Art and the Artisan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9), 367-368 참조.
10) 『金剛三昧經論』,은정희, 송진현 역주(2002), pp.332-333 참조; “若諸異見諍論興時, 若同有見而說, 則
異空見, 若同空執而說, 則異有執, 所同所異, 彌興其諍, 又復兩同彼二, 則自內相諍, 若異彼二, 則興而相
諍, 是故非同非異而說, 非同者 如言而取, 皆不許故, 非異者 得意而言, 無不許故, 由非異故, 不違彼情,
由非同故, 不違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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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에 반대하는 꼴이 되어 싸움을 더 부채질할 것이며
2) 양쪽에 다 동의하게 되면 그들간의 싸움이 더 거세질 것이고
3) 양쪽에 다 반대하면 둘이 나(我)와 싸우게 될 것이다.
4) 따라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서 말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우
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보면 모두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다.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 속에 있는 뜻을 취하면 허락하지 못할 바가 없기 때
문이다. 그래서 도리에도 어긋나지 않고 정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쟁론에 있어서나 분쟁에 있어서나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잘 제시되어 있다.
섣불리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하며 말 자체의 불합리한 점은 당당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말 속에 들어있는 합당한 뜻은 취하여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무조건 맞장구치지 말고 그 허점을 지적할 줄 알아야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건 말하는 사람의 뜻을 살려주면 감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박성배의 지적과 같이 원효의 화쟁사상은 심오한 철학적 뜻을 띠고 있으면서 극히 상식
적 세계를 무시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지적인 것만도 정적인 것만도 아닌 전인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다(박성배 2002, 351).
쟁론을 화해시킨다고 다 좋은 게 좋다고 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또
는 반대도 동의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
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에도 동조해 주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
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말에만 끌려가는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속에 사리에 맞지 않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말속에 숨어있는 뜻은 받아들여 화해하
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원효의 본 뜻이라고 본다. 국제정치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협상을 이
끌어내려는 훌륭한 외교협상가의 태도와 자세11)에 원효의 화쟁방법이 보완되고 추가될 수 있

11) 현대 협상이론의 초석을 놓은 이클레(Fred Charles Iklé)는 훌륭한 외교 협상가의 자질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Iklé, 1979, 372). (A) 외교 협상가는 세력균형을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하
지 말고 상황에 대한 그 자신의 평가는 물론 상대방의 평가가 항상 유동적임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현실적이어야 한다. 쟁점들은 자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의 상대방에 의 해서 정
해지며 협상은 강한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약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
다. (B) 훌륭한 협상가는 굳건한 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태도와 유연한 태도를 모두 활
용하면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는 상대방의 개인적 핑계에 비위를 맞추어 할때와 이를 무시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는 어떤 때는 선전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협상을 해야하고 다른 때는 선전
상의 이유 때문에 협상을 해야 한다. C) 훌륭한 협상가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지루
한 연설을 계속 참으면서 회의에 남아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듯이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서서히 상대방의 관점과 목표를 변화시
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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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다.

V. 결 론
이상 원효의 화쟁사상을 현대적 분쟁 해결에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원효
에게 있어서 화쟁사상의 기본 이념 혹은 사유체계의 중심은 일심과 무애로 파악되었다.
원효는 인간이 다투게 된 것은 번뇌와 집착 때문에 일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일심을 찾
아 그곳으로 돌아감으로써 화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일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여와 생멸의 두 문으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 교섭하
고 융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융섭이 된다는 것이다.
진여는 옳고 깨끗하다 하여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고 자기의 법상을 버림으로써 생멸문으로
나가 속세와 교섭할 수 있으며 생멸은 자기의 고향인 일심속의 진여를 발견하여 진여와 소통
하여 일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심을 근거로 하고 또 일심을 지향하여 화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집착
을 벗어난 무애자재한 마음을 통해서이다. 일심과 무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일심의 모습은
본래 무애하며 무애행을 통하여 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무애는 원효에게 있어서 일심
과 함께 화쟁의 가능 근거이며 또한 목표이다. 원효는 민중과 함께 고락을 함께하는 동사섭(同
事攝)을 통해서 이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를 구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심사상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나가는 사상적 기초로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구촌에서 일심이란 자유 평등 복지와 같은 인류보편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과 이상은 추상화되고 절대화되어 현실의 세계와 유리되어
서는 안된다고 원효는 가르치고 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인류의 이상이라 자처하는 이즘
(ism)들이 절대화될 때 참혹한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류는 경험하였던 만큼 원효의 가르
침은 더욱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당시 세계
의 선진 사상의 하나였던 불교가 인도와 중국을 거치면서 오랜 동안 갈려져 다투어 온 교리상
의 쟁론을 그는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제 학설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화쟁을
펼쳐 나갔다.
그의 화쟁의 방법은 우선 다투는 사람들이 양 극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극단에 집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중간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자
기중심주의나 집단이기심과 진리에 대한 강력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화해가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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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화쟁에 있어서나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적용될 수 있
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투는 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과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효는 이를
일심, 일미, 일승 등으로 불렀다. 쟁론은 번뇌로 인하여 일심에서 이탈했기 때문인데 일심으로
돌아감으로서 다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노사관계에서 기업의 이익이건, 남북관
계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건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인류공존공영의 이상이건 공통의 기반
과 관심을 진심으로 활용한다면 쟁론이건 분쟁이건 해결의 방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원효는 또한 다툼을 화해하고 회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쟁
론이건 분쟁이건 싸움을 화해시키려는 사람이 취할 태도에 관해서이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
중 어느 편의 주장에 동의하고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리를 지키면서 감정에 어긋나지 않
게 화해시키는 방법이다. 싸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치가 맞지 않을 것이니 이
에는 동의하지 않고, 말속의 뜻은 이를 받아들여 반대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의 방법은 쟁론의 화쟁만이 아니라 분쟁의 화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원효의 사상은 불교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다. 조선조 500년간 유교이념의 배타
적 지배 속에 불교는 사회적 발언을 침묵해야 했다. 그 후에도 일제의 강압과 서구 사상의 지
배 속에서 원효 사상도 불교적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 원효의 대한 연구는
두 가지 테두리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의 사상은 불교를 넘어서 있고 한국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본론은 원효의 화쟁사상의 기본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분쟁의 화해와
회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화쟁사상을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초로 삼을 것을 제의한다. 한 나라의 대
외정책의 원칙은 대개 그 나라의 고유한 사상과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다. 미국
과 영국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경험주의에 근거한 대외정책이 그렇고 인도와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한 대외정책 등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화와 비폭력 철학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그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이러
한 전통적 가치를 반영해 왔다. 네루는 이를 중용 또는 정도(Right Means)의 사상으로 수용하
여 인도외교정책의 본질로 삼았으며 인도의 비동맹외교정책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김정길
1993, 51-56). 인도와 중국은 그들의 사상적 전통을 반영하여 1954년 평화공존 5원칙(Panchi
Silla)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반둥회의에서 발표한 제3세계의 비동맹 중립원칙을 제정하는데 기
초로 삼았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분쟁해결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사상은 21
세기 현대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론의 정교성과 적실성을 함께 갖춘 뛰어난 사상이
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국제사회에 내놓아 한국의 긍지를 높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효의 화쟁사상은 4대 강국 사이에 끼어 그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이 지역에서 공동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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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번영을 추구하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도 걸 맞는 사상이
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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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nhyo's Theory of Reconciliation and
Dispute Resolution

Jeong, Chun-koo
(Youngsan University)

Wonhyo (617-686)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thinkers of the indigenous Korean
philosophical tradition. Throughout his works, one of his main aims was to reconcile the
doctrinal controversies among the schools of the Indian and Chinese Buddhism. His idea of
Reconciliation has been inspired major subsequent Korean thoughts and become one of the
main currents of Korean thoughts.
This work aims at defining the core of the Wonhyo's theory of Reconciliation and its
implication to the conflict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real world. It seems that the basic
ideas and methods of the theory of reconciliation of doctrinal controversies can be applied
to the conflict and dispute resolution.
I found that the core concepts in Wonhyo's theory of reconciliation are one-mind and
greed-free behavior. According to Wonhyo, there is no controversy that can not be
reconcile if we recover our one-mind.
His notion is that one-mind transcends the subject and object and all kinds of
oppositions. There are two sides in the one-mind, one being the mind of absolute truth and
the other the mind of rebirth. With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they recover one-mind and thereby realize reconciliation.
We can apply the idea of reconciliation through finding a common ground like one-mind
to the dispute resolution. Whether they are political conflicts or international disputes, if
they find their common interests and goals, they can easily find the ways of harmonization.
In Wonhyo's works, we can find several specific methods of reconciliation. The first
thing is to free conflicting sides from their extreme attachment to their arguments or
positions. Those extremist attitudes, in Wonhyo's theory, come from their cling to their
perception of a person or a d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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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a person is developed to the group egoism or extreme nationalism while a
perception of a Dharma is apt to be the extreme devote to their one-side truth. Wonhyo's
notion advises us to realize the reality and to free ourselves from our extreme attachment
to our position in order to achieve reconciliation.
Secondly, Wonhyo's concept of one-mind hints us to find a common interest and a goal
among the disputed parties. Finding common ground, one can easily develope a sense of
community and a way to live and prosper together. What Wonhyo teaches us is, however,
that we should not be seized again by the concept of oneness. We should be flexible and
free from being seized again on a common interest or a goal.
Finally, Wonhyo advises the reconciliator how to behave between the conflicting parties.
Agreeing with one party's position, there will be no solution. At the same time if he
agrees with all the parties, they quarrel more seriously. On the contrary if he disagrees
with both, he may become their common enemy.
Do not agree and do not oppose to any party is Wonhyo's wisdom of reconciliator. It
means that the reconciliator can disagree with any party's argument for he can easily find
false notion in their words, while he can agree if he tries to find the real meaning of the
words. This wisdom in Wonhyo's theory of reconciliation can be used by the negotiator in
the international disputes.
In conclusion, I realized that even if Wonhyo's theory of reconciliation dealt with the
doctrinal controversies among Buddhist schools it can be used as a wisdom of dispute
resolution. His philosophy and way of thinking give us very important insights in our
efforts to resolve internal and international disputes alike. In this respect I propose that the
basic idea of Wonhyo's theory of reconciliation be one of the Korea's external policy
principles just as India made its foreign policy guidelines from its traditional thoughts like
non-violence and right paths.
key words：reconciliation, disputes, conflict, one-mindness, free from greed,
perception of a person, perception of a dharma, extreme attachment,
negotiation, extremism, nat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