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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우리의 포럼이 열리는 경주의 국제화된 면모가 보여주듯이, 한국은 대부분의 역사를 통틀어 결코 이
웃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4세기 이후 한국은 중국 그리고 인도 문명이라는 보
다 넓은 그물망 속으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엮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지

역들과 함께 형성한 상업, 종교, 문화의 네트워크들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었고 여러 방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여러 승려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과 의례뿐만 아니

라 전체로서의 아시아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들여왔습니다. 불교는 그 풍부한 문자화된 경전을 통해
서 한국인들의 한문 문해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모든 영역에 걸친 중국의 종교적ㆍ세

속적 글쓰기에도 친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 승려들은 또한 중국에 체류하여 스스로
가 동아시아 불교 초기의 고유한 종파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일부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불교의 본

향인 인도로 순례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결점들이 확대되면서 한반도의 불교도들은 그
들의 지역적 전통을 이러한 보편적이고 범아시아적인 전통에 결부시키기 위해 분명히 노력하였습니
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확실히 한국인들은 그 기원이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종교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인 교류를 형성함에 있어서 천 년 전에 불교도들이 그들 자신에게 알려진 세계 전역에 걸쳐서 만들
어냈던 그러한 종류의 굳건한 교류를 모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상(假像)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이번 제6회 세계 인문학 포
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아마도 한국의 불교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가
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며, 그래서 수 세기 동안 번영했던 불교 중심지였던 경주에서 열리는 학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게 되어 특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제 연구분야의 많은 부분은 한국불교
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스스로를 불교학자이기를 의도했지만 우연히 한국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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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종국에는 한국학에 입문

하게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조난자로서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고교 시절
불교에 완전히 매료되고 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을 떠나 상좌부 불교와 빨리어를 배우기 위해
태국의 사원으로 갔습니다. 1년을 그곳에서 지낸 뒤 또 다른 1년은 홍콩에서 중국불교와 한문으로
된 불교 영어들을 배우면서 보냈고, 1974년 한반도 해안으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비록 제 경우 그

‘해안’은 김포공항의 아스팔트였지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한국어, 한국불교에 대해서 아무 것

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원에서 단지 몇 달을 지냈을 뿐이지만, 저는 그 종교의 보루 중 하
나인 그곳에 도착한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깨닫고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결심하였
습니다. 다행이 저는 그 전통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불교와 한문 문헌 독해에 대한 배경 지식

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분야에 처음 진출한 것이 이제 거의 50년간의 한국불
교 연구 경력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저는 불교, 특히 한국불교에 대한 나의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교류’와 ‘공감’이라는

보다 넓은 소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불교학의 분야는 사실상 그 초기부터 종교적, 문화적, 언
어적 교류와 전파라는 문제, 특히 불교와 토착 문화가 그러한 교류를 어떻게 바꾸었고 그 교류에 의

해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시작되었을 때 학자
들은 전형적으로 이 전파를 직선적이고 일방향적인 과정으로 그렸는데, 말하자면 불교가 꾸준히 서

쪽에서 동쪽으로, 곧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
서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묘사는 사실 그

종교 자체 내에 오랜 계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전통적인 교설(敎說) 모음집, 예컨대  전등록(傳燈
錄)  등에서 유래합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가 불교사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다소 지나친 단순화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파 과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이제 보다 미묘한 점까지 파악하기
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침없는 동진(東進) 운동으로 보기보다는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

모두를 오가는 일련의 교류로서 보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불교는 이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 다수
의 주요 학문적 관심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 간 교류의 선명한 본보기에 대한 사례연구로
서 왜 한국과 불교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인 공감에 대해서는 제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한
국불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지난 수년 간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공감으로부터 유

래하지 않은 것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보여준 이들 중에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사원
에 이 조난자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 저의 수행을 고무했던 한국의 승려들, 수년 간 저에게 조언해
준 한국의 불교학자들, 제 학술 연구를 지원한 한국 정부의 기관들과 불교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공

감은 오늘 제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제 일생 동안 보여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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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厚意)로부터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테네시 윌리엄스
(Tennessee Williams)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의 블랑시 드보

아(Blanche DuBois)에게 의미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지만, 저 역시 “낯선 이의
친절함에 항상 의지해 왔습니다.

아마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공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는 본 포럼의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도록 저를 초빙해 준 주최 측의 친절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 최초가 되
는 일이기도 한데, 제 경력을 통틀어서 저는 항상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 관련 학회에서 저
는 한국에 대해 발표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이

는 약간의 콤플렉스를 느끼게 했다고 인정합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 이번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것은 한국불교학이라는 분야가 성숙했다(또는 아마도 단지 저 자신이 현재 노쇠했다)

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한 공감은 그들 쪽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한 마
음입니다.

한국불교를 연구한 최초의 서구 학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제가 지난 수년 간 다루었던 하나의 질

문은 “한국불교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장황한 특징들을 암송하게 되었는데, 통불교(通佛敎, 교리에 대한 통합적 접

근법), 수행론에 있어서의 돈오점수(頓悟漸修, 온건한 돈오주의), 간화선(看話禪, 숙고할 주제를 음

미하는 명상), 산사에서 유지되는 치열한 수행 일정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

못 제시된 것이고, 그 전통 자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분기(分岐)하는 것
들, 말하자면 제약적인 민족주의 담론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독특함’의 서사(敍事)보다는 한국의 불
교사상 및 수행, 그리고 보다 넓은 불교 전통 사이에서의 그 많은 수렴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훨씬 주

목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불교를 배우고 나서
한국불교를 접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후자와 그 종교의 다른 요소들 사이에서 목

도되는 시너지, 곧 역사를 거치면서 발생한 교류와 교환의 다양성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시너

지들에 훨씬 더 많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다음
과 같은 질문이 보다 흥미롭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아시아 대륙 전역에서 발생한, 불교 전통에서
의 보다 넓은 범위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문명권 사이의 교류라는 본 포
럼 소주제의 핵심으로 곧바로 인도할 것입니다.

경주 자체의 국제화된 면모가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역사 시기를 통틀어 한국은 결코 그 이웃 문명

으로부터 고립된 적이 없었는데, 이는 초기의 서구 방문자들이 이 나라에 붙여준 유감스러운 ‘은둔

자의 왕국(hermit kingdom)’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참으로 한국은 적어도 4세기
부터는 중국과 인도 문명의 그물망 속으로 떼어낼 수 없게 엮어 들어갔습니다. 한반도에 중국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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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든 것은, 그 종교적 가르침과 의례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아시아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져
온 불교도들의 전법 활동을 통하여 가속화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국인들의 한자 문해력을 촉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전영역에 걸친 중국의 종교적ㆍ세속적 글쓰기에 친숙하게 해준 것은 방대
한 양의 문자화된 경전을 가진 불교였습니다. 여기에는 유교사상, 순문학, 역법, 수비학(數祕學), 점
술 등 전통적 동아시아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교도들은 불교 전통이 아시아 전역에 전파됨에 따라 그렇게 그 전통의 폭과 깊이에 접근

하게 되었고, 불교의 사상, 수행, 그리고 의례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동아시아

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사용된 것처럼) 한국에서 한문이 식자층의 소

통을 위한 공용어(lingua franca)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불교도들은 상당 기간 동안의 역사
를 통하여 그들의 학식 있는 동료들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들 자신의 저술들이 비교
적 효율적으로 전지역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 불교를 뿌리내리게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한

국의 승려들과 주석가들은 전체로서의 불교 전통을 창조하고 발달시키는 일을 함께 수행하였습니
다.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 먼 오지의 조그마한 반도에서도 대륙 전역의 그들의 교우(敎友)들과 함께

이러한 연결점들을 조성하며, 저 다르마(dharma, 法)를 반도에서 분명히 이해하게 만들고, 궁극적

으로는 그 자체의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보다 넓은 불교 전통 사이의 이러한
상호 연결점들은 저를 일평생 매료시켰고 제 연구의 많은 부분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류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시너지들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교 교단이 형성된 초

기부터 더 깊이 수행하고 공부하기 위해, 전법에 종사하기 위해,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억할 만한 주요
한 장소로 순례를 떠나기 위해 승려들이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61명의 깨달은 추종

자, 곧 아라한들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지는 기원전 6세기 또는 5세기에 그의 교단 체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빨리어로 된 원사(原史) 시대 자료인  마하박가는 그가 승려들에게  “많은 이들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세상을 향한 자비심에서, 신과 인간의 이익, 행복, 그리고 복리를 위하여 나아
갈 것”을 권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의해 세계 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운동
가운데 하나가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을 세계화의 첫 번째 사례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불교의 전법가들은 아시아를 가로질러 상품을 수송한 대상(隊商)들과 함께 다니다가 중

국에 적어도 기원후 1세기에 도착하였고, 한반도에는 그로부터 다시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도착하였
습니다. 인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후대의 모든 불교 문화권에서 순례는 불교 수행의 필수적인 부
분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주류 불교의  대반열반경에 대한 빨리어 판본에서 붓다는 그의 생애와 가
장 밀접하게 연관된 네 개의 위대한 지역[四靈地, mahāsthāna]을 순례하도록 재가자들에게 권장

해야 한다고 시종인 아난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 까삘라와스뚜시 근교인 룸비니 동산에

서의 출생, 2) 마가다 인근 보드가야에서의 깨달음, 3) 베나레스 부근 르시빠따나(오늘날의 사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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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의 첫 번째 가르침, 곧 “법의 바퀴를 굴림”[轉法輪, dharmacakrapravartana], 4) 꾸쉬나

가라에서의 마지막 반열반(般涅槃)을 가리키는데, 한국의 승려들 자신은 바로 이 장소들을 불교의
본향인 인도로 순례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였고, 이는 예컨대 앞으로 언급할 한국의 순례자인 혜초
가 기록한 여행기에 전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불교 승려들은 이 네 장소들에 대한 장황

한 이야기들을 공식적인 정오 식사가 시작될 때에 암송하여 이 전통적인, 오랜 기간 방치된 순례지
에 대한 기억을 현재에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 사이의 그러한 연결점들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방향을 향한 것

입니다. 오늘 우리 포럼의 장소인 경주는 신라 왕국(대략 기원전 57-기원후 935)의 수도였습니다. 7

세기까지 경주는 주요한 불교 중심지로 성장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방문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한
국은 만주를 거쳐가는 육로를 통해서 북중국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중국 본토 사이에서
외교적, 문화적 유대를 일찍이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대략 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와 통

일신라(669-936) 시기 동안 한국은 또한 동아시아의 진정한 페니키아로 발달하였고, 그 항해술과

잘 발달된 항로를 통해 한반도의 도읍들은 지역 상업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경주의 경우에
그러한데, 아시아 전역에서 상인, 승려, 외교사절, 모험가들이 신라 왕국의 번영하는 경제와 문화에

이끌려 그 수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신라의 왕들과 왕비들의 무덤에서 아시아의
가장 먼 지역에서 온 상품과 불교 장신구들이 매장된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이른
바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경주를 저 너머의 세계와 연결한 광범위한 무역과 상업의 네트워크를 통하

여 신라에 도착한 것으로서, 이 길은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심지어 중동지역에까지 이릅니다.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한국의 연결점들

상업, 종교, 문화를 연결하는 이런 종류의 넓은 네트워크들로 인해 한국은 확실히 중국과 인도 문명

권의 보다 넓은 그물망 속으로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그 종교의 초기부터 그랬
던 것처럼, 한국 승려들 또한 교역하는 무리들을 따라 육로와 해로로 한반도에서 아시아 본토로 여

행하면서 그곳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의 거장(巨匠)들에게 배우거나 그들과 함께 수련
하였습니다. 일찍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출신의 승려들은 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그

종교의 초기 근거지에서 배우고 수련하였고 새로운 지역에 그 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어
도 학업을 위해 중국으로 여행한 두 명의 백제 승려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

국유사는  6세기와  7세기 동안 중국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진 일곱 명과 여덟 명의 신라 승려들에 
대하여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체류한 한국의 승려들은 또한 중국 유식학파의 원측(圓測,

기조·주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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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95), 화엄종의 의상(義湘, 625-702), 그리고 선종의 무상(無相, 680-756 또는 584-762)의 경
우와 같이 중국불교의 고유한 종파들의 발달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의 승

려인 엔닌(圓仁, 793-864)은 9세기 중엽 중국을 순례하였는데, 그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

巡禮行記) 는 중국 수도 장안에 있는 외국 승려들 사이에 대규모의 한국 대표단이 있었음을 보고하

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해(황해) 맞은편 중국의 동부 연안을 따라서 항구적 공동체를 형성한 한국인
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실상의 조차지(租借地)들은 치외법권을 부여받았고 그 자체의 자율적 통치
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찰들이 그 공동체에 건립되었는데, 이곳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승
려들과 상인들의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찰들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부터 와서 중국에 머무르는 다른 외국인들도 거주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아시아 전역에서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일
찍이 5세기부터 백제의 승려들은 불교를 일본 열도에 전한 최초의 인물들 중에 포함되었으며, 백제
와 신라의 불교는 일본에 불교가 처음 전해질 때의 주된 원천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라의 주석가인 원효(元曉, 617-686)와 의상(義湘, 625-702)의 긴 여정을 둘러싼 이야기

들은 아시아 본토로부터 들려오는 유혹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한국의 승려들에게 매력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특히 원효는 경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중 원효는 수

도에 위치한 황룡사와 분황사라는 영향력 있는 사찰에 머물렀습니다. 두 승려는 동경(憧憬)의 땅인
본토에 있는 그들의 상대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기 이전부터 이미 잘 알려
진 대가였습니다. 고구려 국경에서 간첩(이는 역사상 가족과 소유물이 없는 떠돌이 승려가 종종 행

하던 역할이었음) 혐의로 수비대에 의해 체포되어 신라로 송환되기 전까지 이들은 몇 주간 구금되
었습니다. ( 송고승전의 원효 전기는 간결하게 이 사건들을 원효의  ‘어긋난 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

다.) 두 번째로 추정되는 여행에서 그들은 백제에서 출발하여 바닷길을 통해 여행하고자 했지만, 결
국 의상만 홀로 여행을 떠나 최종적으로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화엄의 주석가인
지엄(智儼, 602-668)과 10년간 공부하여 그를 계승한 다음 본향인 신라로 돌아와 당나라의 한반도
침략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습니다.

원효 자신의 깨달음의 체험은 의상과 함께 한 그 여정 중에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한밤중 극심한

폭풍을 피하다가 날이 밝자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안식처가 실은 해골들이 어질
러져 있는 무덤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원효는 이 경험을 통해 마음이 불쾌한 어떤 것을 즐길 만한 것
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은 따라서 단지 마음이 비춘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는 그때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 중국에 갈 필요가 없으며, 한반도에서 유익하고 생산력 있는 불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기록한 중국의 찬녕(贊寧, 919-1001)은 원효
의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법들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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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만, 생각이 쉬기만 하면 안식처와 무덤이 더 이상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더욱이 존재의 세
영역[三界]은 마음뿐이니, 만법은 유식(唯識)인 것이다. 마음을 제외하고는 법이 없으니, 다른 데에

서 그것을 찾는 것은 소용없다. 나는 당나라로 계속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서 점차 윤색됩니다. 이 전설에 대한 가장 상세한 개작인 각범혜홍[覺範慧洪, 1071-1128]의  임간

록[林間錄] 에 따르면,  원효는 그날 밤 안식을 취할 때 바가지에 담긴,  감로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마
셨지만, 날이 밝고서 그가 실제로 벌컥벌컥 마신 것은 해골 속에서 부패한 내장이었음을 발견합니

다. 이 섬뜩한 사건은 이 으뜸가는 불교 인물에 대하여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

기로 보입니다.) 원효는 이어 경주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학업에 헌신하고, 평생 동안에 걸친 것으
로 보이는 학문을 마친 후 ‘붓을 내려놓고’ 신라 왕국의 대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무애(無礙)’, 곧 ‘걸
림 없음’이라고 이름 붙인 바가지를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불(佛)’라는 이름을 암송하
도록 가르쳤습니다.

원효와 의상 이후 한 세대 정도 지나서 우리는 불교의 본향인 인도로 훨씬 더 고된 순례 여행을 떠

난 한국 승려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통일신라의 승려인 혜초(慧超, 생몰년 미상, 대
략 704-780)는 그의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을 남깁니다.  이 사라진 지 오래된 저

작의 단편들이 프랑스의 중국학자인 폴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에 의해 돈황의 사본 저장
소에서 20세기 초에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여행한 후 혜초는 약 3년을 중국 본토에서

보내고 나서 724년 남쪽 해로를 통해 인도(그의 저작 제목인 ‘천축’)를 향해 떠납니다. 인도 동부 해

안에 도착한 후 그는 계속해서 3년 정도를 더 여행하면서 인도 아대륙의 남쪽과 서쪽을 향해 떠나기
전까지 북부와 중부 인도의 많은 불교 순례지를 방문하는데, 여기에는 4대 성지 중 두 곳, 보드가야
와 꾸쉬나가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출발하여 북서부의 불교 중심지인 카슈미르와 간다라

를 거쳐 그는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실크로드를 통해 육로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
아오고 나서 혜초는 여행기를 썼는데, 그는 이것을 방문한 지역과 순례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했

습니다. 그는 다소 무미건조하게 방문한 지역들의 경제, 농업, 복식, 풍습, 종교적 관행과 더불어 지리
와 기후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이 당 황실의 명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의 회고

록은 때때로 여행기라고 하기보다는 정찰기처럼 읽히며, 그는 지역의 기마대의 규모와 성벽의 높이
에 대해 과도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카슈미르를 기술하면서 그는 “왕은 300마리의 코

끼리를 가지고 있고 산에 거주한다. 길은 험하고 좋지 않다. 이 지역은 어떤 외부 국가로부터도 침략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바미안, 곧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술에서는 “
기병대가 강하고 수가 많은” 강력한 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비록 그의 기록이 그것보다 몇 십 년 전

에 기록된 법현(法顯, 대략 399/337-422), 현장(玄奘, 600/602-664), 그리고 의정(義淨, 635-713)
의 유사한 여행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혜초의 회고록은 그가 발견한 몇몇 중요한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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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과 사찰들이 처한 쇠퇴한 상태와 더불어 그가 방문한 지역의 다른 불교 종파들의 지리적 범위

에 대한 자세한 당시 기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특히 주목할 점
은 아랍인들과 투르크인들이 전통적인 불교 지역으로 진출한 것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증거와 8세
기 초까지 불교가 여전히 티베트 고원에는 이식되지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돌아

온 뒤 혜초는 그의 나머지 생애를 중국의 성지인 오대산에서 입적하기 전까지 인도의 밀교 승려 불
공(不空, Amoghavajra, 705-774)와 함께, 그리고 아마도 금강지(金剛智, Vajrabodhi, 671-741)

와도 협력하여 밀교 자료들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7세기 중엽 이전에 인도로

여행한 일곱 명의 다른 한국 승려들(그리고 49명의 중국인들)에 대한 당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행이 힘들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성공리에 그것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비록 인도로 가는 여행이 인도 아대륙에서 13세기 무렵 불교가 소멸되면서 끝나버렸지만, 한국의 승

려들은 중국에서 광범위한 활동에 계속 참여하였습니다. 고려 왕조 시기에 문종(1047-1083 재위)의

넷째 아들인 의천(義天, 1055-1101)은 1085년에서 1087년 사이에 송나라에 14개월 동안 머물렀

습니다. 박식한 학승으로서 의천은 중국불교의 최고의 석학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식을 시험해 보고
자 했는데, 특히 북송 시기 동안 가장 유명한 화엄의 법사인 진수정원(晉水淨源, 1011-1088)과 공
부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의천은 약 50명의 승려들을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천태, 계

율, 선, 화엄종의 지도급 전문 학승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정원 외에 의천은 자변종간(慈辯
從諫, 1035–1109)과 잠시 천태사상을 공부했고, 항주에서 계율의 전문 학승인 담연원조(湛然元

照, 1048–1116)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타고난 도서 애호가였던 의천은 또한 여행하는 동안 수백
권의 도서를 수집하여 한국에 가져왔으며, 나중에는 다른 동아시아 고유의 저작들을 찾아 중국, 일

본, 그리고 북동아시아의 거란의 요 지역 전체에 대리인을 보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그는 결국 유

명한 속장경(續贓經)으로 편찬했습니다. 그의 사후 항주의 사원은 사실상 의천과 한국의 왕실을 위
한 공덕원(功德院)으로 바뀌었고, 고려 왕실은 이를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때로는 그곳의 주지를 선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명 왕조가 외국인들이 본토로 여행하는 것을 17세기에 제도로 금지하기 전까
지 한국의 승려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아시아의 한국과의 연결점들

한국과 중국 및 인도 문명 사이의 이러한 연결점들이 증대함에 따라 한반도의 불교도들은 그들의 전

통을 이보다 넓은 범아시아적 전통 속으로 연결하고자 분명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컨대 한국
이 초기의 불교 체제가 성립한 장소였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고, 인도의 아쇼까왕이 그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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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웠다고 전해지는 8만 4천개의 사리탑의 일부가 한국에
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승불교의 수호자인 용왕과 한국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점을 상정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한반도라는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종교 전통 속에 한국인들

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게 하여 한국을 이러한 보다 넓은 범아시아적 네트워크 속으로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사례만
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아쇼까왕

한반도와 인도의 불교 문화를 연결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열망은 반도 문화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계에서의 위대한 불교 전파자인 인도의 아쇼까왕(대략 기원전 300-232, 대략 기원전 268-232 재위)
사이에 이은 연결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연결점들은 불교가 한반도로 나아갔다고 오늘

날 추정하는 시기보다 아쇼까왕이 약 6백년 전에 살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남만주 지역의 요동반도로 떠난 고구려 원정대가 3층의 석총(石塚)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꼭대

기는 뒤집어진 가마솥 모양으로서 초기 인도의 사리탑 양식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 석총 부근을 파
헤치면서 고구려의 왕은 범서(梵書, Brahmā 문자, 곧 쁘라크리뜨/산스끄리뜨)로 써진, 돌에 새겨진
비문(碑文)을 발견했고, 그의 신하 가운데 한 명은 이를 그 석총이 인도의 아쇼까왕에 의해 세워졌
음을 진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제 신라 시대의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한 배가 5만 7천 파운드의 철과 3만 온스의 금, 그리고 하나

의 부처와 두 보살의 상(像) 등을 싣고서 553년 이 왕국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쇼까
왕은 금속을 가지고서 거대한 형상을 주조하고자 했지만, 인도의 철공 장인들이 이 일을 수행할 기

술이 부족하였기에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쇼까왕은 배에 더 큰 형상을 주조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용될 불상들과 함께 쇠붙이를 싣고서 선장에게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진 나라를 발
견할 때까지 불교권을 두루 항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흥왕(539-575 재위)은 그 배가 정박한 곳
에 동축사(東竺寺, 동인도의 절)라는 사찰을 지었는데, 이는 한국과 인도 아대륙 간의 연결을 암시

하는 것입니다. 진흥왕은 그 금속을 가지고서 16피트(1장 6척)의 불상을 만들 것을 명했고, 이것은

574년에 완성되어 황륭사에 안치되었습니다. 아쇼까왕과 진흥왕 사이에 이어진 이러한 연결점은 또
한 전통적으로 귀족회의[和白]를 통해 세워진 정치권력을 겨우 빼앗기 시작한 한국의 왕권의 위엄
을 드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마의 수호자로서의 아쇼까왕의 역할이 그의 통

치를 승인하여 그가 단지 국왕이 아니라 전륜성왕(轉輪聖王, cakravartin)이 된 것처럼, 그러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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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업에 대한 진흥왕의 후원 역시 중앙 집권화된 왕정 체제가 우월함을 정당화하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또한 아쇼까왕처럼 진흥왕과 그의 후계자 법흥왕(514-539 재위)은 말년에 왕위를 양보하
고 불교 승려로서 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쇼까왕이 모든 알려진 세계를 정복한 것은 세계
의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복무하는 신성시된 왕권 개념을 통해 정당화되었는데, 이것은 또한 신라의

군주에 의해서도 한반도에서의 통일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진흥왕은 새로

운 영토를 정복하고 나서 불교 승려들과 함께 그 영역을 시찰하러 돌아다녔고, 이는 왕과 그의 새로
운 신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쇼까왕 자신이 그의
수계 받은 조언자인 담마 마하마따(Dhamma Mahāmatta)와 함께 여행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가락국기(嘉洛國記, 삼국유사에만 전함) 는 가락국을 세운 수로왕의 부

인이 신의 개입을 통해 인도 왕조인 아요디야로부터 그에게 보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야국의 남동쪽 해안에서 바다 위에 표류 중인 신비한 배 위에서 발견되고, 기원후 48년에 왕비가

됩니다. 자신을 오랜 여행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석탑, 곧 사리탑을 함께 가져왔는데, 그 양
식, 모양, 그리고 재료는 한국에 알려진 어떠한 것과도 다르다고 전해집니다. 그 탑은 오늘날 김해 부

근의 금관의 호계사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새로운 지역에 가져온 망명한 공주를 이렇
게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 불교 문학에서 흔한 비유입니다. 불교 문화를 오지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한

유사한 이야기들은 인도 전통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빨리어  마하왐사(Mahāvaṃ sa,  大事) 에

서는 인도 왕 띳사의 딸이 금으로 된 배에 실린 채 바다로 보내지고, 결국 스리랑카에 도착하게 됩니
다. 그녀가 도착함으로써 불교가 그 섬의 고유한 종교가 확실히 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용왕 신앙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또한 공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 확장되어 지하와 바닷속의
지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과 물속 용왕의 세계 사이에서 몇 가지 연결점이 암시된 것 또한 한
국을 불교라는 거시세계의 조직 속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인데, 이 거시세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용왕

의 궁전에서 불경을 재발견한다는 전설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한국의 승
려들은 인도의 주석가인 나가르주나(용수, 龍樹, 대략 150)가 용궁에서 대승 경전을 재발견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인도 아대륙에서 유행했던 이야기들에, 다음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유행한 이야기들
에 의거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용왕과 연결된 사례들은 많으면서도 다양합니다. 마법을 잘 부렸던 명랑(明朗, 대략 7

세기)은 632년 중국으로 여행하였는데, 아마도 귀국하는 길에 용왕의 궁전으로 초대받았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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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나라의 해군이 670년 바다를 통해 침공하려던 계획을 실행하려 했을 때 문무왕(661-680 재
위, 후일 스스로 수호신 용이 되었다고 함)은 그의 신하들을 소집하였고, 그들은 명랑이 최근 용궁

에서 비밀의 주문을 가지고서 귀국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명랑의 기도 덕에 당의 침략군은 태풍
에 의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성덕왕(702-736 재위) 시기에는 수로부인이 동해 용왕을 방문하였는
데, 용왕은 처음에는 그 전날 그녀 앞에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보양(寳

壤)의 이야기에도 보이는데, 그는 10세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보양이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올 때 서
해 용왕은 숨어있다가 그를 습격한 다음 그를 다시 자기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용왕의 아들 이목(

璃目)은 보양이 신라로 갈 때 동행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신라를 계승한 고려국의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이 용궁과 관련됨을 보임으로써 반도 문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주류인 대륙적 신앙의 관점
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었고, 따라서 스스로를 범아시아적 불교 문화에 통합하고 있었던 것입니

다. 민속학자인 윌리엄 배스컴(William Bascom)과 윌리엄 휴 잰슨(William Hugh Jansen)이  민
속 연구(The Study of Folklore) 에서 논의한 것처럼,  신화들은 종종 지리적 또는 문화적 고립으로

부터 ‘탈출하는’ 방편으로서 창조되며, 이는 한국과 용왕과의 연관성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명백한 동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류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거의 상상조차 못하는 시간적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시간 자체는 딱딱한 직선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그리하여 한반도
는 대대로 내려오는 과거 겁의 붓다의 고향으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곧 그의 교단은 신라 영토에
자리잡고 있었고 새로운 왕조들의 수립을 통해 기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 부근에

서 한국인들은, 과거 7불 가운데 하나이자 어떤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붓다인 석가모니에게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해 준, 가섭의 ‘안좌석(宴坐石, 명상하기 위해 앉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곳에서 그들은 교리 연구의 주요 거점인 황룡사를 세웠는데, 유사한 연관 관계들은 흥륜사와 분황
사와 같은 유명한 신라 사원에서도 보입니다. 반도 위에 불교를 ‘이전하는 것’은 다시 한국의 불교도

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편안한 자신들의 지역으로부터 불교라는 신성한 지역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순례는 불교라는 보편적 지역을 이 땅에 가져와 한반도 자체가 이러한 범아시
아적 종교의 관점에서 다시 그려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형을 이렇게 불교화함으로써 결국

외국이 되었든, 심지어 내세의 영역이 되었든 그곳으로 가는 순례를 국내 여행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런 국지적인 지역을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
으로는 불교 성지를 가기 위해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할 필요가 적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

다. 대신 그러한 장소들이 이제 국내에 있게 되고 불교의 보편적 지역이 고유한 지역적 풍경 속에 포
함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불국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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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들

한국의 불교 승려들이 아시아를 가로질러 만들었던 네트워크들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교류가 발생
하였는데, 그러한 교류들은 한반도를 보다 넓은 중국적 그리고 인도적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습

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통을 보다 넓은 아시아의 불교 전통과 연결하고자 노력하면서 한국의 불교도

들은 균질적인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지역적으로도 시간적으
로도 그 기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종교 전통 속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

의 승려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관념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고전적 저서인  상상 속의 
공동체들(Imagined Communities) 에 나온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표현을 빌

리자면, ‘최근 역사에 있어서의 위축된 상상들’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은 스
스로에 대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넓은 범위에 걸치는 하나의 계
율 및 승직(僧職)의 계보, 하나의 사상적 학파, 또는 하나의 수행 전통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간주했

습니다. 이러한 승려들을 ‘한국’, ‘인도’, ‘중국’ 승려로 기술하기 위해 헛된 것이긴 하지만 편리하기도
한 민족적 소속을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경우 ‘제자’, ‘
스승’, ‘전법자’, ‘교리 전문가’, 또는 ‘명상가’로서 자처했는데, 이 모든 용어들은 일찍이 6세기로 소급

되는 다양한  고승전에서 발견되는 승려들에 대한 범주 구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 구

분은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그러한  고승전을 편찬한 중국인들은 그 목록 아래

에 한국인, 인도인, 소그디아인, 일본인, 거란인 등 민족적으로 다양하고 서로 연결된 승려들의 전기
를 포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고승전이 한 불교도에 대하여 모두  고승전에서 발견되는 호

칭을 써서 ‘신라의 승려’ 또는 ‘해동의 성인’이라고 그 신원을 밝힐지라도, 그들은 주로 ‘전법가’, ‘학
승’ 등으로 분류되며 동시에 ‘X의 제자’, ‘Y의 스승’, ‘Z와 함께 명상 수행한 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 승려들은 따라서 전통적으로 스스로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도와 붓다 자신으로 소급하는 다
르마[法]에 대한 보편적 전파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었는데, 그들은 동시에 자신의 종족과 지
역적 정체성, 특정 국가와 왕실에 대한 충성, 불교 승려와 사원의 계보에 있어서의 관련 등을 인식하

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승려들은 불교를 그 사상, 실천, 그리고 실현에 있어서 본래적
이며 순수한 보편적 종교로서 보았으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모든 고유의 종파들은 공간적으로 그리

고 시간적으로 ‘선조(先祖)’ 또는 ‘조사(祖師)’들의 끊임없는 계보를 통하여 그 근원을 당대 인도의

붓다라는 인격체 자체로 소급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전통에 대하

여 이러한 시각을 가졌다는 점은 또한 그들에게 해석학적 분류법[判敎]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해명
해 주기도 합니다. 이 분류법들은 어떻게 해서 각각 순수한 불교임을 주장하면서도 때때로 서로 대

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쟁 관계에 놓인 수많은 불교 문헌과 수행법들 모두가 실제로 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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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내에서 하나의 정합성 있는 모형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에 따르면 마치 불교의
많은 변용들이 사실은 하나의 원단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보편적 불교 전통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따라서 그 전통이 지역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예시되었음을 자각한 것과 병존하였습니다. 시

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러한 본질적 교류 속에서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들은 계속해서 그 참여
자들에 의해 정제되고 재정의되어 왔습니다. 이 두 측면은 불교도들이 모든 형성된 것들[有爲法], 특

히 개념들에 나타난다고 인식한 그러한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문화,
경제, 학문적 교류를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진 세계 전역에서 천 년 전에 불교도들
이 형성했던 그러한 종류의 활발한 교류를 모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속

로버트 E. 버스웰 주니어(buswell@humnet.ucla.edu)는 UCLA의 어빙 앤 장 스톤의 기금을 통해
임명된 석좌교수로서 아시아언어문화 학과의 불교학 교수이자 불교학센터 소장, 그리고 한국학센터

의 설립 위원장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는 동시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초대 원장으
로 근무했다. 버스웰은 2008년 미국 아시아학회(AAS)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한국학 또는

불교학 분야에서 그 지위를 얻게 된 최초의 전문가이다. 2009년 그는 한국에서 한국 불교학을 서구

에 확립한 선구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만해학술상을 수상했다. 그는 2016년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AAAS)에 선임되었다.

English

As the cosmopolitanism of Kyŏngju, the site of our Forum, demonstrates, throughout most

of its history Korea was in no way isolated from its neighbors. Since at least the fourth century CE, Korea was inextricably woven into the wider webs of Sinitic and Indic civilization. The

networks of commerce, religion, and culture that Korea forged with the rest of Asia were not
unidirectional, but multidirectional. Buddhist monks from across Asia came to Korea, bring-

ing not only their religious teachings and rituals but also multiple strands of Asian culture as a
whole. Buddhism, with its large body of written scriptures, fostered among the Koreans liter-

acy in Sinographs and ultimately familiarity with the full range of Sinitic religious and secular
writing. But Korean Buddhist monks also sojourned in China, becoming leaders themselves

of the incipient indigenous schools of East Asian Buddhism, and several made their way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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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and sea on pilgrimage to the Buddhist homeland of India. As these connections grew,
Buddhists on the peninsula made explicit attempts to tie their local tradition into this univer-

sal, pan-Asiatic tradition. Such efforts ensured that Koreans became active participants in
a religious dispensation whose origins were distant both geographically and temporally. In
building the global cultural, economic, and scholarly exchanges of today, we could do worse
than to emulate the kind of robust exchanges that Buddhists forged millennia ago across the
entirety of their own known world.

It is an honor to be with you today at this 6th World Humanities Forum, even if in this plague

year, it has to be virtually. I am probably best known as a scholar of the Korean tradition of
Buddhism, so I am especially thrilled to be invited to speak at a conference held in what was
for centuries was the thriving Buddhist metropolis of Kyŏngju慶州. It is true that much of

my scholarship has focused on Korean Buddhism, but personally I conceive of myself as an

intentional Buddhologist, but an accidental Koreanist. I did not come to Korea—and even-

tually to Korean Studies—deliberately, but more as a castaway. After becoming completely
fascinated by Buddhism while I was in high school, I left college in California for a monastery
in Thailand to study Theravāda Buddhism and the Pāli language. After a year there, I spent

another year in Hong Kong studying Chinese Buddhism and the Buddhist argot of classical

Chinese, before being cast up on the shores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74 (even if in my
case those shores were the tarmac at Kimpo Airport). When I arrived, I knew nothing of Korea, the Korean language, or Buddhism in Korea. After just a few months in Korean monaster-

ies, though, I realized how fortunate I was to have arrived in one of the bastions of the religion
and resolved to take best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Fortunately, I already had enough of
a background in Buddhism and in reading Sinographic texts to gain a toehold in the tradition.
That initial foray led to what is now nearly a fifty-year career studying Korean Buddhism.

In this keynote, I seek to draw on my expertise in Buddhism, and especially Korean Bud-

dhism, to address the larger subtheme of Exchanges and Empathy. The field of Buddhist
Studies, from virtually its inception, was constructed around issues of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exchange and transmission—specifically how both Buddhism and indigenous cultures changed, and were changed by, such exchanges. When the field began, scholars typically portrayed this transmission as a linear, monolithic process, in which Buddhism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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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ily west to east: India to Central Asia and Southeast Asia, Central Asia to China, China to

Korea and Southeast Asia, Korea to Japan. Such a portrayal, in fact, has a long pedigree within the religion itself: it derives from traditional doxographic collections, such as the “trans-

missions of the lamplight records” (chŏndŭngnok 傳燈祿). Today, I think we realize that this
portrayal of Buddhist history is a bit of an oversimplification. Our view of this transmission
is now rather more nuanced: we see this process less as an inexorable eastward movement

and more as a series of exchanges that moved both west and east, south and north. Even if
Korean Buddhism may not be the main scholarly interest of many of you attending this forum, I hope I will be able to demonstrate why Korea and Buddhism are still worthy of your
attention as a case study of a vibrant model of cross-cultural exchange.

I don’t plan to address empathy, the second subtopic, directly in my address, but there is
not one word I can say about Korean Buddhism that does not derive from the empathy the

Korean people have shown me over the years. This includes the Korean monks who first gave

this castaway sanctuary in their monasteries and inspired me in my practice; to the Buddhist

scholars in Korea who have advised me over the years; to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Buddhist organizations that have supported my scholarly research. Empathy may not
be a central theme of my talk today, but I have benefitted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from the generosity that Koreans have shown me throughout my life. It means some-

thing quite different me for than it did for Blanche DuBois in Tennessee Williams’ A Streetcar
Named Desire, but I too “have always depended on the kindness of strangers.”

A perhaps unintended example of such empathy is the organizers’ graciousness in inviting
me to deliver the first keynote of the Forum. This is something of a first for me; throughout
much of my career, it seems like I was always last. At conferences on Buddhism, I went last

because I was the only person presenting on Korea. At conferences on Korea, I went last be-

cause I was the only person presenting on Buddhism. At conferences in Korea, I went last
because I was the only person presenting who was from the West. I admit that this gave me

a bit of a complex when I was younger. It is perhaps a sign of the maturation of the field of
Korean Buddhist Studies (or maybe just my own current senescence), that the organizers are
letting me start things off this time. Such empathy may not have been intentional on their
parts, but I am grateful.

As one of the first Western scholars to study Korean Buddhism, one question I have repeat기조·주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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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ly fielded over the years is, “What is unique about Korean Buddhism?” I have learned to
recite a litany of features that seem to satisfy—the ecumenical approach of its doctrine (t’ong
Pulgyo 通佛教), the moderate subitism (tono chŏmsu 頓悟漸修) of its soteriology, its meditation of examining contemplative topics (Kanhwa Sŏn 看話禪), the rigorous practice sched-

ules maintained at its mountain monasteries (sansa 山寺)—but I’ve come to believe that the
question itself is wrongly framed and actually does a disservice to the tradition. Rather than

the divergences—that is, a narrative of uniqueness, which is all too often emblematic of a

constricting nationalist discourse—much more compelling to me are the many convergences between Korean Buddhist thought and practice and the wider Buddhist tradition. Per-

haps because I didn’t come to Korean Buddhism until after I had already studied Buddhism
in South & Southeast Asia and in China, I have always found much more compelling the many
points of synergy I noticed between it and other strands of the religion—synergies that devel-

op precisely because of the varieties of exchange and interchange that occurred throughout
history. Rather than what is unique about Korean Buddhism, then, I think the more interesting question is: “How did Koreans contribute to broader developments in the Buddhist tradition that were occurring across the Asian continent?” This question takes us right to the very
heart of our subtheme of exchanges between civilizations.

As the cosmopolitanism of Kyŏngju itself demonstrates, throughout most of its history, Korea

was in no way isolated from its neighbors—and this notwithstanding the regrettable “hermit

kingdom” appellation that early Western visitors gave to the country. Indeed, Korea was wo-

ven inextricably into the webs of Sinitic and Indic civilization since at least the fourth century

CE. The infiltration of Sinitic culture into the Korean peninsula was accelerated through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Buddhists, who brought not only their religious teachings and ritu-

als to Korea but also multiple strands of Asian culture as a whole. To a great extent, it was
Buddhism, with its large body of written scriptures, that fostered among the Koreans litera-

cy in Sinographs and ultimately familiarity with the full range of Sinitic religious and secular
writing. These included Confucian thought, belles lettres, calendrics, numerology, and divi-

nation, all subjects that made one an educated person in traditional East Asia. Buddhi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had access to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Buddhist tradition as
it was being disseminated across Asia and they made seminal contributions themselves to

Buddhist thought, practice, and ritual. Indeed, because Korea, like the rest of East Asia,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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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Chinese as the lingua franca of learned communication (much as Latin was used in
medieval Europe), Korean Buddhists were able to remain in close contact with their educated colleagues across East Asia throughout much of history, and their own writings were dis-

seminated throughout the entire region with relative dispatch. Simultaneous with implanting

Buddhism on the peninsula, Korean monks and exegetes were thus also joint collaborators
i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uddhist tradition as a whole. For this reason, even a
small peninsula in the far hinterlands of northeast Asia was able to forge these connections
with their brethren across the continent, bring that dharma home to the peninsula, and ultimately make Buddhism its own. These interconnections between Korea and the broader

Buddhist tradition have fascinated me throughout my career and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of my own research.

The multiple types of synergies created by such exchanges were possible precisely because,

from the very inception of the Buddhist dispensation, monks were constantly on the move,

to further their training and study, to engage in propagation, and to travel on pilgrimage to

the major sites of religious memory. Soon after the start of the Buddha’s dispensation in the
sixth or fifth century BCE, when the Buddha is said to have had sixty-one enlightened adherents, or arhats, the Pāli proto-history, the Mahāvagga (Great Chapter), tells us that the Bud-

dha formally enjoined his monks to “wander forth for the welfare and weal of the many,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for the benefit, welfare, and weal of gods and humans.” This

command initiated one of the greatest missionary movements in world religious history, a
movement that, with little exaggeration, may be called the first example of globalization.
Buddhist propagators, accompanying trading caravans that carried goods across Asia, ar-

rived in China by at least the beginning of the first millennium CE and the Korean peninsula
within another three centuries. Pilgrimage became an integral part of Buddhist practice in In-

dia and in all later Buddhist cultures, including Korea. In the Pāli recension of the mainstream
Buddhist Mahāparinirvāṇ asūtra (Scripture of the Great Demise), for example, the Buddha tells

his attendant Ānanda that the laity should be encouraged to make pilgrimages to the four
great sites (mahāsthāna, sayŏngji四靈地)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Buddha’s career:
1) his birth at the Lumbinī grove near the city of Kapilavastu;
2) his enlightenment at Bodhgayā near Magadha;

3) his first teaching, or “turning of the wheel of the Dharma” (dharmacakrapravarta기조·주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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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at Ṛṣ ipatana (the present-day Sārnāth) near Benares; and
4) his final parinirvā a at Ku inagara.

Korean monks themselves visited these very sites on their own pilgrimages to the Buddhist homeland of India, as related, for example, in the travelogue written by the Korean

pilgrim Hyech’o that I will mention later. Still today, Korean Buddhist monks recite a litany of these four places at the beginning of the formal midday meal, keeping alive in the
present the memory of these traditional, and long-neglected, pilgrimage sites.

Such connections between Korea and the rest of Asia were not unidirectional, but multidirectional. Kyŏngju 慶州, the venue of our forum today, was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ca. 57 BCE–935 CE). By the seventh century, it had grown into a major Buddhist metropolis, which welcomed visitors from across Asia. Korea’s proximity to northern China via the overland route through Manchuria assured the early establishment of

diplomatic and cultural ties between the peninsula and the mainland. During both the
Three Kingdoms (ca. 1st cent. BCE–668 CE) and Unified Silla (669–936) periods, Korea
also developed into the veritable Phoenicia of East Asia, and its nautical prowess and

well-developed sea lanes made the peninsula’s towns and cities the hubs of regional
commerce. This was especially so with Kyŏngju. Traders, monks, diplomats, and adventurers from across Asia made their way to the Silla capital, drawn by the flourishing

economy and culture of the kingdom. Archeologists have discovered in the tombs of
Silla’s kings and queens a trove of consumer goods and Buddhist accoutrements that
came from the farthest reaches of Asia. These goods arrived in Silla over the so-called

“Silk Road,” a wide-ranging network of trade and commerce that connected Kyŏngju to
the world beyond—China, India, Persia, and even the Middle East.

Korean Connections across Asia

These sorts of wide networks of commerce, religion, and culture ensured that Korea
would become deeply embedded in the wider web of Sinitic and Indic civilizations. Just

as Buddhist monks had done since the religion’s inception, Korean monks also were
able to accompany trading parties traveling over sea and land from the Korean peninsu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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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to the Asian mainland, where they could learn from, and train together with, Chinese,
Central Asian, and Indian adepts. As early as the Three Kingdoms period, monks from

Koguryŏ, Paekche, and Silla were traveling all across Asia, studying and training in earlier bastions of the religion and propagating the religion in new regions. We have records
of at least two Paekche monks who traveled to China to study. The Samguk sagi 三國史

記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Samguk yusa 三國遺史 (Memo-

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mention seven and eight Silla monks, respectively, who

are said to have studied in China during the sixth and seventh centuries. Korean monks
sojourning in China played active role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digenous schools

of Sinitic Buddhism as well, as was the case with Wŏnch’ŭk 圓測 (613-695) in the Chinese Yogācāra school, Ŭisang 義湘 (625-702) in the Huayan華嚴 school, and Musang 無

相 (680-756; alt. 584-762) in the Chan or Zen 禪school. The Japanese monk Ennin 圓仁

(793-864), a pilgrim in China during the middle of the ninth century, reports in his Dia-

ry that there were large Korean contingents among the foreign monks in the Chinese
capital of Chang’an. Permanent communities of Koreans lived all along China’s eastern littoral, across the West Sea (or Yellow Sea) from Korea; these de facto concessions

were granted extraterritorial privileges and had their own autonomous governances.
Temples were established in those communities, which served as centers for the Kore-

an monks and traders operating in China; but these temples housed not just Koreans
but also other foreigners sojourning in China from across Asia. Koreans thus played a
crucial role in building and maintaining networks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

across Asia. As early as the fifth century CE, Paekche monks were among the first to
introduce Buddhism to the Japanese isles and Paekche and Silla Buddhism became the
main source in Buddhism’s initial transmission to Japan.

The stories surrounding the peregrinations of the eminent Silla scholiasts Wŏnhyo元曉

(1158-1210) and Ŭisang 義湘 (625-702) are emblematic of how enticing the siren call of
the Asian mainland was to Korean monks. Both of these men, but especially Wŏnhyo,

were closely connected to Kyŏngju, and Wŏnhyo resided at the influential monasteries

of Hwangnyongsa 皇/黃龍寺 and Punhwangsa 芬皇寺 in the capital. Both monks were

already well-known adepts in Korea before they decided to leave for China in order to
study with their counterparts on the Mecca of the mainland. Arrested for espi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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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ards at the Koguryŏ border—a role that itinerant monks without families or possessions not infrequently played throughout history—they were imprisoned for sever-

al weeks before being repatriated to Silla. (Wŏnhyo’s biography in the Song gaoseng
zhuan 宋高僧傳laconically refers to these events as Wŏnhyo’s “discrepant karma.”) On a
putative second trip, they intended to travel via sea from Paekche, but ultimately Ŭisang

made the trip alone and eventually arrived in China; he studied there for ten years with
the early Huayan exegete Zhiyan 智儼 (602-668) and became his successor, before returning to his Silla homeland to warn of an impending Tang invasion of the peninsula.

Wŏnhyo’s own enlightenment experience is said to have occurred while he was on the
road with Ŭisang. Taking refuge at night from a severe storm, they discovered at first

light that the sanctuary they thought had sheltered them was actually a tomb littered
with skulls. Wŏnhyo is said to have realized from this experience that the mind could

turn something offensive into something agreeable and that all things were therefore
merely projections of mind. He knew then that he did not need to go on to China in order to continue his training but could live a salutary and productive Buddhist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As his Chinese biographer, Zanning 贊寧 (919-1001), recounts Wŏn-

hyo’s realization, “I learned that because thoughts arise, all types of dharmas arise; but
once thoughts cease, a sanctuary and a tomb are no longer different. Furthermore,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are mind-alone; the myriads of dharmas are mere-representation. Apart from the mind there are no dharmas; it is futile to attempt to seek them
elsewhere. I will not continue on to Tang.” (This story becomes increasingly embellished

over time. According to the most elaborate retelling of the legend, in Juefan Huihong’s覺
範慧洪 [1071-1128] Linjian lu林間錄 [Forest Records], when Wŏnhyo took sanctuary that

evening, he drank what he thought was sweet water in a gourd, only to discover at daylight that what he had actually quaffed was offal rotting in a skull. This gruesome event
seems to be the one thing that the average Korean knows about this towering Buddhist

figure.) Wŏnhyo subsequently devoted himself to his studies at various venues around

Kyŏngju until, after apparently a lifetime of scholarship, he “laid down his brush” and

left to wander among the common people of the Silla kingdom, teaching them to chant
the name “Buddha” while singing and dancing with a gourd that he named Muae無礙,
or “Uncon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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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tle over a generation after Wŏnhyo and Ŭisang, we have the first record of Korean
monks who undertook the even more arduous pilgrimage to the Buddhist homeland

of India. The Unified Silla monk Hyech’o會超 (d.u.; ca. 704-780) left a travelogue of his

journey, Wang o Ch’ŏnch’ukkuk chŏn往五天竺國傳 (Memoir of a Pilgrimage to the Five

Regions of India). Fragments of this long-lost work were discovered by the French Sino-

logue Paul Pelliot (1878-1945) in the Dunhuang manuscript cach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fter traveling from Korea to China, Hyech’o spent about three years on the

mainland, before departing in 724 via the southern sea route for India (the Ch’ŏnch’uk-

kuk of his title). After landing along India’s eastern seacoast, he subsequently traveled for
another three years or so, visiting many of the Buddhist pilgrimage sites in north-central

India, including two of the four mahāsthānas, Bodhgayā and Kuś inagara, before making
his way to the south and west of the subcontinent. Departing from India via the northwest Buddhist strongholds of Kashmir and Gandhāra, he made his way overland back

to China via the Silk Road of the Takla Makan Desert in Central Asia. After his return, Hyech’o wrote an account of his journey, which he arranged chronologically by the regions
and pilgrimage sites that he visited. He describes in rather prosaic fashion geography

and climate, along with comments on the economies and agriculture, dress, customs,
and religious practices of the regions he visited. Since his account was written at the

behest of the Tang court, his memoir at times sounds more like a reconnaissance report
than a travelogue and he shows an inordinate amount of curiosity in the size of local

cavalries and the height of ramparts. In describing Kashmir, for example, he notes that

“the king possesses three hundred elephants and resides in the mountains. The roads
are dangerous and bad. It has not been invaded by any foreign country.” Or, in his description of Bāmiyān, in present-day Afghanistan, he remarks about its powerful king,
whose “cavalry is strong and numerous.” Although his account is closely beholden to

the similar travelogues of Faxian 法顯 (ca. 399/337–422), Xuanzang 玄奘 (600/602–664),

and Yijing 義淨 (635–713), written many decades before his own, Hyech’o’s memoir is
valuable for offering a detailed contemporary record of the geographical extent of different schools of Buddhism in the regions he visited, as well as the decrepit condition
in which he found some of the important Buddhist shrines and monasteries. Especially
notable in his memoirs is the evidence he provides of the inroads Arabs and Turk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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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to make into traditionally Buddhist regions and his testimony that, by the early eighth century, Buddhism had still not been transplanted into the Tibetan plateau.

After finally returning to China, Hyech’o spent the rest of his life there, collaborating with
the Indian Tantric master Amoghavajra (705–774) and perhaps Vajrabodhi (671–741) in

translating Esoteric Buddhist materials into Chinese, before passing away at the Chinese pilgrimage site of Wutaishan 五臺山. We have contemporary records of seven other

Korean monks (and forty-nine Chinese) who traveled to India prior to the middle of the
seventh century, so as grueling as the journey was, many successfully completed it.

Although travel to India came to an end with the demise of Buddhism on the subcontinent around the 13th century, Korean monks continued to engage in extensive activities
in China. During the Koryŏ 高麗dynasty (918-1392), Ŭich’ŏn 義天 (1055–1101), the fourth

son of the Koryŏ king Munjong 文宗 (r. 1047–1083), sojourned in Song-dynasty China for

fourteen months between 1085 and 1087. As a learned scholar-monk, Ŭich’ŏn sought
to test his knowledge against the best minds in Chinese Buddhism and was especially

eager to study with Jinshui Jingyuan 晉水淨源 (1011-1088), the most renowned teacher

of Huayan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During his travels, Ŭich’ŏn visited with
some fifty monks, including leading specialists in the Tiantai 天台, Vinaya, Chan, and
Huayan schools. In addition to Jinshui Jingyuan, Ŭich’ŏn also studied Tiantai thought

briefly with Cibian Congjian 慈辯從諫 (1035–1109), and met Zhanran Yuanzhao 湛然元
照 (1048–1116), a Vinaya specialist in Hangzhou. An inveterate bibliophile, Ŭich’ŏn also

collected hundreds of volumes of books during his travels, which he took back to Korea
with him, and later dispatched agents all throughout China, Japan, and the Khitan Liao

regions of Northeast Asia seeking out other indigenous East Asian writings, which he

eventually compiled into his renowned Sokchanggyŏng續贓經, or Supplement to the
[Buddhist] Canon. After his death, a monastery in Hangzhou was turned into a virtual
merit cloister for Ŭich’ŏn and the Korean royal family, and the Koryŏ court both funded
it and, at certain times, chose its abbot. The flow of Korean monks into China continued

unabated until the Ming-dynasty proscription against foreigners traveling to the mainland, a prohibition institut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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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Connections with Korea

As these connections grew between Korea and Sinitic and Indic civilizations, Bud-

dhists on the peninsula made explicit attempts to tie their own tradition into this larger
pan-Asiatic tradition. They created, for example, stories of Korea having been the site
of an earlier Buddhist dispensation; claimed to have discovered in Korea examples of

the 84,000 reliquary stūpas that the Indian king Aś oka is said to have erected throughout his empire as a way of popularizing the Buddhist religion; and posited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dragon-king protector of Mahāyāna Buddhism and Korea. Such

efforts were intended to integrate Korea into this wider pan-Asiatic network, by making

Koreans active participants in a religious tradition that transcended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the peninsula. Let me explore just a few such examples to illustrate how
this integration occurred.

Korea and King Aś oka

Korean aspirations to associate the peninsula with Indic Buddhist civilization are ap-

parent in the connections Koreans drew between peninsular culture and the Indian
king Aś oka (ca. 300-232 BCE; r. ca. 268-232 BCE), the great disseminator of Buddhism
throughout the known world. Such connections are even more remarkable when we

consider that Aś oka lived some six-hundred years before we presume today that Buddhism had made its way to the Korean peninsula.

A Koguryŏ mission into the Liaotung peninsula in southern Manchuria is said to have discovered a three-story earthen cairn, the top story of which was shaped like an inverted
cauldron, much like the style of early Indian Buddhist reliquaries. Digging near the cairn,

the king discovered a stone inscription in “Brahmā” script (pŏmsŏ 梵書; i.e. Prākrit/Sanskrit), which one of his ministers deciphered as stating that the cairn had been erected
by King Aś oka of India.

In another reference, this time from the Silla period, a ship is alleged to have arrived in

the kingdom in 553 CE carrying 57,000 pounds of iron and 30,000 ounces of gold, as well

as images of a buddha and two bodhisattvas. Supposedly, King Aś oka intended to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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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iant image from the metals, but since Indian ironworkers lacked the skill to carry out

this task, he was unable to complete it. Consequently, Aś oka had the metals loaded onto
the ship along with the images to be used as models for casting the larger statue and
ordered the captain to sail throughout the Buddhist world until he found a country with

the necessary expertise. King Chinhŭng 真興 (r. 539-575) had a monastery built on the

site where the ship landed: Tongch’uksa 東竺寺 (Eastern India Monastery), suggesting

a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the subcontinent. Chinhŭng ordered a sixteen-foot
image cast from the metals, which was completed in 574 and enshrined at Hwangnyongsa. This connection drawn between Aś oka and Chinhŭng would also have helped to

enhance the prestige of the Korean monarchy, which was only then beginning to usurp

the political power that had traditionally been held in Silla by the council of nobles. And
just as Aś oka’s role as a protector of the Dharma sanctified his rule, making him not just
a king but a cakravartin (a “wheel-turning” righteous emperor), so too did Chinhŭng’s

support of such Buddhist activities help to legitimize the superiority of a centralized monarchical system of government. Also like Aś oka, both Chinhŭng and his predecessor,

Pŏphŭng 法興 (r. 514-539), abdicated late in their lives to ordain as Buddhist monks. And

finally, Aś oka’s conquest of all the known world, justified through the notion of a sancti-

fied kingship that served to protect righteousness in the world, was used as well by the

Silla monarchy to justify its unification war on the peninsula. Indeed, after Chinhŭng
conquered new territory, he would travel in the company of Buddhist monks to survey the domain, as a way of establishing an intimate connection between the king and

his new subjects. This act recalls Aś oka’s own journeys with his ordained advisors, the
Dhamma Mahāmatta (Commissioners of Dharma).

In a related story, the Karakkuk ki 嘉洛國記 (Annals of the Karak Kingdom, preserved
only in the Samguk yusa) records that the queen of King Suro 首露, founder of the Karak

嘉洛kingdom, was sent to him through divine intervention from the Indian kingdom

of Ayodhyā. She was found on a mysterious ship at sea off the southeastern Kaya 加耶
coast, and became queen in 48 CE. It is said that, for protection on her long journey, she

brought along a stone stūpa, or reliquary, the style, shape, and material of which were
different from anything known in Korea. The stūpa was enshrined at Hogyesa 虎溪寺

in Kŭmgwan 金冠, near present-day Kimhae 金海. This discovery of an exiled pri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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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brings her culture to a new region is in fact a common trope in Buddhist literature.

Similar stories about the transfer of Buddhist culture to the hinterlands are known even
to Indian tradition. In the Pali Mahāvaṃ sa (Great Chronicle), for example, the daughter of
the Indian King Tissa was sent out to sea inside a golden vessel, and eventually landed
in Sri Lanka. Her arrival helped ensure that Buddhism would become the indigenous
religion of the island.

Dragon King Beliefs

These networks also extended spatially beyond the world as we know it to take in both

subterranean and submarine geographies. The several connections suggested between
Korea and the submerged world of the dragon king are also an attempt to bring Korea
into the fold of Buddhist macroculture, which was universally familiar with the legends
of the recovery of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dragon king’s palace. In such stories,

Korean monks were drawing on stories that circulated first on the Indian subcontinent
and then throughout Asia concerning the recovery of the Mahāyāna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dragon palace by the Indian exegete Nāgārjuna (Yongsu Posal 龍樹菩薩; fl. ca.
150 CE).

Korean associations with the dragon king were many and varied. The thaumaturge
Myŏngnang 明朗 (fl. ca. seventh century) traveled to China in 632 and was supposedly

invited to the dragon king’s palace on his voyage home. At the time of the planned sea
invasion by Tang naval forces in 670, King Munmu 文武 (r. 661-680) (who eventually is
said to have become a dragon protector himself) called a convocation of his vassals,

who reported that Myŏngnang had recently returned from the dragon palace with es-

oteric spells. Thanks to Myŏngnang’s intercession, the Tang invasion force was sunk by
a typhoon. During the reign of King Sŏngdŏk 聖德 (r. 702-736), Queen Suro 首羅 visited

the Dragon of the East Sea, who had first appeared to her the day before as an old man.
A similar relationship is noted also in the story of Poyang 寳壤, who is said to have lived
in the tenth century. Poyang was returning to Silla from China when the Dragon King of

the Western Sea waylaid him and invited him back to his palace. The Dragon King’s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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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k 璃目, accompanied Poyang to Silla, where they played instrumental roles in the
founding of the successor Koryŏ state.

By demonstrating Korean connections with the dragon king’s palace, peninsular civili-

zation was defining itself at least partially in terms of mainstream continental beliefs,
and thus integrating itself with pan-Asiatic Buddhist culture. As the folklorists William
Bascom and William Hugh Jansen have discussed in their The Study of Folklore, myths

are often created as a way of “escaping” from geographical or cultural isolation, and

this seems an obvious motive in the exuberantly told tales of Korea’s connections to the
Dragon King.

Finally, these exchanges included temporal valences that we today can hardly even

imagine. Rather than a rigid linear process, time itself was seen as fluid, so that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understood to be the ancestral homeland of a buddha of a
previous eon, whose dispensation was located on Silla territory and commemor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monasteries. Near the Silla capital of Kyŏngju, Koreans discovered the “meditation stone” (yŏnjwasŏk 宴坐石) of Kāś yapa—one of the sev-

en buddhas of antiquity who, by some accounts, gave the current buddha Ś ākyamuni
the prediction of his future buddhahood. There, they established the major doctrinal

center of Hwangnyongsa 皇/黃龍寺; similar associations are seen with such important

Silla monasteries as Hŭngnyunsa 興輪寺 and Punhwangsa 芬皇寺. The “relocalization”
of Buddhism on the peninsula in turn enabled Korean Buddhists to travel through the

sacred geography of Buddhism from the (relative) comfort of their own locale. These

pilgrims brought the universal geography of Buddhism home, so that the Korean peninsula itself became remapped in terms of this pan-Asiatic religion. This Buddhicization

of the landscape eventually allowed domestic travel to stand in for pilgrimage to either
foreign lands or even otherworldly realms. A side effect of turning this local Korean geography universal was that there would have been less need for the long, dangerous

journeys overseas to Buddhist sacred sites. Instead, because those sites were now domesticated and the universal geography of Buddhism became implicit within the indigenous local landscape, turning Korea into the Buddha-land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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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across Space and Time

The networks that Buddhist monks in Korea forged across Asia allowed exchanges to

occur in multiple directions, exchanges that enmeshe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wider Sinitic and Indic worlds. In making these efforts to connect their tradition with
the broader Asian tradition of Buddhism, Korean Buddhists were exhibiting a sense

of homogeneous time and space that allowed them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a religious tradition whose origins were distant both geographically and temporally. The
conceptions Buddhist monks traditionally had of themselves were much broader than

the “shrunken imaginings of recent history,” to paraphrase Benedict Anderson in his

classic book on nationalism, Imagined Communities. Buddhist monks across Asia conceived of themselves as members of an ordination line and monastic lineage, a school

of thought, or a tradition of practice that extended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Unlike

today, when we typically use convenient, if stultifying, national affiliations to describe
these monks as “Korean,” “Indian,” or “Chinese” monks, if they were to refer to themselves at all, it was as “disciples,” “teachers,” “propagators,” “doctrinal specialists,” and

“meditators”— all terms suggested in the categorizations of monks found in the various Gaoseng zhuan 高僧傳 (Biographies of Eminent Monks), which date from as early

as the sixth century. These categorizations transcended the boundaries of nations and

cultures and the Chinese compilations of such Biographies of Eminent Monks subsume
under their listings biographies of monks who were ethnically diverse and interconnected one with another—Koreans, Indians, Sogdians, Japanese, and Khotanese. Hence,

although the Biographies might identify a Buddhist as “a monk of Silla” or “a sage of

Haedong”—both designations that are attested in the Biographies—they are principally
categorized as “propagators,” “scholars,” and so forth, who may simultaneously also be
“disciples of X,” “teachers of Y,” or “meditators with Z.”

Buddhist monks could therefore traditionally conceive of themselves as participating
in the universal transmission of the dharma going back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to India and the Buddha himself—and this while simultaneously also recognizing their

clan and local identities, their allegiance to a particular state and monarch, their connections to Buddhist monastic and temple lineages, and so forth. These monks 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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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m as a universal religion pristine and pure in its thought, its practice, and its

realization—hence, the persistent attempt of all of the indigenous schools of East Asian

Buddhism to trace their origins back,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through an unbroken lineage of “ancestors” or “patriarchs” to the person of the Buddha himself, in

contemporary India. This vision of their tradition also accounts for the need of hermeneutical taxonomies (pan’gyo 判教) to explain how the plethora of competing Buddhist

texts and practices—each claiming to be pristinely Buddhist but seeming at times to

be almost diametrically opposed to one another—were all actually part of a coherent
heuristic plan within the religion, as if Buddhism’s many variations were in fact cast
from whole cloth. Their vision of a universal Buddhist tradition therefore existed side-

by-side with their awareness of the discrete local instantiations of the tradition. In these
quintessential exchanges across space and time, both the universal and particular were

constantly being refined and redefined by the participants; both were in the state of
flux that Buddhists recognize to be present in all compounded things, and especially in
concepts. In building the global cultural, economic, and scholarly exchanges of today,

we could do worse than to emulate the kind of robust exchanges that Buddhists forged
millennia ago across the entirety of their own know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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