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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불교 비판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되는 점은 아마도 불

교는 현실 초월적 종교로써 현실세계에서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

이론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불교

학자들은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해왔지만 그 반론들이 설득력 있게 전

개되었던 것으로 보긴 힘들다. 그들의 반론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것이

비판자들에게 자신들의 비판의 정당성을 확신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

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단순하다.

예를 들면 불교학자들은 흔히 불교는 방편설을 통해 구체적 삶의

세계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방편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그것은 불교가 구체적 삶의 세

계에 대한 가치와 그 세계 안에서의 확고한 윤리적 이념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증거라고 되받는다. 이에 대해 불

교학자들은 진속불이(眞俗不二)의 논리를 들어 구체적 삶의 세계와 이

상 세계를 둘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그

러한 논리는 오히려 종교적 초월세계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론이지 결

코 구체적인 삶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이론은 아니라고 재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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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자들은 나아가 불교인들은 초월적 인간관에 기초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림으로써 윤리행위의 주체로서의 구체적 인간의 바람직한

윤리적 행위 규범에 대한 진지한 논의 전통을 세울 수 없었다고 지적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불교학자들이 적극 대응하기 힘든 까닭은 전

통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성불의 내용과 그 구현자

인 부다의 속성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구현하기 힘든 것으로

설명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많은 경전과 논·소들이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부다의 상을 단순한 종교적 수사라고만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반복 묘사하고 있음을 불교인이라면 누구

나 아는 까닭에 비판자들의 지적을 근거 없는 지적으로만 치부하기

힘들게 되어있다.

그러나 불교가 브라흐만 전통의 초월 신 관념 혹은 우파니사드 전

통의 불변적 실체 개념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그 발생사의 철학

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면 불교의 구체적 윤리관 부재 비판에

대한 불교학자들의 대응방식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즉 역

사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된 불교 이론 가운데는 근본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본래의 불교적 의미가 왜곡된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비

판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비판은 비판대상을 잘못 찾은

비판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 불교학자들은 비판자들에게 그들이 비판

대상을 근본 불교가 아닌 이후 왜곡된 불교 이론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비판 대상의 부 적절성을 부각시키는 논의를 선

행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불교사를 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

라 비판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불교학자들이

비판자들의 비판에 보다 더 섬세하게 그리고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의식은 위에서 제시한 방편설로서의 불

교의 도덕이론 혹은 불변의 진리 세계에 대한 희구가 전제된 진속불

이(眞俗不二)의 이론에 근거한 윤리이론들이 과연 철저하게 방어되어

야만 하는 이론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반성은 지적했듯이 불교 이론이 그 전번 과정에서 이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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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는 이웃 국가에서 크게 변용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 비판에 대한 불교학자들의 대응이 인도

사상사에서 불교가 지니는 사상사적 의미를 항상 섬세하게 의식하면

서 전개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학승들은 비판받는

자신들의 이론 자체를 점검하기보다는 비판자들을 아직 속제 세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무리로 치부하여 이들 질문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방법을 종종 동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들이 전제

하고 있는 불교 이론이 엄격하게 불교적이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이

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비판자는 상대가 지키고자하는 이론을 쉽게 불교 이론의 핵심으로 간

주하여 불교를 왜곡되게 정의하고 소개 유포하는 이중의 잘못된 결과

를 초래한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세속 윤리에 대한 이해와는 달

리 불교가 근본적으로 윤리적 삶을 필연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지녔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한다. 다시 말해 불교에서의 도덕

이론은 속제적 방편으로서의 부수적 이론이 아니라 불교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이론임을 이 글의 첫 번째 전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 전

제는 불교가 초월적 삶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 구체적인 현실을 직

시하는 종교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지적했듯이 불

교는 초월적이고 실체론적인 베딕 전통을 비판 극복하면서 탄생한 종

교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교가 인

도 사상사에서 기존의 전통 사상과는 다른 독립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기존 사상 즉 베딕 전통의 사상이 주장하는 고립적이고 초

월적인 세계가 허구임을 증명하고 나아가 현실적 사태는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므로, 이 글은 어떤 이유로든 이 정

체성을 훼손하는 이후의 불교 내적 혹은 외적 이론의 어떤 것도 일단

비 불교적 이론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글의 전반부는 기존의 불교 윤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

불교 정신에 맞는 오늘의 불교 윤리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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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에 초점이 맞혀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 방식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철학적 의문이 뒤따를 것이다. 그것은 2,500년 전 인도

종교의 하나로 출현한 근본 불교의 윤리적 관점이 이 시대에도 여전

히 유효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불교 이론

의 독특한 개방성이 그러한 질문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상쇄해 주

고 있다고 답하고자 한다. 즉 첫째 불교는 자신의 이론을 포함한 인간

이 만들어낸 이론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갖고 있었으며, 둘째

그러한 한계 의식이 종종 일으키는 진리 회의론적 상대주의에도 빠지

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에

서 현대와 근본 불교 시대라는 엄연한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

교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에는 근 현대의 어떤 철학자도 보

여주지 못했던 뛰어난 통찰력이 있었음을 읽어내려고 한다. 다시 말해

근본 불교의 윤리학적 견해는 기존의 몇 가지 오해를 거두어 내면 이

시대의 윤리학으로도 거듭 날 수 있는 것임을 이 글은 전제한다.

이러한 불교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전통적 윤리관의 문제점

을 고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분야는 아마도 불교

전래 역사상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중국 불교의 성격 고찰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반부는 한국 불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

국 불교의 윤리관의 전형을 중국의 대표적 불교 종파인 화엄과 선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개괄하면서 시작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괄 작

업에서 이 글은 논의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국 불교

의 윤리관이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의 특성 파악에 주력할 것이다. 이

와 같은 중국 불교의 성격 이해에 근거하여 논의가 전개될 이 글의

후반부는 한국의 상황에서 중국불교의 세계관과 윤리관이 어떻게 연

결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작업 과정에서 우리

는 한국 불교의 윤리적 관점의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불교의 전래과

정상 중국의 그것과 중복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 작업은 물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한국불교

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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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불교적 전통, 선 불교 전통의 역동

적 계승, 그리고 근 현대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가운데 나타나는 사상

적 경향 즉 불교적 이념을 구체적 현실 세계에 구현하려는 경향을 적

극적으로 해석해 근본 불교의 윤리적 정신이 한국불교의 전통 속에서

다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데 또한 그 목적이 있다.

Ⅱ. 불교 윤리학 이론 구성의 일반적 문제점 고찰

1. 기존 불교 윤리학의 세계관의 문제점 고찰

어떤 불교 전통이던지 그것이 불교를 표방하는 한 불교의 중심 이

론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인간과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불교 윤리 이론 전개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떤 불교 윤리

학자도 자신의 이론이 이른바 무아와 연기라는 불교의 핵심 이론밖에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불교

윤리학 이론은 무아와 연기 이론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지면

을 할애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Gunapala Dharmasiri는 현대불교학계에서 윤리학을 자신의 중심주

제로 다루고 있는 많지 않은 불교학자 중의 한 인물이다. 그는 그의

저서 불교윤리학의 근본원리(Fundamentals of Buddhist Ethics ) 에서

불교 윤리의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인 타인을 고려하는 행위(other

regrading actions ) 의 근거를 연기론(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떻게 불교는 타인을 고려하는 행위 를 권장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가? 불교는 이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다른 사

물들에 의존해 일어남을 강조하고있는 연기론(p a icca-sam up p da)이다.
이런 까닭에 모든 사물들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자신 외의 다른 사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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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불교는 자연과 중생

에 대해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1)

그는 이와 같은 연기론의 관점에서 윤리학의 제 분야를 불교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이론의 여지없이 타당한

불교윤리학 구축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윤리학이 불교이론체계에

서 점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견된다. 그는 일반적 의미의

도덕 이론은 불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저

급한 또는 불완전한 이론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과 도덕성이라는 생각은 속제의 세계에서 의미를 지닌다. (불교

가 추구하는) 절대세계(진제)에서는 그러한 생각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

다. 2)

그러나 그의 논의 방식의 이중성은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속제의

세계에서의 윤리적 가치가 진제의 세계(절대세계)에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연 설명에 의해 명백해진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할 점은 도덕성을 넘어선다는 것이 진제에 든 사

람은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를 범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제의 경계가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를 폐

기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그가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모호한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면

서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은 자신이 분리해 놓은 두 세계가

어떻게 관계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 구분을 당연하게 생

각하고 그에 의지하여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까닭에 그는

1) Gunapala Dharm asiri, Fundam ent als of Bu ddhis t E th ics (Antioch : Golden
Leav es Publish ing Com pany , 1989), 15쪽.

2) 같은 책, 14쪽.
3) 같은 책,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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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 범주를 또 다시 이분하여 도덕성에

제한되어 잡혀있는 있는 일상인(An ordinary per son is conditioned

by morality )과 도덕의 화신인 깨우친 이(An enlightened per son is

moral by nature)로 날카롭게 가름한다.4) 그러나 깨우친 이가 가진 도

덕성의 내용 또는 그것의 완전한 구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깨우침만을 강조하는 것은 변형된 신비주의 또는

초월주의의 반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중의 하나

는 그가 깨우친 인간 즉 제한된 도덕성을 넘어서는 성인의 성격을 설

명을 하면서 그 근거를 단지 무아를 깨우치는 지혜를 거론하는 정도

에서 멈추기 때문이다5). 사실 그가 설명하는 깨우침의 세계가 이 정

도라면 그런 깨우침은 연기설과 무아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

는 일상인이면 못 깨우칠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넘기 어려운

간극을 넘어 선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미 그가 연기설에 근거한 불

교의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

한 초월주의적 세계관은 이어지는 그의 인간 지식의 두 종류에 관한

언명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가 왜 구체적 내용이

배제된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완전한 도덕성 그 자체를 설정하는 지를

다음과 같은 그의 개념적 지식의 가치 부인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

이다.

지식은 개념적인 인간의 사유에 근거한다. 이 개념적 사고는 우리의

선입견을 사물에 투사함으로써 실제의 세계를 왜곡시키는 까닭에 우리는

개념적 사고나 지식에 의해서는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반야(p añña)를 통한 실제를 보는 직접 경험의 통찰

력이다. 6)

그의 이러한 개념지를 배제한 지혜로서의 반야지의 이해는 곧 불교

4) 같은 책.
5) 같은 책. 110쪽.
6)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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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극적 지향인 열반의 세계를 무념(無念)마저도 초월한 세계로 묘

사하게 한다.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상수멸(想受滅)의 단계이다. 다시 이것을 넘는

무념(無念)의 단계가 그 끝이다. 이 단계를 거친 후 반야를 통한 열반을

이루는 것이다. 7)

이렇듯 개념과 사고, 심지어는 무사고조차도 넘어선 정신적 사태를

열반으로 보고, 그 상태에 도달한 인간을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간주하는 한, 구체적 인간의 일상적인 활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반 현상주의가 불교의 본의에 어긋남을 의식

하여 끊임없이 반야지를 통한 현상의 직각이라는 논리로 이를 거두어

보려 하지만 이 반야지가 비개념적이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그

것은 Vedic 전통의 초월 비초월의 이분적 세계 가름과 다름이 없는

관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글이 그의 도덕관을 초월

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그의 이른바 도덕의 완벽한 구현(moral by

nature)이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인간의 경험적 지식 부인과 같은 맥

락에서 주조된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인간의 개

념적 지식과 구체적 도덕률에 대한 인색한 평가는 단지 그에게만 국

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이러한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수의

학자 외에 대부분의 현대불교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는

공통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Johanson의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阿羅漢은 존재하기를 그만 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식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결코 없다는

말인가? 무한한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한, 그것

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공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공은 아무것도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공하더라도 의식은 아직 있다. 이 안정되

고 공하며 끝이 없는 의식, 이것이야말로 부다가 알고 머물러 있던 유일

무이한 상태였다. 열반이란 영원한 상태다. 경전에서도 열반은 영원하다

7) 같은 책,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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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8)

그러나 그들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개념지를 넘어선 의

식 상태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불교의 지향점인가, 이와 유사한 논의

구조를 지닌 도덕성 그 자체라는 생각이 불교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부다가 보았던 연기의 세

계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의식 세

계의 지향과 구체성을 넘어선 도덕적 완벽함이라는 생각이 진정으로

부다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인가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초기 경전에서 유식불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묘사되

는 인간 의식의 연기적 드러남에 대한 묘사와 반야 중관 계보에서 반

복되어 강조되는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의 경계의 실체화 부정, 그리고

이 경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덕목의 고정화 부정과 같은 예에서 충

분히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부다가 선정(禪定) 수행을 통해 이룩한 정신적 변환의 상태를

궁극이라는 범주로 형용되는 닫힌 체계에 가두려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정신현상이 자기 독립적인 고립된 형태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다는 선정 수행자가 빠지

기 쉬운 심층의식의 실체화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역으로 보면 부다가 자신 이전의 명상수행자들이 쉽게 빠진

오류가 바로 궁극적 실체 전제에 따른 인간 의식 이해였음을 매우 분

명히 인지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근본 불교 경전에서

독립적인 불변의 존재는 그것이 물질적이던 정신적이던 강력하게 부

인되는데, 그것은 곧 불교의 세계관 즉 연기관에 어긋나는 존재 이해

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다는 고도의 정신적 사태라 할 지라도 그

것이 어떤 고정 불변의 형태로 명사화되는 것을 크게 경계한다. 왜냐

8) Rune E . A . Johans on , T he Dynamic P sychology of Early Buddhism
(Gr eat Brit ain : Curzon Pres s Lt d ., 1979) 박태섭 역, 불교 심리학 (서울: 시

공사, 1996), 19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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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러한 불변의 정적인 사태 긍정은 연기설에도 어긋나거니와 자

칫 불변의 그 무엇이라는 실체론적 사고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 때

문이었다.

불교 내적으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근본설인 무아설로 인해 더욱

교묘한 형태로 개입되기도 한다. 그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는 갈망의 소진, 탐욕의 소멸( the waning of craving, absence of

lust )로 번역되는 ta hakkhaya와 v ir ga가 모든 감각과 느낌의 제거로

이해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9) 사실 부다가 이 용어를 통해 전달하려

는 뜻은 감각의 절멸이 아닌 제어(indriya- sa vara)이다. 이것은 상수

멸(nirodha- sam patti)의 상태에서 빠져 나온 이가 곧 마음의 평정

(the freedom of thought )을 잃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선정수행(禪

定修行)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수행을 통해 욕망과

탐욕의 원인이 되는 영원한 존재 추구의 허구성을 깨닫는 것, 형이상

학적으로 주조된 세계에 빠져 헤매는 그릇된 정신 세계(v ipary sa )의

청소를 선정수행의 목적으로 보아야만 무아(無我) 를 반드시 성취해야

할 어떤 절대적 사태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즉

갈망 탐애의 제거는 선정수행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법적 첫

단계일 따름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게 보면 부다가 주장하는 진정한

열반은 상수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무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닌 그 상태로부터 빠져 나와 거기서 경험된 세계와 자아에 대

한 이해 즉 모든 사태의 비실체성과 연기성를 깨닫고 이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기이론에 충실한 해탈관에 따른 불교 윤리

불교의 연기이론은 어떤 이든지 인간의 육체적 조건으로부터 완전

히 자유로운 이는 없다는 전제가 강하게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9) David J . Kalupahana , T h e Prnciples of Bu ddhis t P sych ology (Albany
SUNY Pr ess , 1987), 46- 47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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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인간의 감각 경험, 개념 작용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무제한적

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열반의 세계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 상수멸의 상태를 경험함은 오히려 그러한 연기적 존재로서

의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조건과 기능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과

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열반을 이룬 소위 진정한 자유를 이룬

이로서의 부다의 지혜(paññ )는 어떤 신비한 마음의 실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연기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편견없이 보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된다.

따라서 이렇듯 연기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불교의 선정(禪定) 수

행을 이전의 명상법과 구분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자기 절제와 도덕

감의 고양이 크게 강조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선정 수행은 독

단적인 인간으로부터 열린 마음을 지닌 인간으로 변화하는, 다시 말해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그러한 과정

이다.10) 그것은 모든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초인적 인격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전통적인 선수행 방법을 방법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목적

을 궁극의 정신적 실체 확인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실체가 없음을 확

인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선수행의 결과는 내적 혹은 외적 대상의

무상성(無常性) 확인일 뿐이므로 대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궁극적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習(사고습관)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얻는 과

정일 따름이다.

추론(reasoning : vittaka )과 관찰(investigation : vic ra )의 적극적 해

석은 이와 같은 선수행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 줄 수 있다. 즉 이선

(二禪)에서의 이 두 기능의 정지는 수행단계에서 소여 의식의 사태에

직면하고자 하는 방법적 정지이지 그것의 절대적 폐기를 의미하지 않

는다. 다시 말해 어떤 비 경험적, 인간의 조건을 넘어선 경지, 즉 인간

과는 다른 초인을 상정하지 않는다. 명상으로 내외의 무아성을 깨우친

10) 같은 책,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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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더 이상 허구적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고상한 인격이 갖추어져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시각은 열반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즉 부다가 보는 세계는 그렇게 어떤 고정된 가치에 혹은 인과에

결정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주체적 선택이 요

구되는 그러한 세계이다. 열반의 세계가 관습적이 아닌 끊임없이 그

구체적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도덕적 덕목11)과 연결되어야 하

는 이유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열반은 자비심이

충만하는 구체적 인격의 심리변화(P sychological Freedom )일 따름이

다. 다시 말해 부다의 열반은 세계를 보는 관점의 확고하고 완전한 도

덕적 변화인 것이다.12) 따라서 그것을 신비화하거나 초월화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13) 베딕 전통의 초월적 세계 혹은 그 신비는 이런 관점에

서 보면 오히려 심리적 도피처에 불과한 것이 된다.

상수멸정과 열반의 구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강조된다. 전자가 몸

으로 경험한 정신적 평안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가 구

현되어야할 구체적 현실로의 복귀이다. 따라서 열반은 우리의 일상적

의식을 폐기하는 혹은 넘어서야 비로서 가능한 초월적 상태로 전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열반은 구체적 현실에의 충실, 혹은 지혜로 이룩

해 나가는 충만한 정신상태로서 보다 더 현실적인 사태로 이해되어야

11) 같은 책, 50- 51 쪽. 그는 자타를 주의깊게 고려하면서, 진정으로 모두에게 행복

이 되는 쪽으로 매진해야한다. 의 설명 참조.
12) 같은 책. 96 쪽 탐하는 마음을 소진시켜, 완전히 뿌리를 뽑아 다시 나타나지 않

도록 했을 때, 즐거운 대상들이 그에게 작용하는 방식, 관념이 그에게 영향을 주

는 방식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것이다. 의 부분 참조.
13) 잡아함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부다가 그가 추구하고 있는 불교적 이상이 외도

의 고립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와 유사하게 파악되어 함몰되는 것을 어떻게 경계하

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수멸(想受滅)은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
를 넘어선 보다 완전한 즐거움이라 말한다. 그러나 어떤 외도가 상수멸이 모든 불

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즐거움 그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

한다 (한글대장경 6, 잡아함경, 17장, 48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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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불교의 종교적 목표인 열반이 이렇듯 구체적 인간이 구체적 현

실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진행형 사태로 이해되면 기존의

열반의 초월적 이해에 따라 부정적으로 의미 지워진 속제적 윤리라는

개념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을 불교의 연기관

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기준의 판단원리, 또는 그

러한 원리만이 작동되는 초월적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 투철

하면 진제 속제로 구분된 윤리관은 더 이상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없

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진제의 세계에서의 걸림이 없는 도덕성 그 자

체는 생각은 현실이 아닌 이념적 추상이며 현실계에는 이른바 시공적

한계가 분명한 속제의 윤리가 기능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

이다. 사실 연기 이론은 모든 존재의 자기 한계에 대한 표현이 아닌

가. 절대세계의 절대윤리란 말 그대로 보면 반 불교적 용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렇듯 수정된 시각에서 앞서 전술했던 진속불이(眞俗不二)

의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동북아 전통 불교, 특히 화엄과

선불교의 윤리적 관점의 문제점을 보고자 한다. 이런 시각에서의 분석

은 곧 현재 한국불교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의 한 원인인 중

국불교에 기반한 한국불교의 이론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화엄의 형이상학적 세계이론 구성과 윤리관

중국에서의 화엄경의 번역과 화엄종파의 성립은 5세기 초에서 7세

기라는 200 여년의 시간차를 지닌다. 종파 성립의 지연에 대해서는 일

반적으로 화엄 이론의 난해성으로 인한 체계화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승경전의 특징중의 하나인 불교의 종교성

강화가 250년대에서 350년대에 걸쳐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집대성된

화엄경에서는 포괄적 거대이론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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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경전이 중국인들에 의해 소

화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적 세계이해방식이 투영되

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중국 화엄철학을 두고 중국적 불교 이론의 극치라고 말할 때 중국적

이라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중국적 세계이해방식에 의해 새로운 의미

체계를 지닌 중국화된 이론으로 변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이 글은 이것을 중국적 존재론의 침투, 좁혀 말하면 도

가적 존재론과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 글의 중심

주제인 불교 윤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중국적 존재론에 대한 자세

한 논의를 반복할 수 없는 관계로 일단 그 요점만을 정리하자면 다음

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장적 세계관은 고대 중국인들의 신화적 사고방식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자신들을 에워 싸고있는 세계와의 연속감, 혹

은 자연과의 합일감은 중국의 신화 또는 갑골문 등에 나타나는 고대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던 신화적 자연관, 신관(조상신 혹은 자연신관)

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둘째, 이러한 신화적 감성은 신화적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또는 그러한 신비한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순적 언명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철학의 세계 이해와 그 서술방식의 근간이 되

고있다. 특히 도가철학은 이런 배경에서 발달한 모순논리를 그들의 주

된 논의방식으로 삼아 그들의 도 개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철학이

된다.

셋째, 신비적 세계 이해의 깊이를 강조하는 노장(老莊)은 그들이 세

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일상적인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표현하

는데 매우 섬세한 기법을 보여준다. 그들의 단순 이분법적 세계이해의

거부와 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부정논법, 그리고 미분적

(未分的) 도체(道體)와 이분적(二分的) 현상의 상호의존 관계를 표현하

기위한 순환 삼범주적(循環三範疇的) 논의 기법은 바로 위와 같은 신

화적 감수성이 그대로 유지된 세계 이해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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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넷째, 이상의 특징은 본원도가의 특징으로써 이후에 발전된 형이상학

적 도가, 즉 위진현학(魏晉玄學)의 특징과는 구별되어야한다. 현학(玄

學)은 본원도가의 철학방법을 계승하고 있긴 하지만 도 개념 이해에서

본무(本無)와 같은 어떤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무엇을 찾으려는 형

이상학적인 환원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왜

그토록 본원 도가에서 단순 환원을 경계하고 비판하는지를 위진 현학

자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도가철학에 근원한 중국적 존재론이 중국불교의

세계이해방식에 깊이 개입되어있음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본원 도가의

철학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위진현학의 환원주의적 세계이해가 중국

불교형성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주고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1. 중국화엄에서 발견되는 중국적 세계관과 윤리관

역사적 부다 또는 그 법의 위대성을 극적으로 표현해낸 화엄세계는

부다의 전재성 전능성 전지성의 종교적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여

래성기(如來性起) , 여래출현(如來出現) 등의 개념은 이것이 종교적 수

식에 그치지 않고 이론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어 곧 융삼세간(融三世間) , 십신구족(十身具足) 등의 이론

등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존재론적 성격이 강한 이론의 발전은 불교

의 공과 연기 개념을 매개로 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앞서 지적

한 그들의 원시적 미분 감성에 기초한 존재의 혼돈적(混沌的) 상호침

투 이론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된 형태의 존재론적 논의를 생산한다.

이러한 중국 화엄의 다양한 존재의 역설적 무차별성을 강조하는 이론

은 사실 Vedic화된 범신론적 불교이론과 중국의 존재론이 묘하게 결

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세계관에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학 이론은 매우 피상적이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논의 형태를 띄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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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엄종파의 논서에서 위와 같은 성격의 존재이해가 매우 집약

적으로 표현된 글로서는 아마도 법장의 화엄 금사자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법장의 논오교(論五敎)에서의 일승원교(一乘圓敎)에 대한 설명

과 늑십현(勒十玄)에서의 일곱쨰 인다라망(因陀羅網) 경계의 논의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법장은 일승원교의 세계관

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만물의 모습이 갖가지로 들어나나 가지런히 서로 섞이지 아니하니 만

법이 일어난다. 이 일어남은 반드시 한때에 서로 구분없이 일어나니 이

(理)에 선후가 없음이로다. 여럿이 곧 하나이니, 모두 그 성품이 없음으로

같아 무량한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읽어내는 것이다. 하나가 곧 여럿이

니, 인과가 분명함으로 하나 가운데서 무량한 여럿을 읽어내는 것이다.
만물의 움직임은 서로를 거두어 들이니, 말고 펼침이 자재하여 하나는 여

럿을 두루함을 용(用)을 삼는 즉 저 여럿 모두를 말아들여 하나로 들게

한다. 곧 위에서 언급한 바 여럿이 곧 하나라 함은 모두가 그 성품이 없

음으로 같다는 것이다. 여럿은 하나를 두루 함을 체로 삼는 것이니 각자

를 하나의 자리에 펼치나 여럿 모두에 들어가니 곧 앞서 언급한 바 하나

가 곧 여럿이라는 말은 인과가 분명하다는 말이다. 글의 위치가 비록 선

후가 있으나, 뜻은 함께 하고 있어 일러 말하길 말고 펼침이 자재하다고

한 것이다. 14)

인다라망 경계에서 금사자 부붑과 전체의 관계 논의는 다음과 같은

범신론적 존재론으로 발전한다.

일곱 째 사자의 눈과 귀 각각의 지절에서 하나 하나의 갈기에 이르기

까지 각기 금사자의 속성을 지닌다. 하나 하나의 갈기에 있는 사자는 동

시에 몰록 갈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니, 여럿으로써 여럿을 포섭하는

것이니라. 동시에 하나 가운데 들어가므로, 교섭무애문에서 게송으로 일

14) 大正 1880, 665 쪽. 萬象紛然, 參而不雜, 萬法起. 必同時一際理 一切卽一. 皆同無

性, 無量中解一也. ... 一卽一切, 因果歷然 一中解無量也. ... 力用相收. 卷舒自在 一

有力收多爲用, 則卷他一切, 入於一中. 卽上文一切卽一, 皆同無性也. 多有力收一爲

體, 則舒己一位, 入於一切, 卽上文一卽一切, 因果歷然也. 文雖先後, 義乃同時, 故云

卷舒自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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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말하길, 일체의 부처가 미진 가운데에 존재한다 하고 여기의 부처가

하나의 모공에 정좌하고 계시다 하며 하나 하나의 갈기 가운데 모두 끝

없는 수의 사자가 있다 고 하며 또 다시 말하길 하나 하나의 갈기가 이

끝없는 수의 사자를 지니고 있다 고도 하니, 오히려 하나의 갈기 안에서

여럿이 여럿을 포섭하여 지니고 있는 것이나, 다시 하나 가운데로 들어가

니 곧 상재무애문이라. 게송으로 이를 일러 말하길 모든 세계가 하나의

갈기에 들어있으니 모든 것이 보리연화좌에 자리하고 있다 고 한다. 15)

법장이 일승원교의 관점에서 이해된 개별적 존재자와 보편적 존재

일반의 상호포섭의 근거를 무아(無我)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체 존

재의 무성(無性)에서 찾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각 존재의 독자적 성

품의 없음과 아울러 체용의 논리에 의한 금으로 비유되는 다양한 차

별적 존재의 근원적 동일성 논의가 개입되고 있는 데에서 발견된다.

여러 다양한 해석이 가해 수 있지만 체용의 논리는 결코 본원불교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가적 세계이해의 한 정형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이 체용의 논리는 앞서 요약한 중국적 존재론의 네 가지 특징 중 첫

째와 둘째 즉 사태의 역동성, 연속성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신화적 감

수성이 논리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형식논리상

모순 긍정적 사태이해라는 도가적 세계관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와 개체, 개별자와 보편자라는 형식논리상 뚜

렷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 두 범주의 상호 침투가 자연스럽게 용인

되는 사고방식 없이는 체용의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물론 체용의 논리의 구체적 사례로 들 수 있는 늑십현(勒十玄) 장

(章)의 일곱 째, 모든 사자가 일체의 갈기 끝에 포용되고, 일체의 갈기

속에 무한한 사자들이 들어있다는 논의조차도 불교의 인식론적 반성

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의 인식론적

반성에 기초했던 존재논의도 중국적인 체용의 논의와 포개어져 해석

15) 같은 쪽. 七師子眼耳支節. 一一毛處, 各有金師子. 一一毛處師子. 同時頓入一毛中

以一切攝一切. 同入一中, 卽交涉無 門偈云. 一切佛刹微塵等. 爾所佛坐一毛孔. 一

一毛中皆有無邊師子, 又復一一毛, 帶此無邊師子. 還入一毛中 又以一切攝一切帶之.
復入一中, 卽相在無 門, 偈云, 無量刹海處一毛. 悉坐菩提蓮華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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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해될 때 그것은 단순한 인식 주관에 의지한 세계이해의 문제

가 아닌 세계의 실상에 관한 논의로 의미 전환이 일어난다.

사실 체용의 논리에 의한 사태이해는 역동적 세계 설명이라는 점에

서 본다면 근본불교의 세계 이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불교가 사태의 역동성을 연기설로 풀이할 때 인간

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 밖의 추상적 세계를 구체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경계하는 태도와는 달리 중국화엄의 체용논리는 매

우 형이상학적이며 추상적인 세계해석의 틀을 지닌다. 다시 말해 본원

불교의 연기설은 경험적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한 자각 즉 인간의 세

계이해의 경험적 한계가 전제되어 있지만, 중국화엄의 세계에서는 이

해될 수 없는 사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귀결은 모든 모순적

사태를 갈등 없이 수용하는 도가적 세계이해와 유사하며, 이러한 세계

관에 기초한 윤리적 태도는 대개 현실에 대한 가치 중립적이거나 초

월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더구나 앞서 지적한 부처에 대한 절대적 지위 부여와 관련되어 발

전된 법신불의 개념이 일월성신(日月星辰)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불신

(佛身) 아닌 것이 없다는 논의로까지 발전하게되면 이제 그것은 종교

적 수사를 넘어 강력한 불교의 세계이해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 이것이 수사로만 이해되지 않고 중국화엄의 경우처럼 체용론에

의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불교가 표방하는 전형적인 세계관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근본불교가 이해하고 지향했던 구체적 세계에 존재하는

도덕적 인간의 추구의 근거가 되는 연기적 세계관과는 매우 다른 사

유체계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비단 화엄만의 문제가 아닌 소

위 대승불교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이 그들

이 표방한 구체적인 대승 보살의 이념과는 달리 추상적인 거대담론으

로 일관되어 있는 반면, 초기경전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상적 인

간이 반드시 취해야될 행위규범을 열거한다. 사실 이러한 대조는 대승

경전이 지닌 논의 방식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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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화엄학의 한계와 실천이론 구축의 부재

중국화엄의 한국에의 지대한 영향은 현재 한국불교계의 학적 담론

의 화엄학에 대한 편향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해동화엄

초조인 의상에 대한 연구가 원효 연구와 더불어 한국 불교학의 2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도 이러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이

다.

사실 의상(義相)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는 방대한 화엄

경의 핵심사상을 210글자로 요약한 것으로 의상의 화엄사상을 구상적

으로 표현해낸 걸작임에 분명하다. 법장의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의

법계연기 서술 부분이 일승법계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은 그 역사적

진위를 떠나 이미 의상이 화엄의 핵심을 구상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

을 만큼 분명하게 파악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법계도

가 화엄의 사상을 요약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학적 성취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그의 법계도에서의 원성실성

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무차별의 경계의 원융성 강조는 중국적 세계이

해의 평범한 반복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원성실성은 평등한 법으로서 피차(彼此)를 원융(圓融)한다. 불가분별

(不可分別)이요, 옛부터 오로지 일미(一味)이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論)에서 성지경계(聖智境界)라고 말한

특별한 뜻이 있다. 16)

의상의 유식에서의 원성실성의 이해의 평이성은 중국의 법상종에서

대개 그러하듯이 무분별성을 특히 강조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원성

실성은 본래 의타기성의 체인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독립된

16) 華嚴一乘法界圖, 이기영 역주, 한국의 불교사상 (서울: 삼성출판사,1984) 283
쪽.
圓成實性, 平等法. 圓融彼此, 不可分別, 舊來一味. 以此義故, 分別不及. 是故論言

聖智境界, 別意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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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추상적 경계로 상정하고 비 일상화함으로써 본래의 의도가 왜곡

된다. 더구나 이를 도가적인 혼일체로써 피차가 원융되는 도체(道體)

로 이해할 때 그 의미 왜곡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상의 법계도에서 이

러한 도가화된 중국불교의 세계이해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데 이

것은 그의 불교 이해가 중국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그의 저서에 비추어보면 그의 이론이 중국

화엄의 담론의 거대성을 뛰어넘어 현실세계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는 도덕이론으로까지 발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그것은 그의 실제 삶에서 발견되는 불교정신의 구현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다. 그가 문무왕의 전장(田莊) 노복(奴僕)의 하사를 불

교의 평등이념에 근거 거절한 일화라든가, 삼국유사에 전하는 민중에

게 과도한 노역이 주어지는 축성공사의 중지 간언17)등은 그의 언행일

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만일 그가 거대 담론의 형성에만 머물지 않고 근본불교에서 보

이는 윤리적인 담론으로까지 관심이 연결되었더라면 중국의 화엄은

한국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

게 한다. 그러나 한국의 화엄학은 그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구

체성을 확보하는 논의에 성공치 못하고 있다.

Ⅳ. 중국 선불교의 깨우침 이해와 이에 따른 윤리관

중국 선불교는 일반적으로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극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중국화된 불교의 완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평가에는 불교

의 중국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중국

적 사유에 의해 보다 더 원숙해진 불교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선사들의 깨우침의 경지에 대한 서술방식에 자주 나타나

17) 한국불교인물사상사 , 불교신문사 편 (서울: 민족사, 1995) 5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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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장적 사유의 흔적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 발전사적 측면에서만

선종을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금강경오가

해(金剛經五家解)에서의 다음과 같은 야보(冶父)의 주석은 그러한 의

문이 단순한 기우일 수만은 없음을 보여준다.

아(我)여 정나라(淨裸裸)하고 적쇄쇄(赤 )해서 가히 파악하지를 못

하겠다. 아(我)란 아(我)여, 인정해 얻기를 분명히 하려하면 두 개를 이룬

다. 털끝만큼이라도 움직이지 않아야 본연에 합하니, 지혜의 소리는 송풍

(松風)이 화(和)하는 곳에 스스로 있다. (我 淨裸裸赤 沒可把. 我我

認得分明成兩箇 不動纖豪合本然 知音 自有松風和)18)

여기에서 야보(冶父)는 금강경 원문에 수동형으로 표현된 may 로

부터 신비적인 자아 개념을 독립 도출시켜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하

고 있다. 즉 이 주석에 나타난 아(我) 개념 설명방식은 우파니사드 전

통에서 주장하는 아트만 적인 자아 개념을 거부하는 불교 전통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본연에의 합일이라는 생각은 사실 도가의 주장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我)자가 들어갈 자리에 도

(道)자를 넣어 다시 위의 주석을 읽으면 야보(冶父)의 주석이 도가(道

家)의 특히 위진 현학적 도의 세계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사유방식이 앞서 지적한 도가의 세계관의 특

징 중 네 번째의 현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야보(冶父)의 털끝만큼이라도 움직

이지 않아야 등의 표현에서 발견되는 소극적이고 정적(靜的)인 자아

개념은 위진현학에서 보이는 정적(靜的)인 절대 무(絶對無)로서의 도

개념과 유사한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주석의 마지막 부분

에 보이는 자연성을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이 위진현학적 환원주의의

경직성을 많이 완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는 사실 본원

도가에서 보이는 혼돈(混沌)으로서의 역동적인 도의 세계 파악과도 거

리가 있는 것이다.

18) 新譯 金剛經五家解, 김운학 역주 (서울: 현암사, 1984) 25- 26쪽, 부록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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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가적 세계이해의 선종 침투는 아마도 7- 8세기 중국불교계

에 대두한 무정중생의 불성 긍정을 전제로 한 선사들의 논의에서 그

극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풀과 나무가 오랫동안 도와 조화되어 있다면 왜 경에는 풀과 나

무가 부처가 되었다는 예를 기록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이 (부처가 되었다

고) 합니까? 하고 묻자 답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

니고, 풀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부처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경에 이르기를

티끝만한 먼지 하나도 모든 법을 포함한다 고 했고, 또 다른 경에서는

모든 법이 그러하며, 모든 유정 또한 그러하다 고 했다. 진여는 둘이 아

니며 차별이 없는 것이다. 19)

이상의 논의는 우두종 계통의 절관론(絶觀論)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

의 대화인데, 이들의 논의 중에 언급된 경이란 아마 화엄이나 법화 계

열 경전중 인도의 베딕 전통사상과 유사한 범신론적 논법이 침투된

구절들을 인용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중국불교의 일반적 성격에서 볼

때 무이(無二) 무차별(無差別)의 논의는 도가적 전통에 가까운 정서를

지니고 그 경지를 해석 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범신론적 논의에 가까운 불성이론이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

라 현실적으로도 불교인의 도덕적 무감각을 부추겨왔다는 주장이 근

래 마츠모토, 하카마야 등의 비판불교학자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의 논증방식이 갖는 여러 가지 무리(학적인 엄밀성에 대

한 비판이 뒤따르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판의 기본 관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 설득력은 아마도 비 실체론적이며 반 형이상학적인

초기 불교가 지니는 담론의 현실적 구체성이 이후 형이상학적 초월적

논의로 변질되는 불교사의 과정을 일관되게 지적하는데서 온다. 구체

적 삶의 가치를 배제한 이론에서 설득력있는 윤리적 담론이 이루어지

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선을 포함한 동북아 전통의 불교가 상식적

19) 絶觀論 問曰, 草木久來合道, 經中何故不記草木成佛, 偏記人也. 答曰, 非獨記人

亦記草木. 經云, 一切法亦也, 一切衆生亦如也. 如無二無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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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의 윤리적 명제들의 나열 외에 진지한 윤리학적 논의를 발전

시키지 못한 데에는 바로 위와 같은 불교의 이론적 왜곡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불교의 출발점이 철저히

무시된 채 불교사에서 오랜 동안 반 불교적 이론이 불교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Ⅴ. 한국선의 중국선 모방하기와 이에 따른 윤리관

중국 임제선의 적통 계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선종

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진정 적통을 자임해도 좋으리 만치 그 원

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한 전통

과는 이론적으로는 별 관련이 없는 호국불교적 요소를 별 저항없이

수용해 왔다는 사실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찰스 뮬러와 같은 학자들은 일본의 조동선과는 다른 임제선의

비실체적 불성이론의 전통이 중국과 한국에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들

어 실체론적 불성 논의로 의심되는 선사들의 여러 언명의 의도를 재

해석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 의도와 관계없이 비실체적 표현이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실체적 언명이 반복적으로 게다

가 높은 빈도 수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은유적 표현의

한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국의 선사들의 오

도송은 중국 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 표현이 순수히 불교적이라

고 만은 할 수 없는 내용을 보여준다. 조선조 서산(西山) 대사의 자락

가(自樂歌) 일부를 인용해 보자.

아! 달인의 생활은 사물이 올 때에 순응하고 사물이 갈 때에 편안히 하

여 스스로 마음을 쉬고 스스로 성품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

에 무궁한 재미가 있다. 이에 노래 한 곡을 부르노라.
머물러도 좋고

다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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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보아도 좋고

내려보아도 좋다.
오고가는 일이 어찌 별다르랴.
천지는 잠시 쉬어 가는 원두막이어라. 20)

비록 이 글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서술한 글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분명히 불교적이기보다는 도가적 흥취가 보다 더 강하게 배어 나온다.

대립적 두 개념에 대한 동시 긍정은 도가의 전형적인 글 쓰기 방법임

인데다, 자연과의 조화라는 것이 도가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불교의 도가적 영향이 한국불교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글이라 하여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기화(己和)의 다음과 같은 금강경의 무주행에 대한 글은 금강경 본

래의도인 무아(無我)의 이해보다는 중국적 체용 논리에 근거한 대본

(大本) 대용(大用)의 강조가 돋보이는데 이 역시 한국불교가 중국불교

의 논의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머무름이 없음(무주(無主))은 만행의 대본(大本)이요, 만행은 무주의

대용(大用)이다. 자애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주에 머무르라는 것이다.
대본이 밝혀지니, 대용 또한 알 수 있게된다. 21)

이와 같은 불교적 담론의 존재론적 변용, 특히 불교의 부정논리와

현학적 본무(本無) 개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비록 부정적 규정이긴

하지만 대용, 대체, 대본과 같은 환원주의적 용어에 기초한 논법의 두

드러진 사용은 현대 한국 선사들의 게송에서도 빈번히 반복된다. 이러

한 환원주의적 사고 경향은 필히 완전성 절대성의 성취의 이념을 가

져오게 된다. 그러나 절대 또는 완전이라는 이념은 사실 연기적 존재

로서의 구체적 인간에게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완전

20) 自樂歌 , 淸虛集 卷 6, 韓國佛敎全書 7: 716- 7.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

수인가, 민족학술총서 23 강건기, 김호성 편저 (서울: 민족사, 1992) 173 쪽에

서 재인용.
21) 韓國佛敎全書 7.36. a .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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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부처가 자신의 가름침의 수승함 즉 자신의 가

르침의 경험적 구체성의 강조 또는 기존의 인도 전통종교가 실재성을

주장한 추상적 절대존재에 대한 부정을 강력히 표현하면서 파생된 형

용어일 따름이다. 따라서 고립적으로 그 개념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

곧 후자의 경우와 같은 사고방식에 빠져 실은 부처 본래의 의도를 훼

손하게 되어있다.

근래에 성철 스님이 제기한 돈오돈수설에서 파생된 여러 논의가 깨

달음의 세계의 절대성, 상대성 논쟁으로 비화하는 현상은 결코 불교적

인 논쟁의 모습이 아니다. 돈오돈수설을 주장하는 성철 스님의 본래의

도는 아마도 불퇴전의 수행자의 자세를 말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

지만 성철 스님의 원증(圓證)의 절대성 강조로 말미암아 이후 논의는

깨우침의 완전성 여부 논쟁으로 치닫게 된다. 사실 성철 스님의 禪門

正路(선문정로) 에 나타나는 언명들은 그렇게 참신한 것들은 아니다.

대부분은 중국 혹은 한국 고승들의 논소를 들추다 보면 흔히 발견되

는 그런 평범한 언명들이다.

선문은 견성이 근본이니 견성은 진여자성을 철견함이다. 자성은 그를

엄페한 근본무명 즉 제팔 아뢰야의 미세망념이 영절하지 않으면 철견하

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문정전의 견성은 아뢰야의 미세가 멸진한 구경묘

각 원증불과이며 무여열반 대원경지이다. 22)

글 그대로 읽으면 전형적인 완정성 추구의 환원주의적 글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여기서는 견성, 진여자성과 같은 대체(大體)에 대한 긍정

과 원증, 대원경지와 같은 대각(大覺)만이 강조될 뿐이다. 같은 맥락에

서 돈오돈수는 절대적인 수행론으로 주장된다.

망념이 구멸하면 자성을 명견하고 자성을 명견하면 이것이 정오이며

무념이니, 지위와 계급을 경력하지 않고 구경각인 불지에 돈입한다. 이것

이 일초직입여래지의 묘결이어서, 타종의 추수를 불허하는 선문의 특징이

22) 退翁性撤, 禪門正路 (합천: 장경각, 1990)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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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

자주 지적되는 점이긴 하지만 성철 스님이 이와 같은 논의는 어쩌

면 철저히 수행자를 염두에 둔 가르침이지 대중일반의 삶과는 매우

유리된 주제일 것이다. 물론 이 논의는 수행자 집단에게는 아주 현실

적인 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정맥을 자임하는 한국불

교의 최고 어른이었던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제기된 논쟁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쉬운 일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현상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불교가 역사적으로 구체적 삶에 뿌리를 둔 일

상적 주제 즉 윤리 도덕적 담론의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쌓는 일에

활발하지 못했던 그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반복되는 일이라면 문

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것은 돈오점수 돈오돈수 자체를 논하기에 앞

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불교적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위상 정립은 근본불교의 종교적 철학적 지향점을 다시

살피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국불교의 실천적 좌표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확인 시켜주고 있는 것이라 하

겠다.

Ⅵ. 맺는말: 한국불교의 현실적 역동성과 새로운

불교윤리관 태동 가능성

불교철학사: 연속과 불연속 의 저자 칼루파하나는 불교사를 발전사

가 아닌 기나 긴 왜곡의 역사로써 아주 간간히 정법이 다시 회복되는

불연속적 회복사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회복은 불완전하나

마 불교의 이름아래 불교적 논의가 연속되어온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

23) 같은 책, 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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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불교가 중국적 사유에 의해 변형된 불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이어져오는 부처 본래의 종교적 철학적

통찰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종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비록 소

수이거나 부분적 자각의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불교의 무아와 연기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불교의 가능성은 이러한 근본불교의 가르침이 동북아 삼국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형태로 숨쉬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임제선

의 자기초월적 비판 정신이 저변에 아직 살아 숨쉬는 한국불교는 사

회주의 문화 혁명으로 인해 철저히 파기된 중국불교, 사회적 요구에

순응해 박제화 되어버린 일본 불교에 비해 현존하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모

든 종교와 사상이 한반도에서 뒤엉켜 요동치는 상황에서 불교가 생래

적으로 지닌 유연성은 서구의 종교사상의 압도적 힘에도 불구하고 새

롭게 한국 종교사상의 본류로서의 몫을 차츰 회복해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장점이 불교의 생명력의 근원인 근본불교의 정신에

어떻게 직접 접맥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아직 정립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번쇄한 중국적 화엄의 형이상학적 이론체계에

함몰되지도 않고, 또한 실체론적 경향으로 흐르는 비불교적 불성 이론

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는 한국 선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격

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치 지향점을 제공하는 길은 아마도

근본불교의 무아와 연기이론의 충실한 회복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불교의 정신회복에 있어 지금의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불교학 분야는 현대 한국불교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는 지나친 기복주의를 극복할 사회윤리이론으로 판단

된다. 앞서 본론에서 지적했듯이 중국불교의 형이상학적 거대 담론 또

는 일본불교의 서지학적 미세 담론에 빠져있는 한국불교가 새롭게 활

로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한국불교전통에 살아있는 근본불

교 정신을 현대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101



특집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 근본불교가 지향한 살아 움직이는 이 세계의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바른 삶에 대한 지침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살

려내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

리된 윤리학의 정립 요청이다.

한국불교계는 아마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그 주된 관심이 선회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앞서 지적한 한국 선불교에서 보이는 부정적 측면

은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수행자 집단에서조차 이미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

린 <간화선 대토론회>에서 간화선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는 도법스님의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는 이러한 흐름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30년 전 출가수행자로서 첫발을 내디뎌 나름대로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선원에 들어갔는데, 첫 안거를 지내면서 심한 실망감에 빠졌다. 그

이유는 납자 사회에 선 수행을 위한 세계관과 철학, 그에 입각한 사상과

정신의 빈곤, 그리고 그 정신에 따른 윤리도덕의식의 부재 때문이었다.
뚜렷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회의와 갈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십오

년 정도 납자의 길을 걸었다. 그 동안 선수행 자체에 대한 회의는 없었지

만, 납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처음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24)

이어지는 다섯 가지 질문에는 물론 한국불교의 윤리관의 정체성 문

제가 포함되어있다.

첫째, 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또는 선수행에 있어서 윤리 도덕은 어

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둘째, 천태선, 묵조선, 간화선 등 여러 형태의 선 수행이 있는데, 그 세

계관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셋째,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반해 선사들은

본래면목(불성, 자성)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만일 같은 것이라면 왜 다른 개념들을 사용했는지.

넷째, 화두는 분별심을 타파하는 무기 라고 했는데, 오늘의 간화선 수행

24) 인터넷한겨레 뉴스메일, 부처와 선사 (문화 2000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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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서 오히려 편견, 독선, 편협, 배타, 이기의 분별심이 더욱 견고해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다섯 째, 선에서는 교외별전 (글이나 말로 전하지 않는다)을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불교와 선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다르다면 불교와

선은 무관한 것인가. 같다면 왜 교외별전 이라고 했는가. 25)

필자는 앞선 논의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원론적이지만 부분적으

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유사한 형태의 문답

은 이제 막 시작되어 더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은 분명 한국불교가 자신이 지닌 잠재성을 새로운 시대에 새

로운 형태로 꽃피우는 긍정적인 발전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시기

는 한국불교의 현실적 모순에 용기있게 맞서는 학자와 스님들이 많아

질수록 더욱 더 앞당겨질 것이다.

25)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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