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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익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이 글은 선불교 윤리의 正體性옳 해명해 보고자하는 하나의 시도 

이다. 선불교 융리의 正體性 해명윤 선불교 윤리의 “停爛性” 해명율 

선결조건으로 요구한다. 제임스 화이트힐(J ames Whi tehill)은 철학자 

들이 종종 선불교를 윤리학 없는 전통이나 본래적으로 도되률폐기론 

(antinomianism)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률 두 가자 들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선불교 전통에서는 철학적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자 

기의식적이며 포괄적인 융리설이 아직껏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선불교 윤리라는 것은 존재활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불교 윤리”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코미디 

이자 모순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롤 반 

영하듯， 실제로 불교학자들에게 선불교의 윤리적 측면은 철저하리만 

큼 외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왜 이처럼 선불교 

윤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율 찾는 작업으로부 

터， 선불교 윤리의 성격규명올 위한 논의롤 시작하도록 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통해， 필자는 선불교 윤리와 판련된 

두 가지 고정관념， 즉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와 “탈도덕주의 

(supramoralism) "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선불교 

윤리라는 까다로운 문제에 발올 들여놓았던 대부분의 학자들을 별다 

* 이 글은 필자가 같은 제명으로 쓴 석사학위논문(2001년 2월)율 요약한 것이다. 

1) James Whitehill, ‘Is There Zen Ethic,’ The Eastem Buddhist, Vol. 20 
No.l, Spr, 1987, pp.9- 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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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과 없이 물러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따라서 다음 

작업은 그러한 고정관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된 

다. 마지막으로 이어질 작업은 선불교에 대한 “초월적 해석”에서 벗 

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2. 

윈스톤 킹(Winston King)은 “깨달음의 채험은， 그것들의 도덕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긍정의 

태도이다”라는 스즈끼 다이세츠(짧木大抽)의 말에 주목한다. 그렇다 

면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옴의 시각에서는， 善이나 惡의 구분은 아 

무런 의미가 없올 것이므로 올리적 실천이란 불뭘요환 것이며 또 도 

덕적 개선이란 것도 결국은 개인의 판점상의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 

이 윈스톤 킹의 입장이다2) 킹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불교 윤리 

의 성립가능성올 회의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선불교에서 얼종의 

“초월주의”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초월주의는 “輝은 二元論적 사 

고방식올 의미하는 논리와는 정반대 편에 선다"3)든지， “불교의 空은 

상대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형태의 상대적 관계를 초월한 

것이 바로 절대적인 空"4)이라는 스즈끼의 말에서 그 분명한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초월적 혜석에서 선불교 윤리의 성립가농성올 회의하 

는 학자들의 공통된 신념， 즉 선불교는 단적으로 선파 악의 이원성올 

초월한 곳올 지향한다는 생각이 출현한다. “선불교에서 볼 때 도덕적 

올바름이란 결국， 옳음 • 그름이나 선 • 악 둥의 허망한 이분법들올 만 

들어내는 것으로 귀착하게 되며 깨달음은 오직 윤리적으로 좋은 행 

2) Winston King, ‘Engaged Buddhism; Past, Present, Future,’ The Eastem 
Buddhist, Vol. Z7, No. 2, Aut, 1994. p.26. 

3) 없木大빼， 沈在龍 옮김， 『아홉 마당으로 옳어쓴 빼'J ， 玄홉밟， 1992, p.51. 
4) D. T. Suzuki, Mystiαism: Christian and Bud냈list， Greenwo여 Press, 

197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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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위한 동기들이 초월될 때에만 획득될 수 있다”는 윈스톤 킹의 

말은， 윤리와 양립하기 어려운 성격의 초월주의와 또 그에 수반하는 

탈도덕주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5) 이처럼 선불교 윤리 

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맞서， 선불교 윤리를 옹호하 

고자 하는 진영에서는 대략 두 가지 형태의 아폴로지가 제출되었다. 

브라어(A. D. Brear)가 대변하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옹호자들에 

게도， 선불교가 도덕률폐기론이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읽히는 이유는 

깨달은 자가 선 · 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이원성들올 초월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었다. 브리어는 대숭불교의 二諸說융 원용해 선불교 

윤리를 옹호해 보고자 시도한다. 먼저 그는 절대적인 시각에서의 진 

술， 예컨대 “無差別性” 따위률 상대적인 명역에서의 행위의 지칩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올 당부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온 신성불 

가칩의 영역인 “절대”에 도덕의 잣대률 갖다대변 곤란하다는 이야기 

가 된다. 브라어가 취하는 다음 단계는 현상적 · 상대적 영역에서의 

윤리설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자면 깨달음은 도펙적 • 지척인 

선결조건을 요구하며， 도덕적 • 지적인 德、들의 실천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그러한 덕들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성격， 즉 佛性

의 자발적인 발현으로서의 자비와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다.6)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윤， 이러한 설명올 통 

해서는 도덕적 실천의 영역이 그들이 다른 한편에서 견지하고 있는 

절대나 초월의 영역과 결코 온전히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도덕의 도구적 역활”과 그로 인한 “도덕의 초월” 

이라는 해묵은 해결방식올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 

서 그것은 단지 절대적 영역에서의 무차별성에만 면죄부를 주고 있 

을 뿐， 그것이 상대적 영역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위한 어떤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올 논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분리해 

5) Winston King, ‘ls There a Buddhist Ethic for the Modem World,’ The 
Eastern Buddhist, Vol. 25, No. 2, Aut, 1992, p. l. 

6) A. D. Brear, ‘The nature and status of moral behavior in Zen Buddhist 
tradition ,’ Phílosophy East and West, Vol. 24, No. 4, 1974, pp.4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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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절대와 상대는 결코 화해되지 않으며， 그 결과 깨달옴외 세계와 

윤리적 실천은 연속성올 가질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시도는 그 두 세계사이의 “절연”으로 막올 내리게 되는 것이다. 

더글라스 폭스(Douglas A. Fox)가 대변하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옹호자들은， “절대척 실재”로서의 佛性이라는 좀더 세련왼 개념을 제 

시하고 있다. 폭스의 전략은， 절대적 실재에서 “모든 악행올 짓지 말 

라!"는 도덕적 명령의 근거률 찾는 것아다. 그러한 목적올 위해 이번 

에는 그 관계가 절연된 절대와 상대가 아니라 ’‘상호침후적”인 절대 

와 상대가 동원된다. 측 절대적 실째인 불성옳 매개로 상대적 서l계의 

모든 존재자틀이 하나이며 다론 것이 아니라는 원리가 도출되며， 바 

로 거기에서 “타자에게 모든 악행올 짓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의 근 

거가 찾아 진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계속혜서 폭스는 洛諸의 시각 

에서 볼 때 惡이나 無知 둥의 상대적 • 경험적 설재훌 인정할 수 있 

지만， 屬諸의 시각 -그들은 이것올 초청험적 차원이라고 표현한다

에서는 그러한 구벌이 폰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절대의 무차별성 

과 상대의 윤리적 실천 모두롤 끌어안고자 한다，7) 

이러한 전략은 지금껏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무차별성의 또 다 

른 함의에서 이끌어낸 생각이다. 즉 “ 自 · 他”간의 차별을 해소함으로 

써 모든 惡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기심을 해체하고， 새로이 환기 

된 “관계성”에서 윤리적 실천의 근거롤 찾으려는 것이다. 일견 그혈 

듯해 보이지만， 그뜰의 시도는 무엇보다도 무차별성이 가진 함의륭 

한 쪽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 

은 지급 “ 엄 · 他”만이 無癡하고， “선 • 악”이나 “압제 • 핍박”， “평둥 · 

불명둥” 따위는 무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륨없다. 뿔딴 아니 

라 선과 악이 차별이 없으며， 그러한 분별 자체가 遠흉일 뿐이라는 

것올 잘 아는 뿔者의 행위가 반드시 도덕적일 것이라고 규정활 수 

있는 근거가 그들의 논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惡

의 상대적 실재룰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그처럼 “허깨 

7) Douglas A. Fox, ‘Zen and ethics: Dogen ’s synthesis,’ Philoso때lY East 
and West, Vol. 21 , No. 1, 197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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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같은” 惡、융 일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설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대답올 활 수가 없다. 결국 전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二諸를 원용하고 있는 두 번째 아폴로지에 

있어서도 절대의 무차별성은 상대의 윤리적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처럼 二調률 절대와 상대로 佛性올 궁극적 실째로 제시하여， 선 

악올 초월한 깨달음과 현실에서의 윤리적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아보려 했던 기존의 아폴로지들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 

라서 비판적인 진영에서는 그러한 초월적 경향올 롱혜 선불교의 윤 

리적 직무유기를 비판했고，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동일한 초월적 경향 

올 통해 “도덕 그 이상의 것(supramoral) "을 강조합으로써 선불교 

자체만은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결국 그 어느 쪽에서도 “선불교 윤 

리”라는 것은 존째하지 않게 되며 그러한 초월주의 덕택에 지금까지 

선불교 윤리는 총체적인 연구의 결핍올 감수해야만 했다. 이것이 바 

로 선불교윤리의 正體性 해명 혹은 定魔를 가로막고 있는 최우선적 

이고 거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게다가 전술한 

아폴로지들의 실패는 초월이 포기되지 않는 한 선불교 올리의 정초 

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올 반종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 문제는 그 두 가지 독단적 입장 즉 선불교에 대한 “초월주의”적 

해석과 또 그것에 뿌리률 두고 있는 “탈도덕주의”라는 것의 정당성 

을 따져보는 곳에 모아지게 된다. 

3. 

선불교에 대한 초월적 해석의 진원지는 20세기 초 일본의 선불교 

해석자들이었다. 스즈끼 다이세츠 아베 마사오(阿部正雄) 동의 이른 

바 저명하고 권위 있는 해석자들과 니사타 기타로(西田鍵多郞)률 필 

두로 한 교토학따 철학자들에 의해 선불교는 철저하게 초월적으로 

번역되었다. 그들의 작업은 두 가지 분명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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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채 목적은， 풍양에 대한 서양의 채국주의척 침탈과정얘서 첨 

병역할올 했던 “오리엔탈리즘(0디eotalism)"에 대웅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문화적 · 물질적 우월성과 그 부 

분에 대한 동양의 열둥성이라는 도식올 가지고 있었으며， 東洋諸園에 

대한 식민지배를 합리화 시켜주었던 그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바로 

동양종교의 열둥성으로 돌려졌었다. 이에 맞서 스즈끼가 일차적으로 

취한 전략은 오리땐탈리즘올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즉 오리엔탈 

리즘이 가진 거폰의 동 • 서양 구분론에 기초하여 서양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올 동양만의 고유한 장점으로써 내세우는 전략올 취 

했던 것이다. 그러한 인위적인 조작 끝에 스즈끼는， “범아시아적 정 

신성"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바로 우빠니샤드 철학이었 

다-올 특징짓는 것으로써 “신비주의”라는 것올 만풀어 내었다. 일반 

적으로 서양문명의 특정들올 언급하는 판에 박힌 개념들에 대한 반 

정립， 즉 반지성， 반논리， 반개념 그리고 반이원성 동의 속성들올 고 

스란히 담고있는 스즈끼의 신비주의가 바로 그률 통해 서양에 알려 

지게 된 “선불교(Zeo)"의 또 다른 이륨이었다. 스즈끼는 자신의 선불 

교(Zeo)률 동양일반의 정신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 

이 거의 우빠니샤드 철학과 동일하게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패념치 않았다. 

두 번째 목적온， 범아시아적 정신성훌 대변하는 신비주의는 그 순 

수하고 완성된 형태가 오직 일본의 선활교(Zeo)에딴 존재한다는 논 

리를 통해， 이번에는 “일본제국주의 • 국가주의(Natiooalism) "의 이익 

에 봉사하는 것이었다.8> 역사적으로 이러한 내력올 가지고 있는 선 

8) Bemard Faure, CIr:m [，ηsights and Oversights: An Epistemological 
Critique of 까le CIr:m Troditi，α1， Princeton University Press, 1앉}3외 서론 
과 1, 2장 그리고 Robeπ H. Sh따f， ‘Whose Zen?: Zen Nationalism 
Revisited,’ in Rude Awakening: Zen, the Kyoto Schα1/， & the Question 
cf Natiαlalism， James W. Heisig & John C. Maraldo(ed'),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The Zen of japanese Nationalism,’ in Curators cf 
the BuddhJ, Donald S. Lopez jr(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앉}5; ‘Experience,’ in Critical Terms for Reli때ous Studies, Mark C. 
Taylor(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둥올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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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Zen)가 바로 지금까지 학자들의 윤리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선불교였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스즈끼의 선불교 해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따르고 있으며 자신들의 윤리학적 논의가 해결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조차 스즈끼가 제시해 준 선불교의 공리를 의심 

해 보지 않았다. 

선불교에 대한 스즈끼식의 초월적 해석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 

니다. 상황에 따라 보편주의와 국수주의 오리엔탈리즘과 반오리엔탈 

리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둥을 번갈아 가며 옹호해야 했던 그의 

선불교(Zen)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올 가질 수밖에 없다. 범아 

시아적 정신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편입시켰던 이질적인 사상들， 특 

히 그것에 대한 반발로 불교가 출현했던 우뼈니샤드사상 그리고 기 

본적으로 전제가 다른 기독교사상 둥이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의 선불교(Ch ’ an)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직 일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선불교(Zen)롤 논하는 자리에도 어김없이 출현하고 었다. 

따라서 거기서 발견되는 논리적인 모순들이란 일일이 나열할 수 있 

을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어떠한 종교나 철학의 울타 

리에도 한정되지 않는 세상올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다른 

한편에선 “일본문화만의 꽃”으로 그렇게 스즈끼는 선불교률 가지고 

사랍들을 우롱해 왔다. 그처렵 양극단올 오가는 사이에 선불교의 正

體性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스즈끼는 자신의 선불교(Zen)가 전통적인 

선불교(輝宗)와 다르다는 말올 서슴없이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 

다 9) 결국 스즈끼가 말하는 초월이나 절대 그리고 궁극적 실재 따위 

의 개념이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우 

리가 우빠니샤드의 계숭자나 아니면 일본 극우파의 일원이 아닌 다 

음에야 그러한 스즈끼의 선불교 해석올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고 할 것이다. 

9) Bemard Faure(l993),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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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지 럽(George Rupp)은 스즈끼와 중관철화 연구자 무르띠 (T. R. 

V. Murti)의 대숭불교해석올 바탕으로， 대숭불교와 상좌부불교가 가 

진 시각의 차이를 “分別”이라는 것에서 찾고 있다. 계속되는 렵의 논 

의에 따르면， 湮樂에 대한 상좌부의 관념이 “분별적인” 성격의 것이 

라면 그것윤 또한 판단력이 있는 것인 반면에， “무분별적인” 대숭의 

입장은 원리상 판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10) 따라서 럽의 논리에 

따르자면， 분별력이 있는 상좌부는 윤리적인 반면， 그것이 없는 대송 

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취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은 그가 윤리적인 小乘과 사색적인 大乘이라는 스즈끼의 구도률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된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앞에서 

자신이 펼쳤던 논의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럽은 전혀 의 

식하지 못하고 있다. 

럽은 아비달마의 논서들과 주석적 전흉율 거치는 동안 훨짧에 대 

한 형이상학적 해석은 상좌부불교 내에서 점점 일반화되어 갔으며， 

그처럼 生死의 세계와 완전히 무판한 것으로서의 열반의 관념은 결 

국 무수한 生울 거치고 난 다옴에야 얻용 수 있는 것이라는 뿜짧觀 

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한다. 스즈끼와 럽의 말에 따른다면， 상좌부불 

교에서는 용리적 실천， 수행이 중시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초월적 

열반관은 상좌부불교에 있어서 일종의 “윤리의 실종”을 부채질하게 

된다. 한마디로 그들이 보는 초월적 열반은 業짓는 행위에 불과한 

윤리적 실천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론 한편에 

서는 그들의 윤리적 행태률 이해 못할 것도 없다. 몇 빼의 윤회롤 

거쳐야 도달할 수 있다는 열반보다는 당장의 善業을 통해 좋은 과보 

롤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러한 융리적 실천 

의 배경이 된다고 활 수 있기 때문이다. 

lOl Geo멍e Rupp, ‘The relationship of nirvana and samsara: An essay on 
the evolution of Buddhist ethics,’ Plúlosophy East and West, Vol. 21 , 

No. 1, 1971,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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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뱉짧은 生死와 다르지 않다”는 기치롤 내 

걸고 역사의 전변에 출현했던 대숭불교의 불교사적 혹은 “윤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그러한 대숭의 신념은 불교의 제반 

修行道나 윤리적 실천 둥올 위해 열반올 초월적 영역으로 볼 수 없 

다는 입장올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 스즈끼나 럽이 오해하듯이 

“無分別”， “신비적 직관” 따위로 또다시 초월에 길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초월”이 목적이었다면 대숭불교가 

굳이 상좌부불교를 거부하고 출현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결국 聖스러웅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올 수 없었던 스즈끼와 무르띠는， 

열반을 철저하게 지상으로 끌어내린 대숭불교의 문제의식을 망각하 

고 또다시 “超越과 內在”라는 것올 통해 초월주의로 가는 뒷문올 열 

어 놓고 있는 것이다. 대안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논의는 바로 이러 

한 맥락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4-1. 

먼저 “도덕적 판단력”의 존재여부를 따져보자. 스즈끼와 럽이 판단 

력의 부재를 포함한 “대숭일반의 무분별성”이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열반은 생사와 다르지 않다”는 말의 장본인은 물론 나가르주 

나이다. 나가르주나는 그의 대표작 『中論』에서 “運動者 없는 運動”과 

“운동 없는 운동자”처럼 우리가 혼히 경험에서 추상해서 개념화한 

후 다시 실체화하게 되는 “순수한 실재”들에 대한 분별올 언급하고 

있다11) 그리고 “이러한’ 분별 -經훌部의 견해-은 옳지 않다고 말 

11) 운동자가 운동과 다론 젓이라는 분별이 이루어지면， 운동자 없는 운동과 운동 
없는 운동자가 존재하게 된다. [樓譯]만약 간다는 것[가는 작용]에 가는 자와 
다름이 있다고 한다면， 가는 자톨 떠나서 감이 있고 가는 것올 떠나서 가는 자 

가 있다(若謂於去法 有異於去者 離去者有法 離去有去者). 2장 20번빼 게송 
어떤 사람이 봉[봄의 작용1에 앞서서 존재하는지， 동시이거나 또는 뒤에서 

존재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폰채와 비존재에 대한 분별 역시 포기 
된다. [漢譯]눈 따위에 本住[선행하는 존재 또는 선험적인 자아나 실체]는 없 
다. 금후에도 또한 다시없다 삼세에 걸쳐 없는 까닭에 있음파 없옵의 분별도 
없다(眼等無本住 今後亦復無 以三世無故 無有無分別).9장 12번째 게송 앞의 
산스크리트본의 번역은 킬루파하나(David j. Kalupahana, NAGAR]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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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합당”하며 여러 부처들이 “찬양’하는 불별에 대해 이야기한 

다 12) 아울러 그릇된 분별과 數論에서 業의 煩觸가 오며， 그것들은 

空性에 대한 통찰옳 통해 정화된다는 것과 열반과 생사를 완전히 절 

연된 것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것13) 그리고 실체적인 분별에 대한 경 

계가 그가 분별(vikalpa， kalpana)에 대해 말하는 요지이다 14) 따라 

서 나가르주나는 모든 분별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영역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 실체론적 분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열반 

을 철저히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四聖諸롤 잘 분별 

해야 한다는 붓다의 말처럼 문제는 분별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것올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輝師들 역시 나가르주나의 입장올 충설히 계송하고 었다. 圭峰宗

密은 洪州宗에서는 홉없톨癡와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리고 고통이나 

The Philosophy of the Middle Wa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의 영역융 다시 우리말로 옮긴 것이며， 뒤외 한역은 觸훌훌什의 
漢譯本 『中論~(大正新修大훌經30)을 저본으로 했다. 

12) 만약 이러한 용별이 존재하게 되면 많온 큰 잘못이 있게 훤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별은 여기서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 [廢譯]만일 당신의 환벌과 갈다면 그 잘 
못은 심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하는 바는 이치 상 옳은 것이 
아니다{若如밟分別 其過則甚多 是故:&.所說 於義RIPI'~). 17장 12번째 게송. 
나아가 나는 합당하며， 여러 봇다와 獨훨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 찬양 

된 분별율 설명하도륙 하겠다. [漢譯]이제 다시 업에 따르는 과보의 뜻율 설명 
하겠다. 그것은 여러 붓다와 벽지불 그리고 성현들이 칭송하고 찬탄한 것이다 

(今當復更說 l없業果報義 諸佛陣支佛 聖훨所稱數). 17장 13번쩨 게송， 

13) 業의 번뇌들이 소멸하는 과정에 해탈이 있다. 업의 번뇌율은 분별하는 사랍에게 
속하는 것[그들의 몫]이며 그것들은 다시 회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번에는 
廠論이 또 空性의 맥락 속에서 사라진다'. [擬쫓]업의 번뇌가 소멸하는 까닭에 해 
탈이라고 이름한다 업의 번뇌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空얘 툴어가면 敵옳은 없 

어진다{業煩뼈載故 名之옳條JISl 業煩뼈非 .• 入갖홈編滅). 18장 5번째 게송. 
열반에 대한 헌신[귀속]도 윤회에 대한 혐오[처l거， 소멸]도 없는 곳에서， 어 

떻게 윤회라거나 또는 열반이라고 분별할 수 었겠는가? [瓚譯]생사훌 떠나서 
별도로 열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상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어찌 분벌이 었 

다고 말활 수 있겠는가?(不離於生死 而別有쩔짧 .. 相義如是 z;;何有分別). 16 
장 10번째 게송. 

14) 나가르주냐는 4장 5번째 게송， 22장 13번째 게송， 23장 l변째 게송에서 실체 
적 분별올 경계할 것과 18장 9번째 게송에서 그러한 실체척 분벌융 여원 것이 
진리의 성격임율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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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올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활성의 작용이라고 하여 마혹됨과 

깨달음， 顧倒됨파 옳바룹 동의 작용올 분별하여 판단(據辦)하는 것용 

놓치고 있다고 걱정하지만，l5) 그의 노파심과는 달리 臨濟羅玄이나 大

珠慧海 둥 홍주종 계열의 선사들은 “일체 선악에 대해 모든 것을 자 

세히 분별하는 것이 지혜"16>라거나 “출가자는 모름지기 zp:常의 참되 

고 바른 견해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17)는 말은 했어도 종류에 상 

관없이 모든 분별， 판단작용올 펌하한 적은 없었다. 스즈끼나 그 추 

종자들의 해석과는 달리， 선불교 혹은 輝師들에게 도덕적 판단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사들 스스로의 말에 의해 분명해 진다. 

붓다는 언젠가 열반에 대한 설명울 통해， 전술한 도덕올 위한 認、

知적인 측면에서의 분별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 적이 있다. 

즉 붓다의 말에 의하면 완전한 지혜에 의해 해탈올 얻은 사랍에게도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 그는 즐 

겁거나 불쾌한 감각올 경험하며 기쁨과 고통 따위를 겪게 된다는 것 

이다 18) 따라서 열반을 얻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情總적인 토 

15) 홍주는 이렇게 생각했다 … 탑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것과 선하고 악한행위훌 
짓는 것， 그리고 고통이나 즐거옴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불성[의 작용]이다 
.. 지금 흥주가 탐욕과 성냉， 지계와 선정이 다만 한 종류의 것들로서 [그것툴 
은 모두1 활성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미혹됨과 깨달음， 전도됩과 용 
바름 둥의 작용율 분별하여 판단(練辦)하는 것융 놓치고 있는 것이다. 供州;意
者 ... 全體홉嘴廠 造善造惡 受樂쫓苦 ilt皆是佛性 ... 今洪州但름홉婚統定-種 
是佛性作用者 關於據辦迷{홈倒正之用也. 圭峰宗密 r中훌훌빼心地輝門師寶*. 
뼈」， 『中國佛敎思想홈料編J 2卷 2冊， 中華훌局， 1989, p.465, 471. 

16) 일체의 선악에 대해서 모든 것올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며 분별한 것에 愛增율 
일으키지 않으며 [그러한 분별에 관여함으로써 생갈 수 있는 갈둥이나 욕심 
따위의 번뇌에] 물들게 된 것율 따르지 않는 것이 선정이니， 이것이 곧 선정과 

지혜롤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이다. 對-切善惡 켠5能分~IJ :是흉흉 於所分別之慶 不
起愛↑홉 不隨所榮 是定 흩P是定홈等用也. 大珠훌海 r賴惜入道要門論J ， 빼藏經 

110, p.845. 
17) 출가자는 모릉지기 평상의 창되고 바른 견해활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부처 

와 마귀롤 판벌해내고， 참과 거짓율 판별해내고， 범숙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판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夫出家者 須영홉得껴i常質ïE見解 辯佛쩨홉’lf홉 
質영1ft!훌 영양凡챔홉聖. 臨簡훌훌玄， 『廳홈錄J ， 大正47， p.498. 

18) 비구들이여， 여기에 아라한인 비구가 있다. 그는 마용융 좀먹는 해독률율 제거 
하였으며， 삶을 살았고 해야 할 일올 했으며， 짐올 벗어버리고 목적율 성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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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중생률과 同苦同樂하면서 “慧悲行”율 펼칠 수 었는 또 다른 기 

반이 되어 줄 것이다. 이제 윤리적 실천올 위한 동겨의 문제로 념어 

가보자. 

4-2. 

慧能은 “[우리가 가진] 홉欲의 성품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佛 

性]이므로， 음욕을 없애버리면 깨끗한 성품의 옴이 없다"1m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善도 생각하지 않고 惡도 생각하지 않을 때， 바로 그 

때 무엇이 明1:.座의 本來面目인가7"20)라는 혜능의 말은， 흔히 선불교 

의 탈도덕주의라는 것이 언급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되는 유명 

한 구절이다. 먼저 혜능의 첫 번째 말온， “분별은 하되 그것에 애착 

이나 愛增올 갖지 말라”던 輝師들의 말과도 일치되지 않는 다소 당 

혹스런 구석이 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의는 바로 불교의 일관된 입 

장， 즉 불교자체의 핵심에서 찾아보아야 활 것이다. 

붓다의 “緣起”의 교설과 특히 대숭불교를 특정짓는 空 또는 空觀

은 윤리적인 것올 포함하여 불교의 수행일반올 가눔하게 해주는 일 

종의 논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었다. 붓다가 경혐의 지반에 발을 디 

디고 그러한 경험율 가농하게 해 주는 원리로써 연기률 설한 까닭은， 

절대불변의 고정된 가치와 결정론적인 因果롤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번뇌와 악 둥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당초 

수행이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번뇌나 악 둥이 열반이나 깨달음 

그리고 자비로 바뀔 수 있고， 賣뺑癡의 마음이 지혜롭고 有德한 마음 

으며， 생성I태어남]의 족쇄흩 부수었고 완전한 지혜얘 의해 해탈올 얻었다. 그 

에게는 다섯 가지 감각기판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얘게서 아직 이탈하지 
않은 그것들올 통해 그는 즐겁거나 불쾌한 감각융 경험하며 기뿜과 고통올 겪 

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가 貴聊활를 소멸시킨 것용 일러 토대[다섯 가지 감각 
기판 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육체 또는 표훌의 집합]가 여전히 남아있는 열반 

[有없依홉짧]이라고 부른다. Itívuttaka, F. L. Wα잉ward(tr.) ， ‘As it was 
said,’ Mínor Anthologíes, Vol. 2. The Pali Text Society, p.l43. 

19) 經性本身淸뺑因 除냉쫓~p無홈性身. 敎t훌本， "AIl뿔짧J ， 大正48， p.345. 
20) 不思善 不思惡 正與慶時 那置是明t座本來面目. 宗홈本 w六組홈經.1， 大正48，

p.349. 



*훌1흙훌$ 빼훌외 iξftt호얘 관한 언쿠 53 

으로 바뀔 수 있어야 수행이라는 것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도재래의 自己原因論 혹은 自性 따위의 개념에서 발 

견한 모순이었고， 붓다는 그것을 “조건성(緣)" -수행이나 도덕적 실 

천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율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연기설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실체적인 사고롤 교정해 주기 위해 출현했던 緣起

나 空의 교설은 수행에 적절한 토대롤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며， 바 

로 그러한 맥락에서 혜능의 말이 이해될 수 있올 것이다. 즉 홉欲이 

라는 것도 역시 조건에 따라 연기한 것으로， 실체성올 결여한 하나의 

마음의 상태 혹은 심리작용(法)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질자체가 이미 

緣起나 空 그리고 佛性올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곧 그것 자체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緣起， 空， 佛性-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떠나서나 그것올 알지 못해서는 깨달음-緣起， 空， 佛性올 아는 것-으 

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生死~p裡짧”이나 “煩↑옮~p홉提” 

라는 말의 의미롤 깨달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또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만”이다. 즉 생사를 “통해서” 열반올 얻고 번 

뇌를 “통해서” 보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홉欲을 통해서， 연기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행을 통해 

그것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이해의 바탕 위에서 보면 혜능의 두 번째 말은， 일상생 

활에서 혼히 볼 수 있는 윤리적 행태， 즉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도 

덕적 원리나 규범 둥올 채돼하여 도덕적 판단올 내리고 또 그것에 

따라 실천올 하는 그런 습관적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요구하 

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혜능이 말했던 품欲이라는 것 

은 일반적으로 나쁜 이미지 즉 惡한 것으로서 생각되어 왔다. 하지 

만 우리는 그것이 왜 나쁜지 또는 왜 악인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설 

명 혹은 이유의 제시가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극히 자 

명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도덕적 원리나 규범들도 사설 그것이 정당 

화되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 

다. 한마디로 도덕판단의 대전제는 일종의 “초월적 기준"神 또는 

절대적 원리 동-이 상정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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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입장에서 그러한 초월울 흉한 정당화는 단지 

“敵論”이 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이나 악이라고 분류되는 규범， 

원리돌에서 “절대적인 근거”라는 것의 부재， 즉 空性율 발견하게 된 

다. 혜능의 두 번째 말이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 

라는 얘기이다. 

혜능의 말은 절대적인 도덕규범이나 형이상학적인 도덕원리라는 

것이 가진 권위를 문채삼고 있다. 그렇다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거 

의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규범률의 토대를 空觀이 뒤혼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혜능의 회의는 “절대적인”과 “형이상학적인” 

에 맞춰져 있지 결코 도덕규범이나 원리률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공관은 그러한 도덕적 규범들에 안전한 경험 

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봇다는 “-切”에 관한 설법올 통해 

자신의 입장이 경험적 세계에 한정됨올 분명히 밝혔고， 혜능 역시 羅

處界의 三科法門올 흉해 붓다의 입장올 충실히 계숭하고 었다021) 따 

라서 도덕의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중생률이 겪고 있는 경험적 

현실， 즉 덧없고 괴로운(無常 • 苦) 이 경험 세계의 설상은 인간사회 

의 일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상에 대환 통찰에서 우러나 

오는 慧、悲 역시 일시적인 펙목이 아니라 거의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덕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과 악은 모두 형이상학적 실 

채들이 아닌 경험적 실채들일 뿐이며 그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일상 

적으로 겪게 되는 도덕적 경험들을 통해 抽象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은 형이상학의 소관사가 아니라 “경험척 사실”의 

문제가 되며， 선과 악이 그처럼 경험적으로 파악되어야만 실천이 가 

21) 모든 것(일체)이라는 것은 十二入處훌 말한다. 즉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향 
기， 혀와 맛， 신채와 감촉， 마음과 개념융 모든 것이라고 이홉한다--切者謂十 
二入處 眼色耳聲.. 香폼味身觸훌、法 是名-切 r雜阿含經~， 大正2， p.91. 
내가 너회률에게 법융 설하는 것윷 가르쳐서 근본적인 가르침이 소실되지 

않게 하겠다. 三科의 법문올 들고， 三十7;햇法올 사용하여 나가고 들어감에 양 

변율 여의도록 해야 한다 … 삼과의 법문이란 훌과 界와 入융 말하는 것이다. 
홉은 표옳이고， 界는 十/\界이며， 入은 十二入이다. 좀敎@說法 不失本宗 앓三 

科法門 動用三十六對 出沒§떼훌兩邊 ... 三科法門者 홉界入 홉是五흩 界是十}\
界 入是十二入. 敬熺本 r六祖뺑經J ， 大正48，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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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하다는 것이 불교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것이 바로 세간의 도덕， 

즉 한 사회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f~諸”로 그들이 발길올 돌리는 이유가 된다. 

붓다에 따르면， 緣起는 우리의 경험을 가능케 해주는 원리이자 동 

시에 우리의 다양한 경험올 셜명해 주는 열쇠가 된다. 불교에서는 우 

리의 인식이나 知覺과정도 연기적인 현상으로 설명한다. 의식(識)조 

차도 우리의 심리 • 물리적 자아성(五鏡)의 일부이고 그 다섯은 서로 

에게 영향을 미치며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지각과정온 접촉(觸)으로 

부터 시작하여 느낌(受)으로 진행하는 데 이것은 제대로 된 “지각의 

이미지(想)"가 형성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앓) 따라서 연기 

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각 혹은 認知는 그렇게 “순수한” 형태의 것 

은 아니다. 인지적인 지각의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된 이미지(想)를 

형성하기 이전에 그곳에는 이미 감정적인 요소(受)가 개입하고 었고， 

느낌(受) 역시 잠재적인 성향(行)에 의해서 영향올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순수한 인지적 지각 또는 인식이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대상올 규정할 때 개입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순수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지각과정은 인지적인 것과 情

績적인 것이 뒤섞여 있다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온 것이다. 

그것은 불교에는 神이나 절대적 원리 둥의 초월적 기준이 없었음에 

도， 그들이 일종의 “사실과 가치”， “폰재와 당위”라는 문제로 크게 

고민해 오지 않았던 사실올 설명하는 데 도움올 준다. 즉 불교식의 

지각론에 따르자연， 도덕판단내의 인지적 요소와 당위적 요소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폰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판단(想)이 이루어 

22) 비구들이여， 시각기관과 시각대상에 의흔하여 시각의식이 일어난다， 이러한 
세 가지 것틀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율 초건으로 하여 느낌이 일어난다. 자 

신이 느낀 것율 그가 지각하고; 지각한 것율 그가 분별하며; 환별한 것에 대하 
여 그는 집착한다. 그가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 그처럽 얽매이게 된 지각여 개 

념들울 성격 지어 주게 되며， 그러한 개념들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 
기관이 시각대상툴올 인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률 집요하게 추궁하게 된 
다. Mqjjhima-Nikaya(ll. 170), David. ]. Kalupahana, A History af 
Buddhist Philosophy,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p.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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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곳에서는 이미 가치(受나 行)가 개입되어 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불교에서 “分別”올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항상 

붙어 다니는 “執훌”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적 인식은 그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성향과 

느낌에 의해 곧바로 동기부여 되며 의욕과 열정얘 의해 행동에 옮겨 

지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애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성향의 조련”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불교의 쌍두마차인 智훌와 慧悲이다. 

이제 홈훌(空觀)와 慧悲의 관계는 분명해 진다. 전자애서 후자가 

도출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그 역도 참이라는 것이 왈교의 입장이 

다. “諸法實相”이라는 말 그대로 空觀 즉 無常하고 無我이며 苦인 

이 경험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곧바로 커다란 慧悲로 이어진다고 전 

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불교얘서 가장 강조한 심리적 사실， 정서적 

상태는 無我와 慧悲이며 바로 이 두 가지 심리적 상태가 불교에서 

함f는 윤리적 실천의 원천이자 동기가 된다고 활 수 있다. 이 점은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적 실천올 포함한 거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利己心”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한충 그 의미가 선명해 질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윤리적 실천올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동기는 지혜 즉 諸法實相 -緣起， 空， 無我-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율 것이다. 지금까지 선과 악올 생각하기 전에 불성부터 통찰하 

라는 뼈능의 말이 가진 합의롤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실천적 맥락 

에서 이해되는 佛性의 또 다른 합의 즉 지혜와 자비 혹은 그러한 

德、들의 실천과 완성으로서의 불성의 개념옳 살펴볼 차례이다. 

4-3. 

혜농은 “읍욕의 성품”율 언급한 후 곧바로 “악환 작용{행위]올 지 

니면 중생이고 선한 작용용 지니면 곧 부쳐이다”라는 말올 잇고 있 

다.껑) 慧梅는 “부처의 행위훌 하면 부처의 성품(佛性)인 것이고 도둑 

의 행위룰 하면 도둑의 성품인 것이며 중생의 행위툴 하면 중생의 

23) 含惡用郞聚生 홈用~佛. 敎鐘本， 『六jI훌經.1. 大正48， p.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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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인 것이다. 마읍의 본바탕은 정해진 모습이 없으므로 그가 하는 

행위에 따라 이륨을 붙이는 것이다"2이라는 말로 혜능의 의중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고 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것도 실체적으로 존재 

하지 않으므로 부처나 중생이라는 것에도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존 

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나 본질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고 경험적 현 

상만이 존재한다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 

로나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또는 어떠한 “작용”이나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된다. 부처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부처의 상태인 것이고， 중생의 행위률 하고 있다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이 바로 “作用則性”이라는 말의 의미일 것 

이다.정) 아울러 그러한 말들은 臨濟의 “우리의 붐뚱이에 있는 자유로 

운 참사람(i}j;肉團上有-無位質A)"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 뭔가 고원한 어떤 것으로 깨달음의 상태， 부처의 상태롤 보지말 

고 지금 여기의 자기 자신을 부처로 보고 부처의 행위률 하라는 말 

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합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한 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부처의 행위， 부처의 작용율 실천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올 것이라는 정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처의 작용이나 행위가 그 사랍의 얼시척인 기분 

이나 감정에서 우러나온 일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역 

시 중요하다. 아울러 채법실상에 대한 통찰에서 우러난 윤리적 실천 

의 동기， 즉 자비률 단순환 “동정심”으로 만똘어 놓아셔는 지속적인 

윤리적 실천울 위한 동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解橋”

라는 개념의 출현은 바로 그것올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강화된 동 

기”， 즉 德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비는 지혜에 

의해 반성되고 도덕적 수행에 의해 강화된 德性， 즉 맹목적이지도 않 

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이해타산을 위한 주저나 망설임 없이 곧바로 

자신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4) 作佛用훌佛性 作嚴用是戰性 作짧生用是짧生性 性無形相 隨用立名. 大珠훌海， 
r諸方門A參問語錄J ， 홈i흩짧110， p.862. 

25) 정상보 r돈오선의 철학쩍 기초와 용리적 합축J ， 서옳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 

사학위논문， 1999년 2월올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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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는 연기나 공에 대한 통찰올 얻게 된 후， 홈廳行의 실천을 

통해 그러한 깨달음융 현실화시켜야 한다. 사물의 본성에 대한 통찰 

은 다시 작용， 행위 속에서만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성을 본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심리적 · 물리적 구조 역시 연기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며 또 그것의 산물이라는 점만올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천이 닿지 않는 불성은 단지 “원리”일 뿐이 

지， 실천을 통해 드러나며 함양되는 “德性”으로서의 불성은 아닌 것 

이다. 어떤 의미에서 불성에 대한 깨달음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이고 정서적인 체험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解폼나 證↑홈의 구분은 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냐누어준다. 그리 

고 붓다의 慧悲行이나 선사들의 홈흩行에서 우리는 다시 그 체험이 

윤리적인 아니면 적어도 윤리적인 측면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이었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德、性의 함양윤 깨달옴의 체험옳 위해서 필요하며 깨달 

음의 이후에는 德性의 강화가 수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인 A正道와 六波羅寶 둥이 모두 윤리적， 지성적 덕 

들로 구성되어 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올 것이다. 아율러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경험적인 

덕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덕들의 설천올 통해 원리 

로서의 佛性이 아닌 “완성된 德、性”으로서의 佛性올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때의 成佛이란 법부에서 부처로의 “성격의 변화”률 의 

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지금까지의 논의률 바탕으로 이제 하나의 올리젤로서의 선불교 융 

리의 특징올 정리해 보도록 하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선불교 

윤리는 말 그대로 선불교， 즉 緣起나 空이라는 관정에서 바라보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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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될 것이며， 그것에서 우리는 대략 세 가지의 기환적인 톡징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혜눔의 善과 惡융 생각하기 전에 佛性부터 통찰하라는 말에 

서 우리는 선불교가 가진 일종의 “메타윤리적 시각”을 발견할 수 었 

다. 佛性은 스즈끼가 보듯 선악을 초월한 철대적 실재가 아나라 緣起

의 법칙， 무실체성의 원리(空性)였다. 따라서 불성에 눈뜨게 되면 절 

대적인 선악， 실체적으로 폰재하는 도덕규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올 알게 된다. 그러한 규범과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神”이나 

“절대쩍 원리”가 동원되면， 경험적 입장에 충실한 불교， 선불교의 입 

장에선 그러한 형이상학적 정당화를 敵論으로 분류할 것이다. 

불교에서 볼 때， 윤리적 실천이 의미률 가지는 것은 선악이라는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만이다. 이것이 의 

미하는 것은 선불교에서 바라보는 윤리적 개념들온 “경험적 술어”들 

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도덕올 설첸 가능한 경험적 영역에 

서 파악하고 있는 선불교의 입장은 경험주의 윤리셜， 좀더 기술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자연주의 융리설”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올 것이 

다. 이것이 선불교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정이다. 

인간의 지각과정에 대한 연기적 설명은， 우리가 어떻게 도펙적 판 

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올 내리게 되고 동기륨 부여받으며 결국 

행위롤 수행하게 되는지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한 설명에 

서 지각의 각 단계롤 구성하고 있는 심리적 요소나 사실에 대한 연 

기적 설명이외에 어떠한 외부적 요소 -경험올 념어선 것-도 설명 

올 위해 동원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연기적 저각과정에서는 일종의 

認知적 요소가 형태롤 갖추기 전에 이미 構意적 요소(受， 行)가 그 

안에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연기나 공성이라는 개념에 이미 함축되 

어 있듯이， 불교에서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나아가서는 가치와 사 

실， 존재와 당위가 절대적인 구분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에는 “당위”라는 개념보다는 “동기”라 

는 표현이 더욱 어울릴 듯하다. 그러므로 선불교에서는 無我， 無常，

無實體性이라는 경험적 세계의 實相에 대한 사실적 인식 - 이것올 

불교에서는 如實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즉 空觀에서 그러한 존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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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무환한 憐爛인 동시에 모든 윤리적 실천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인 慧悲가 출현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특정은 앞서의 경험적 설명에 체계， 즉 修證論的 도식이 

가미된 일종의 “德의 윤리”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젤대적 규법을 

인정하지 않는 선불교의 입장으로서는 “의무”보다는 “德”이라는 개념 

이 한결 어울렬 것이다. 孫悲가 선불교의 근원적이고 이상적인 윤리 

적 동기라는 것도 이러한 생각올 지지해 준다. 아울러 경험적이고 따 

라서 실천 가능한 도덕적 • 지성적 德、들인 A正道나 六 · 十波羅魔 둥 

을 통한 수행은 그러한 지성적 • 도덕적 德性의 h회養과정이라고 활 

수 있을 것이다. 

덕들의 실천은 성격(性)의 변화률 가져오며， 그러한 덕둘의 완성으 

로 이루어진 성격이 佛性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된다. 연기의 법 

칙올 의미하는 원리로셔의 불성은 그러한 연기의 산물인 일체 중생 

이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도덕적 • 지성적 덕들의 완성으로 이루어 

진 “성격”으로서의 불성온 부처들만의 것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부처는 作用郞性이라는 개념에셔 강조되었듯이 고왼한 곳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의 행위가 곧 佛性이고， 부처의 행위률 

하는 동안은 누구나 다 부처아다. 도덕적 · 지성적 덕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그 순간융 부처로써 살ψ}는 것이다. 그러한 덕성이 자연 

적으로 우러나오게 될 즈음에는， 우리는 거의 항상 부처로써 살아가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처의 행위롤 할 수 있는 현실의 우리자신도 

부처이지만， 지속적인 덕의 실천올 통해 완성되는 인격으로서의 부처 

도 존재한다. 그 부처률 목표로 현실의 부처가 가는 길올 “峰而無修”

라고 할 것이다. 목표는 지금 당장의 실천과 떨어져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