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니체의 불교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박 찬 국

【주제분류】존재론, 철학  인간학, 불교

【주요어】고통, 허무주의, 생학, 힘에의 의지, 갈애 

【요약문】본 연구는 니체의 불교해석과 불교비 과 련된 국내의 연구상

황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다. 그 동안 니체의 불교 에 
해서 행해진 국내의 연구들을 별해 보면 니체의 해석과 비 을 그 로 

수용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니체 사상과 

불교에서 서로 상통하는 부분, 특히 자아의 실체성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

건들의 상호연 성 내지 연기성(緣起性)을 주장하는 부분 등에 주목하면서 

니체 철학과 불교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해석방향은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니체는 불교를 기독교보다는 우월한 종교로 평가하고 있지만 궁극

으로는 불교를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수동  허무주의 내지 데카당스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을 그 로 

수용하는 입장은 니체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궁극 으로는 부정 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해서 니체철학과 불교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해석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불교에 한 니체의 입장은 사

실상 불교를 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방향은 

분명히 불교를 궁극 으로는 부정 으로 평가하는 니체의 입장을 폭 으

로 수용하는 첫 번째 해석방향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고통의 문제를 심으로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을 비

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게 서로 모순되는 해석방향들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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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을 비 으로 

검토하 다. 첫째로, 부처가 우리의 생성소멸하는 삶과 실이 고통이라고 

말할 경우에 그것은 니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성소멸하는 삶과 실 자체

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애와 집착에 사로잡  있는 일상 인 

비본래  삶만을 고통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부처는 니체가 비 하

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고통을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이러한 갈애와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통만을 극복하려고 했을 뿐이라

는 것이다. 셋째로, 부처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해서는 갈애

와 집착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일상 인 비본래  삶의 본질이 바로 고

통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보는 ‘ 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부처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고통이 갖는 

정 인 의의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  검토를 토 로 하여 본 연구는 한 니체와 불교 사이에 

어떤 에서 근친성이 존재하고 어떤 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려고 했다. 

Ⅰ. 문제의 제기

니체의 불교 에 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니체의 해석과 비 을 그 로 수용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해석방향을 취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니체 사상과 불

교에서 서로 상통하는 부분, 특히 양자 모두가 자아의 실체성을 부정

하면서 모든 사건들의 상호연 성 내지 연기성(緣起性)을 주장하는 

부분 등에 주목하면서 니체 철학과 불교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드

러내려고 하는 해석방향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해석방향은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니체는 기독교에 비해 불교를 정 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궁극 으로는 불교를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수동  허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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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데카당스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

과 비 을 그 로 수용하는 해석방향은 니체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궁

극 으로는 부정 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반해서 니체

철학과 불교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해석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불교에 한 니체의 입장은 사실상 불교를 정 으로 

평가하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번째 해석방향은 

불교를 부정 으로 평가하는 니체의 입장을 폭 으로 수용하는 첫 

번째 해석방향과는 분명히 모순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해석방향이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그것은 니체철학

과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드러내기 이 에 불

교에 한 니체의 부정 인 평가를 비 으로 검토하면서 그러한 평

가가 근본 으로 오류임을 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주장하는 논문들에서는 니체의 불교 을 비

으로 검토하고 논박하는 시도는 체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논

문들에서 니체의 불교 을 비 으로 검토하고 논박하는 시도가 제

로 실행되었다면 이러한 두 번째 해석방향은 자연히 첫 번째 해석

방향의 타당성에 한 논박에도 성공하는 것이 되며 이와 함께 에

서 보는 바와 같은 모순 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1) 

1) 아래에서 필자는 니체의 불교 에 해서 그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 

각각의 정 인 기여와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러한 모

순 인 상황을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해 보이고자 한다. 

성진기는 ｢니체와 불교｣( 니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 , 철학과 실사, 2000)

에서 니체의 불교이해를 거의 그 로 수용하면서 니체가 불교에 해서 

한편으로 정 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교를 수동  

허무주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성진기는 니체의 불교이해가 쇼펜하우어의 불교이해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 책, 469쪽) 

니체의 불교 이해가 어떤 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정 도는 ｢니이체의 힘에의 의지에서 본 기독교와 불교의 Realität｣( 니이체 

철학의  이해와 수용 , 정 도 외 공 , 세종출 사, 1999)에서 성

진기와 마찬가지로 니체의 불교이해를 으로 수용하면서 니체는 불교가 

인간의 실  삶 속에서 성불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 으로 

무욕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을 공(空)의 상태로 두려고 

하기 때문에 힘의 강화와는 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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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의 책, 정 도 341). 

이에 반해서 박경일은 ｢탈근  담론들에 나타나는 계론  패러다임들과 

불교의 공｣( 인문학연구 , 제2호, 1998)과 ｢불교, 니체, 그리고 포스트모더

니즘｣( 동서비교문학 , 제2호, 1999)과｢니체와 불교: 비교방법론 서설｣

( 동서비교문학 , 제5호, 2001)에서 그리고 이주향은 ｢니체와 수, 

그리고 강경: 실체성 부정에 한 고찰｣( 니체 연구 , 제8집, 2005)에서 

실체개념과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와 불교의 연기사상을 서로 상

통하는 것으로 보면서 양자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와 니체 사상 사이에 이 게 유사성 내지 동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려면 니체의 불교비 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 으로 

일 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박경일과 이주향은 지면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니체의 불교비 에 해서는 비 으로 검토하고 있

지는 않다. 박경일은 ｢니체와 불교: 비교방법론 서설｣에서 니체의 불교이

해에 한 미스트리(Freny Mystry)의 비 을 정 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박경일 자신도 니체가 불교를 오해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경일은, 니체가 불교의 고(苦)와 갈애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미스트리의 비 을 한 페이지의 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분량에서 극히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며 

불교에 한 니체의 오해에 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곽만연은 ｢불교의 공사상과 니이체의 니힐리즘의  의의｣( 니이체 

철학의  이해와 수용 , 정 도 외 공 , 세종출 사, 1999)에서 ‘불

교의 유럽  형태’라는 니체의 말을 근거로 하여 니체가 불교를 능동 인 

니힐리즘으로 간주하면서 그 동안 유럽을 규정해 온 수동  니힐리즘에 

한 일종의 극제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 의 책, 

361쪽). 즉 곽만연은 불교를 니체가 말하는 능동  니힐리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니체가 통 인 

형태의 신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신을 불교에서 시사 받고자 한 철학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까지 추측하고 있다. 무욕 속에서 공의 상태

에도달하는 것이 성불을 의미하는 한 이러한 성불은 니체에게는 힘에의 

의지를 구 한 인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신으로 시사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의 책, 366쪽). 

본 논문의 III장에서 보겠지만 필자는 곽만연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

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곽만연은 니체 사상에 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강 을 부각시키면서 불교가 철 한 의미에서 ‘공’의 

니힐리즘을 설하는 반면에 니체는 권력에의 의지라든가 인과 같은 존

재, 즉 불교에서 말하는 유(有)의 입장을 주장했다고 본다. 즉 곽만연은 

니체가 말하는 권력에의 의지는 아직 에고이스틱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슈바이처가 말하는 ‘우주  생명의지’로 순화되어야 한다고 말하

고 있는 것이다( 의 책, 361쪽). 곽만연은 니체와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를 보다 상세하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면부

족 때문인지 간단히 시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곽만연의 해석은 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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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니체 사이의 일정한 차이를 시사하면서도 근본 으로는 불교가 

니체의 능동  니힐리즘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니체 철학과 

불교 사이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주장하는 해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김정 은 ｢ 니체와 불교의 만남－니체의 불교 이해  서양  무아(무아)

사상을 심으로｣( 니체연구 , 제8집, 2005)에서 니체는 불교  사유가 비

록 염세주의 이고 허무주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지만 수동  허무주의

를 극복하는 능동  허무주의라는 미래 철학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사유의 수지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의 책, 65쪽). 즉 김정 은 니체

는 유럽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는 단서를 불교에서 찾고자 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의 책, 67-76쪽). 이러한 주장은 에서 언 한 곽만

연의 주장과 동일한데, 이런 식의 주장에 해서 필자는 곽만연과 김정

이 불교에 한 니체의 정 인 평가부분을 지나치게 확  해석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니체는 불교 못지않게 쇼펜하우어나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통 인 기독교보다는 훨씬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니체가 그것들을 그 게 정 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불교를 정 으로 

평가하는 이유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그러한 철학

들을 미래철학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철학으로 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든 에피쿠로스의 철학이든 모두 불교

와 마찬가지로 고통에 한 두려움에 사로잡 서 실로부터의 도피를 

설 하는 데카당한 철학으로 보고 있다. Der Antichrist, KGW VI-3, 30

번. 199쪽을 참조할 것. 어떻든 김정 의 해석은 곽만연의 해석과 마찬가

지로 니체철학과 불교 사이의 유사성 내지 상보성을 주장하는 해석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 은 니체의 불교비 은 실도피 인 은둔을 즐기는 

불교에게 건강한 종교정신을 형성시키는 성찰  항체를 제공해  수 있

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 책, 91쪽). 성진기도 니체의 불교비 을 그

로 수용하면서 불교의 실도피 인 성격을 비 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

러한 비 이 과연 타당한지에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성진기는 이

게 말하고 있다. 

“불교의 윤리는 부정 인 윤리다. 포기와 자기희생의 윤리이며 노력과 창

조의 도덕은 아니다.  고행과 인내의 덕을 가르치며 행동과 일을 가르

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교의 윤리는 수도승의 윤리처럼 최종 단계에서 긴

장을 해소하고, 힘을 소모하고, 불구로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윤

리다. 이런 윤리는 정치 으로 사람을 노 화할 수도 있다. 불의와 폭거

에 한 항을 지하고 순종을 설교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심사

들, 를 들면 정치ㆍ사회ㆍ인간의 문제들에 해 불교 윤리는 무 심한 

편이다. 불교는 실을 탈하고 욕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

자들의 심 에 경건주의와 유사한 공허감을 자아냈고 이로 인해 이 세상

은 단지 타락과 죄 그리고 사망의 집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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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실로 부처는 정치 인 활동은 안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교화하는 데 헌신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는 부처는 불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면서 2500여년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  감화를 미쳐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에서 볼 때 부처는 그 어느 구보

다도 실에 극 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사회구

조를 직 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을 

변 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간 으로 사회구조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도 

요한 실참여의 한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게 다른 사람들

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것을 강조한다는 에서 필자는 불교는 에

피쿠로스주의나 쇼펜하우어의 철학과는 근본 으로 구별된다고 보고 있

으며 부처나 불교가 실도피 인 은둔을 즐긴다는 통상 인 비 은 잘

못된 비 이라고 생각한다. 

김진은 ｢니체와 불교  사유｣( 철학연구  제89집, 한철학회, 2004)에서 

그리고 이진우는 ｢니체와 아시아  사유｣( 철학연구 , 제53집, 철학연구회, 

2001)에서 박경일과 이주향 그리고 김정 과 곽만연과 유사하게 니체의 

불교 비 에도 불구하고 니체와 불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근친성과 

상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진우는 이 게 니체와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성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니체가 ‘세계를 삶에 유익한 

에 따라 해석하는 힘에의 의지’를 정하는 반면에 불교는 이러한 힘에

의 의지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자의 차이를 시사하

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마 지면의 부족 때문이었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차이에 해서 보다 상세하게 천착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러한 차이가 아

시아  사유에 해서 갖는 의의를 시사하는 것으로 을 마치고 있다.

(이진우, 의 , 221-223쪽)

박경일과 이주향, 곽만연과 김정 , 그리고 김진과 이진우는 와 같이 

니체철학과 불교 사이의 근친성과 상보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불교에 

한 니체의 부정 인 평가’에 해서는 이 다 할 비 인 고찰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필자는 이 게 니체철학과 불교 사이의 근친성이나 

상보성을 주장하기 해서는 ‘니체의 불교비 에 한 비 인 검토’가 

우선 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니체의 불교비 에 해서 본격 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

교가 니체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주의 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간 으로나마 니체의 불교비 을 비 하고 있는 논문은 정철호의 

｢허무주에 한 니이체와 기 불교의 연 성｣( 니이체 철학의  

이해와 수용 , 정 도 외 공 , 세종출 사,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는 불교가 허무주의 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허무주

의의 극복과 련하여 니체와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근친성을 드

러내는 데 집 하고 있으며 니체의 불교비 을 조목조목 비 으로 검

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그는 니체 철학과 불교에 존재하는 차

이에 해서는 구체 으로 구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니체가 불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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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논문에서 니체의 불교 을 비 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게 서로 모순되는 해석방향이 병존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상황을 타

개하려고 한다. 그러한 비  검토는 기존의 두 번째 해석방향처럼 

니체 사상과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도 드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니체의 불교 에 해서 여기서 시도될 비 인 검토는 동시에 에

서 언 된 두 가지 해석방향들 모두에 한 비 인 검토라는 의미

도 갖게 될 것이다. 불교에도 소승불교와 승불교 그리고 선불교 등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불교 일반을 규정하는 근본정신

에 주목하면서2) 니체의 불교 을 비 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깊은 교리 인 측면보다는 사회참여에 한 불교의 소극 인 측면에 집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에서 니체 사상과 불

교 사이에 체 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추론하는 것에 해서는 약간 

회의 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의 책 161쪽). 

필자는 이상의 연구자들이 니체의 불교해석을 잘 정리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그것이 갖는 함의나 문제  등을 각각 일정한 측면에서 잘 드러낸 공

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

았으며 이 에서 선행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필자는 

니체가 불교에 해서 말하는 바의 진의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니체의 불

교해석을 불교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니체의 불교해석을 비 으로 검토함으로써 니체의 불교해

석을 무비 으로 수용하는 것에 해서도 경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면서, 니체의 불

교해석의 진정한 의미에 해서는 니체 철학의 체  내용에 보다 부합

되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며 니체의 불교비 에 해서는 불교 자체의 

근본정신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비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니체와 불교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라는 문제에 해서도 새로

운 시각으로 근하고자 한다. 

2) 불교 일반이 지향하는 근본정신에 한 필자의 해석은 제행무상(諸行無

常)과 일체개고(一體皆苦) 그리고 모든 고가 무명(無明)과 그것에 입각한 

갈애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의 근본교설에 담겨져 있는 함축 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불교의 근본정신에 한 필자의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자의 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 불교연구자들의 아낌없는 비 을 기 한다. 

아울러 필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불교의 근본교설은 일반 으로 잘 알려

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할 때 일일이 거를 밝히지 않았다. 이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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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부분은 니체의 불교해석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이다. 
둘째 부분은 니체사상과 불교 양자의 문제의식에 존재하는 유사성

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셋째 부분은 니체의 불교비 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이다.
넷째 부분은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을 비 으로 검토

해 보는 부분이다. 이러한 비 인 검토는 지면 계상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의 모든 측면을 다 고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서는 ‘불교는 고통이 삶에서 갖는 정 인 의의와 가치를 부정하면

서 고통스런 실로부터 내면 인 평화에로의 도피만을 가르치고 있

다’고 보는 니체의 견해를 검토하는 데 집 하고자 한다. 니체의 불

교해석과 불교비 이 갖는 다른 측면들에 한 비 인 검토는 차후

의 연구에서 계속할 정이다. 

Ⅱ. 불교에 대한 니체의 해석－위생법으로서의 불교

니체는 자신의 작들 도처에서 불교에 해서 산발 으로 언 하고 
있을 뿐이지만 안티크리스트 에서는 그것의 기원과 본질  성격에 

해서 본격 으로 논하고 있다.3) 따라서 우리는 니체가 안티크리스

트 에서 펴고 있는 불교에 한 논의를 심으로 불교에 한 그의 

해석과 비 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의 

주요한 내용은 그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정리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니체의 불교이해에 한 비 인 

검토에 필요한 정도로만 니체의 불교 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 에서 불교를 기독교와 일단은 본질 으로 유

3) 니체는 Der Antichrist의 20, 21, 22, 23번에서 불교를 기독교와 비교하면

서 그것의 기원과 본질  성격에 해서 구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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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종교라고 악하고 있다. 두 종교는 모두 허무주의 이며 데카

당한 종교라는 것이다.4) 여기서 허무주의 이라는 것은 양자가 모두 

실을 고통에 가득 찬 부정 인 것으로 보면서 실에 한 극

인 응 신에 내면 인 평화나 피안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의미이

며, 데카당하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생명력의 약화와 퇴화에서 비롯

된 것이면서 한 그것을 신 하는 자들의 생명력의 약화와 퇴화를 

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니체는 불교와 기독교는 하게 다르며 불교는 기독교

보다도 훨씬 뛰어난 종교라고 말하고 있다. 불교가 기독교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보는 이유로 니체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기독교가 인간의 고통이 궁극 으로 원죄로부터 비롯되었

다고 보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신화 으로 설명하는 것에 반해서 

불교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인간 삶의 실에 한 

냉정한 찰을 통해서 해명하려고 한다. 이 에서 니체는 불교는 기

독교보다 훨씬 실주의 이고 실증주의 이라고 평가한다. 심지어 

니체는 “불교는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실증주

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5) 
둘째로, 기독교가 선과 악의 기 이 신에 의해서 원히 불변 으

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 는 선한 것이고 인간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

움이 되지 않는 행 는 악으로 간주한다.6) 불교가 갖는 이러한 두 번

째 특징은 물론 그것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인 실주의 이고 실증주

의 인 성격과 한 연 이 있다. 즉 불교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

엇이 악인지는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고통 그리고 행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계에 한 엄 한 찰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교는 우리가 계율들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것들이 어떤 인격 인 신에 의해서 주어진 무조건 이고 

4) Der Antichrist, 20번. 184쪽 참조. 

5) 같은 곳 참조. 

6) 같은 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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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명령이라는 데서 찾지 않고 그것들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

움이 된다는 데서 찾는다. 기독교에서는 신의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

은 죄가 되지만 불교의 경우에는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신이 정

한 율법에 한 반으로서의 이른 바 ‘죄’에 한 투쟁이 아니라 오

히려 ‘고통’에 한 투쟁을 주창한다. 
니체는 이상과 같이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를 정 으로 평가한 

후, 불교가 나타나게 된 생리 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불교의 본질

 성격을 생학 내지 치료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니체는 불교가 이미 문명이 성숙할 로 성숙한 당시의 인도 

상류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불교는 개인들의 건강

한 본능이 손상을 입고 지나치게 정신 으로 섬세한 감수성이 발달한 

생리 인 조건 아래서 생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는 고통을 잘 느끼는 섬세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나치게 

민감한 감수성이며, 둘째로는 지나친 정신화(Übergeistigung), 다시 말

해 개인 인 본능이 해를 입고 ‘비개인 인’ 것이 우세해질 정도로 개

념과 논리  차에 지나치게 오랜 동안 몰두하는 것이다.”7)

니체는 어떤 하나의 사건에 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고 본다. 동일한 부상이나 상처라 할지라도, 동

물들이나 야만 인 상태의 인류나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의 인류 각각

이 그것에 해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자연

이나 이웃부족과 기차게 싸우고 숱한 상처를 입으면서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던 야만 인 상태의 인류가 수롭지 않게 넘어갈 상처라

도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니체는 히스테리컬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고통도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겪어 온 모든 고통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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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불교가 출 할 당시의 인도 상류사회는 정

신 인 개념작업에 오랜 동안 몰입함으로써 어떤 고난에 부딪 도 그

것들을 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의 투 이면서도 강건한 본능을 상

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은 고통을 잘 느끼는 민감한 감수성

을 생리 인 조건으로 갖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니체는 이러한 생리

인 조건 아래에서는 우울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 부처

의 가르침은 이러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법 인 

성격을 띤다고 본다. 불교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정신 인 건강함과 밝음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니체가 불교의 생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8) 

첫째로, 외부세계와 단 하면서 개념 인 작업에만 몰두하면 우울

증에 걸리기 쉬우므로 골방에서 개념 인 작업에 몰두하지 않고 활

한 기 속에서 생활할 것. 
둘째로, 식생활에서의 제와 선택.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물들, 특히 술에 한 경계. 
셋째로, 모든 격정을 하고 항상 평안하고 밝게 하는 상념들을 가

질 것. 자신을 해서도 타인을 해서도 번뇌하지 않을 것. 
넷째로, 복수심, 반감, 원한, 강제 등은 정신 으로 건강하지 못하

게 만들므로 항상 선량함과 친 을 유지할 것. 

8) Der Antichrist, 20번. 184-1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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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니체의 문제의식과 불교의 문제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불교에 한 니체의 이상과 같은 분석은 언뜻 보기에는 불교를 

정 으로 해석한 것처럼 보이고 니체 자신의 철학  지향 과 불교의 

지향 이 일맥상통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는 니체의 철학도 불

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생법이고 치료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니체는 그의 사유도정 체에 걸쳐서 유

럽인들이 육체 으로나 정신 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했다고 할 수 있다. 니체가 그의 사유도정의 처음부터 끝까

지 라톤 인 형이상학과 기독교를 비 했던 것도 그것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허구라는 보다는 인간들이 건강한 삶을 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말년의 니체는 ‘도덕 인 편견들에 한 사상’이라고 부제를 

부친 아침놀 과 선악의 편 (1886)과 도덕의 계보 (1887) 등의 

일련의 작에서 라톤 인 형이상학과 기독교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서양의 도덕 인 편견들이야말로 인간들의 건강한 삶을 불가능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도덕  편견들과의 결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편견들은 라톤 이래 유럽의 철학과 종교를 

지배해 온 편견들로서 도덕의 기원을 인간들의 감성 인 충동이나 욕

구와 같은 경험 인 심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나 아

니면 신의 계시 혹은 이른 바 선험 인 양심에서 찾는다. 이와 함께 

그것들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규범들은 시 와 상황을 불문하고 

무조건 으로 타당한 월 인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니체가 이러한 편견들을 비 하는 것은 그러한 편견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람들의 나약함과 비겁함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변화무 하고 결국은 죽

음으로 끝나는 덧없는 실을 자신의 힘으로 견뎌나갈 힘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가공의 신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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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한 실에서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건강하고 강인한 힘을 갖

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 바 무조건 인 도덕법칙에 의지하고 집착함으

로써 정신 인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 인 신이나 도덕에 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일시 으

로는 로를 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더욱 나약하고 비겁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욱 병 으로 만든다. 즉 덧없이 생성 변화하는 실에 

해서 사람들이 느 던 불안과 두려움은 월 인 신 인 존재나 

인 도덕규범에 의지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

들에 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즉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월 인 신과 양심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는지에 해서 불안

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월 인 신과 도덕

에 한 믿음은 육체와 립된 순수한 정신 내지 참된 자아를 상정

함으로써 육체의 자연스런 본능과 충동을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더욱 

병 으로 만들게 된다.9)

따라서 니체는 혼을 근본 으로 치유하는 길은 월 인 신이나 

도덕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순수정신을 상정함으로써 가공의 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흔쾌하게 짊어지

고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강인한 존재로 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자신을 혼의 치유사라고 본다. 자신은 

인류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근본 인 원인을 탐색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라는 것이다.10)

이상에 입각해 볼 때 우리는 니체와 불교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

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교가 계율을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돕는 방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니체도 모든 도

덕규범을 힘에의 의지의 고양과 강화를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즉 

니체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 신이나 선험 인 양심에 의해서 

주어진 무조건 이고 원한 명령이라고 보는 것은 ‘성스러운 거짓말’

9) 니체, 아침놀 ,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04년, 39번 참조. 

10) 아침놀 , 5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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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고 있으며11) 기존의 모든 도덕규범은 인간 집단이 자신의 
유지와 강화를 해서 만들어낸 습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12) 
니체는 모든 도덕규범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면서도 강인한 것

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돕는 지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

서 도덕규범과 인간의 힘의 유지와 강화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계를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잠재 인 능력을 최고도로 발

휘할 수 있게 하는 규범 내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

고 있다. 

Ⅳ. 불교에 대한 니체의 비판

니체 철학과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일부의 연구자들은 니체가 불교를 정 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불교에서 서양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철학의 어떤 가

능성을 보았다는 식으로 해석했다.13)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니체가 불교를 정 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가 우월하다는 정

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니체에게는 기독교 뿐 아니라 불교도 궁극

으로는 수동 인 니힐리즘이자 데카당한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14)

니체는 불교에서 미래 철학의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허무주의 인 상황으로부터의 출구를 불교

에서 찾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니체는 당시

의 유럽인들이 통형이상학과 기독교를 실질 으로는 더 이상 신

하지 않게 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허무주의 인 

11) Der Antichrist, 55번, 236쪽, 참조. 

12) 아침놀 , 9번, 참조. 

13) 각주 1)에서 지 한 것처럼 곽만연이나 김정 의 연구에서 이러한 해석을 

찾아 볼 수 있다. 

14) Der Antichrist, 20번. 1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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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15) 그리고 니체는 불교와 인도사상의 강

력한 향을 받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당시의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서 크게 유행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허무주의 인 상황으로부터 출구를 불교에서 찾게 되지 않을까 걱정

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이 게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은 우울함과 유약함에 빠져 있으며, 거기에 

속박되어 유럽은 새로운 불교에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16) 

심지어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유행하던 당시의 유럽의 정신

 상황과 불교가 두하던 당시의 인도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상당

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보았던 것 같다. 즉 니체는 당시의 유럽인들은 

수천 년에 걸친 기독교와 소크라테스 인 주지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약해질 로 약해졌고 피로해질 로 피로해졌다고 본 것이며17) 이

러한 정신 인 상황에서 출 하여 사람들을 사로잡게 된 것이 쇼펜하

우어 인 철학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불교와 쇼펜하우

어 철학은 유럽인들이 처한 허무주의 인 상황을 근본 으로 타개하

는 열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면 인 쾌활함과 평온을 제공함으로

써 유럽인들을 그러한 상황에 수동 으로 응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

았다.18) 

15) 니체는 즐거운 학문 의 한 단편에서 인의 입을 빌어서 이러한 허무주

의  상황을 ‘신이 죽은’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단편에서 인은 이

러한 상황을 태양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방향과 삶의 온기를 상실한 상태

에 비유하고 있다. 즐거운 학문 , 니체 집 12권, 안성찬ㆍ홍사  옮김, 

책세상, 2005, 125번, 199쪽 이하 참조. 

16) 선악의 편ㆍ도덕의 계보 , 니체 집14권, 김정  옮김, 책세상, 2002. 

162쪽. 

17) “우리 시 는 어떤 의미에서 부처의 시 가 그랬던 것처럼 성숙하다.(다시 

말해서 퇴폐 이다)”. KSA 13, 11[366], 162쪽(김진, ｢니체와 불교  사유｣, 

철학연구  제89집, 한철학회, 2004, 25쪽에서 재인용). 

18) Robert G. Morrison, Nietzsche and Buddhism, A Study in Nihilism 

and Ironic Affiniti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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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불교가 삶에 한 피로에서 비롯된 종교이

고 불교에는 한 삶에 한 피로감이 깃들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도 니체는 실과 삶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는 불교의 염세주의에서 

그러한 피로감의 냄새를 맡는다. 즉 니체는, 고통에서의 해방을 추구

하면서 실을 부정하고 고립된 내면의 평화에로 도피하려고 하는 불

교의 바닥에는 고통에 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

교가 고통을 이 게 두려워하는 것은 힘에의 의지가 피로해지고 허약

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니체는 그리스인들에게서 

보이는 염세주의는 힘의 충일에서 비롯되는 강함의 염세주의이기에 

실의 고통과 결하고 그것을 흔쾌하게 정하려고 하는 반면에, 
불교와 근  유럽인들에게서 보이는 염세주의는 몰락, 퇴폐, 약화된 

본능에서 비롯된 약함의 염세주의이기에 실의 고통을 부정 으로만 

보면서 내면의 평화 안으로 도피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19) 다시 말

해서 그리스인들은 고통을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한 계기로 생각하

면서 고통을 요구하고 그것과 결함으로써 자신을 강화하는 것과 아

울러 그 게 강화된 상태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불교는 고통

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괴로운 실에서 도피함으로써 얻어지는 마음

의 평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에서 니체는 불교가 궁극 으로 목표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니체가 생각하는 건강함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히 마음의 

온유함과 평화를 얻는 것과는 본질 으로 다르다. 즉 니체는 부처도 

육체 으로 정신 으로 건강한 삶을 지향할지 모르지만 부처가 지향

하는 건강한 상태와 자신이 지향하는 건강한 상태는 본질 으로 다르

다고 보는 것이다. 니체는 건강한 삶은 단순히 온유함과 내 인 평화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충만한 삶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러

19) 비극의 탄생 ,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07, 14쪽. 한 다음을 참조할 것. 

바그 의 경우ㆍ우상의 황혼ㆍ안티크리스트ㆍ이 사람을 보라ㆍ디오니소

스 송가ㆍ니체  바그 , 니체 집 15권, 백승  옮김, 책세상, 2002. 

20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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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은 오히려 넘치는 힘 때문에 고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게 고통을 요구하는 정신이야말로 니체의 원회귀 사

상을 규정하는 운명애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니체는 

안이한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가능성을 잠재우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고통스런 운명을 흔쾌하게 정하는 것은 인간을 어떠한 역경에서도 

의연한 품 와 지를 유지하는 고귀한 인간으로 만든다고 보는 것이

며 이 게 극복되는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간의 강함과 기쁨도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  니체는 자신은 이른 바 삶에 한 디

오니소스  정을 주창하는 것에 반해서 불교는 삶에 한 허무주의

인 부정을 주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20) 

Ⅴ. 니체의 불교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고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상에서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비 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인도철학과 불교 그리고 니체철학을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한 것

으로 보이는 유다 유타카와 같은 사람은 불교에 한 니체의 비 을 

그 로 수용하면서 고통에 한 입장에서 부처와 니체는 으로 서

로 립된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니체는 부처처

럼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병과 고통이 없는 무병 평안한 상태를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과 고통을 견디고 극복함으로써 보다 큰 

힘과 기쁨 그리고 건강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21) 이와 함께 유

20) 니체 철학이 갖는 이러한 디오니소스  정의 성격에 해서는 백승 , 

디오니소스  정의 철학 , 책세상, 2005, 108쪽 이하를 참조. 니체는 

도덕의 계보 에서 열반을 향한 불교도의 갈망은 허무에의 갈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선악의 편ㆍ도덕의 계보 , 니체 집14권, 김정

 옮김, 책세상, 2002. 361쪽 참조. 

21) 湯田豊, ブツダ vs. ニーチエ , 大東出版社, 2001, 86쪽 이하 참조. 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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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타카는 니체는 생성을 정하고 사랑하지만 부처는 생성과 삶을 

고통스럽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면서 부정하고 멸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처의 연기설은 경험 인 인격이 어떻게 생성하는

지를 보여주는 과정의 철학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생성의 로세스조

차 폐기하는 허무주의 인 철학이라고 단정하고 있다.22) 
필자는 인간이 보다 성숙하고 강화되기 해서 정신 인 것이든 

육체 인 것이든 고통이 필요하다는 니체의 말에 동의한다. 인간은 

고통과의 결을 통해서 자신에게 숨어 있던 잠재 인 힘을 일깨우고 

보다 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무사태평과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소극 으로 처신하는 인간은 자신의 잠재 인 

가능성과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범용한 인간이 된다. 따라서 진정

으로 강하고 자신의 고양을 원하는 자는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불교는 니체와 유다 유타카가 보는 것처럼 고통을 그

게 두려워하고 고통을 그 게 부정 인 것으로만 보는가? 그리고 

불교는 과연 생성하는 실과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면서 그것에서 

도피하려고 하는가? 유다 유타카의 주장에 반(反)해서 필자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자 한다. 
첫째로, 부처가 우리의 생성소멸하는 삶과 실이 고통이라고 말할 

경우에 부처는 니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성소멸하는 삶과 실 자체

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애와 집착에 사로잡  있는 일

상 이고 비본래 인 삶만을 고통스런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부처가 부정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삶과 실 자체가 

아니라 일상 이고 비본래 인 삶과 실뿐이다. 

숙도 유다 유타카와 동일한 지 을 하고 있다. 즉 두행숙 역시 불교가 삶

의 고통을 부정 으로만 보지 않았고 모든 종류의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

나는 것을 목표하는 반면에 니체에서의 최고의 목표는 이 고통들을 견디

면서 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두행숙, ｢ 리드리히 니체의 동

양사상으로의 근과 일탈에 한 고찰｣, 카 카 연구 , 제8집, 한국카

카학회, 2000, 81쪽 참조. 

22) 湯田豊, 의 책, 109, 213, 217, 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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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부처는 니체가 비 하는 것처럼 고통이 갖는 정 인 의

의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종류의 고통을 부정하고 제거하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갈애와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

통만을 극복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부처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해서는 일상 이

고 비본래 인 삶이 제공하는 그 모든 로와 안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삶의 본질이 바로 고통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보면서 그러한 로

와 안을 거부하는 ‘ 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

으며, 이와 함께 부처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고통이 갖는 정

인 의의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세 번째 주장의 정당화: 불교 역시 ‘ 한 고통’을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

필자는 우선 세 번째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불교는 우리가 일상 으로 보통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

라 일상 으로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무사태평한 마음조차도 고통이라

고 본다. 그러한 즐거움이나 무사태평한 마음조차도 우리가 상하지 

못하는 조건들에 의해서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집착할 경우 우리는 곧 실망과 허망을 맛보게 된다. 따라서 

불교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즐거움들마 도 고통으로 본다. 그러나 

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인 비본래  삶 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이 제공하는 알량한 쾌락이나 우리가 허구

으로 만들어낸 신이나 내세 등의 념에 의지하여 일상 인 비본래  

삶의 실상에 해서 을 감으려고 한다. 
이와 함께 불교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우

리의 일상 인 비본래  삶의 본질이 사실상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

선 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불교는 일상 인 비본래  

실이 제공하는 작은 즐거움이나 쾌락 혹은 통 인 종교나 신화 

등이 제공하는 안의 허구성을 철 하게 드러내면서 결국 우리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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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일상 인 비본래  실과 삶은 우리가 갈애와 집착과 함께 

그것에게 아무리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려고 해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

도 목표도 없이 흘러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니체 자신도 말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가

장 고통스런 것은 삶 체가 무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23) 사람들

은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고통도 짊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삶이 아무런 의미도 목표도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라면 우리는 고통을 견디고 짊어질 이유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바

로 이러한 허무주의  상태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런 상태라

는 것이 니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게 일상 이고 비본래 인 

삶의 허무주의 인 실상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일상이 제공하는 작은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내세나 피안에서의 행복을 

약속하는 종교에 의존하고 아니면 미래의 장 빛 유토피아를 약속하

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에 해서 부처는 이러한 모든 도피와 집착이 헛된 것임을 밝히

면서 왜 우리에게 일상 인 실이 그 게 고통스런 것인지를 철 하

게 반성하고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철 하게 뿌리 뽑을 

것을 구한다. 그리고 불교는 일상 인 삶의 고통의 극복과 함께 인

간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한 가능성을 구 하게 된다고 본다.24) 다시 말해서 니체 못지않

23) 니체는 이 게 말하고 있다.

“가장 용감하고 고통에 익숙한 동물인 인간은 고통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나 고통의 목 이 밝 진다고 한다면, 

인간은 고통을 바라고, 고통 자체를 찾기도 한다. 지 까지 인류 로 리 

퍼져 있던 주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 다.” 선악의 편ㆍ도

덕의 계보 , 540쪽.

24)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이러한 한 잠재성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나 여

래장 혹은 진여심이라고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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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교는 우리에게 잠들어 있는 한 잠재  가능성을 해방하기 

해서는 자신의 일상 인 삶 체에 우리가 아무리 가공의 의미와 

목표를 덧붙여도 그것은 사실은 아무런 목표도 의미도 없이 죽음을 

향해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니체가 불교도는 고통에 한 지나친 감수성으

로 인해서 무 쉽게 고통을 느낀다고 보고 있지만 진정한 불교도가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자그마한 상처나 병 등이 아니라 일상

인 비본래  삶 체의 무상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불교도는 자그마한 상처에도 호들갑을 떠는 민하고 섬약(纖弱)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인 비본래  삶 체와 세계의 근본 인 

무상함과 분열에 해서 근본 으로 회의를 느끼면서 고뇌하는 정신

 깊이를 갖춘 인간이다. 
이 에서 우리는 불교도야말로 니체가 비극의 탄생 에서 그리스

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유난하게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하는 

‘고뇌에 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 에서 비극이 탄생할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극히 섬세하고 극히 

강렬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란 단순히 사소한 고통에도 민감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서로 립하고 투쟁하는 개체들로 분열되어 있다

는 사실과 만물의 사멸성에 해 고뇌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에

서 니체는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명랑성에서 찾는 빙 만식의 그리스

문화 해석에 해서 극히 비 이었다. 니체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

침하는 로서  유명한 실 노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미다스 왕

이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자(賢 ) 실 노스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

고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을 때 실 노스는 이 게 

말하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가련한 족속이여, 우연과 고난의 자식들이여, 그

는 왜 나에게 그 가 듣지 않는 것이 그 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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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도록 강요하는가? 가장 좋은 것은 그 가 로 이룰 수 없는 것

이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로 존재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에게 차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25)

니체는 삶 체를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디오니소스 인 합일을 이

루려는 욕구가 강한 민족일수록 그러한 고뇌도 크다고 본다. 즉 니체

는 비극의 탄생 에서는 고뇌에 한 능력은 디오니소스 인 합일에

의 욕구와 통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그리스인들 못지않

게 이러한 디오니소스 인 성향은 불교를 낳은 인도민족에게도 강력

하게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26) 
그런데 안티크리스트 에서 불교가 고통에 민감한 생리 인 조건에

서 탄생했다고 말할 때의 니체는 불교도가 갖는 고통에 한 민감성

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민감성과 동일한 성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니체는 불교가 실을 아무런 목표도 의미도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으로써 사람들을 허무주의 인 실 앞에

서 직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불교는 자신의 

25) 비극의 탄생 , 72쪽 이하. 

26) 비극의 탄생 , 252쪽 이하 참조. 물론 니체는 여기서 인도인들과 그리스

인들 사이에 본질 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인도인들은 아폴론 인 성

향은 미약하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 인 실도피와 은

둔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 인 성향 못

지않게 실을 존 하는 아폴론 인 성향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페르시아 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고통에 민감한 그리스인들은 삶의 의지에 

한 불교  부정을 동경할 수 있는 험에 처해 있었지만 이러한 험

에서 그리스인들을 구해  것이 바로 아폴론 인 정신과 디오니소스 인 

정신을 결합한 비극과 비극정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니체는 

인도인들이 강한 디오니소스 인 성향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폴론 인 성

향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도피와 은둔에 빠진 반면에, 로마인들

은 디오니소스 인 성향은 별로 갖지 못하고 아폴론 인 성향만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정복을 통해서 세계제국을 건설하는 세속 인 욕

망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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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귀사상과 상통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교가 실을 그 게 무상하고 덧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삶에 한 

피로감과 의지가 허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니체는 허무주

의를 능동  허무주의와 수동  허무주의로 나 면서, 능동  허무주

의는 상승된 정신력의 징후로서 정신력이 기존 목표들(‘확신들’과 신

조들)이 그에게 더 이상은 합하지 않게 될 정도로 증 하는 결과 

생기는 것인 반면에 수동  허무주의는 약함의 징후로서 정신력이 지

쳐버리고 고갈된 결과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27) 그리고 니체는 불교

와 니체 당시의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쇼펜하우어식의 

염세주의는 수동 인 허무주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불교는 오히려 상승된 정신력의 결과 기존의 모든 

고정된 종교교리나 실이 제공하는 값싼 즐거움들을 부정하는 것이

며 이러한 철 한 부정과 함께 그 어떠한 고통이나 즐거움도 담담히 

수용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불교의 출발 이 고통에 한 민감성이라고 할 때 그러한 민감성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히스테리컬한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허약한 민감

성과는 달리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에 한 능력과 동일하

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민감성은 삶에 한 피로와 허약함에

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르 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정신

인 깊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8)

이러한 사실은 불교가 니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고통

이 아니라 허구 인 자아에 한 집착과 갈애에서 비롯되는 고통만을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할 뿐이지 모든 고통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라

27) 유고 1887년 가을－1888년 3월 , 니체 집 20권, 백승  옮김, 책세상, 

2004, 22-23쪽 참조. 

28) 키르 고르는 그러한 민감성을 불안이라는 기분으로 보고 있다. 키르 고

르는 불안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라고 보면서 동물은 순 히 감각

인 존재이기에 불안을 알지 못하며 천사 역시 순수한 정신이기에 불안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인간은 불안해 하는 법을 제

로 배울 경우에만 정신 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본다. S. Kierkegaard, 

Der Begriff Angst, Emanuel Hirsch 역, Düsseldorf, 1952, 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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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아래에서 그러한 사실을 분

명히 하겠지만 그러한 사실이 분명해질 경우 우리는 에서 제기한 

세 가지 주장 에서 두 번째 주장을 정당화한 것이 된다. 

2. 두 번째 주장의 정당화: 불교는 모든 고통이 아니라 갈애와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통만을 제거하고 부정하려고 한다

불교는 깨달은 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살아 있는 동안에는 늙고 병

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불교는 이러한 종

류의 고통을 부정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교가 부정

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고통은 갈애와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다. 즉 불

교는 엄 한 의미에서 생로병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병들기 싫어서 건강에 집착하거나, 늙기 싫어서 음에 집착하고, 
죽기 싫어서 삶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니체가 불교가 성립한 생리 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고통에 한 병 인 민감성은 오히려 불교가 극복하려고 하고 극하

려고 하는 상태인 것이다. 즉 불교는 병을 두려워하면서 소  몸에 

좋은 온갖 보약을 다 먹으려고 하거나, 늙는 것이 두려워서 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죽음이 두려워 연명에 해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환상 인 생각으로 자신을 로하

는 갈애와 집착의 정신상태야말로 일상 인 비본래  삶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불교는 그러한 정

신 상태를 니체와 마찬가지로 허약하고 피로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병

인 상태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니체도 모든 종류의 고통을 정 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니체에서도 고통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즉 니체에서도 고통에는 첫째로 힘에의 의지가 병들어 있는 자

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고 두 번째로 건강한 힘의 소유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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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을 발휘하면서 부딪치는 장애와 곤란이 있다.29) 이 경우 니체는 

힘에의 의지가 약한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 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  갖게 되는 걱정이나, 돈

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휩싸이게 되는 고통과 

같은 것은 병 인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고통은 부정하고 제거해야만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모든 종류의 고통을 부정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체와 마찬가지로 허약한 생들의 

갈애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만을 부정하려고 할 뿐이다. 
이 게 볼 때 우리는 불교가 성립한 생리 인 조건을 니체처럼 고

통에 한 지나친 민감성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불교는 

이러한 지나친 민감성은 일반 인 생들을 지배하는 병 인 상태라

고 보면서 이러한 병 인 민감성의 궁극 인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그

러한 병 인 민감성을 극복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불교는 생로병

사의 고통에 한 두려움에 사로잡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로

병사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통찰

할 것을 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로병사의 실

을 여여(如如)하게 받아들이는 의연한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고양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의 정당화: 불교는 삶과 실 자체가 아니라 

갈애와 집착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일상 인 비본래

인 삶과 실만을 부정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상으로 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장들 에서 두 번째 

주장을 정당화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9) 이러한 고통으로는 를 들자면 한 술가가 술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때 겪게 되는 많은 장애와 곤란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 술가라면 그러한 장애와 곤란을 극복

하는 가운데 더 강해지고 아울러 그러한 장애와 곤란을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한 계기로 승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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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첫 번째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가 옳다고 한다

면 불교는 우리에게 삶과 실이 괴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삶과 

실 자체가 괴로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갈애와 집착에 사로잡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불교는 우리는 일상

으로 자신을 생성소멸하는 실에서 벗어나 있는 독립 인 실체로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인간들과 세상에 해서 자신이 우월한 

존재이고 이 세상은 자신을 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

음(無明)과 아집(我執)에서 비롯되는 갈애와 집착에서 사로잡  있기

에 괴로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애와 집착은 를 

들어서 건강이나 돈과 같은 무상하고 유한한 것을 원하고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거머쥐려고 애 닳아 하거나 
신이나 우상과 같은 이른 바 원한 환상을 만들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에 의존하여 자신의 원을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삶이 괴로운 것은 삶 자체가 무상하고 생성소멸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상한 것들을 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부처는 갈애와 집착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생성과 

삶 자체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집착을 버리면서도 

생성과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사람이 바로 부처다. 다시 말해

서 불교는 생로병사라는 실과 고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가공(架空)의 원한 실체들에서 

구원을 구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  불교는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불교는 우리가 생로병사의 삶의 실에 

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원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한 이러한 집착을 

버리면 그러한 것들에 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그는 죽

음이란 고통마 도 의연하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불교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실을 의연히 받아들

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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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필자는, 삶이 무상한 것인 한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

에 없다는 것이 부처의 기본입장이라는 유다 유타카의 주장에 반 할 

수밖에 없다.30) 오히려 필자는 삶이 무상한 것이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삶을 억지로 원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괴로운 것으로 만든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입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부처가 실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서 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유다 유타카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가 추구한 것은 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지멸(止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부처가 살아 있는 것의 멸과 단 을 선언하고 있다는 어떤 사문

들과 바라문들의 비난에 해서 부처는 자신은 고통의 지멸을 원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1) 

단 으로 말해서 불교가 부정하는 것은 삶과 실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립된 실체로 보는 무명과 이러한 무명에서 비롯되는 

갈애와 집착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불교가 삶과 실을 부정한다

면 그것은 그러한 무명과 갈애 그리고 집착에 의해서 왜곡되게 보인 

삶과 실일 뿐이다. 
물론 불교는 윤회에서의 해방에 해서 말하기 때문에 생로병사라

는 상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불교는 생로병사든 윤회든 그러한 상 자체를 두려

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두려움이며 허구 인 

자기에 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불교가 궁극

으로 설 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욕심마 도 버리고 오히려 

생로병사의 실을 평온한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설령 윤회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30) 湯田豊, 의 책, 238쪽 참조. 

31) 湯田豊, 의 책, 232쪽. 이러한 주장과 함께 유다 유타카는 자기모순에 빠

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는 그러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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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윤회에 한 두려움마 도 극복한 사람들만이 윤회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며 생을 구제하기 해서 윤회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깨달은 자로 인정

된다는 것이다.32) 
실로 우리는 기불교에는 니체가 지 하듯이 어느 정도의 실부

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불교는 집착에 사로잡힌 우리의 

일상  삶만을 윤회의 세계로 본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실 자체

를 윤회세계로 보면서 갈애와 집착으로 인한 고통과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일상 인 비본래  삶으로부터의 해탈을 넘어서 생로병사의 

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깨달음의 궁극 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가 그 후 개되는 과정에서 불교에서는 과

연 이러한 실 부정이 불교의 근본정신을 반 하는 것인가에 한 

강한 반성이 행해지게 되었다. 불교는 그러한 실부정은 일상 인 

비본래  실에 한 집착 못지않게 험한 ‘공과 무에 한 집착’
이라고 보았던 것이며 일상 인 비본래  실과 무의 도(中道)를 

주창한다.33) 
그것은 실을 벗어날 것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과 

그것에 바탕한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실을 완 히 새롭게 

32) 이러한 사상은 승불교의 보디사트바 사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보디

사트바가 갖는 이러한 성격에 해서는 김진의 ｢니체와 불교  사유｣, 

철학연구  제89집, 한철학회, 2004, 49쪽을 참조할 것. 

33) 정철호는 불교에 존재하는 이러한 도의 정신에 주목하면서 니체의 불

교비 을 간 으로나마 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철호는 이 게 말하고 

있다.

“인도는 지 까지도 그러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계 에 숙명 이다. 석

가는 이러한 내세 심의 숙명  삶의 태도를 비 하고, 인간에게는 구

나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출가 심의 당시 종교계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고, 자

기의 생업을 통한 재가 심의 신앙 생활도 극 장려하 다. 지  살고 

있는 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 실  삶은 자기 신의 방법이 숨어 있는 

보고라 보았다.” 정철호, ｢허무주에 한 니이체와 기 불교의 연 성｣, 

니이체 철학의  이해와 수용 , 정 도 외 공 , 세종출 사, 1999,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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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할 것을 주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번뇌세상이 바로 열반

세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열반세상이 번뇌세상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먹고 다른 사람들과 계하는 ‘지  여기’
의 자리에 존재한다고 설 하는 선불교에서 극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에서 우리는 불교는 내면으로의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무명과 갈애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삶과 실을 여실하

게 볼 것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무명과 갈애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경우 삶과 

실은 우리의 일상 인 비본래  삶과 실처럼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는 이고 고통스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 아니다. 생성소멸하는 세계로서의 삶과 실은 우리가 생성소멸하

지 않으려고 하고 이 생성소멸하는 세계를 자신의 뜻 로 지배하려는 

주체로 존재하려고 할 경우에만 ‘고’(苦)로서 느껴지고 인 것으

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무명과 갈애와 집착에서 온 히 벗

어난 자에게는 동일한 생성소멸하는 세계라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고 

인 세계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상의상자(相依相

資)하는 세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실을 더 이상 고해

세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해서 감사의 염(念)마 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게 새롭게 드러나는 실이란 우리들의 자기 심 인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어 드러난 실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몸과 

마음에서 완 히 벗어나 청정하게 된 몸과 마음에게 실의 실제 모

습이다. 우리가 흔히 실 자체라고 생각하는 일상 인 비본래 인 

실은 사실은 이러한 실상에 덧 워진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불교는 실로부터 자신의 

고립된 내면세계에로 도피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비약

과 명을 통해서 삶과 실을 새롭게 경험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우리에게 세계를 떠나서 내면으

로 도피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 식으로 말해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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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세계－내－존재’로 태어날 것을 구하는 것이다.34) 
그런데 불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성소멸의 세계를 이 게 완

히 새로운 으로 경험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 우리가 일상

으로 살고 있는 비본래 인 삶과 실 체를 무상하고 무의미하며 

따라서 고통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신의 명

인 환과 고양을 해서는 불교는 우리가 갈애와 집착에 사로잡힌 

채로 일상 인 비본래  실이 제공하는 쾌락이나 즐거움에 의지하

면서 실에 안이하게 응하거나 피안이나 신 혹은 미래의 유토피아

세계와 같은 허구 인 념들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상 인 비

본래  삶 체를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  실을 무상하고 덧없는 

것으로 보면서 그 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허구 인 실체들을 헛

된 것으로 버리면서 겪게 되는 정신 인 고통을 ‘ 한 고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고뇌를 통과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실을 그것이 갖는 그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과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 로 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

의 힘과 건강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힘과 건강함은 일상 인 비본래  삶이 기

쁨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직면해서도 들뜨지 않고 항상 평정

한 내 인 희열을 잃지 않는 강심(金剛心)이 갖는 힘과 건강함이다. 
이 에서 필자는 일상 인 비본래  삶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신들이

나 재물과 명 와 같은 모든 우상들을 공허한 것으로 부정하는 이러

한 한 고뇌는 니체가 말하는 능동  허무주의 정신에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에서 우리는 니체와 불교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니체 역시 자연의 정복이나 실의 변 을 통해서 어떤 고

통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  고통스런 것으로 보 던 

34) eit, Tü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 개념에 해서는 M. Heidegger, Sein 

und Zbingen, 1972, 5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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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정할 만한 힘을 갖게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치

유하려고 한다.35) 즉 니체는 우리가 실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무의

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힘이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 어떠한 고통도 정할만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생로병사의 

상들이 소멸한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상이나 모든 고통이 사라진 미

래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죽음의 설교자들을 비 한다. 
우리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고통의 진정한 극복은 일상 으

로 우리에게 두렵게 여겨지는 생로병사의 실을 정할 정도로 힘을 

강화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는 

이른 바 우리에게 고통으로서의 실 체를 부정하고 내세나 내면으

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 한 자기 심 인 자아를 벗어나 

우주 인 자아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힘과 함께 생로병사의 

실을 그 로 받아들일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게 우주 인 자

아가 되고 그러한 자아로서 실을 새롭게 볼 경우에만 우리는 편

한 자기 심  자아를 참된 자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아를 공고

하게 하기 해서 애쓰는 모든 갈애와 집착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36) 이 게 볼 때 우리는 어도 니체와 부

처는 동일한 사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일체가 고라는 부처의 말과 고통과 실을 정하는 니체의 말을 액

면 그 로 평면 으로만 비교하면서 그러한 말이 비롯되는 내 인 정

35) 이 에서 필자는 일부연구자들이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비 , 즉 불교는 

실참여에 소극 인 것에 반해서 니체는 실참여에 극 이라는 비

은 상당히 신 하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6) 니체 역시 이 게 말하고 있다. 

“자아의 오류를 발견하자! 이기주의를 오류로 보자! 이타주의를 그 반

로 이해하지 말자! 이것이 소  말하는 다른 개인들에 한 애정일 것이

다! 아니다! ‘나’와 ‘ ’를 넘어서자! 우주 으로 느끼자!”(N 11[7], in: 

KSA 9, 443쪽), 김정 , ｢니체와 불교의 만남－니체의 불교 이해  서양

 무아(무아)사상을 심으로｣, 니체 연구 , 제8집, 한국니체학회, 2005. 

8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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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보지 못하는 유타 유타카와 같은 사람들의 분석은 지나치게 피

상 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Ⅵ. 나가면서－니체 철학과 불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에서 불교에 한 니체의 해석과 비 을 비 으로 

검토하면서 니체와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역설 인 근친성을 드러내 

보 다. 그 다고 해서 우리는 니체와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원회귀하는 실에 한 

정(大肯定)을 말하는 니체와 ‘번뇌세상이 바로 열반세상’이라고 외

치는 불교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근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니체에게는 그의 사상과 불교 사이의 근친성에 한 모든 주장을 무

색하게 하는 다른 면모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니체가 높이 평가했던 사람들 에는 괴테와 

스피노자가 있지만 카이사르와 나폴 옹도 존재하며 아울러 후기의 

니체는 그리스인들과 그리스문화 못지않게 로마인들과 로마문명을 높

이 평가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안티크리스트

에서 니체는 로마인들을 자신이 지향하는 건강한 인간들의 표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37) 괴테와 스피노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우

37) Antichrist, 58번, 59번을 참조할 것. 이와 련하여 하이데거는 니체는 

기에는 그리스인들을 이상으로 삼았으나 종국에 가서는 로마인들을 이상

으로 삼았다고 본다. 즉 하이데거는 그리스인들의 세계는 니체의 사유가 

깨어 있던 최후의 수년 동안은 로마정신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다. Martin Heidegger, Nietzsche I, 3 , Verlag Günter Neske, 

Pfullingen, 1961, 16쪽 참조. 

실로 니체는 이 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 체를 거쳐 오늘날까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어

떤 서에 쓰인 바에 의하면, 이 싸움의 상징은 ‘로마  유 , 유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 까지 이 싸움보다, 이 문제 제기보다, 이 

불구 천의 의를 품은 립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다.”(니체, 선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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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 운명애는 불교의 입장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지만 카이사르와 

나폴 옹  로마인들이 불교와 어떤 근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극히 

어려운 것 같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카이사르든 나폴 옹이든 

로마인들이든 니체가 아무리 그들이 건강한 정신의 표본에 가깝다고 

말해도 무명과 갈애와 집착에 사로잡  있는 불 한 생들에 지나지 

않는다. 
니체가 괴테와 스피노자를 칭송하고 원회귀를 설 할 때 니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은 우

리가 집착과 아집만을 버리면 ‘번뇌세상이 바로 열반세상으로 나타난

다’라는 불교의 사상과 상통한다.38) 

“그런 자유정신은 즐겁고도 신뢰가 가는 숙명론을 겸비한 채 우주 

한 가운데 서 있다. 오직 개별 으로 있는 것만이 비난받아 마땅하며, 
체 속에서는 모든 것이 구원받고 정될 수 있다는 믿음(Glauben)

을 가지고서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가능

한 온갖 믿음들 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이다. 나는 그 믿음에 디오니

소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39) 

편ㆍ도덕의 계보 , 김정  옮김, 니체 집14권, 2002. 386쪽)

38) 이와 련하여 김정 도 이 게 말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것은 생성변화하며(제행무상), 생ㆍ노ㆍ병ㆍ사 등 인생의 

모든 것은 고통이고(일체개고), 따라서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아라는 

생각을 없애면(제법무아) 열반이 온다(열반 정)는 불교의 교리와 세계는 

생성 변화하는 디오니소스의 세계이며, 이 가운데 이성  개념  언어로 

포착한 ‘나’라는 개념의 허구를 자각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정신을 

추구하는 니체의 사상은 생성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정신  깨달음과 자

유를 추구한다는 에서 사상 으로 공명한다.” 김정 , 의 논문, 85쪽.

김진 역시 이와 련하여 니체의 버멘쉬와 불교의 여래와 보디사트바 

사이에 그리고 니체의 원회귀에 한 운명애와 불교의 열반사상 사이

에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그에 못지않게 일정한 근친성이 존재

한다고 보고 있다. 김진, ｢니체와 불교  사유｣, 철학연구  제89집, 한

철학회, 2004, 42쪽, 45-46쪽 참조.

39) 니체, 바그 의 경우ㆍ우상의 황혼ㆍ안티크리스트ㆍ이 사람을 보라ㆍ디

오니소스 송가ㆍ니체  바그 , 니체 집 15권, 백승  옮김, 책세상, 

2002년,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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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삶과 세계에 한 이러한 면 인 정은 말이 쉽지 구

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 힘에의 의지라는 니체의 말

을 빌려서 설명하더라도 삶과 세계 체를 정할 정도의 힘에의 의

지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힘에의 의지와는 수 을 달리하는 것

이라고 여겨진다. 그러한 힘에의 의지는 로마인들이나 카이자르가 갖

추고 있었던 힘에의 의지보다도 훨씬 심원하고 원숙한 것이며 오히려 

우주의 모든 것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진정한 의미의 신비체험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40) 니체 역시 세계와 운명에 한 정의 사상

을 이른 바 차라투스트라의 바 를 지나면서 벼락에 얻어맞는 것처럼 

갖게 된 것이며, 필자는 이러한 체험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체

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서 나폴 옹이나 카이사르 그리고 로마인들을 건강한 힘

에의 의지를 구 하고 있는 사람들의 로 거론할 때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의지’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고립된 허구 인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갈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니체는 

기독교 인 이상이 부정하는 가치들로서 “ 지, 거기를 두는 토스, 
큰 책임, 원기 발랄함, 멋진 야수성, 호 이고 정복  본능, 열정과 

복수와 책략과 분노와 능  쾌락과 모험과 인식의 신격화”를 들고 

40) 로이트와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과 다른 인간들 뿐 아니라 우주 

체와 하나가 되는 신비 체험을 인간의 개성과 자각이 소실되는 양감

정(大洋感情)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도취 인 퇴행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에리히 롬과 같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신비체험에서는 체(the All)

와의 합일이 경험되면서도 오히려 개성과 자각이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롬은 진정한 의미의 신비체험을 알코홀이나 마약 등에 

의한 실도피와 단호히 구별하고 있다. 신비 체험에서는 우주와 하나가 

되면서도 자아의식과 통찰력이 극도로 강화된다. 그것은 자신의 완 한 

개성에 한 체험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와 세계 체의 궁

극  근거에 한 체험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완성되었음을 느끼는 자

심의 경험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우주라는 베 안의 한 올의 실에 지나

지 않는다고 느끼는 겸손의 경험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러한 모순된 경험

들의 긴장된 일치이다. 롬은 이러한 신비체험은 불교와 기독교 인 신

비주의와 유태교  신비주의 그리고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 나타나고 있

다고 본다. 박찬국, 에리히 롬과의 화 , 철학과 실사, 2001. 22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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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41) 이러한 가치들이야말로 바로 니체가 나폴 옹이나 카이사

르 그리고 로마인들이 구 하는 가치라고 보았을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니체는 이러한 가치들은 기독교에 의해서 뿐 아니라 불교에서

도 부정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로 불교는 모든 종류의 원한이나 복수심도 아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면서 버릴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니체는 원한이나 복수 자

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니체는 병 인 원한만을 경계할 뿐이며 건강

한 원한이 있다고 본다. 복수하기를 원하지만 복수를 할 용기 없어서 

자신은 선한 인간인 반면에 상 방을 악인으로 단죄하면서 정신 으

로 복수하는 것이 바로 병 인 원한이다. 이에 반해 건강한 원한을 

갖는 인간은 직 인 행동에 의해 복수를 행하며 이와 함께 상 방

을 악인이라고 단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 방이 탁월한 인간일 경우

에는 그에게 존경심도 가질  안다. 
이와는 달리 불교는 복수하기를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상

방이 갈애와 집착에 시달리는 불 한 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비심

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물론 니체는 이러한 자비심은 힘에의 의지가 

허약하고 비겁한 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내면 인 평화

를 유지하는 한 방식이라고 보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종류의 자비심이 

반드시 그러한 병 인 상태에서만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의 마 도 감싸 안고 용서할 수 있는 

한 정신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니체는 우리가 힘에의 의지라는 열정의 지배 아래 있음을 드러내

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 인 자아나 순수한 의식 내지 이성이란 

사실은 이러한 힘에의 의지가 자신을 고양하고 강화하기 해서 이용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에서 니체는 자아나 주체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허구로서 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게 자아나 

주체라는 개념을 허구로서 부정하는 것과 련해서 부처와 니체 사이에 

41) 니체, 유고 1887년 가을－1888년 3월 , 니체 집 20권, 백승  옮김, 책

세상, 2004. 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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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상으로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니체가 주체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비 하고 부정하

는 하나의 주요한 맥락과 불교가 주체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비 하

고 부정하는 맥락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 
불교가 주체와 자유의지에 한 부정을 말하는 맥락은 사람들로 

하여  오온(五蘊)의 집합체에 불과한 경험 인 자아를 구 이고 

독립 인 실체로서 집착하면서 그것을 존속시키기 해서 안간 힘을 

쓰는 갈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해서 니체가 

주체개념과 자유의지개념을 비 하는 주요한 맥락 의 하나는 ‘힘에

의 의지가 강한 자들’로 하여  자신들의 자연스런 힘에의 의지를 자

유롭게 발산하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자연 인 본성에 따라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니체의 요지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자연스

러운 것처럼 ‘힘에의 의지가 강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발산하면서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인데도, 유태교와 기독교

는 이러한 자연스런 차원을 월해 있는 순수한 정신과 주체를 상정

함으로써 ‘힘에의 의지가 강한 자들’로 하여  자신의 자연스런 힘의 

분출과 발산을 억제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개념과 자아개념에 해 니체가 비 할 때 니체

의 주요한 목표 의 하나는 ‘강력한 힘에의 의지의 소유자들’이 힘

에의 의지가 약한 자들과 이들을 이용한 교활한 사제계 들의 교묘한 

이데올로기 주입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다. 
힘에의 의지가 약한 다수의 민 들과 사제계 은 인간이 이른 바 주

체로서 자신의 자연스런 본성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이데

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주입함으로써 힘에의 의지가 강한 자들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우할 것을 요구하는 법과 양심에 복종

하도록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다.42) 이 게 볼 때 니체가 부정하는 것

42) 그러나 그 동안의 니체 연구에서는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작업이 

행해지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불교의 무아사상  연기

사상과 일치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를 들어서 김정 은 이 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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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자연 인 충동에서 벗어난 순수한 혼을 상정하는 것일 뿐

이지 로마인들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이 우월하고 강한 존재라고 생

각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43) 
이에 반해서 불교는 니체가 이 게 자연스런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힘에의 의지마 도 자기 심 인 자기에 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갈

애로 보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래한다고 생각한다. 니체가 

사람들이 삶을 고통으로 여기면서 피안 등을 희구하는 원인을 사람들

의 힘에의 의지가 약하다는 데서 찾고 있는 반면에, 불교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 인 고통의 원인을 허구 인 자기에 한 집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이러한 자기집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기는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 인 열정을 넘어선 순수한 혼이나 자유

의지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존재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있

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

신이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다. 요컨  니

체에게는 이른 바 도덕 인 순수자아의 해체가 문제가 되는 것에 반

“니체의 주체의 해체작업과 불교의 무아사상이 더불어 공명하는 의 

의미공간에서 우리는 한 서양 근 의 주객이분법 인 개념구분이 생

시킨 독소, 즉 인간과 자연, 나와 타인, 나와  다른 타자로서의 나의 내

면(das Alter ego) 사이의 분리라는 근원 인 독소를 해독시킬 철학  치

료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 , 의 , 91쪽) 

물론 필자는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가 필자가 언 하는 맥락에서

만 행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

작업과 불교의 무아사상에는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작업은 필자가 

언 하고 있는 힘에의 의지가 강한 자들에 한 이데올로기 인 억압을 

해체한다는 것을 주요한 목표들 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3) 두행숙과 같은 사람이 니체는 동양사상보다는 자아 념을 버리지 못하

는 서구사상에 여 히 구속되어 있다고 말할 때 아마 니체 사상의 이와 

같은 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행숙, 의 , 84쪽 참

조. 아베 마사오 역시 이런 맥락에서 니체의 한계를 지 하고 있다. 아베 

마사오ㆍ히사마쯔 신이 , 선과 철학－선의 철학  자리매김은 가능

한가? , 변선환 엮음. 원정사, 1996, 2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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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불교에게는 자기 심  자아의 해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 
우리는 이상에서 니체와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차이를 살

펴보았다. 이 에서 필자는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와 불교의 

연기설 사이에 존재하는 근친성 내지 동일성을 주장하는 그 간의 연

구들은 본인이 이상에서 지 한 양자 사이의 차이를 무 무시한 것

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물론 필자는 괴테와 스피노자의 

명랑한 운명애의 사상을 이어나가는 니체의 원회귀사상과 불교 사

이에 일정한 근친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에서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와 불교의 연기설 사이에 존재하

는 일정한 근친성을 드러낸 그 간의 연구들의 성과를 정 으로 본

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를 들어 로마인들을 지배했던 힘에의 

의지에 한 니체의 찬양과 불교의 무아설 사이에는 필자가 보기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큰 거리가 존재한다. 이 에서 필자는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와 불교의 연기설의 계에 해서 논하기 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섬세함과 주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체개념에 한 니체의 해체와 불교의 연기설 사이의 계에 

한 연구는 필자가 수행할 차후의 연구과제 의 하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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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Examination of Nietzsche’ View of 
Buddhism 

－ Focusing on the problem of suffering －

Park, Chan-Kook 

If we were to make a general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es 
which have been done about Nietzsche’s view of Buddhism in our 
country up to the present, the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category accepts Nietzsche’s view ofBuddhism 
without criticism, and the other category tries to reveal the 
similarity or the identity between Nietzsche’s philosophy and 
Buddhism, for example, by pointing out that both sides deny the 
substantiality of self and assert the dependent origination of events. 
However, these two ways of interpretation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Nietzsche indeed estimates Buddhism more positively than 
Christianity, but he defines Buddhism as a kind of passive nihilism 
and decadence. Therefore, a position following Nietzsche’s view on 
Buddhism cannot help but estimate Buddhism negatively like 
Nietzsche did. Contrary to this position, a position trying to reveal 
the similarity or the identity between Nietzsche’s philosophy and 
Buddhism cannot help but insist that Nietzsche estimates Buddhism 
positively. This second position is, however, evidently contrad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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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first position. 

This research tries to overcome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of Nietzsches’ view of 

Buddhism by focusing on the problem of suffering.

Keywords: suffering, nihilism, hygiene, will to power, cra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