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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敎에 있어서 環境과 生命倫理

李 法山
(동국대 선학과 교수)

1. 序 論

모든 존재의 생명은 하나이다.

나의 생명도 하나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요, 지구의 생명도 하나이

다. 그러므로 생명은 尊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 뿐인 귀
중한 생명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구는 썩어가고 있고 사회는 점점 병들고 있다. 사회가 병들면

우리 모두는 苦에 시달리게 되며, 지구가 썩어가면 나의 생명도 재촉
받게 된다.

“人間은 萬物의 靈長”이라고 한다. 그래서 人間이 이 지구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은 人間만의 행복을 위하여 첨단과학
과 문화를 발명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건설을 앞세워 자연을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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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大氣 汚染․廢水 放流․山林 毁損 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는 소위 ‘萬物의 靈長’이라는 人間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人間들은 이렇게 지구를 썩히고 병들이고 있을까?
이는 분명 영리한 人間의 행위가 아니라, 만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미련하고 악독한 자의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人間은 지구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다. 흙은 우리들의 의지
처요, 물은 우리들의 피요, 불은 우리들의 힘이요, 大氣는 우리들의

호흡이다. 우리의 생명은 이 地․水․火․風의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을 때만 비로소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들이 온전치 못

한다면 생명은 끝나게 된다.

한 생명의 죽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 먼저 호흡이 멈추어 風의 요
소가 떠나고, 다음에 맥박이 멈추며 싸늘하게 식으니 火의 요소가 떠
난다. 나머지 水의 요소는 물로 돌아가고, 地의 딱딱한 요소는 흙으
로 돌아가니, 본래 형체없는 것에서 四大가 모여 형체를 이루었다가
四大가 각기 흩어져 가버리고 나면 이윽고 본래대로 되돌아 가게 된
다.

生과 滅, 즉 태어남과 죽음은 이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그런데 人
間은 천년만년 죽지 않을 것처럼 끝없는 욕심만을 부리고 있다.
결국 인간은 자기만 잘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사회는

계속 혼탁해질 것이며, 지구는 점점 파괴되어 갈 뿐이다. 이에 따라

서 인간 자신도 역시 병들어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사는 길은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며 지구의 생명을 길이

지키는 일이다. 아름다운 초록의 지구가 황량한 회색의 지구로 변해

가고 있다. 지구는 결코 인간만의 것이 아니요, 자연은 현대인 개개

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지구의 낙원을 잘 보호

하고 지켜서 후손에게 온전히 돌려 주어야 한다.

佛敎의 ‘無我’․‘不二’ 思想은 空間的 十方과 時間的 三世에 重重無盡
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므로 偏見과 執
着을 버리고 相依相存의 圓融無碍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極樂淨土
를 實現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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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이 人間만의 것일 수 없고, 현시대를 사는
‘나’ 만의 것일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一切衆
生 悉有佛性’이라 하여 모든 생명의 평등을 말씀하셨고, ‘天上天下 唯
我獨尊’이라 하여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다.
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깨끗이 보호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은 당연한 使命이다.
본 논문에서는 훼손되어 가는 환경을 되살리고, 輕視되어가는 生

命의 價値觀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에 관한 佛典의 敎理에 依據하여
몇 가지 理論을 提起하려고 한다.
먼저 環境과 人間이 不可分의 關係임을 전개하는 衆生이 몸담고 있

는 宇宙自然인 依報와 作業의 當體인 衆生 즉 正報가 不二이므로 宇宙
의 自然環境이 곧 自身임을 발히고, 다음 몸은 곧 마음이 主體이므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며, 이것은 色心不二의 관계임을 밝혀 人間의
마음이 環境保存의 主役임을 말하려 한다.
다음에 生成의 原理는 地水火風의 四大要素가 聚合되어 萬物이 形

成되었으며 人間 역시 이렇게 태어났으므로 아래로는 흙과 물을 개
끗이 하고 위로는 불과 공기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生命의 倫理로서 나에게 하나 뿐인 생명의 귀중함은 우리
모두의 생명, 宇宙自然의 하나뿐인 자연 생명의 귀중함과 같으므로

戒律의 不殺生은 生態界 保存과 나의 생명의 안전이기에 佛敎에서 第
一戒로 삼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環境과 人間

人間은 自然環境 속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 人間은 지구 속에 사
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생명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環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여기서 환경이란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 내지 우주를 포괄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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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불교에서는 이를 法界라고 표현한다. 이 法界는 여러 생명이
사는 세계이므로 衆生界라고도 한다.
하나의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생명이 살고 있으므로 하나는

곧 여럿이며, 여럿은 곧 하나가 되므로 ‘一中一切多卽一’이라는 등식

이 성립되고, 한 생명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곧 ‘一微塵
中含十方’1)이라는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환경과 생명은 不二의 관계로 정립되며, 여

러 생명 가운데 인간이 가지는 역할은 환경을 파괴하고 여러 생명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한 생명이 다른 여러 생명과 따로 떨어져 살 수 없

으므로 인간은 결국 여러 생명과 더불어 하나의 세계에서 생명을 같

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경과 人間은 둘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이에 적응될 수 있는 ‘不二思想’을 경전에서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1) 依正不二

依는 國土 또는 世界를 의미하며, 凡夫衆生이나 諸佛聖賢이 의지하
는 처소로서 淨土 혹은 穢土를 말하며, 正은 범부나 성인이 의지하는
身으로 衆生身과 菩薩身 또는 佛身 등을 말한다.
또, 國土는 衆生이 몸을 依托하고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依報라고

하며, 혹은 國土世間이라고도 한다. 國土에 依托하고 있는 중생을 正
報라고도 하며, 혹은 衆生世間이라고도 한다.

報란 業因에 의한 果報라는 의미이다. 依報인 國土에는 같은 業을
지은 衆生들이 같이 의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共業에 因한 果報이
며, 正報의 衆生은 같은 國土, 즉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모양이나
性格, 生活能力과 方法이 各自 다른 것은 그들의 各己 지은 바 業이
다르기 때문에 別業에 因한 果報인 것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의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같은 業

因으로 喜悲를 함께 하게 되고, 동시에 個個人은 各自의 業因에 따라
1) 義湘祖師法性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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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樂을 서로 주고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모두가 業에 의하여 결과 지
워지는 것이며, 이 業은 곧 一心으로부터 行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心이 게으르거나 不善하여 나쁜 業을 지으면 괴로운 果報를 받게

된다는 것은 개인이나 같은 시대를 영위하며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같

은 이치로서 적용된다. 따라서 依報와 正報는 한 마음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天台湛然의 法華玄義釋籤卷 第14에 있는 ‘十不二門’ 가운
데 설명되어져 있다.

因果의 理가 같으니 依正이 어찌 다르리. 그러므로 淨穢의 土와 勝劣의
身과 塵身과 法身의 量이 같고, 塵國과 寂光이 다르지 않다. 이는 곧 一一塵
刹이 一切刹이요. 一一塵身이 一切身으로 넓고 좁고 수승하고 열등함도 헤
아리기가 어렵고, 淨土와 穢土도 다함이 없다.2)

이는 곧 한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더러운 惡世도 살기 좋은 樂園
으로 만들 수 있으며, 幸과 不幸의 果報가 상호 주어지게 되므로, 우
리 중생(正)이 사는 환경(依)은 둘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 국토가 여러 국토와 더불어 한세계를 이루고 있고 한 개

개인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각자 한 마음의 작용이 어

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무릇 헤아리기가 어렵다.

한 나라의 국왕은 안으로 덕을 갖추어 政事를 보살피되 국민의 이
익을 위하는 일에 게으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밖으로는 德을
베풀어 국민과 국토를 평화롭게 잘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業은
누가 짓는 것인가.

첫째는 국민 개개인의 업력과 둘째는 국왕의 업력3)이다. 국토가

썩어가고 국민이 평화롭지 못한 원인은 통치자의 업력도 중요하지만

통치자를 잘못 뽑은 국민 개개인의 업력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依)와 국민(正)이 둘일 수 없음을 알 때 비로소 국민 개개인

2) 大正藏 33. p. 919 中. 因果理同 依正何別, 故淨穢之士, 勝劣之身, 塵身與法身
量同塵國與寂光無異是卽一一塵刹一切刹, 一一塵身一切身, 廣狹勝劣難思議, 淨
穢方所無窮盡.

3) 般若譯, 大方廣佛華嚴經 卷 第12 大正藏 10. p. 714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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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의 환경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業을 지어야 할 것인지 면
밀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身心不二

身은 如來法身을 의미하며, 心은 衆生心을 뜻한다. 如來法身은 能化
之身인 諸佛之身이며, 이 佛身이 所化之境인 衆生世界에 遍滿하니, 諸
佛如來의 法身을 法界身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一身이 衆生의 한 마음에 감응되어 佛性이 들어나면 衆

生心이 卽 佛心이라 ‘一身이 卽一切身’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니 몸과

마음은 둘일 수가 없는 것이다. 觀無量壽經에 이런 말씀이 있다.

諸佛如來는 法界身이며, 一切衆의 心想中에 두루 들어간다. 이로 말미암
아 여러분의 心想이 부처가 될 때, 이 마음은 곧 이 三十二相 八十隨形好이
다. 즉 이 마음이 부처를 지으면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4)

우리 중생의 마음에 부처를 담고 부처의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누구든지 부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서툴러 잘 안

될른지도 모르지만 거듭 그리면 훌륭한 부처를 그릴 수 있게 될 것

이다. 부처님은 32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갖추고 80가지의 殊勝한 德
相을 나투고 있다. 중생이 마음을 깨우쳐 부처가 될 때 우리도 누구
나 이러한 相好를 구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華嚴經卷 第10의
夜摩天宮偈品에 노래하였다.

마음은 工畵師와 같아 갖가지 五陰을 그리듯
일체 세계에 法으로 짓지 않음이 없네.
마음과 부처도 이와 같고,

부처와 중생도 그와 같으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네.5)

4) 大正藏 12. p. 343 上. 諸佛如來是法界身, 遍入一切衆生心想中, 是故汝等心想
佛時, 是心卽是三十二相八十隨形好, 是心作佛是心是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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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을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되고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부처

가 중생된다. 이 한 마음이 부처도 되고 중생이 되니 ‘心佛及衆生 是
三無差別’이라 하여 平等無異함이 마음 本性의 모습이지만, 畵家가 그
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림이라는 형상이 이루워질 수 없듯이 중생이

부처의 業을 지어 깨닫지 못하면 곧 부처가 될 수 없다. 華嚴經 如
來現相品 第2에 이와 같은 偈頌이 있다.

佛身은 法界에 充滿하여
널리 一切衆生 앞에 나투었네.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지 않은 곳 없으니,

언제나 이 곳이 깨달음의 자리일세.6)

佛身은 衆生이 사는 宇宙法界에 充滿하여 衆生의 괴로움을 大悲로
哀愍攝受하고 있지만, 衆生이 善緣을 지어 佛緣에 젖어들면 佛身은 언
제나 衆生心에 感應하게 되어, 衆生心中의 佛性이 들어나면 부처님의
神通妙用이 갖추어져서 衆生은 곧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다시 이와
같은 게송이 있다.

佛身은 衆生心을 따라
널리 그 앞에 나타나니,

중생의 보는 바가

다 부처의 神力일세.7)

衆生이 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이다. 한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면 당연히 부처의 威信力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본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중생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래서 인간의 괴로움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욕심은 본래 마음에 있

5) 大正藏 9. p.465 下. 心如工畵師 畵種種五陰 一切世界中 無法而不造, 如心佛亦
爾 如佛衆生然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6) 大正藏 10. p 30 上. 佛身充滿於法界 普現一切衆生前 隨緣赴感靡不周 而恒處
此菩提座.

7) 大正藏 10. p. 30 中. 佛隨衆生心 普現於其前 衆生所見者 皆是佛神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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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아니고, 눈․귀 등을 통해서 들어와 主義 主張이 되어 固執
이 생기고, 욕심대로 하려고 번민을 일으키니 이를 客塵煩惱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맑고 밝은 것이며, 그 마음을 일러

佛心이라고 한다. 우리의 자성이 부처임을 알 때, 우리의 本性을 회복
하기 위하여 愛慾의 번뇌를 끊고 慈悲의 萬行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중생 모두가 佛身을 이룰 때, 이 땅은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이 있
는 極樂國土8)가 되어 佛土가 또한 다르지 않고 衆生과 부처가 또한
따로 없는 것이다.

하늘은 맑고 파란 것이 本性이고 땅은 萬物을 포용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 주는 것이 本性이다. 이 아름다운 땅(土)에서 많은
賢聖이 태어 났으며, 일체중생이 살고 있다. 賢聖은 이 땅을 괴로움이
없는 樂園으로 만들기 위하여 一切衆生 가운데 가장 영리하면서도 가
장 악독한 人間을 제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賢聖들은 누구나 ‘勸
善徵惡’을 외치며 ‘改過遷善’의 길을 제시하였다.
우리 인간이 몸담고 있는 이 우주환경(依)은 우리가 본 모습을 보

존해야 하며, 우리 인간(正)은 우주환경의 주체로서 마땅히 善業을
지어야 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이 설자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

의 몸(身)과 인간이 태어나 살고 있는 땅(土)이 어찌 둘일 수 있겠는
가. 그래서 초나라의 普渡和尙은 “身土本來無二相”9)이라 노래하였다.
우리 인간은 깨어나야 한다. 愛慾을 부추기는 客塵煩惱를 떨쳐버리

고 賢聖의 가르침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良
心(佛性)을 드러내어야 한다.

8) 阿彌陀經. “舍利弗 彼土何故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故名極樂.”
大正藏 12. p. 346 下.

9) 元 普渡和尙의 蘆山蓮宗寶鑑에 身土不二 라는 제목의 偈頌이 있다. 大正
藏 47. p. 316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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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生成의 原理

이 世上의 萬物은 四大要素인 地․水․火․風으로 形成되었다고 하
며, 四大가 위치하는 空을 포함하여 五大要素를 말하기도 한다.

華嚴經에는 “一切衆生은 四大種이 和合함으로 인하여 身이 되었
다.”고 하였으며, “此身을 觀하면 오직 五大性이 있다. 어떻게 다섯이
되는가. 이른바 堅․濕․煖․動 및 虛空의 性이다. 堅性은 身骨 360
및 모든 堅硬한 것은 地大性이다. 모든 濕性은 모두 水大性이다. 일체
의 煖觸은 모두 火大性이다. 動搖하는 바는 모두 風大性이다. 모든 竅
隙은 모두 空大性이다.10)”라고 하였다.
우리 몸의 굳은 부분인 뼈, 손톱, 치아 등은 흙(土)의 성품이고, 피

와 땀 등 섭한 부분은 물(水)의 성품이고, 따뜻한 체온은 불(火)의 성
품이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 즉 공기(風)의 역할이며, 존재
하는 공간은 空의 역할이다.
우리의 몸은 굳은 것으로 형체를 유지하고, 피가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으며, 따뜻하여야 비로소 피가 돌아가고, 호흡을 하여 기운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공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이러한 근본적인 요건이 골고루 갖추어지지 못하면

病이 나게 되고, 病들면 죽게 된다. 사람이 죽을 때는 먼저 호흡이 끊
어져 산소 기운을 공급하지 못하니, 차차 불기운이 떨어져 체온이 식

어가고, 혈관이 굳어지게 된다. 싸늘하게 식은 시체의 水性은 썩어

물로 돌아가고, 나머지 굳은 부분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육체는

결국 흔적도 없게 된다.

이 四大로 된 몸에는 네 가지의 病이 생길 수 있다. 즉, 華嚴經에
“四大身으로부터 四病이 능히 생하니, 身病․心病․客病․俱有病이
다.”11)라고 하여 몸과 마음 안에서 생기는 병이든, 밖에서 입은 상처

의 병이든, 어떤 사건의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10) 大正藏 10. p. 711 上.
11)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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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은 四大가 極微의 空界에 相互依住로 形成되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다섯 단계로 변화함을華嚴經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身의 五時流變이란 어떤 것인가? 嬰兒位는 分別하는 마음이 없다. 마치
劫의 初時의 사람은 我와 我所가 없었던 것과 같다. 童幼位는 是非를 판단
하게 된다. 마치 第二時에 自他의 分別을 일으킴과 같다. 長年位는 貪․瞋
․癡가 성하게 된다. 마치 第三時에 共히 땅의 주인이 된다. 衰老位는 여러
가지 病이 침범한다. 마치 第四時에 목숨에 損减이 있는 것과 같다. 至死位
는 몸이 무너지고 命이 마치게 된다. 마치 第五時에 世界가 壞滅하는 것과
같다.12)

위에서 든 四病과 五時流變의 요인은 마음의 다스림에 있다. 마음
을 調伏하여야 衆生病을 치유할 수 있다. 四大爲身의 生․住․異․滅
은 因業果報로 轉轉輪廻한다. 이는 곧 一心이 無明함으로부터 어리석
은 業을 지어 生․老․病․死에 流轉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苦의 流轉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깨달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하여 圓覺經에 다음과 같은 법문이 있다.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으면 마음이 청정하게 들어나고, 마음이 청정하면

見塵이 청정하고, 見이 청정하면 眼根이 청정하고, 根이 청정하면 眼識이
청정하고, 識이 청정하면 聞塵이 청정하고, … 六塵이 청정하므로 地大가
청정하고, 地가 청정하면 水大가 청정하고, 火大와 風大도 이와 같다. 선남
자여, 四大가 청정하므로 十二處와 十八界와 二十五有가 청정하고 … 一切
가 청정하게 된다. … 선남자여! 一切實相의 性이 청정하면 一身이 청정하
고, 一身이 청정하면 多身이 청정하며, 多身이 청정한 까닭에 十方의 衆生
이 원만하게 깨달아 청정하게 된다. 선남자여! 한 세계가 청정하면 多世界
가 청정하게 된다.13)

12) 上同.
云何內身五時流變, 謂嬰孩位心無分別, 如劫初時人無我所,
次童幼位能辯是非, 如第二時入自他別, 次壯年位縱貪瞋痴,
如第三時共立田主, 次衰老位重病所侵, 如第四時壽等損減,
次至死位身壞命終, 如第五時世界壞滅.

13) 圓覺經 普眼章. 大正藏. 17. p. 914 下.



佛敎에 있어서 環境과 生命倫理 이법산

四大로 된 우리의 몸에 병은 큰 장애가 된다. 만약 중생의 몸에 疾
病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게 된다.

般若波羅蜜多를 익히어 菩提를 證得하면 몸의 疾病이 治愈되게 된
다. 華嚴經의 ‘調伏其心’14)이나 金剛經의 ‘降伏其心’15)은 一心上의
我慢과 愛慾을 버리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해야만 無我와 無所有의 實
現으로 모든 상이 끊어져 남의 生命을 尊貴하게 여기고 自然環境과
사물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음을 調伏하지 못하면 般若波羅蜜多를 실천할 수 없고 마음

의 衆生病도 다스릴 수가 없다.
한 마음을 깨우쳐 청정히 함으로써 天地山河와 모든 國土가 평안

하게 된다.

莊子의 齊物論에도 “天地는 나와 더불어 생하고 만물은 나와 하
나이다.”라고 하였으며, 僧肇는 涅槃無名論에서 “天地는 나와 뿌리
가 같고, 萬物은 나와 一切이다.”16)라고 하여 天地萬物이 나와 같이

귀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흙과 물과 태양과 空氣로 生成되어 宇宙空間에 살고 있는 우리 人
間은 一心을 청정히 하여 一身을 청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生命의 倫理

生命은 하나 뿐이다. 나의 生命도 하나이고 우주 자연의 모든 生命
도 오직 하나 일 뿐이다. 그러므로 生命은 더없이 귀중한 것이다. 모
든 생명은 살아있으므로 存在한다. 존재는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生
命은 존중되어야 한다.

生命의 경시와 環境의 훼손은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를 파고 그 속

14) 大正藏 10. p. 711 上.
15) 大正藏 8. p. 748. 下.
16) 大正藏 45. p. 159. 中. 所以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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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自殺行爲이다.
佛敎의 戒律 가운데 ‘不殺生’이 第一禁戒이다.
生命있는 자는 죽기를 제일 싫어한다. 남을 죽이는 목적은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다. 자기 삶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他를 살해한
다. 他를 殺害하는 마음에는 貪慾에 의한 瞋恚가 發動하기 때문이다.
죽기 싫어하고 生命 훼손을 싫어하는 존재가 죽음과 훼손을 당했을
때, 怨恨이 생기게 되고 그 사무친 원한이 또 다른 殺害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梵網經17)에는 瞋心을 내면 瞋의 果報가 있고 殺生을 하면 殺의
果報가 있으니 他를 拘打하여 傷害하거나 죽이는 罪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法句經에는 “중생이 서로 해치고 괴롭혀 목숨을 잃게 되나니, 그
行을 따라 떨어지는 곳에서 스스로 災殃과 福을 받는다.”18)라고 하여
他를 죽이거나 해치면 그에 상응하는 殃禍를 받고, 남을 살리거나 도
와 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또, 梵網經에 다음과 같
은 말씀이 있다.

佛子는 慈悲心으로 放生業을 行해야 한다. 一切 男子는 나의 아버지요,

一切 女子는 나의 어머니이다. 내가 태어남을 거듭하며 그로부터 生을 받
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六道衆生이 모두 나의 父母이다.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은 곧 나의 父母를 죽이고, 또 나의 몸을 죽이는 것이다. 모든 흙
과 물은 나의 몸이요, 모든 火와 風(공기)은 나의 本體이다. 그러므로 언제
나 放生하여라.19)

또 太子刷護經에는 “보살은 마땅히 慈悲心으로 十方의 人民과 내
지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아끼는 생각을 내어

친자식을 보는 것처럼 잘 보살펴 제도하여라.20)”라고 하였으니 사람

17). 梵網經 心地戒品 大正藏, 24. p. 1006 中
18) 法句經無相品 大正藏 4. p. 559, 上. 衆生相剋 以喪其命 隨行所墮 自受殃福.
19) 大正藏, 24, p, 1006 上.

若佛子以慈心故行放生業, 一切男子是我父, 一切女人是我母,
我生生無不從之受生, 故六道衆生皆是我父母, 而殺而食者卽殺我父母,
亦殺我故身, 一切地水是我先身, 一切火風是我本體, 故常行放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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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生命은 물론 풀벌레까지도 아끼고 사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
주 자연과 모든 生命은 내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生命처럼
귀중히 여겨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憐愍衆生 猶如赤子’21)라는 말은 大乘本生心地觀經을 비롯한 여러
經典에 나타나고 있는 중생의 괴로움을 사무치게 느끼는 부처님의

大悲精神이다.
山林과 曠野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되며, 함부로 땅을 파헤쳐 자연을

파괴해서도 안되며, 뜨거운 물도 그냥 땅에 버리면 땅에 있던 무고한

벌레들이 죽음을 당하므로 반드시 식혀서 버리도록 하라는 큰 스님

들의 가르침은 곧 부처님 大悲精神의 한 실천이라고 본다.
오늘날 인간들이 天倫을 무시하고 地球의 生命을 몰살시킬 수 있

는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게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남의 生命을 살상하고 자기만 살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개발
하는 것이지만, 결국 自殺行爲일 수밖에 없다. 남을 죽임은 곧 자기의
죽음이요, 자연환경의 훼손은 곧 自身의 파괴임을 直感해야 한다. 出
曜經第 8卷 念品에 이와 같은 偈頌이 있다.

모두들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두 다 몸뚱이의 고통을 겁낸다.

자기 몸을 용서 받으려거든

남의 목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22)

이 世上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生命은 없을 것이며, 또한 괴로
움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남을 죽이면 나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때리고 괴로움을 줄 때, 나도 殃禍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남을 죽일 수도 없고 남을 해칠 수도 없을

것이다. 남을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용서받아 安心하
고 살 수 있는 가장 安全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20) 大正藏, 12. p. 154 上

菩薩當有慈心, 哀念十方人民及蝸飛蠕動之類, 如視赤子皆欲令度脫.
21) 大正藏, 3. p. 29 上. p. 293. 上.
22) 大正藏, 4. p. 653. 中. 一切皆懼死 莫不畏杖痛 恕己可爲譬 勿殺勿行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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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다시 出曜經第15卷 利養品에 이와 같은
偈頌이 있다.

무릇 그 목숨을 편히 하려면

마음 쉬고 스스로를 살펴보아라.

얻은 물건에 만족할 줄 알고

한 가지 법을 닦기를 생각하라.”23)

한 世上 살면서 가는 곳마다 부딪치는 일마다 險難하고 괴로운 것
이 많고, 편안하고 쉬운 일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러나 욕심에 끄달

려 만족할 줄을 모르면 결국 목숨을 내어놓고 상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음의 상처를 맛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점

점 살벌해지고 삶의 위협은 더욱 불안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

생각 쉬고 결과에 만족하면서 스스로의 잘 잘못을 살펴보고 내가 과

연 진실한 善法에 충실하였는가를 반성하고 한 가지의 바른 법만을
닦아간다면 반드시 安心立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法을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잘못 인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마음이

허덕거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出曜經 제21권 我品에
이와 같은 偈頌이 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 하나니

마치 저 수행하는 중생과 같다.

자기를 항복 받은 그 사람은

어떠한 行도 完全히 갖추어진다.24)

剋己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이나 성
질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살이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金剛經
에서도 “降伏其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다. “降伏其心” 해야 “應
無所住而生其心”할 수 있는 것이다.

23) 大正藏, 4. p. 692 上. 夫欲安命 息心自省 趣得知足 念修一法.
24) 大正藏, 4, p. 723 上. 自勝爲上 如彼衆生 自降之士 衆行具足.



佛敎에 있어서 環境과 生命倫理 이법산

자기의 마음을 降伏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도 完全히 해낼 수가 있
다. “降伏其心” 하면 곧 無我를 성취하여 이윽고 我相․人相․衆生相
․ 壽者相이 다 끊어지고 般若波羅蜜多을 성취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大乘本生心地觀經 卷第二 報恩品에서 500名의 長者

들에게 네 가지의 恩惠에 대하여 말씀하셨다.25) 四恩이란 ① 父母恩 
② 衆生恩 ③國王恩 ④ 三寶恩이다.
첫째 父母恩이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의 恩惠를 제일로 하

고, 둘째 衆生恩이란 世世生生에 生의 주변에서 서로 의존하고 도움
이 되는 모든 生命의 귀중한 恩惠를 말하며, 셋째 國王恩은 人民의 豊
樂을 위하는 正法實現의 國王과 몸을 담고 있는 國土26)에 감사해야

하며, 넷째 三寶恩은 衆生의 苦惱를 解脫하게 하여 주시는 부처님과

진리와 스승들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恩惠를 알고 恩惠에 보답하는 길은 十善法을 實
踐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無我의 경계로 향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 마음을 調伏할 수 없다면 恩惠에 보답하기는 커녕 殺生과 禍害의
十惡業의 반복만이 계속될 것이다.

十善業을 實行하고 無我를 實現하는 것이 한 마음에 있다. 維摩
經의 佛國品에 十善을 實行하여 菩薩淨土를 구현하고 그 마음을 調
伏하여 成就衆生하면 佛土가 淸淨해진다고 하여 “隨其心淨則佛土淨”27)
이라고 하였다.

5. 結 論

우리는 日常生活 속에서 環境을 너무나 賤待하고 있다. 자기의 몸
은 깨끗이 하려고 하면서 남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마구 더럽히고

25) 大正藏, 3, p. 297. 上.
26) 이 國土의 의미는 우주자연까지 포함되어 있음.
27) 大正藏, 14, p. 538 中,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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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길을 걷다 보면 담배 꽁초, 휴지조각들을 무심코 버린다.

사람이 사는 주변에는 사람의 발이 지나는 곳 어디에나 오물이 버려

져 있고, 악취가 진동한다.

자동차나 공장에서 뿜어내는 시꺼먼 매연이 태양을 가리고 대기

를 썩히고 있으며, 각종 기계가 쏟아내는 폐수는 山河大地를 병들이
고 있다. 버릴 곳이 없이 쌓여만 가는 核廢棄物은 반드시 後世에 물
려 주어야 하는가.

나의 몸에 침을 뱉고 오물을 뒤집어 씌운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의 몸이 소중하고 나의 목숨이 귀중하다면, 천지는 나와

한 몸인데 어찌 함부로 훼손하고 더럽힐 수 가 있으리오.

우리가 씹어 먹고(地), 마시고(水), 체온을 유지하며(火), 숨쉬고
(風) 사는 것은 天地自然과 몸과 목숨을 같이함이니 依正不二이며 身
土不二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 도리를 알아 善業을 지으면 依報와 正報가 佛土

와 佛身을 이루게 될 것이니 心淨卽佛土淨이라 心佛及衆生이 無差別인
佛國淨土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곧 마음이 惡業을 지으면 殺傷과 禍
害가 거듭되어 惡道往來의 衆生苦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마음의
생각과 몸의 행위로 業을 지어 업에 따라 果報를 받으니 身心不二이
다.

이 땅은 法性土이며 만물은 法性身이다. 頭頭物物이 佛身아닌 것이
없다. 나의 몸이 萬物과 一切이니 곧 法性土이고,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佛性이라 하니 나의 마음은 法性身이다. 우리들 각자 본래 가지
고 있는 佛性을 들어내면 自燈明이요, 法燈明이다. 한 마음 깨달아 法
燈을 밝히면 四大 所成하여 生住異滅하는 이 땅이 그대로 청정한 佛
國인 極樂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이 중요하며, 남의 생명도 또한

귀중함을 알아야 한다. 이 世上의 一切 自然環境이 나의 몸이요, 모든
生存하는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직감할 때 慈悲喜捨로 環境을 保存하
고 생명을 尊重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衆生을 외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赤子’

觀念”을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 내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娑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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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푸른 佛國淨土요, 衆生은 모두 成佛하여 地獄도 찾을 수 없고 地
藏菩薩도 마침내 究竟成佛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