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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최근, 무아설을 둘러싼 정승석 교수의 연구는 우리 학계의 일반적

인 연구풍토를 생각할 때 높이 평가받아서 좋을 것이다. 특히, 무아

와 윤회의 양립 문제 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아우르고 있는 勞作
인데, 무아설을 중심으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의혹들이

해소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평자의 이 글은 엄밀한 의미에

서 ‘논평’이라기 보다는 정교수의 논문들을 읽으면서 얻은 소견을 적

은 독후감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1)

1. 방법론의 측면에서
고타마 붓다가 제시한 무아의 가르침 역시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

1) 인용한 논자의 논문들

원시불교에서 비아와 무아의 문제 , 한국불교학, 제17집(1992).
원시불교에서 비아의 의미 , 인도철학, 제3집(1993).
업설의 양면성과 불교 업설의 의의 , 가산학보, 제3집(1994).
무아와 윤회의 양립 문제 , 인도철학, 제4집(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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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제사․기도[呪術]․사
제자 등의 단어로써 특징지을 수 있는 바라문교의 外向的 관점은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內省的 관점으로 전환되었다는 역사적 배경

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고타마 붓다의 많은 제자들

역시 형이상학적 차원의 ‘자기(ātman)’에 대한 우파니샤드의 입장

을 선입견으로 갖고 있었을 것이며, 그런 그들에게 붓다가 제시한 무

아의 가르침은 혼돈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붓다는 그같은 아트만의 선입견을 갖고서 제기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던 것

으로 전해진다. 그 대신 사성제 등의 수행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평자

는 이렇게 추측해 본다. 붓다는 질문자가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한어떻게 대답하더라도 또 다른 오해와 혼돈을 낳을 수 밖에 없다[제

4집, p. 273.]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붓다는 무기(無記)를 통
하여, 선입견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그 자체로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그 결과로서 열반을 얻게 될 것

이며, 그때 더이상 아트만의 존재 여부나 윤회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의혹들은 완전히 해소되고 말 것이라는 뜻으로 평자는 파악하고 있

다.

이는 인도사상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오히려 붓다의 本意를 解
明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논자는 Varma의 견해를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집, p. 87.]

“나는 초기불교를 靈的 충족의 긍정적 교의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三藏의 字句에 명백히 역행하는 해석을 시인하려 하지는 않는다. 나
는 붓다의 설법이 지닌 내적 의미를 아는 데는 Ramakrishnan, Vivekanan

da, Gandhi, Radhakrishnan이 시도했던 것과 같은 불교의 ‘베단타化’를
향한 현대의 어떤 新힌두주의자의 시도보다도 삼장이 훨씬 더 믿을 만하
다고 간주하고 싶다.”

요컨대, 三藏 안에서 붓다 본래의 입장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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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의 측면에서
①무아와 윤회에 대한 견해 : 먼저 윤회를 어떻게 보는지 표명되

어야 한다. 윤회는 단순히 ‘민중교화를 위해서 불교에 받아들여진

하나의 통속적 종교관념’인가? 방편인가? 아니면 불교의 본질적 교

설인가? 논자는 ‘불교의 윤회설 수용은 본래적인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집, p. 255. p. 262.]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윤회설과 무아설의 양립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 다음, 무아설을 어떻게 보는지가 표명되어야 한다. 무아설을 어

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윤회설과의 양립 문제가 달리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아설을 보는 관점은 크게 무아관, 비아관, 진아

관(인도철학적 진아관 / 대승불교적 진아관), 회통관(이제설에 의한 이중진리설 /

무아와 비아의 회통설) 등으로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어 왔다.

먼저, 비아관 혹은 진아관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진정한 아’(아트

만, 佛性)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무아설과 윤회설의 모순되
지 않는다. 그러나, 무아관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윤회의 주체가 없

이 윤회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논자는 ‘非我 역시 무아를
설하는 일환일 뿐이며, 비아와 무아를 사상적으로 구별해야 할 것은

아니라’[한국불교학, 제17집, p. 186.]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자의 관점

은 무아의 입장에서 비아를 회통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역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무아관의 논리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아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

로 무아와 윤회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②여러가지 我와 윤회 : 논자는 <윤회하는 ‘나’와 윤회하지 않는

‘나’> <범부의 아> <覺者의 아> 등의 항목 속에서 아의 참모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불교에서는 어떤 아를

인정하며 어떤 아를 인정하지 않는지를 살펴 보는 일이었다.

첫째, 일상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나논자는 이를 ‘상식적
인 자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일단 인정된다. 그러한 일상의 아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될 완전한 인격이라는 의미의 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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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를 논자는 ‘覺者의 아’라고 부르
고 있는데 흔히 眞我․大我라고 말해진다. 이 역시 불교에서

인정하는 바이다.[제4집, p. 269.] 논자는 ‘각자의 아’를 표현하는 온갖

술어는 불가피한 언설이며, 그러한 언설이 오해를 낳는 것은 언설이

인간의 의식내용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

다.[제4집, p. 271.] 이 각자의 아가 윤회하지 않는 아임은 말할 것도 없

을 것이다.

셋째, 육체는 죽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불변한 정신적 존

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실체적 존재로서의 영원한 나를 생각

하는 경우가 있다. 영혼, 혹은 우파니샤드적 의미의 아트만을 이

범주 속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우파니샤드적 의미의
아트만을 부정했는가 아닌가는 차치하고, 불교가 이러한 身心二元의
정신적 주체인 實我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다.
넷째, 오온으로 이해되는 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바인데, 연기에 의해서 화합하고 변화해가는

‘蘊의 아’이므로 상일주재성(常一主宰性)을 인정할 수 없다. 잠시 잠깐

존재할 뿐,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나이므로 ‘假我’논자가 ‘범부의

아’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 인간 존재는 단지 가
아일 뿐이며, 거기에 어떠한 진실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자아의식으로부

터의 해탈이며 열반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아 중에서, 불교의 무아설에서 논의되는 아는 어

떤 아인가? 먼저, 첫째와 둘째의 아는 무아설이 논의되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다. 中村元이 最古의 경전[詩偈] 속에서 보이는 자기개념

을 우파니샤드의 아트만과 같다고 보고 있는 것 역시 수행론적 차
원에서 논의되는 둘째의 아를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끌어들였기 때문

에 생긴 혼돈인 것으로 평자는 보고 있다. 논자가 비아의 아를 ‘행위

의 주체’로 이해하면서 형이상학적 실체를 부정하는 관념과 공존할

수 있다고 한 것[한국불교학, p. 182.]도 그같은 차원의 다름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의 아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의 유아윤회설(有我輪廻說)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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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윤회의 주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지고지순하고 영원불변한

아가 윤회의 苦를 받는 受報者가 된다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다.

③윤회의 당사자 : 지금까지 우리는 ‘主體’라는 술어를 써왔는데,

아무래도 적절한 개념은 아닌 것같다. 뭔가 고정적인 실체라는 뉘앙

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자는 ‘주체’라는 술어 대신

‘당사자’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윤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음을 달리하자 그 대답은 분명해진다. 윤회의 당사자는 바로 가아

이며[가산학보, p. 206.], 오온일 뿐이다.[제4집, p. 262.] 이 가아가 짓는 業
力이 곧 우리를 윤회케 하는 힘이 된다. 업이 남긴 나머지 힘[相續, sa
ṁtāna]이 바로 윤회를 일으키며 또 윤회의 괴로움을 받는 당사자인

것이다.[제4집, p. 283.] 물론, 이러한 상속을 실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

다. 그저 실체가 없이 작용만 하는 보이지 않는 업의 나머지 힘이다.

이제 불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옷의 비유[BG. Ⅱ-22.]를 말하더라도,

그 옷이 가리키는 바는 육체만이 아니라 가아의 현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남은 문제들
논자 스스로 윤회의 주체에 대한 후대 논서의 입장들에 대한 계속

적 연구를 남겨진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평자 역시 그 밖의 몇가

지 과제를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가아 속에서 身과 心의 관계가 보다 확실하게 규명되었으면
한다. 이는 불교의 입장이 有我輪廻說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증거하
게 될 것이다.

둘째, 붓다는 수행시절 외도들의 선정을 닦고 그것들을 극복해가

는 과정에서 이미 무아설의 단초를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유

아설과 무아설의 수행론을 대비하는 연구도 행해져야 하리라고 본

다.

셋째, 논자와 같이 무아설과 윤회설의 양립을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초기불교에 미친 인도사상사의 유산에 대한 재검토

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