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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所在

本稿는 독창적인 견해를 여기서 처음으로 피력하는 논문은 아

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단순히 두번 반복하는 논문은 절대로

公表되어서는 안될 일이기에 여기서 먼저 筆者의 문제의식을 명

확히 밝혀두고자 한다.

일찌기 필자가 緣起와 眞如 라는 論稿를 발표했을 때에, 종래

의 연기논쟁은 ‘그 연기를 時間的으로 이해하는가 空間的으로 이

해하는가’라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논

쟁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바로 時間의 문제’라고 보는 비

판적 관점에서 연기를 논했었다.
1
그러나 거기서는 연기를 다루는

** 安承駿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 과정 수료.

1) 拙稿 緣起と眞如 (1984年 9月 7日 脫稿)

平川彰博士古稀記念論集-佛敎思想の諸問題(1985年 6月) pp.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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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次 자료나 그것에 관한 대표적 연구성과를 정면으로 취급하지

는 않았다. 물론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또

그러한 시도를 위한 의욕도 기우려 보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

지않아 필자의 시도를 불필요하게 만든 논문이 나타났다.

그것이 松本史朗씨의 緣起에 관해서나의 如來藏思想 批判
2

이었던 것이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벌써 2年 가까이 지났지

만 필자는 지금도 松本씨의 이 논문에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도

덧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지금 다시 읽어도 문장 자체가 바

로 ‘緣起 자체’인 듯이 ‘危機的 시간’이 잘 묘사되어 있어서, 순식

간에 문장속으로 끌려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된다. 만약에 필자가

‘緣起’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다 더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느끼며, 오히려 松本씨의 업적을 빼앗는 일이 없도

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느껴진다.

本稿는 직접 ‘緣起’를 테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和辻哲郞 박사의

‘法’과 ‘空’에 관한 이해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논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힐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緣

起’에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法’도 ‘空’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

다는 점은 松本씨도 명백히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니,
3
그런 까닭

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불교이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때에는 佛敎思想史上에 있어서도 반드시 ‘緣起의 문제’가

의식되어 왔던 것이다.

‘緣起와 法의 관계’에 대해서는 周知하는 바와같이 팔리 中部經

典 第28經인 象跡喩大經 Mahāhatthipadopama sutta 중에 다음
과 같은 句節이 있다.

4

[袴谷憲昭, 本覺思想批判(大藏出版, 1989年, 이하 袴谷大藏版이라고 略함)
pp. 88-108], 특히 p. 206 [袴谷大藏版, p. 102]을 참조할 것.

2) 松本史朗, 緣起について-私の如來藏思想批判 , 駒澤大學佛敎學部論集第17
號(1986年 10月), pp. 437-494 [松本史朗, 緣起と空-如來藏思想批判(大藏出
版, 1989年, 이하 松本大藏版이라고 略함), pp. 11-97] 참조.

3) 前揭 松本 論文 및 松本氏의 또다른 論文 空 , 岩波講座 東洋思想 第9卷
(近刊所收豫定) [松本大藏版, pp. 335-371)]을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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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paṭiccasamuppādaṃ passati so dhammaṃ passati, yo

dhammaṃ passati so paṭiccasamuppādaṃ passati.

누구라도 이 緣起를 보는 자는 法을 보고, 누구라도 이 法을 보는

자는 緣起를 본다.

이와 유사한 經文은 나가르주나(Nāgārjuna, 龍樹)의 中論頌 Madh
yamaka-kārika에 대한 註釋書인 찬드라키르티(Chandrakīrti, 月稱)의
프라산나파다(Prasannapāda, 淨名句論)의 冒頭에도 인용되고 있다.5
그런데 나가르주나 자신은 ‘緣起와 空의 관계’에 대해서 中論

頌 第24章 第18頌 前半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6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ṃ tāṃ pracaksmahe/

무엇이라도 그것이 緣起하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그것들을 空이라

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法’이나 ‘空’을 둘러싸고 아무리 佛敎文獻史上

에서 緣起와의 맥락을 들추어낸다 하더라도 緣起에 관한 바른 이

해가 없으면 法이나 空의 이해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불교의 역

사가 남긴 문헌들 중에서 이른바 ‘어느쪽도 좋다’(‘どうでも よい’, 즉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는 식의 文獻群을 보면 잘 알 수 있

는 일이다.

이러한 문헌에 대하여 ‘무엇이 올바른 연기인가’하는 가장 정통

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대학자의 갖가지 豫斷에 가득찬 연구

성과에도 구애됨이 없이 종래의 통념을 완전히 깨부순 명석하고

도 판명한 연기관을 드러낸 것이 앞서 말한 松本씨의 연기에 대

한 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今後에는 松本씨의 이

논고를 無視하고서는 누구도 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못할

4) MN. I., pp. 190-191: 南傳 第9卷, p. 339. 그리고 앞의 註 2)의 松本씨의
論文, p.490 [松本大藏版, p. 90]과 註 37)도 참조 요망.

5) Poussin ed., p. 6, ll. 1-2. 그리고 ibid., p. 160, ll. 5-6 도 참조 요망.

6) Ibid., p. 503, l. 10. 그리고 앞의 註 3)의 松本씨의 두 번째 논문의 인용

부분과 그 이하에 기술된 내용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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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근거없이 함부

로 그의 연기관에 反論을 가한다면 無視의 汚名을 뒤집어 쓰게 될

뿐이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津田眞一씨의 般若經으로부터 華嚴經에로
7
라고 하

는 논문은 분명히 松本씨의 위 논문에 대한 반론이지만, 서두에서

부터 뻔뻔스러움만이 눈에 띄는 것으로 도저히 ‘論理的인 反論’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津田씨는 松本씨가 비불교적인 체질을

척결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호칭으로서 작업가설적으로 사용했던

dhātu-vāda라는 말을 애매하게 이해한 채로 자신의 입장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svabhāva-vāda라는 말로 바꾸어서 긍

정하고 있다. 그리고 松本씨가 dhātu-vāda라고 지칭하여 ‘불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如來藏思想을 ‘여래장사상이야말로 불교다’

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래장사상도 역시 불교다’라고 주장

하듯이 환골탈태적인 긍정의 태도로 전환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松本씨의 태도에 대해서는 “中論的 空, 中觀派的 空

이야말로 오늘날의 학계의 체제에 있어서 가장 마음편한 定說인

데, 이 定說․常識을 절대적인 定義로 하고 그 定義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단죄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8
그러나 냉정히 두사

람의 논문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松本씨만큼 ‘마음 편한 定說

에 서서 他者를 단죄하는 태도’로부터 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

히려 津田씨 쪽이 이 의미에 있어서도 松本씨의 반대쪽에 있는 것

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津田씨에게는 논리보다도 태도라든가 행위라든가 인

격에 호소해서 논의를 세우고자 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어쩌면 知

보다는 行을 중시하는 津田씨로부터 본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른 불교라면 知보다도 行을 중요시했다’는

7) 津田眞一, 般若經から 華嚴經へ , 佛敎思想史論集 I(成田山佛敎硏究
所紀要 제11호, 1988년 3월), pp. 291-395 참조.

8) 이상에 관해서는, 앞의 註 7)의 津田씨의 논문, pp. 310-311 및 p. 313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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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자기의 학설에 대

해서 자신만만한 그는 ‘知의 앞에 行이 요청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입장에 서서 和辻 박사의 불교 이해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유

일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行의 근거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박사가 그러한 ‘實踐行의 문제를 보

지 못한 것’을 단죄하고자 하는 어조마저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道元을 ‘엄숙한 生의 전체상을 제자들에게 보

여준 行의 실천자’로 치켜올리고, 道元의 法孫이기도 한 松本씨를

道元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주지주의자로서 단죄하는 것이다.
9
통

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津田씨는 道元이

只管打坐의 行의 사람이 아니고 “正邪를 決擇하지 않았다면 이것

을 佛法이라고도 佛法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10
라고 한 知(津田

씨로서도 決擇이 지혜인 것 정도는 알 것이다.)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지적한 나의 논문
11
과 함께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바르게 알면 주지주의의 松本씨는

오히려 道元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쨌든 본고는 津田씨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두 사람 사

이에 끼어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는 것도 아닌데 본론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津田씨가 和辻 박사에 대해서 ‘行

의 문제를 보지않았다’고 지적한 측면은 본고의 집필동기와 무관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9) 이상에 관해서는 앞의 註 7)의 津田씨의 논문 pp. 350-351 참조 요망.

10) 大久保道舟 編 道元禪師全集 上, 佛道 , pp. 382-383, 그리고 拙稿 道元

の否定したもの , 禪畵報 第5號(1988年 8月 20日 간행예정) [袴谷大藏版,
pp. 395-398] 그리고 道元に對する‘全一の佛法’的理解の批判 , 宗敎學論
集 第14輯(1988年 3月), pp. 119-136 [袴谷大藏版, pp. 354-371] 참조.

11) 松本史朗, 如來藏思想は佛敎にあらず , 印佛硏, 35-1(1986年 12月), p. 37
0 [袴谷大藏版, p. 9]의 註 1) 에서 언급한 拙稿 道元理解の決定的視點 ,

宗學硏究 第28號(1986年 3月), pp. 43-48 [袴谷大藏版, pp. 319-326]을 참
조. 또 이 拙稿는 앞의 註 2)의 松本씨의 論文 p. 482 [松本大藏版, p. 81]

註 12)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어서, 보려고 한다면 津田씨도 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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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山折哲雄씨는 말라빠진 佛陀
근대불교 연구의 功罪를 물음

12
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津田씨와

같은 관점에서, 주정주의적인 木村泰賢 박사의 불교연구의 방법을

무시하고 논리주의적인 실증연구의 업적을 반세기에 걸쳐 쌓아가

는 단서가 된 和辻 박사의 학설과 영광의 실루엣에 대하여 논의하

고 있다. 山折씨는 현대에 있어서는 양자의 관계가 ‘미묘한 轉移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며 週刊誌的인 얄팍함을 가지고

조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晩年의 和

辻 박사도 津田씨나 山折씨가 말하는 바와 같이 충분히 주지주의

나 논리주의로 일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필

자는 1987年 3月까지 三年間 公務로써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와 관

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和辻 박사의 倫理學이나 日本倫
理思想史 등을 분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사는 나이가 들어 일
본 문화에 긍정적으로 기울어져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는 주지주

의도 논리주의도 아닌 측면이 풍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러한 면에서의 비판은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 쪽에서라면 당연

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필자로서는 특별히 의욕적으

로 찾아내고자 할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의 和辻 비

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채 지냈던 것이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입수한 山田洸씨의 和辻哲郞論13을 今

年 正月에 읽고 그러한 비판도 종래에는 상당히 곤란했다고 하는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山田씨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和

辻 윤리학의 배경이 된 法이나 空의 사유방식은 불교로부터 보더

12) 季刊 佛敎 No. 1(1987年 10月), pp. 28-57
* 역자주: 위 논문의 원제는 やせほそった佛陀-近代佛敎硏究の功罪を問

う 이다. 印度哲學第5輯(印度哲學會, 1995, 서울, 民族社)에 近代日本佛

敎學의 功過 (번역: 이태승)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근대일본의 불교학

계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어온 주지주의와 주정주의의 입장에 관하여 흥

미있는 고찰이 베풀어지는 내용으로서 본고의 내용과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므로 一讀을 권하고 싶다.

13) 山田洸, 和辻哲郞論(1987年 9月, 花傳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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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어서, 과감히 척결하여 가지 않으면 안된

다고 통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2. 法에 관하여

和辻 박사는 42歲 때인 1931年에 쓴 불교철학에 있어서 法의

개념과 空의 변증법 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4

⑴ 法의 自性의 문제는 무수한 법을 그 법의 相에 따라서 五位로 분

별할 때에 생겨난 것이다. 본래 이들 法은 차별적인 현실존재의 본질

로서 그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초기의 아비달마

론은 이들 차별적인 특성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에 의해 각각의 법을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조직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중략) 이러한 의미

에서 차별적인 法의 自性의 문제는 현실존재의 法을 파악한 원시불교

철학의 動機를 강력하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차별적인 현실존재의 근저에 法을 보는 것은 설령 그 법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무차별에의 廻向이다. 한량 없이

차별적인 현실적 존재에 대해 法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

타내고 있다. 이 회향은 다시 法의 차별에서 무차별로 돌아가고자 하

는 회향으로 된다. 통일을 구하는 것은 무차별에의 회향이다. 원시불

교에서의 연기는 여기서 그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

⑶ 차별적인 法은 그 가능의 조건으로서 항상 자신의 否定을 의미

하는 法에 의존한다. 그 궁극은 無明이다. 無明이 있음에 의해서 일체

의 法이 있고 無明이 멸함에 의해서 일체의 法이 멸한다. 그렇기 때문

에 일체의 法은 無明으로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無明이란 明

의 否定이다. 그래서 明은 滅의 상태인 ‘절대적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일체법의 통일은 否定의 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 궁극인 無明은

14) 和辻哲郞 全集 第9卷, pp. 471-472. 저술연대는 山田씨의 前揭書 p. 55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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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부정(明)’의 부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無明의 滅’이란 결

국 ‘절대적 부정(明)’의 부정의 부정이 되어 버린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 부정(明)’에 돌아가는 것이다.

⑷ ‘무차별에의 회향’이란 이러한 ‘부정의 운동’에 다름 아니다. 空의

철학은 실로 이 연기법의 핵심을 살리고자 한 것이다. 아비달마의 五

法論에서 ‘차별적 법의 확립’으로 원시불교 철학의 일면을 강력하게 발

전시킨 뒤에 이러한 ‘차별적 법의 통일’을 다른 일면으로 강력하게 발

전시킨 것이 空의 철학인 것이다. 차별적인 법에 自性이 있다면 그 법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自性空인 것에 의해서 비로소 차별적인

법은 법으로서 서는 것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차별은 무차별을

예상하고 차별은 무차별에 있어서 가능하다. 이것은 용수의 철학의 핵

심임과 동시에 또 연기설의 핵심이다.

山田洸씨는 내가 위에서 굳이 ⑴ ⑵ ⑶ ⑷의 절로 나눈 일련의

문장에서 ⑶의 문장의 全文을 인용한 뒤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5

이것은 용수의 공의 철학에 대해서 和辻이 그 핵심으로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滅(空)의 상태인 ‘절대적 부정’으로서의 明(전체성),

‘절대적 부정’(明)의 부정으로서의 無明(개별성), ‘절대적 부정의 부정’(無

明)의 부정으로서의 無明의 滅(전체성에 돌아감)이라고 하는 구상이 그대

로 인간존재의 根本理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앞의 인용
16
과

비교하면 명백하다.

그런데 和辻은 불교철학에 있어서 法의 개념과 空의 변증법 을 발

표하기 이전에 자신의 학위논문으로 된 原始佛敎의 實踐哲學을 1927
年에 간행하였고 또 이번의 全集에 실린 未定稿 佛敎倫理思想史 가 19

25年부터 1926年에 걸쳐서 강의되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和辻의 外遊 이전의 것이며 그중에 이미 空의 논리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和辻의 학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는 외유 이전에 이

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된다.

15) 앞의 註 13)의 山田씨의 저서 pp. 55-56.

16) 앞의 註 13)의 山田씨의 著書, pp. 51-52의 인용을 가리킨다. 本稿 註

40)으로서 인용한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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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辻 박사의 外遊는 年譜에 의하면 1927年(38歲)의 2月부터 다음

해의 여름까지여서 불교를 포함한 일본문화에의 귀환은 어쨌든

晩年에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山田씨

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和辻 박사의 그후 활

동이 ‘無明의 滅(전체성에의 귀환)이라고 하는 구상’을 그대로 인간존

재의 根本理法으로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

방향의 수용 자체가 일본문화의 중추를 이룬 本覺思想에 귀환하

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近年에 시도하고 있는 本覺思想에 대한 비판적

언급
17
을 재론할 생각은 없지만, 本覺思想을 간단히 말한다면 모든

현상의 배후에 그것을 지탱하는 唯一의 근저로서의 本覺을 자명

한 이치로서 전제하고 그러한 전체성으로 일체를 귀환시키는 사

유방식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상당히 현대적 스타일인 和辻 박사

의 외관에 끌려서 주지주의라든가 논리주의라고 부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和辻 박사는 다분히 일본적인 反

주지주의이며 反논리적인 本覺思想에 젖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⑴부터 ⑷에 걸쳐서 길게 인용한 和辻 박사의 記述은 原

始佛敎로부터 中觀의 나가르주나에 이르는 佛敎思想史의 전개에

대한 박사의 견해를 짤막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지만,

그것은 어쨌든 會通的인 本覺思想에 편승한 史觀이다. 그것에 의

하면 佛敎思想史上에서는 근본적 대립이 완전히 불식되어 버리고,

이후로는 동일한 하나의 불교가 미리 약속된 궁극의 전개를 향해

서 다만 발전할 뿐이라고 하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차별적인 현실존재의 본질로서 그 차별적 특성의 파악에 의

해서 얻어진 원시불교의 法⑴은, 그 근저에 무차별이고 보편적인

17) 여기에서는 특히 拙稿 宣長の兩部神道批判-思想と言語の問題にして

佛敎學 第20號(1986年 10月), pp. 67-91, [袴谷大藏版, pp. 159-183] 및
佛敎と神祇-反日本學的考察 , 日本佛敎學會年譜 第52號(1987年 3月), pp.
99-118, [袴谷大藏版, pp. 209-226]만을 지적하는 것에 그친다.



314 印度哲學 제6집

法을 추구하는 아비달마의 철학에로 발전하고⑵, 그것이 절대적

부정에의 귀환을 매개로 하여⑶, 自性空인 空의 철학에로 전개한

다⑷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史觀을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차별적인 현실존재(事)’와 ‘보편적인 법(理)’, 혹은 간단히 ‘차별(事)’

과 ‘무차별(理)’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本覺思想的인 도식인 것이다.

이점은 松本史朗씨가 和辻 박사의 原始佛敎의 實踐哲學의 몇몇

의 節에 관해서 事의 계열은 A, 理의 계열은 B라는 기호로 나타

내면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일 필요

가 없다. 반드시 그것을 참조했으면 한다.
18

그런데 和辻 박사가 法을 理의 계열로서 이해한 것은 松本씨도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박사가 俱舍論의 이른바 ‘自相을 가지기
때문에 法이다(svalakṣaṇa-dhāraṇād dhamaḥ)’라는 아비달마적인 法의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사는 이러한 이해

를 불교철학에 있어서 法의 개념과 空의 변증법 에서도 명기하

고 있는 바와같이 로젠베르그(Otto Rosenberg, 1888-1919)의 성과에 기

초하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점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박사는 로젠

베르그가 들고있는 法의 일곱 가지 뜻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소개

하고 있지만,
19
여기에서는 그 중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의미 즉

첫째의 ‘性質, 屬性, 述語’의 의미, 그리고 둘째의 ‘實體的 任持者,

意識的 生命에 있어서 個別的 要素들의 超越的 基體’
20
의 의미만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로젠베르그는 아비달마의 법이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의 뜻 중에서 둘째의 의미를 취하여 법의 근본적 의미에 관한 자

기의 학설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것이 많든 적든 최근까지 강한

18) 앞의 註 2)의 松本씨의 논문, pp. 445-446 [松本大藏版, p. 24-26] 참조.

19) 和辻哲郞全集 제9권, pp. 462-463 참조.
20) Otto Rosenberg, Die Probleme der Buddhistischen Philosophie(Heidel
berg, 1924), p. 83 : 佐佐木現順 譯, 佛敎哲學の諸問題(1976년 7월, 淸水
弘文堂) p. 97. 또 각각의 설명에 관해서는 바로 앞의 p. 80 ff. : p. 94 이

하를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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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성과에 대하여 첫째

의 의미만을 법의 기본적 의미로서 파악한 사람이 松本史朗씨이

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에서 그의 획기적인 견해를 살펴보

지 않을 수가 없다.

松本씨는 法이란 ‘가지는 者’라는 통념이 풍미하는 가운데 ‘가져

지는 것으로서의 性質’이야말로 法의 기본적 의미라고 주장
21
했기

때문에 일견 기이한 느낌을 주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로젠베르

그가 ‘述語의 이 특수한 의미는 일반적인 문헌 중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22
라고 하면서도 그 첫째의 의미로서 열거하는 바와 같이

印度思想에서는 一般的으로 dharma, adharma와 같이 性質의 의미

로 사용되며 오늘날의 힌디어에서도 그 의미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23
을 생각하면 오히려 性質을 法의 첫째의 의미로

하는 쪽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교의 法을 ‘性質의 의미’로 한정하는 것에 의해

그것을 지탱한다고 보여지는 ‘基體로서의 법의 이해’를 불식하고

時間的 因果關係로서만 있는 無常하고 無我인 緣起의 ‘危機的 法’만

을 의미할 수 있게 된 점에 松本씨의 뛰어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도 지금은 松本씨의 이 견해에 전면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24

그런데 로젠베르그는 두 가지 뜻 중의 둘째의 의미에 대하여

‘이 의미는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으며 또 어디에도 그러한 형태

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25
라고 하면서도 아비달마의 전통적 해석

21) 松本史朗, チャンドラキ-ルテイの論理學 , 駒澤大學佛敎學部硏究紀要
第43號(1985年 3月), pp. 202-203 참조. 또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처음

나온 것에 관해서는 奈良康明 編著 佛敎の實踐(1983年 10月, 東京書籍),
p. 55(松本史朗씨의 집필부분) 참조.

22) Op. cit., p. 80, ll. 29-31 : 앞의 註 20)의 佐佐木現順 譯 p. 94

23) Mīnākṣī Hindī-Aṃgrejī Kośa(Mīnākṣi Prakāśana, 1980), p. 374 의
dharma의 항에 “1. religion. 2. duty. 3. function., intrinsic quality or

property.” 로 되어있다.

24) 拙稿 批判としての學問 , 駒澤大學佛敎學部論集 第18號, p. 434 [本書 p.
154] 註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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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과감히 ‘가지는 者’라고 하는 둘째의 의미를 선택한 것

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해석을 채용한 스승인 스체르밧스키(Fyod

or Scherbatskoy, 1866-1942)는 이후의 통념에 뒤덮인 해석을 제공한

학자들과 같은 범용한 인물들은 아니었다. 和辻 박사도 지적한 대

로
26
로젠베르그는 아비달마의 法論이 결코 소박실재론이 아니라

는 것을 논하고 그 관점에서 法을 단순한 現象이나 事物로 이해하

는 일본불교의 전통적인 학설을 통렬하게 비난한 것이다. 그 의의

는 오늘날에도 높게 평가되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18年에 러시아어로 출판된 그의 성과를

알지 못한 독일의 가이거 부부(M. und W. Geiger)는 1920年에 간행

된 팔리聖典의 法(Pāli Dhamma)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젠베르그가
배척한 ‘현상이나 사물’로서의 법의 해석을 오히려 전면에 드러내

는 결과로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스승인 스체르밧스키는 요절한 제자를 대

신하여 그 문헌학적 폐단을 심하게 비판하였다. 法은 단순한 사물

이 아닐 뿐만 아니라 意(Manas)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法과

같은 뜻인 ‘nissatta’는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無我 anātman’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27
이것은 1923年의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70年 前의 로젠베르그의 견해를 오류 없이 알기

위하여 가장 간결하게 요점을 담고 있는 法에 관한 그의 설명의

한 구절을 살펴보겠다.
28

모든 ‘法의 本質’은 超越的이며 不可知이다. 의식적 생명의 흐름을

25) Op. cit., p. 81, ll. 16-17 : 앞의 註 20)의 佐佐木現順 譯, p. 95

26) 和辻哲郞全集 第9卷, pp. 464-465.
27) Th. Stcherbatskoy, The Central Conception of Buddhism and the
Meaning of the Word, "Dharma"(London, 1923), p. 16, n. 2 ; p. 27, n.
4 : 金剛秀友 譯, 小乘佛敎槪論(1963年 8月, 理想社), pp. 55-56, 註 10),
같은 곳 p. 76, 註 14) 참조. 그리고 여기서는 스체르밧스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앞의 註 2)의 松本씨의 논문 p. 458, [松本大藏版, p.

44-45]중에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논해지고 있다.

28) Op. cit., p. 81, ll. 20-29 : 앞의 註 20)의 佐佐木現順 譯,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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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는 것은 다만 諸法의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의

식적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法’이 아니며 ‘法의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략화해서 때때로 ‘法의 現象’이라는 말에 대신해서

‘法’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法을 직접적으로 要

素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의 기술중에서 ‘法의 現象’(法相)이라는 말에 대립하여 사용되

고 있는 ‘法’ 혹은 모든 ‘法의 本質’이 로젠베르그가 말하고자 하는

첫째의 본래적 의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초월적이며 불가지여

서 실제상으로는 ‘법의 현상’으로서 나타날 뿐이다. 그것이 요소로

번역되어도 좋은 通常的인 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로젠베르그

의 생각으로서, 아비달마의 法相의 敎義로서 보아도 올바른 사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通常的인 法’이 ‘意의 대상이 되는 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의 ‘가지

는 者’로서의 法이 초월적이고 불가지인 것으로서 일거에 실체화

되어 버리고 만다면, 앞에서 보았던 和辻 박사의 견해와 같이 ‘가

져지는 것’으로서의 ‘법의 현상(事, A)’이 ‘가지는 者’로서의 ‘법(理,

B)’의 위에 실리는 것이 되어 버린다. 결국 和辻 박사의 空에 대한

견해도 이러한 방향에서 생각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

3. 空에 관하여

그런데 ‘法이 自性을 가지는 것’을 ‘法有’로 생각하는 和辻 박사

는
29
로젠베르그가 그것을 ‘現象을 가진다’고 이해하여 現象의 배

29) 和辻哲郞全集 第9卷, p. 4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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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超越的 基體’를 구하는 것은 ‘法有’에 대한 오해라고 하며 다

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도 長文의 인용이지만 和辻 박사

가 法有에 대립하는 法空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서는 빠트릴 수 없는 곳이어서 그 구절의 全文
30
을 인용한다.

이렇게 로젠베르그는 法有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法을 참다운

실재적 초월자로 이해하는 까닭에 法有에 대립하는 法空의 주장도 전

연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바와같이 相이 超越的 基體의

現象이라면 諸法의 實相을 空이라고하는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까. ‘法의 진실한 現象은 空이다. 즉 法은 진실로는 現象하지 않는다’라

는 주장이 여기에서 견지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실로

‘法은 자신의 現象을 가진다’라는 주장에 상반된다. 그러면 法空의 주

장은 결국 ‘전혀 현상하는 것 없는 초월적 기체’라고 하는 주장일까.

로젠베르그라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法空의 주장을 ‘超越的 基體의 거부’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法이

그 眞義에 있어서 超越的 基體이며 그 超越的 基體가 거부된다면 法空

의 주장은 실로 法을 거부하는 주장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불교철학

의 어디에도 있지 않다.

諸法의 實相을 空으로 하는 것은 空으로서 諸法의 진실한 본질로 삼

는 것이다. 諸法의 相은 色 受 想 行 識 등과 같이 각각 특수한 성격을

가지지만 그 實相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은 모두 없어진다. 무차별한

空을 진실한 본질로 하기 때문에 五蘊 六入 등의 특수적인 法이 비로

소 法으로서 세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法空의 주장은 法을 거

부하기는 커녕 반대로 法을 진실로 건립한다. 따라서 法空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법이 能持自性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실로 法을 파괴하는 주장

이며 法의 無自性空에 의해서만이 法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法空의 의의는 法을 超越的 基體로 하는 입장에서는 전연 파악될

수 없다.

和辻 박사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會通的인 本覺思想에

편승한 이와 같은 佛敎史觀을 갖고 있으며 위의 인용문 중에서도

30) 和辻哲郞全集 第9卷, pp. 46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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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有와 法空이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法空의 佛敎思想史上에 있어서의 의의는 能持自性으로 이해된 法

이 문자그대로 ‘超越的 基體’의 ‘有’의 주장으로 전락할 때에 그것

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法空의 의의는 ‘法’을 ‘超越的 基體’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전연 파악될 수 없는 바이긴 하지만 오히려 아비달마

의 法을 超越的 基體로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그 대립의 의의도

명료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로젠베르그가 어디에서

명확히 法空의 주장을 ‘超越的 基體의 거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

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31
그러나 위의 인용문 중의 밑줄 부분은

‘이러한 주장은 불교철학의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 비난받아야

할 곳이 아니라 나가르주나의 思想史上의 의의를 평가하는 데에

오히려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法이 緣起인 한 그러한 法을 부정하는 의도가 나가

르주나에게도 없었을 것이지만
32
그러나 ‘法空의 주장은 法을 거

부하기는 커녕 반대로 법을 진실로 건립한다’ 라는 和辻 박사의

표현은 극히 위험하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조에서는 진

실한 ‘空’(理, B)을 근거로 해서 ‘현상으로서의 法’(事, A)이 부정되지

않고 그대로 긍정되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和辻 박사는

“法有의 입장에서 언급되는 法의 體系가 第一義諦 즉 空의 뜻을

가진다는 것을 용수는 말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그 근거로서

용수는 자신의 독특한 공의 변증법에 의해서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변증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적인

31) Op. cit., p. 111, n. 11 : 앞의 註 20)의 佐佐木現順 譯, p. 127, 註 11)을

가리키는 것인가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daß nach der Lehre der

Śūnyavādins die dharma leer und attributlos (hō kū) sind” 라고 되어

있을 뿐이며 ‘超越的 基體의 거부’의 의미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을 직접 말하고 있다면 로젠베르그는 오히려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和辻 박사의 이해에 기초한 간단한 요약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32) 앞의 註 3)의 松本씨의 논문 제4절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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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서로 의지함’(相依)에 의해서 가능하며 따라서 無自性空인 것

을 명백히 하는 것이니 우리들은 그곳에서 중대한 두 가지의 계

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이하에서 이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3

첫째는 차별과 무차별의 변증법적 통일이다. (중략) 눈은 色에 있어

서 눈이며 色은 눈에 있어서 色이다. 양자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며 自

性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 자체는 空이다. 空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

는 것에 의해서 눈은 눈이며 色은 色일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차별이기 때문에 차별의 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차별은 곧 무

차별이며 무차별은 곧 차별이다.

이것은 ‘서로 의지함’에 의해서 空을 설명한 전형적인 예라고

말해도 좋은데 이러한 ‘서로 의지함’의 사유방식이 불교를 근본으

로부터 붕괴시키는 최악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 松本씨에 의

해서 예리하게 지적된 그대로라고
34
생각한다.

그 ‘서로 의지함’을 구체적인 예로서 보인 것이 밑줄친 부분이

다. 이것은 ‘눈은 色에 대해서 空이며 色은 눈에 대해서 空이다’라

고 바꾸어 말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라도 임

의의 두 항목을 가져오면 그들 상호간에 곧바로 空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相互空이라는 것이 空性에 대한 최악의 이해라

는 것은 佛敎思想史上에 있어서도 이미 드러난 것이다.
35

이러한 것을 차별과 무차별의 변증적 통일이라고 평가한다면

無明과 明의 양극구조를 자찬하고 있는 津田씨를 기쁘게 할 뿐이

며 現象을 그대로 ‘差別卽平等’이라고 긍정해버리는 樂天家를 득의

33) 和辻哲郞全集 第9卷, p. 473. 이 前後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지만, 같은 곳 pp. 472-474를 더불어 참조 요망.

34) 앞의 註 2)의 松本씨의 논문, pp. 449-451, p. 473 [松本大藏版, pp. 30-33,

68] 등을 참조.

35) 拙稿 空性理解の問題點 , 理想No. 610(1984年 3月), p. 61 [袴谷大藏版,
p. 50] 참조. 그리고 Shiro Matsumoto, “Laṅkāvatāra on
itaretaraśūnyatā”, 駒澤大學佛敎學部論集 第14號(1983年 10月), pp.
343-350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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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도록 할 뿐이다. 그러나 和辻 박사는 이러한 낙천적 해석을

미리 타파하고 둘째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한다.

둘째는 空이 否定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용수가 空無差別에 의해서

차별의 法을 이루는 것은 空이라는 것을 가지고 法을 근거 지우는 것

이 아니다. 空이 근저라고 하는 것은 空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法 자체

가 공해지는 것이다. 否定이 곧바로 근거지움인 것이다.

破邪卽顯正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용수가

그의 中論에서 부정하는 것은 四諦 五蘊 緣起라고 하는 正觀의 法이
며 外道의 邪法은 아니다. 그는 因도 없고 果도 없다고 하는 것에 의해

서 因緣所生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긍정의 낙천적 해석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空의 否

定性’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지만 和辻 박사의 본래의 뜻은 첫째의

相依에 있는 것이다. 空은 초월자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역시 相依

의 현실(事, A)을 지탱하는 근저로서 작용하고 있는 空의 측면(理,

B)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空이 현실의 차별을 생기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 구조를 和辻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6

空이 어떻게 하여 차별을 생기게 하는가의 문제는 용수의 변증법에

서 이미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空이란 靜的인 어떤 것은 아니고

‘비어있는 것’ 자신이다. 그렇다면 空은 그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자

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즉 空無差別은 不空卽差別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空無差別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他者에 있어서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空한 것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空은 필연적으로

또한 차별을 생기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무리 和辻 박사가 본래의 뜻을 숨기는데 교묘한 언어의 마술

사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무차별인 空(理, A)이 차별인 有(事, B)로

서 나타난다고 하는 단순한 구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36) 和辻哲郞全集 第9卷, pp. 47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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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단순한 표현으로 말하면 眞空(理, A)으로부터 妙有(事, B)가 나

타난다는 이른바 ‘眞空妙有’의 ‘本覺思想’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문

자그대로 단순한 의미에서 대승불교사상의 근간에 두고 불교를

말한 사람이 木村泰賢 박사였던 것이다.
37

따라서 교묘성과 단순성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양자의 불교이

해가 똑같은 本覺思想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명백

하며 그것이 양자의 근본적 類似를 나타내고 있는 이상 和辻 박사

를 木村泰賢에 대비시켜서 아무리 주지주의라든가 논리주의라든

가 하는 말로써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本覺思想에 심취한 後半生의 和辻 박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反주지주의이며 反논리주의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4. 今後의 과제

이상에서 단순하기는 하지만 和辻 박사의 空에 대한 이해가 本

覺思想에 기초한 구태의연한 것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本覺思想이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

해서는 松本史朗씨의 Dhātu-vāda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필자

역시 재삼 주장하여 온 것으로
38
여기에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

37) 木村泰賢全集 第6卷(大乘佛敎思想論), pp. 60-61, pp. 94-95, p. 123,
pp. 210-217, pp. 239-240, pp. 244-245, pp. 344-353, p. 471 등을 참조.

38) 앞의 註 17) 24)의 拙稿와, 같은 곳 差別事象を生み出した思想的背景に

關する私見 , 駒澤大學佛敎學部硏究紀要 第44號(1986年 3月), pp.
198-216, [袴谷大藏版, pp. 134-158] 등을 참조. 그런데 내가 松本씨의

dhātu-vāda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本覺思想’을 사용하는 것은 松本씨와 다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日本思想史의 문제로서 이것을 논의하는 경우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온 종래의 성과도 포함하고, 압도적으로 우위에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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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和辻 박사의 本覺思想的인 空의 이해
39
가 和辻

박사의 윤리학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것에 이르면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

한 山田洸씨는 和辻 윤리학의 全體系를 지탱하는 사유방식이 空의

변증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和辻 박사의 倫理學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40

‘個人은 全體性의 否定’이라는 바로 그 이유에 의해서 본질적으로는

‘전체성과 다름 아닌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否定은 곧 全體性의 자각

이다. 따라서 否定에 있어서 個人으로 된다면 그곳에는 그 개인을 부

정하고 전체성을 실현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개인의 행위란 전

체성의 회복의 운동이다. 부정은 부정의 부정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부정의 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존재가 근원적으로 부정의 운동이

라고 하는 것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부정 그 자체 즉 絶對的 否定性인

것을 말한다.

개인도 전체도 그 진상에 있어서는 空이며 그래서 그 空이 곧 絶對

的 全體性인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이유로부터 즉 공이 공인 까닭

에 부정의 운동으로서 인간존재가 전개한다. 否定의 否定은 絶對的 全

體性의 自己還歸的인 실현운동이며 그것이 바로 人倫인 것이다. 그렇기

있는 호칭을 전면부정하는 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39) 松本史朗씨는 佛敎硏究雜感 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해 5月 23日의

佛敎學會 주최의 연구발표회에서 ‘業障なにとしてか本來空ならん’이라는

구절이 포함된 단락을 내가 道元의 本覺思想批判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空思想批判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의 註 3)의 松本씨의

논문 중의 註 2)에 있어서도 그것을 명기하고 있다. 道元이 ‘業障은 空이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직접 ‘空’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道元의 비판대상에는 일관된 체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道元도 사용하지 않은 本覺思想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이다. 일본에서 풍미한 空사상으로서 本覺사상이 아닌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해서 本稿에서도 ‘本覺思想的 空’

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쪽을 택하기로 한다. 문제는 本覺思想的이지 않은

空이 印度 등에 확고히 있었을 경우의 처리의 방법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40) 和辻哲郞全集 第10卷, p. 26. 그리고 앞의 註 16)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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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人倫의 근본원리는 個人을 통해서 다시 그 全體性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래적인 絶對的 全體性의 자기실현운동인 것이

다.

위의 인용문 중에서 특히 밑줄친 부분에 보이는 사유방식은 眞

空妙有的인 本覺思想을 이야기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絶對的 全體

性이라는 眞空에 있어서 ‘否定의 운동으로서의 인간존재’(妙有)가

전개하고 그 否定의 否定으로서 ‘絶對的 全體性의 自己還歸的인 실

현운동’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비 불교에 의해서 人倫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참

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위 인용문의 첫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倫理
學 上卷이 上梓된 것은 1937年 3月에 간행된 文部省 편찬의 國
體의 本義41의 다음 달의 일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두 책의 간행
에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人倫’이라든가 ‘國體’

를 ‘本覺思想’ 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점에 기묘할 정도로

관련된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和辻 박사가 사이비 불교인 眞空妙有的 本覺思想에 기초

하여 윤리학을 구축하고 있다는 필자의 지적 이외에도 이미 山田

씨에 의해서 거의 완전하게 和辻 윤리학 비판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山田씨의 업적을 빼앗

는 것이 될 것이므로, 약간 길어지더라도 위의 인용문에도 관계있

는 山田씨의 논의
42
를 그대로 아래에 인용해 두고자 한다.

그런데 인간존재의 근본구조라는 것은 個別性은 全體性의 否定에 있

어서 그리고 全體性은 個別性의 否定에 있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성의 부정으로서의 개별성이 다시 자기를 부정하여 전체

성에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존재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것을

41) 國體の本義에 관해서는 앞의 註 17)의 拙稿 중 뒤의 것, p. 106, 115
[袴谷大藏版, p. 215, 223] 註 20) 및 拙稿 和の反佛敎性と佛敎の反戰性 ,

東洋學術硏究 第26卷 第2號(1987年 11月), pp. 106-128, [本書 pp.
275-304] 참조.

42) 앞의 註 13)의 山田씨의 저서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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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운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인간존재의 근원이 부정 그 자체 즉 絶對的 否定性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개인도 전체도 그 진상에 있어서는 空이며 그 空이 전체성

이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인가.

이 점에 관해서는 용수의 空論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보는 이

상의 이해는 곤란하다. 한걸음 양보해서 부정의 운동을 근원에 있어서

성립시키는 것을 絶對的 否定性 또는 空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은 아니라 하더라도 왜 그것이 곧 絶對的 全體性과 치환되는 것일까.

空의 변증법의 제일 큰 위험은 여기에 있다. 즉 ‘절대적 부정성’이

‘절대적 전체성’과 등치되는 것이다. 공의 변증법에 의해서 전체성에의

통로를 발견한다면 개별성과 상호부정적 관계에만 있는 것이, 즉 아직

개별성의 부정을 받지 않은 전체성이 그대로 절대적 전체성과 동일시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성의 계기는 부정된 채로 그곳에서 이미 활

동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日本倫理思想史에서 일본의 絶對者가 일체의 神들의 근원으로서

어떠한 神도 아닌 신성한 無로 파악되고 있으며, 천황의 권위도 무한

히 깊은 신비가 발현하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음으로써 ‘천황을 살아있

는 전체성의 발현자로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일 것이다.

이상에서 보여준 山田씨의 지적은 매우 정확한 것이며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眞空妙有的인 本覺思想이 ‘살아

있는 전체성의 발현자’로서 천황의 지위를 이론적으로 근거지우

는 것에 이용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和辻 박사가 倫理學 上卷을 上梓한 것이 1937年이었던 것은

앞에서 본대로이며 전쟁 중인 1942年에는 같은 책 中卷을 간행하

고 1949年 東大 퇴임 직후의 5月에는 같은 책 下卷을 간행하여

倫理學을 완결하고 있다. 日本倫理思想史는 그후의 1952年의 1
月에 上卷을, 같은 해 12月에 下卷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

에서 和辻 박사가 전쟁 전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것 없이

戰後에도 그 ‘和辻 倫理學’이라는 것을 점점 강고하게 구축하여 간

것은 山田洸씨와 같은 윤리학 전문학자에 의해서 今後에 다시 윤

리학의 문제로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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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어도 필자는 山田씨와 같은 윤리학의 입장에서의 비

판은 어렵지만 불교학을 전공하는 한사람으로서 그 방면에서의

和辻 비판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

으면 和辻 박사의 後半生에서 일거에 타락적으로 허용된 眞空妙有

的 本覺思想을 무비판적으로 불교인 것처럼 선전하는 梅原猛씨와

같은 사이비 학자
43
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梅原씨와

같은 사이비 학자 밑에 있는 사람은 금번의 ‘中澤 문제’에서도 드

러나는 바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反아카데미의 증

거로 삼으려는 정도의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山折哲雄씨와 같이

불교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逆手로 취하여

완전히 엉터리의 생각을 불교라고 떠들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

르기 때문에 주의깊게 판단해야 한다.

山折씨는 논리주의의 和辻 박사를 비판하고 木村 박사를 올려세

우고 있지만
44
만약에 山折씨가 불교의 전문가라면 木村 박사의

소박실재론과 같은 것을 불교라고 지금 다시 떠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논리주의의 和辻 박사만이 지금도 비판할 가치가 있

는 불교학의 성과인데,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논증도 없이 후퇴하

는 것은 학문적 수단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和辻 박사가 原始佛敎의 實踐哲學을 간행한 것은 1927年으로
서 저자가 38歲 되던 해였지만 이 젊음을 頂点으로하여 박사의

불교 이해도 논리주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대로이다. 그렇지만 박사 이후의 연구자가 이 책을 비판하고 앞으

로 나아가는 것 없이 여기에서 후퇴하여 버린다면, 그것은 역시

바른 불교는 아니고 和辻 박사가 말하는 ‘자연적 입장’으로 돌아가

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和辻 박사는 이 책에서 ‘붓다는 철학적 사색을 배척한 것은 아

43) 앞의 註 17)의 拙稿 뒤의 것을 시작으로 필자의 梅原비판은 많지만, 그

당시 필자가 알지 못한 梅原비판으로서 앞의 註 13)의 山田씨의 저서 pp.

149-176의 新京都學派と和辻哲郞 을 들고 싶다.

44) 앞의 註 12)의 山折씨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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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無我 五蘊 緣起 등을 진실한 철학적 문제로서 취급한 것이

다’라고 말하고,
45
이러한 불교의 올바른 사유방식에 대한 無知가

無明(avijjā)이라고 정확히 규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無明을 後期

婆羅門 철학의 마야(mayā)와 같은 의미로 끌어붙여서 쇼펜하우어

의 맹목적 의지와 동치시킨 木村 박사를 엄하게 비판한 것이다.
46

그런데 山折씨나 津田씨는 이 시점의 和辻 박사를 논리주의적이

라든가 주지주의적이라고 하여 비판하고 오히려 木村 박사적인

맹목적 의지 쪽에 해석의 재평가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47
불교가 緣起를 올바르게 아는 知性(paññā, 智慧)의 종교인

한 어떠한 논증도 없이 그 38歲의 和辻 박사로부터 후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지성의 선택을 연마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고 木村 박사적인

세계의 반동적 복권의 획책에 가담한다면, 後半生의 和辻 박사가

일본문화에의 귀환과 동시에 윤리학의 근저에 놓은 眞空妙有的 本

覺思想을 木村 박사의 세계와 함께 온존시켜 버리는 결과가 될 것

이다.

時間的인 緣起와는 완전히 반대로 천황을 살아있는 전체성의

발현자로서 위치시켜 버리는 本覺思想을 불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인정했을 때, 불교연구자 혹은 불교도라고 한다면 本覺思想을 진

45) 和辻哲郞, 原始佛敎の實踐哲學(和辻哲郞全集 第5卷과 같음), p. 97
참조.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拙稿 釋尊私觀 , 日本佛敎學會年譜
第50號(1985年 3月) pp. 19-46도 참조 요망.

46) 和辻 박사의 전게서, pp. 234-235 참조.

47) 앞의 註 12)의 논문에서 뿐만 아니라, 山折씨는 本稿를 쓰고 있는 도중인

같은 해 7月 13日(水)의 每日新聞(夕刊)에서도 文化 란에 원점을

빗나간 종교 붐(boom) 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잘 모르지만,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神)와 카오스(악마)가 같이 모여 있는

세계일 것이다. 그곳에는 종교의 원점으로 되는 濕原地帶가 가로놓여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유행하는 ‘心’신앙은 그러한 황량한 心의

內景을 살피지 않고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내게는 보인다”라고 말하여

題名의 意圖도 자기식의 이해로 꾸며가고 있다. 그러나 지성을 결여한

‘원점을 빗나간 종교 붐’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拙稿 季刊佛敎の發刊に寄せて-ふとりすぎた 佛陀 (本誌 本號)
[앞의 註 7) 참조]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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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불교인 것처럼 관습적으로 말해왔던 과거의 荷重으로부터

도망할 필요 없이 本覺思想에 토대를 둔 和辻 윤리학을 그러한 측

면에서 비판하고 척결해 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知의 앞에 行이 요청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당치도 않은 생각에 빠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知를 연마하

여 사태의 본질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비판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山田洸씨는 和辻 박사의 倫理學의 공의 변증법에 관해서 ‘용수

의 空論’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용수의 空論’

이라는 말을 오히려 ‘本覺思想的 空論’이라고 고치는 쪽이 적당하

지 않을까.

나가르주나의 空은 적어도 천황제를 보증하는 것일 수는 없으

며 반드시 知性에 의한 批判의 연속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本

稿의 처음에서 보여준 中論頌 第24章 第18頌 前半에 이어지는 後

半은 다음과 같다.
48

sā prajñaptir upādāya pratipat sāiva madhyamā //

그것은 의존적으로 假設된 것이며 그것만이 中道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비판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空’이다. 그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 없는 時間中에서 言語만에 의해서 批判을 거듭

하는 것이 ‘의존적으로 假設된 것’이다. 그 言語만에 의해서 비판

해야 할 대상을 兩者擇一로 가려내며, 결코 불분명한 타협을 허락

하지 않는 것이 ‘中道’인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식의 타협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神과 人間

의 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헤르메스(Hermes)와 동일한 語根을 가지

는 해석학(hermeneutics)도
49
和辻 박사 비판에 관련하여 문제로 삼

48) 앞의 註 6) 참조. Op. cit., p. 503, l. 11.

49) 和辻哲郞全集 第9卷(人間の學としての倫理學), pp. 168-185, 특히 p.
169를 참조. 그리고 앞의 註 13)의 山田씨의 저서, pp. 75-92의

空の辨證法と解釋學 도 참조 요망. 필자는 얼마간의 준비기간을 두고서,

和辻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도 포함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解釋學批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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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되겠지만 本稿에서 논할 수 없었던 문제와 함께 이것은 今後

의 과제로서 남겨두고 싶다.

역자 후기

이 번역은 袴谷憲昭선생의 著作인 批判佛敎(大藏出版, 1990)의 第
8章에 실린 논고를 번역한 것이다. 원제는 和辻博士における‘法’

と‘空’ 理解の問題點 이다. 저자는 山田洸씨의 윤리학적인 和辻 비

판의 견해를 빌어서 和辻哲郞 박사가 法과 空과 같은 불교학의 주

요 개념을 그의 ‘全體主義的 倫理學 體系’에 원용하고 있음을 비판

하고, 더불어서 和辻 박사의 ‘法’과 ‘空’에 대한 이해는 불교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眞空妙有的인 本覺思想에 토대를 둔 것’이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法과 空에

대한 연기론적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和辻 박사의 原始佛敎의 實踐哲學에 나타나는 주지주
의적이고 논리주의적인 불교 이해의 입장이 부당하게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욕적인 변론을 내세워서 옹호함으로써 이후의

和辻 박사가 이러한 주지주의와 논리주의에서 후퇴하고 眞空妙有

的인 本覺思想으로 타락하여 천황제를 옹호하는 데 이용당하는

전체주의적 윤리학을 건설하고 있음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더욱

강조하면서 차세대 불교학자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과 논쟁의 과정은 비단 日本의 佛敎學界와 思想

界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佛敎學과 思想史의 시

각으로 조명한다면 한국에서 佛敎와 哲學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他山之石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학계의 주된 쟁

시도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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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논쟁의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한국의 독자들

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문의 제목을 ‘法’과 ‘空’에 대한 연

기론적 이해 로 바꾸어 보았다.

이 난해한 논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대로 逐字譯만

을 하고자 하였다. 어줍짢은 意譯으로서 조금이라도 袴谷憲昭선생

의 예리한 論旨를 흐려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어렵사리 축자역을 끝내놓고 보니 袴谷憲昭선생 특유의 만연

체 일본어의 유려하고 장대한 문투는 번역된 어투로서는 도저히

그 원래의 감흥이 살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파악조차 모호

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부득이 너무 길어진 문장들은 알맞

게 나누어서 우리말 造語法에 어울리도록 손질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서 文意의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譯者의 語學的 學問

的 미숙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논문 마지막의

‘補遺’ 부분과 註에 나타나는 내용 중의 약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자들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번역문에서는 생략하였음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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