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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도대승불교에서 보살윤리를 최초로 정형화시킨 보살

지 를 중심으로 보살윤리의 내용과 기준을 살펴 본 것이다. 대승의 보

살계는 단순한 행위의 금지규정을 넘어 보살의 사고와 의향 등의 넓

은 의미에 있어 정신적 태도와 사회적 윤리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행위자의 의향과 대비를 수반한 선교방편이 제

시되고 있다. 나아가 자리와 이타의 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

야할 경우는 무엇인가의 기준을 보살지 의 기술을 통해 살펴보았다.

1. 들어가는 말

보살의 이념이 대승불교를 특색지우는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보살이란 bodhi-sattva의 음사로서

bodhi-sattva는 일반적으로 ‘覺有情’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 의

미는 ‘보리를 통해 특징지어지는 중생’ 또는 ‘보리를 향해 나아가

는 중생’일 것이다. 이 말의 티벳어 번역은 byang chub sems dpa

* 안성두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sdahn@geumgang.ac.kr

'로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자’의 의미이다.1) 이러

한 보살은 대승의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반야와 방편(또는 대비)을

겸비한 존재로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기술되고

있다.2) 그는 반야를 통해 제법의 무자성, 공성을 깨우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소승의 성자들처럼 열반을 향해 갈망하는 자도 아

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체지자의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삼아승기

겁에 걸쳐 대비심을 갖고 이타행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보살관념

이 출현하는 본생담과 같은 초기의 문헌들은 타인을 구제하기 위

한 보살의 무수한 영웅적인 행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초기의

대승문헌들은 이타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열반의 획득이라는 自利

만을 추구하는 소승의 성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세계의 실상에 대한 존재론적 모델이나

실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인식론적 모델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겠지

만, 어떤 점에서 대승불교도의 실제적 생활을 규제하는 보살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1) 이러한 티벳어 해석은 bodhi-sattva에 대한 해석에 부합되지만, 문제는 이

범어복합어에서 sattva(Pāli: satta)에 그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Schmithausen의 개인적 설명에 따르면 bodhi-satta < *bodhi-sakta

(“보리에 매여있는”, “보리를 향해 노력하는”)라는 중세인도방언 형태에서

잘못(?) 표준 범어화된 단어이다. 이러한 용례는 경전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팔천송 반야경 제1장에서 보살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에 보인다. 이 의미가 포기된 이유는 sakta가 가진 부정적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2) 중요한 범어술어를 티벳어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확정지은 sGra sbyor

Bam po gnyis pa(二卷本譯語釋, ed. Mie Ishikawa, 1990, p.34)에
따르면 bodhi-sattva는 Bahuvrīhi 복합어로서 “그들의 satvan(존재?)가

보리를 향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bodhi는 byang chub으로 sattva는

sems dpa' ba(“용감한 마음”) 또는 snying stobs che ba(“큰 힘을 가진

마음”)로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보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는데 한결같이 수렴되어 있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bodhisattva zhes bya ba ni bodhau satvan yeṣāṃ te bodhisattva zhes

bya ste / bodhi ni byang chub / sattva ni sems dpa' ba'am snying

stobs che ba la bya / bla na med pa'i byang chub sgrub pa la gcig tu

brtul zhing mi nur bas na byang chub sems dpa' /).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기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

승불교에서 戒의 개념은 단순히 계정혜 삼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를 넘어 수행도 전체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기 때문

이다. 즉 보살계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의 의미를

넘어 보살의 사고와 행위 전반을 특징지어주는 개념으로 발전적

으로 사용되었다. 쫑카파에 따르면 “성문에게 있어 삼학이 처음과

중간, 끝의 선법을 나타내는데 비해 보살에게 있어 계 자체가 그

모두를 포함한다.”3)

반면 초기불교에 있어서 그 윤리적 항목들은 고행주의적인 사

문전통에 따라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해탈을 추구하려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고 보인다. 물론 그러한 태도가 매우 고결

한 자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대승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불교

이래의 윤리적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면이 있었을 것이다. 우

리는 그러한 변화가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생

각하지만,4) 그럼에도 대승계를 다룰 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의 하나가 바로 수행자의 정신적 의향(āśaya)이나 태도라는 사실

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여기서 보살윤리라고 부르는 보살

계는 좁은 의미에서 윤리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이나 우주관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에서 보살의 삶의 전망이나 태도를 가리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경전에 있어 慈心(maitrī/mett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수행자들이 외딴 곳에서 홀로 수행할 때 다른 사

나운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있다.5) 스스로 모든 생

명체들에 대해 자애로운 마음을 낼 때 다른 생명체들도 그런 마

음에 감화되어 그와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관념이 그것이

다. 慈의 범어인 maitrī가 원래 mitra(친구)에서 파생되었다는 것

3) Tatz(1986) p. 16에서 재인용.

4) 여기서 대승불교의 기원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Basham(1981) 참조.

5) Schmithausen(1997b): pp. 35ff; Maithrimurthi(1999): pp. 55ff.

도 원래의 수행론적 전통에서의 그 역할을 추정케 한다. 반면 대

승보살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들에 대해 그러한 자

심을 내려고 하는 의향,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의향 자체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인다. 사무량심의 경우에 있어 자심

등을 우주 전체에로 확장시키듯이 자신의 선한(kuśala) 의향을 내

외로 확장시키는 태도가 보살윤리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보살윤리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샨티데바

일 것이다. 샨티데바는 티벳전승에 따르면 귀류중관파(Prasaṅgika

Mādhyamika)에 속하는 시인이자 철학자로서 그의 입보리행론
은 중관학파 뿐 아니라 대승불교 일반의 보살행의 원천으로서 애

송되고 있는 아름다운 시이다. 이 저작은 인도와 티벳불교에서 보

살사상의 실천과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미 달라이 라

마의 강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친숙해져 있다. 샨티데바는 이 책

에서 보살행의 근거를 두 가지 심리적 원리 위에 정립시키려고

한다. 하나는 자타의 동일성에 의거한 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자

신의 즐거움을 타인의 고통과 교환하려는 적극적 앙가주망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피하려고

원한다. 따라서 보살은 자신을 보호하듯이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고통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살은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보는 대신에 세계중심적인, 타

인중심적인 관점에서 자타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다

음 단계에서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고통과 기꺼이 교환한다. 입
보리행론에서 이것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최고
의 비밀이라고 선언되고 있다.

이러한 교환이 가능한 것도 모든 법에 정해진 자성이 없고, 공

성이기 때문이지만,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은 보살의 윤리를 바로

무자성에 입각하여 정립하는 샨티데바의 설명이다. 타인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는 윤리적 명제는 모든 고등한 종교와 철학

에 공통된 것이다. “네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



라”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처럼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초에는 자타의 동일시라는

도덕적 황금률이 근저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승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왜 자신이 타인과 동일한가의 근거에 대

한 심원한 철학적, 심리학적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있

다. 그리고 샨티데바에 있어 보살윤리의 근거는 실로 일체제법의

무자성이라는 중관학파의 핵심적 주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소박한 의문이 든다. 보살계가 단순

히 하나의 생활상의 규칙을 넘어 대승불교도의 삶의 의향을 드러

낸 것이라면, 귀류파에 속하는 샨티데바의 보살윤리와 유가행파의

보살윤리는 다른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양 학

파 사이에 사상적 차이가 인정되는 것처럼 유가행파와 중관파의

보살계는 상이한 것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티벳의 전승에 따르면 유가행파와 중

관학파의 사상적 차이는 보살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고 한다.6)

이러한 관점에 선 대표적 인물로 사캬판디타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는 세 가지 율의의 구분(sDom gsum rab dbye)에서 두 학파
가 계에 대해 상이한 윤리적 파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설명

에 따른다면 유가행파의 보살윤리는 보살지 에 나타난 보살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것이 다시 Candragomin(7세기)의 보살
계 20송(Bodhisattvasaṃvaraviṃśaka)7)과 그에 대한 Śāntarakṣit
a(寂護, 8세기)에 주석에 의해 계승된 반면에, 중관학파의 보살윤

리는 Śāntideva(寂天)의 입보리행론(Bodhicaryāvatāra)과 대승
집보살학론8)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6) Tatz(1986) p. 168.

7) Peking판 서장대장경 No. 5582. 이 짧은 게송에 대한 샨타락시타의

주석은 No. 5583에 Saṃvara-viṃśaka-vṛtti의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8) 대승집보살학론에서의 18종의 근본적 잘못(mūla-āpatti)과 관련해
보살의 윤리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공장경의 목록에서 따온
것에 보살지의 4종 중죄를 덧붙이고 다시 대방편경의 내용을 덧붙여

구성한 것으로 보살지 의 그것에 비해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그렇지만 인도불교에 있어 두 학파의 보살계의 상이성 여부는

본고에서 검토되지 못했고,9) 그것은 아마 추후의 과제가 될 것이

다. 지면상의 한계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만 인도불

교에서 대승보살계를 처음으로 확립한 보살지 의 기술을 중심으

로 보살윤리의 성격에 대해 몇 가지 점을 해명하고자 한다. 특히

무차별적인 이타성의 강조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한 보살지 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그것은 보살행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문제로서 정해진 교단 내에서 생활하는 대

승불교도들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긴급한 과제로서 보이기

때문이다.

후대에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의 유행을 통해 인도불교에서

보살지 의 영향은 축소되었지만, 불교에 있어 학파의 성립이 독

립된 계율의 확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있다.(Tatz(1986) p. 30; p. 168) 그 항목은

1. 자신을 상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2. 시기심 때문에 물질적 보시와

법시를 하지 않는 것. 3.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4. 대승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 5. 삼보에 속한 재물을 훔치는 것. 6. 삼승의 가르침을

포기하는 것. 7. 비구나 비구니를 해치는 것. 8. 오역죄의 하나를 범하는

것. 9. 전도되고 해로운 견해에 집착하는 것. 10. 도시와 삶의 공간을

파괴하는 것. 11. 심원한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설함에 의해 그들이 오해하여 단견을 일으키거나 붓다의

가르침을 허무주의적으로 간주하게 하는 것. 12. 대승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소승의 길을 구하게 하는 것. 13. 제자를 소승의 별해탈계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 14. 성문승과 연각승에 대해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것.

15. 소유와 명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고 타인의

공덕을 열등한 것으로 말하는 것. 16. 최종적인 실재성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제시하는 것. 17. 사찰에게 기증된 보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18. 수행자로부터 물질적 근거를 박탈하는 것이다.

9) 두 학파의 보살계의 이질성에 선 사캬판디타의 입장과는 달리 후기

인도의 불교철학자인 Abhayākaragupta(1084-1130)는 Tatz(1986, p. 30)의

지적에 따르면 대승집보살학론에서의 18종의 근본적 잘못은 근본적으로
보살지의 4종의 근본적인 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Ratnākara-

śānti(11세기)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 서 있다.



보살지 계품 의 성립을 통해 비로소 대승불교가 독립된 승단을

가진 학파로서 존속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 영향사적 관점에

서 볼 때에도 보살지 에서의 보살계의 설명은 중국불교에서의

보살계의 확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보살지 에 나

타난 대승의 보살윤리에 대한 전반적 검토는 현금의 한국불교계

의 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인다.

2. 보살지 에서 제시된 계의 항목

보살계는 인도불교사상사에 있어 보살지 계품 에서 처음으

로 체계화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승보살도를 핵심으로 하는 대승

학파가 불교승가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戒壇으로서 확립될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보살지 는 세 번 한역되었는데, 유가사지론
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립된 경전으로 유통되었다.

(1) 菩薩善戒經 9권, Guṇabhadra (求那跋多羅) CE 341년
(2) 菩薩地持經 10권, Dharmarakṣa (曇無懺) CE 418년
(3) 유가사지론 내 菩薩地 , 玄奘 CE 648년

보살지 10)와 섭대승론11)에서 一切戒는 律儀戒와 攝善法戒

및 饒益有情戒의 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율의계는 別解

脫戒로서 다른 두 가지의 계의 기초가 되며, 다른 두 계는 그것을

대승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다. 별해탈계가 주로 부정이나 금지

의 방식으로 계를 규정하는데 비해, 다른 두 계는 긍정적 방식으

로 보살의 행동방식과 의향을 규정짓고 있다. 즉 초기불교의 별해

10) BoBh(D) 96, 8ff (T 30: 511a14ff).

11) T 31: 146b11ff.

탈계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최고의 목적에 전념하는 수행자가 승가

의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섭선

법계에서 대보리의 증득을 위해 모든 선법을 모으는 것이다. 여기

서 선법이란 주로 6바라밀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익유정계는 대승

보살이 다른 중생의 행복을 위해 병자를 구하고 방편으로서 도움

을 주는 등의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

다.

여기서 요익유정이란 단순히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타적인 정신적 태도를 넘어 실질적인 면에서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도 포함하고 있다. 보살지 는 이를 11

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병자를 돌보는 것, 세간적이고

출세간적 목표에 대해 올바르게 설하는 것, 받은 것을 알고 은혜

를 갚으려는 자세, 맹수나 왕, 도둑, 물과 불로부터 타인을 보호하

는 일, 불행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보시하는

일, 자애를 갖고 제자를 이끌고 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 타인의 요구에 응하는 일, 타인의 좋은 특성을 칭찬하는 일,

불선한 일을 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선한 일을 버리고 그들을

선한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연민심을 갖고 꾸짖고 처벌하

고 추방하는 것, 불선한 일의 결과로서 지옥 등을 신통력을 갖고

보여주는 일이다.12) 이와 같이 요익중생계의 항목은 중생을 구제

하겠다는 정신적 의향뿐 아니라 사회적 이타행의 항목들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살이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보살의 윤리를 처음으로 정형화시켜 규정해

놓은 보살지 계품 에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계의 항목들

은 4종의 무거운 잘못(他勝處法, pārājayikasthānīya-dharma)과 4

3종의 가벼운 잘못(違犯, āpatti)13)으로 분류되어 열거되고 있다.

12) BoBh(D) 97, 9ff. (T 30: 511b13ff).

13) 이들 항목들의 수와 순서는 판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열거되고 있다.



4종의 무거운 잘못을 요약해서 제시하면14)

(1) 이익과 명성을 탐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

(2)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인색함 때문에 곤궁하고 의지할 바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보시하지 않는 것과 가르침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배우고자 청하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것.

(3) 분노에 차 있을 때 거친 말을 할 뿐 아니라 손이나 발, 진흙덩

어리와 칼, 몽둥이를 갖고 중생을 상하게 하며, 속으로 강한 분노의 생

각을 품고 타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는 것.

(4) 보살장을 부정하고 사이비 정법을 세워 이 사이비 가르침을 스

스로 믿고 타인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 무거운 잘못은 보살의 서원과 어긋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차례대로 별해탈계의 네 가지 바라이죄(pārājik

a)에 대응한다.15) 즉 (1)은 사음에 대응하고, (2)는 도둑질에 해당

되고, (3)은 살생에 해당되고, (4)는 획득하지 않은 정신적 성취를

얻었다고 뽐내는 것과 대응한다. 그렇지만 이들 보살계의 무거운

죄의 항목들은 별해탈계의 바라이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별해탈계의 경우 바라이죄를 한번 범했다면 비구는 승

단으로부터 추방되어 금생 중에는 다시 불교승단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다. 반면 대승보살의 경우 비록 한 순간 이들 중죄

중의 하나를 범했다고 해도, 그가 보리심을 완전히 끊지 않는 한,

그리하여 이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한, 다시 보살계를

범본 BoBh와 보살지 에서는 43종의 犯事가 열거되고 있지만,

보살지지경에서는 42종이 열거되며, 보살선계경에서는 48종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Tatz(1986) 66ff는 보살계에 대한 쫑카파의 해석에

따라 이를 41종으로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14) BoBh(D) 108, 12-25 (T 30: 515b21-c6).

15) 바라이죄와의 대응은 Samudramegha(8세기)의 해석으로 쫑카파에 의해

채택되었다. Tatz(1986) p. 157 참조. Samudramegha의 저술은

Bodhisattvabhūmi-Vyākhyā (Peking No. 5548)를 가리킨다.

받아 서원을 세운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16)

반면 가벼운 잘못은 선법을 계발하지 못하거나 중생들의 행복

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보살지 는 43종의 잘못된 행위

를 열거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행위가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는 죄가 되지 않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17)

(1) 불법승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지 않는 것.

(2) 큰 욕심과 만족하지 못함을 통해, 이익 및 공경 등에 대해 탐착

하는 것.

(3) 함께 법을 구하는 연장자와 덕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는 것.

(4) 타인으로부터 의복 등의 생활용품 등을 요청받았을 때 교만심

에 빠져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5) 타인의 면전에서 보석 등의 보물을 얻을 경우 이를 받지 않는 것.

(6) 가르침을 구하는 타인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것.

(7) 포악하고 계를 법한 중생에 대해 무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무시하게 하는 것.

(8) 별해탈계에서 타인을 보호하고 또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 정해

놓은 항목들은 성문들과 공통적으로 지킨다. 그렇지만 별해탈계에서

16) BoBh(D) 124, 10ff (T 30: 521a19ff); BoBh(D) 95, 11ff(T 30: 510c14ff).

여기서 보살의 自性戒(svabhāva-śīla)는 네 가지 특성에 의해 결합되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는데, 즉 ① 타인으로부터 올바로 [계를] 받고, ②

극히 청정한 의향을 갖고, ③ 범한 후에 다시 청정해지고, ④ 주의력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세 번째 특성에 의해 보살이

설사 계를 범했다고 해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또 그 잘못에 대해

참회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발심에 대해서도 동일한

회복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회복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긍정이야말로 대승불교의 가장 큰 정신적 태도의 하나라고 보인다.

이러한 것은 종성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유가행파의 5종 종성론을 하나의 확정적인 선천적인 범주로서,

따라서 불변하는 것으로서 해석하는 후대 중국불교계의 입장은

보살지 의 유연한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여 질 수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17) BoBh(D) 109, 21ff (T 30: 516a6-521a11).



작은 이익이나 사업, 덜 방해받고 주하는 일에 관해서 죄가 된다고 정

해놓은 사항들은 성문들과 공통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9) 보살이 선교방편을 갖고 본성적으로 죄에 속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큰 공덕이 된다.18)

(10) 5종의 잘못된 생활방식(邪命)에 탐닉해 수치심이 없는 것.

(11) 흥분에 빠져 산란하여 적정을 즐겨하지 않고 유희를 즐기는 것.

(12) 보살은 삼아증기겁 동안 윤회생사하면서 대보리를 구해야 하

기에 열반을 즐겨해서는 안되고 열반에 대해 거부해야 하며 번뇌와

수번뇌에 대해 두려워하여 단멸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

(13) 불신을 초래하는 악담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 것.

(14) 강력한 노력이 중생들에게 이익됨을 보지만 심적 우울함 때문

에 그러한 노력을 행하지 않는 것.

(15) 타인들에게 모욕당했을 때 똑같이 모욕하고, 맞았을 때 때리는

것으로 앙갚음하는 것.

(16) 타인에게 잘못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의해 손해가 일어났을

때 상응하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

(17) 타인이 잘못을 행하고 사과하러 왔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

는 것.

(18) 타인에 대해 분노의 의향을 가지는 것.

(19) 공양하는 일에 탐착하여 애욕을 갖고 대중을 통솔하는 것.

(20) 게으름에 빠져 때를 가리지 않고 잠자기 좋아하고 눕기 좋아

하는 것.

(21) 염착심을 갖고 세상사를 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22) 심을 적정케 하고자 바라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청하지 않는 것.

(23) 이미 일어난 탐욕의 장애(蓋)를 받아들여 그것을 조복하지 않

는 것.

(24) 4선정에 탐닉하여 그것에 대해 장점을 보는 것.

(25) 보살은 성문과 상응하는 법을 듣지도 말고 수지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26) 보살장이 존재할 때 보살장에 연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성문

18) 예로서 살, 도, 음, 망어, 악구, 양설, 기어의 7종의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항목은 보살지지경에는 빠져 있어 보살지지경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의 형식으로 보아도 다른 항목의

기술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장에 연구노력을 기울이는 것.

(27) 불설이 존재할 때 불설에 연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비불교도

와 세속적 논서에 연구노력을 기울이는 것.

(28) 보살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비불교도와 세속적 논서

에 익숙하며 기쁜 모습으로 즐겁게 연구하는 것.

(29) 보살장에 관해 심원한 요점들을 들은 후에 그 요점들과 그 의

미 및 불보살들의 신통력에 관해 깊이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것.

(30) 염오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타인

을 깎아내리는 것.

(31) 자만심에 압도되어 정법의 청문과 논의와 결택을 가서 듣고자

하지 않는 것.

(32) 법사를 의도해서 경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단지 문자에 의지

하고 의미에 의지하지 않는 것.

(33) 중생들의 일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조력하지 않는 것.

(34) 중병에 걸린 중생을 만났을 때 봉사와 존경을 하지 않는 것.

(35) 현세와 내세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지 않게 행하는 중생을 본

후에 올바른 도리를 설하지 않는 것.

(36) 도움을 받은 중생에 대해 은혜를 갚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것.

(37) 친척과 재산이 상실된 고통받는 중생들의 비탄을 어루만져 주

지 않는 것.

(38) 음식 등의 생활필수품을 구하는 자가 왔을 때 그것들을 주지

않는 것.

(39) 그룹을 이끌고 있을 때 수시로 올바로 가르치고 지도하지 않

는 것. 물건이 궁핍하지만, 신심있는 바라문과 거사들의 앞에서 여법

하게 의복과 음식 등을 공급하지 않는 것.

(40) 증오심을 품고 다른 중생들을 위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41) 타인의 진실한 공덕과 아름다운 모습, 바른 행위를 현양하지

않는 것.

(42) 꾸짖어야 할 중생이나 벌해야할 일을 한 중생들을 꾸짖지 않

고 벌하지 않는 것.

(43) 마땅히 두려움에 떨어야할 중생들이나 또 인도되어야할 중생

들이 믿음을 통해 보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양한 신통력과 위신

력을 구비한 보살이 그들에게 공포를 주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는

것이다.



3. 보살지 의 <가벼운 잘못> 중 항목 9의 분석

현장역에 따른 43종의 잘못 중에서 제9 항목이 보살지지경의
서술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후대에 편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사실 내용과 형식면으로 볼 때에 이 항목은 다

른 항목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술방식에 있어

다른 항목들은 염오된 마음으로 행한 죄와 염오되지 않은 마음으

로 행한 죄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 항목에

는 그 구분이 보이지 않으며, 또 내용면에서도 여기서는 다른 경

전의 설명을 전제하고 있는 예가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이 항목이 분명 후대에 삽입되었을 것이라는 방증일 것이다. 그렇

다면 이 항목이 삽입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 문

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항목에서 제시되고 있는 7종의 경

우를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비록 그것이 본질적으로 죄를 수반한 행위(sāvadya)라고 해도 보

살은 그러한 형태의 선교방편(upāya-kauśalya)에 의해 그 [죄를] 행한

다. 그럼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

다.”19)

여기서 죄를 수반한 행위는 살, 도, 음, 망어, 악구, 양설, 기어의

7종 죄로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선교방편에 의해 이타적 목

적으로 행해졌을 경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공덕

을 낳는다고 설한다. 여기서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살, 도,

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보살지 의 설명을 도식화하여 설명해 보자.20)

19) BoBh(D) 113, 18f. (T 30: 517b6ff): asti kiñcit prakṛtisāvadyam api yad

bodhisattvas tadrūpeṇopāyakauśalyena samudācarati yenānāpattikaś ca

bhavati bahu ca puṇyaṃ prasūyate /.

일반적 죄 살인 도둑질 음행

상황

* 도적이 많은 사람

또는 성문, 연각,

보살 등을 죽이려고

하거나 무간업을

지으려고 함.

* 왕의 높은 대신이

자비심 없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 도적이 타인의

재물이나 승가와

탑의 물건을

훔치려고 함.

* 사원의 관리자가

승가와 탑의 물건을

훔쳐 즐기고자 함.

음욕을 품은 여인이

非梵行을 하고자

함.

보살의

의향과

그 결과

* 도적을 죽여 그

대신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받고자 비심을 갖고

살해.

* 그에 대한

자비심으로 그를

폐하거나 직위에서

축출.

* 도둑질한 물건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다시 빼앗아 그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줌.

* 잘못된 업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애민심을

갖고 그를

직위로부터 축출함.

재가보살은

증오심을

누그러뜨리고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해 비심을 갖고

음욕행을 함. 단

출가보살의 경우

비범행은 금지됨.

훼범 여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덕을

낳음

같음 같음

위의 도표에서 예시한 세 가지 상황은 결코 일반적 의미에서나

율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벼운 죄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다. 살생

의 경우나 음욕의 경우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중한 죄

에 해당되지만 동기론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결과는 가벼운 것으

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불교윤리의 특색이라고 불리

는 동기론적 윤리학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일단 동기론적 윤리학

이 가진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개소의 설명방식은 보살지

의 온건한 설명방식과 잘 화합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초기 대승의

극단적 형태의 보살의 이상을 채택한 느낌이 든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불전문학에서 상용되는 하나의 극단적인

20) BoBh(D) 113, 19-114, 23 (T 30: 517b8-c11).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살생과 도둑질의 경우 재가보

살과 출가보살의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 집단에 허용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음욕행의 경우 아직 출가

보살에게 있어 명백히 비범행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율장의 금지조항이나 승려=梵行者라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이 상

존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은 이 항목의 도입부에

서 언급된 보살의 선교방편이라고 보인다. 선교방편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한다면 설사 그 행위 자체는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타

적인 동기론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그 행위는 상찬되게 된다는

것이다. 예문에서 제시한 보살의 의향이 동기론적 이타성을 말하

며 자비심을 갖고 죽이는 등의 행위가 선교방편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지 에 있어 이러한 선교방편에 의한 보살행위의

정당성 확보는 어디에서 수용한 것인가? 보살지가 함축하고 있는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 그 정확한 출전은 제시할 수 없지만 적어

도 살생의 경우와 관련된 첫 번째 기술은 도입부의 선교방편이란

단어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분명 大方便經에서의 비유를 전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하 이 경에서의 살생의 경우의 예를 보자.

4. 보살의 행위와 선교방편

大方便經의 티벳역 경전21)은 ‘大悲’라고 불리는, 붓다의 전생
보살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22) 그는 배의 선장으로서 오백인의

21) Upāyakauśalyanāma mahāyānasūtra (Derge mDo Za 283b2ff; Peking,

Zhu 298b3ff). 이 경은 285년 돈황에서 한역된 이래 여러 차례

한역되었고,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많이 보인다. 이 경의 여러 번역본에

대해서는 Tatz(1994) pp. 16 이하 참조.

상인을 운송하고 있었다. 어느 날 천신이 그에게 한 상인이 실은

도둑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자 한다

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때 그는 도둑으로 하여금 살생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는 억겁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반면 만일

그가 다른 상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고 따라서 살생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리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도둑과 상인들을 위해 자신

이 살생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도둑을 죽였다. 따라서 그의 대

비심과 선교방편에 의해 그 자신은 지옥의 고통을 받았지만 도둑

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극화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초기불교의 수행

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다면 그의 선택은 매우 달랐을 것이라

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성자의 평정심(捨)을 갖고

그는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업보를 초연하게 지켜보았을 것이며,

어떤 경우든 스스로 살생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

승보살은 이 갈등상황 속에서 이타를 선택하고 스스로 살생이라

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 살생의 죄로 인해 스스로는 지옥에 떨어

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도둑에 대한 자비심으로 인해

그를 죽이는 것이다.23) 물론 이것은 대승불교가 폭력을 무한정하

22) 이하 인용은 Tatz(1994) pp. 73-74의 축약 인용이다.

23) 보살의 이타적 살생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는 대승열반경(T 12:
434b26-c7)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대승경전을

수지독송하게 만들 수 있을 경우 또 그를 무상정등각으로 이끌 경우

파계가 허용되고 있다. 여기서 파계는 그로 하여금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 비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그를 죽인다는 뜻을

갖고 있다. 즉 그를 죽여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보살의 ‘자비로운’ 의향이 설해지고 있다.

그 경우 보살에게는 전혀 죄가 없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비심에 근거한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정도의 제한은 필요할 것이며(Harvey(2000) p. 137 참조), 호법적인

맥락에서라고 하더라도 과연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



게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폭력의 허용은 하나의 예외적인 갈등

상황에서 매우 엄격한 이타적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갈등상황은 이미 보살행의 성립 초기에 있어서도 예견되

고 있었다. 이 경은 살생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극화시킴에 의해

이런 갈등적 상황에 처했을 때의 능숙한 방편의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편의 지나친 강조가 갖는 위험은 별도의 설명으

로 미루더라도 여기서는 이러한 방편의 사용에 대한 능숙함이 보

살의 실존적 상황에서 부딪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

시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교방

편이 반야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

고,24) 이런 점에서 방편이 반야와 더불어 대승의 두 기둥이라는

대승불교의 선언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할 것이다.

5. 보살윤리에 있어 자리와 이타의 위계성

보살의 윤리에서 기본적으로 自利보다는 이타적 측면에 중점이

놓여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와 이타가

대립하는 상황에 부딪쳤을 경우이다. 초기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자신의 깨달음이라는 自利는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그

러나 대방편경의 대비보살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승보살의 이상은

전적인 이타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실존적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보살의 이타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도 물론 일반적인 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4) Pagel(1995) pp. 258 이하 참조.

살윤리의 성격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타적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그 이타성은 반드시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절대적 명령은 아니었다. 이것이 다른 가치, 예를 들어 자신의 깨

달음이라는 불교 고유의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 어떤 한정이 필요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살윤리를 위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게 되었다.

보살지 는 먼저 自利와 利他를 구분하면서, 보살은 원칙론적으

로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25) 이

러한 절제된 입장은 보살지 의 전형적인 태도로 보인다. 초기의

본생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이상은 구
체적인 승려의 행위를 위한 규범을 제공하는 보살지 의 입장에

서 볼 때 완화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또한 교단으로서의

대승의 성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즉 아란야에서 홀

로 수행하는 독립된 수행자로서가 아니라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승단에 소속된 보살로서 고려해야할 규칙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교단의 성립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승의 보살에게 어느 정도 제한

된 절제된 이타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더욱 전통적인

별해탈계를 포섭하고 있는 보살계에 있어 일반적인 의미에서 깨

달음이라는 자리 없이 이타적 행위는 완성될 수 없는 것으로 간

주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승단에서 생활하는 보살에게 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대

립적인 윤리적 갈등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선택받을 경우 대승의 일반적인 이타성에

입각하여 자리를 포기하고 이타성에 우선하도록 획일적으로 제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보

살지 는 이러한 여러 갈등상황을 가정하여 그 경우 보살이 선택

해야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즐거움(sukha)과 이익

25) 이것은 BoBh(D) 15, 15ff에서 설해지고 있다. 여기서 이타를 배제한

자리나 또는 자리를 배제한 이타 모두 제거되어야 할 태도로서 부정되고

있다.



(hita), 원인에 포섭된 것과 결과에 포섭된 것, 현세와 관련된 것과

내세와 관련된 것, 궁극적인 것과 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네

쌍의 개념을 분석하고 있다.26)

그 중에서 즐거움과 이익은 항시 동일한 외연을 갖고 있지 않

다. 왜냐하면 즐거운 것은 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로

울 수 있기 때문이며, 반면 이로운 것은 처음에는 괴로운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살지 는 이런 상황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

째 현세에는 즐겁지만 내세에 고를 초래하는 것. 둘째 현세에는

괴롭지만 내세에 즐거움을 초래하는 것, 셋째 현세에도 즐겁고 내

세에도 고를 초래하는 것, 넷째 현세에도 괴롭고 내세에도 괴로움

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살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당장은 괴롭지만 내생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살의 어떤 행동기준은

현세의 즐거움보다는 그것이 후에 어떤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기준점은 어떤 행동이 이익되는 경우라 하더라

도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와 관련된다. 즉 어떤 행동의 목적이

현세적으로 향하고 내세로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내세에 행하

고 있지만 현세에 향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내세와 현세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그 양자의 어디에도 향하고 있지 않은 경

우이다.27) 마지막 경우는 출세간적 목표로서 이해되는 반면 다른

세 경우는 세간적인 목표로서 간주된다. 여기서 열반과 같은 궁극

적인 목적이 최종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출세간적 목표로서, 즉 열반이나 해탈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최종적 가치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어떤 행

26) 자리이타품 (BoBh(D) 15, 15ff)에서 자리와 이타는 10종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섯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kevala, para-

saṃbaddha; hitānvaya, sukhānvaya; hetusaṃgṛhīta, phalasaṃgṛhīta;

aihika, āmutrika; ātyantika, anātyantika 이다.

27) BoBh(D) 17, 3-5: asti bodhisattvasya svaparārtha ihahito nāmutra /

asty amutra neha / asty amutra caiha ca / asti naivāmutra nehahitaḥ /.

위의 위계성을 제시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자리 < 이타

(2) 즐거움 < 이익

(3) 현생에 관련된 것 < 내생에 관련된 것 < 열반 또는 해탈과 관

련된 것

이러한 원칙론적 기술은 보살지 의 다른 개소에서 구체적 경

우에 적용되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계품 의 ‘一切戒’ 항목

에서 戒 개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계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계는 자신을 절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신적 수행의 근본

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또한 다른 중생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행

동해야 한다는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의 조직을 통

해 보살지 는 전통적인 별해탈계와 비교해 보살을 위한 별해탈

계를 새롭게 해석, 제시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근본적인 잘못과 43

종의 부차적인 잘못으로 열거되고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행동은 잘못이 되고 어떤 것은 잘못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함에

있어 보살행의 위계적 성격은 뚜렷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어떤 행

동의 성격이 행동의 동기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는 불교의 동기주

의적 윤리설의 측면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아래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자.

전통적인 별해탈계의 경우 계의 각각의 항목이 갖는 중심적 기

능은 승가의 평화와 화합, 정신적 수행을 위한 조건의 확보에 있

을 것이다. 전통적 항목들 중에서 보살지 는 사회와 재가집단에

대해 승원의 위엄과 안녕을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는 이를 보존하

라고 권한다. 반면 세존께서 승려들의 수행을 위해 세속적인 분주

함이나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해 놓은 항목들은 적극

적인 이타행을 위해 폐기된다. 예를 들어 재가집단으로부터 적극

적으로 옷이나 그릇, 돈과 은 등의 보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전통



적 성문들의 별해탈계에서는 금지되었지만, 보살들이 타인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며, 오히려 적극적

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것은 보살에게 있어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보다 높은 등급이 매겨졌기 때문

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타행의 수준이 적어도 자리행과 동

등한 차원을 향하고 있을 경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갈등적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

이 해결될 수 있지만, 보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잘못

이 되고 어떤 것이 잘못이 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보살지 는 보살이 타인에게 도움주기를 거절하는 경우

생겨나는 긴장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예를 든다.28)

첫 번째로 만일 보살이 증오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했을 경우

그것은 염오된 잘못(kliṣṭā āpatti)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단순

한 부주의나 게으름 때문에 도움을 거절했을 경우 가벼운, 염오되

지 않은 잘못(akliṣṭā āpatti)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도움을 거

절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 되지 않는(anāpatti) 경우가 있다. 우리

의 관심에서 볼 때 이 설명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우리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만일

도움의 요청이 요청하는 사람 자신에게 불이익과 잘못된 업과를

초래할 경우, 둘째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요청자를 오히려 不善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경우, 셋째 보살이 긴급한 자신의 수행

에 몰두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

태를 피하기 위해서 보살이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앞의 두 가지 ‘잘못’은 자체적으로는 명백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 번째 잘못이 되지 않는 경우의 네 가지 예들은 각각 함축적으

로나 문맥상으로 수행상의 위계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28) 43종의 가벼운 잘못 중에서 제9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소에서

이들 잘못이 어느 경우에 염오된 잘못이 되며, 어느 경우에 염오되지

않은 잘못이 되며, 어느 경우에 전혀 잘못이 없는지를 BoBh(D) 109, 23ff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있다. 그 중에서 앞의 두 예들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현금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살의 선교방편의 능

력이 보다 요구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존적 상황 속에서 과연 어

느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결

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세 번째 예는 타인의 세속적 관심이 자신의 궁극적인 해

탈이라는 목적과 충돌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살이

해탈이라는 自利를 위해 보다 낮은 가치를 갖는 타인의 세간적 관

심을 거절한다고 해도 보살의 이타성을 손상하는 것이 아님을 말

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3종의 위계성 중에서 세간적

관심보다 출세간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번째 예는 전적으로 양적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몇몇 사람

에게 도움을 거절함에 의해 그들의 분노를 사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살의 윤리로

서 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수의 행복과 이익이 한 사람

의 행복과 이익에 우선한다는 공리주의적 윤리설의 입장은 여기

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경우에도 양

방의 이익이 적어도 동등한 차원에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의 이

익이 높은 위계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6. 요약과 맺는 말

대승의 윤리가 소승불교의 그것에 비해 다른 점이 이타성에 대

한 강한 강조에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

으로 대승불교에서 계의 외연이 확장되었다는 것도 대승의 계, 즉

대승의 윤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승의 계율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보다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보살계가 처음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등장했던 보

살지 에서의 대승계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단사적으로 대승의 교단으로서의 성립이 독립한 계율

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졸고에서

는 보살지 계품 에서의 4종의 무거운 잘못과 43종의 가벼운

잘못을 중심으로 보살윤리의 규정을 먼저 간단히 스케치했다. 초

기의 별해탈계의 각 항목이 규제적 상황이 생겨났을 경우 추가되

었듯이 보살지 의 보살계의 각 항목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43종의 가벼운 잘못 중에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

이는 제9번째 항목에 나타난 살인과 도둑질, 음욕의 경우를 고찰

해 보았다. 그 각각의 경우가 어떤 경전의 예를 염두에 두고 서술

되었는지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살인의 경우의 첫 번째 예

는 대방편경에서의 대비보살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대비의 의

향(āśaya)과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비를 적용시킬 수 있

는 선교방편의 능력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대승불교에 있어

살인과 폭력의 허용이라는 핵심적인 윤리적 문제가 의식되고 있

음을 보게 된다. 대승불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답변은 대

승경전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인다. 그러나 보살지 의 기술은

초기대승이나 후대 밀교에서와 같은 극단적 입장을 회피하면서

매우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

는 아마 당시 대승교단이 성립 초기에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살지 의 보살윤리에 있어 자리와 이타의 위계성

의 기준을 논의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행자에게

매 순간 자리와 이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승

보살로서 일반적 경우에 이타성이 우선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러한 이타의 우선성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

에는 없을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작고 하찮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경우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무상정등각과 같은 자신의 가장

고귀한 목표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은 일반적 경우 그다지 바람직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보살

지 는 여러 가치론적 범주들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즐거움’

(sukha)과 ‘이익’(hita)이라는 한 쌍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현세

와 내세, 궁극적 목표와 관련시킴에 의해 무엇이 보살에게 있어

우선되어야 하는가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위

에서 언급한 43종의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타

인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긴급한 수행 때문

이라면 그것은 전혀 염오되지 않은 행위라고 설명되고 있는 등이

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승윤리의 기준의 필요성이 보살지 에서

의식되고 있고 나름대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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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riterion of the

Bodhisattva-Ethics in the Bodhisattvabhūmi

Ahn, sung doo

Researcher, Geumgang University

It is well known that the Bodhisattva-ethics, which lay so m

uch importance on the compassion toward all the living being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y Buddhism, which stresses, a

bove all, on the self-realization. This so called Bodhisattva-ethi

cs not only comprises the traditional form of behaviour codes

(prātimokṣa-sūtra), but also enlarges its scope to the spiritual a

chievement. In the historical context it is important for the prop

er understanding of the Bodhisattva-ethics to have in mind tha

t the mahāyāna-ethics is formed for the first time in the Śīla-c

hapter of the Bodhisattvabhūmi of the Yogācārabhūmi, which h

ave in India and China exercised much influences during the ti

m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lies (1) in the sketch of the co

des of the Bodhisattva-ethics described in that chapter as consi

sting of four main 'defeat' (pārājayikasthānīya-dharma) and 43

minor 'misdeed' (āpatti), (2) in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n

inth 'misdeed' among the āpattis.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aspects of killing, thieving and violating the bramacarya rule, I

examine the example of the killing, which seems at a certain d

egree to represent a story of the Captain 'Mahākaruṇa', who o

ut of compassion killed the thieve who had the intention to kill



500 merchants and thereby depriving their goods. Mahākaruṇa,

knowing his intention by the hint of the gods, had to confronte

d the moral dilemma: if the evil one kills the 500 merchant, the

n he inevitably goes to the hell and experiences everlasting suf

ferings; on the other hand, if the captain informs 500 merchants

of his evil intention, then the merchants would kill him and the

reby falling to the hell on their side. So Captain 'Mahākaruṇa'

decides that he himself kills the evil one to save the evil one fr

om doing an unfavorable actions resulting in the future rebirth

in the hell. In this regard Bodhisattvabhūmi speaks of the impo

rtance of the Intention (āśaya) and skill in means (upāya-kauśa

lya).

At the last point I discus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B

odhisattva-ethics. I think,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e tension

between 'benefiting oneself' (svārtha) and 'benefiting others'

(parārtha). It is useless to say that in the Mahāyāna there gove

rns overemphasis on the latter aspect, as is shown by the famo

us stories of Jātaka. But in the monastic living there should be

some restrictions on the part of overriding parārtha, for exampl

e, it seems to be wholly untenable to give up one's striving to

ward the highest perfection in behalf of a trifle desire of other l

iving beings. In this regards some passages of the Bodhisattva

bhūmi affords the distinctions between two concepts, such as pl

easure (sukha) and spiritual gain (hita), worldly desire and ulti

mate concern, concern for this worldly purpose and for other w

orldly purpose etc. By these concepts Bodhisattvabhūmi could g

ive some useful guidelines, which function very well in the pra

ctical purpose of the monastic daily life.

Keywords : bodhisattvabhUmi, monastic code

(prAtimokSa-sUtra), bodhisattva-ethics, svArtha,

parArtha, sukha, hita, Intention (Azaya), skill in

means (upAya-kauzal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