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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기주의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는 초기불교의

행위이론에는 사실상 결과주의적인 측면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초기경전에서 일반적으로 동기로 번역되는 cetana라는 용어는 궁극적

인 목표란 측면이 강한 motive라기 보다는 직접적인 목적으로서 will

이란 측면이 강하다. 또한 초기경전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들이

선한의도가 즐거운 결과를 악한의도가 괴로운 결과를 준다고 하는 이

숙(vipāka)이란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면서, 결과주의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러한 행위이론의 결과주의적인

측면은 초기경전에서 쟁점화 되지는 않았지만, 부파불교에 가면서 행

위이론의 동기주의적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주의적인 측면들을 보안하기위한 장치로서

드러나지 않는 행위(無表)가 설일체유부에 의해서 도입된다. 하지만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행위(無表)의 도입은 초기부파불교의 엄격한 자

기동일성을 강조하는 행위이론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

공하게 된다.

Ⅰ. 서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기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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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향한다”는 초기부파불

교의 행위(karman, 業)이론은 합리적이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의 지식인층 사이에서 불교가 선호되는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실상 행위이론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고 하는 윤회(saṃsāra)이

론과 함께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사상 전반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관념으로2)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도인들의 사유방식과 생활태도

를 지배하고 있다.

인도 전통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행위(se

rious action)’를 뜻하는 것으로 브라만사상(Brahmanism)에서는 '

제식행위'로 이해되었으며3) 자이나사상(Jainism)에서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총괄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paudgalika)으로4) 파

악되었다. 브라만과 자이나 전통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신체적․언

어적인 어떤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초기불교는 구체적

인 행위 이전의 의도(cetanā)를 행위로 파악하며, 이 의도가 선한

가 악한가에 따라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vipāka)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초기불교의 행위이론은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결과를 받

는 사람 사이에 자기동일성을 담보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

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는 자아(ātman) 또는 영혼(jīva)

과 같은 인격적 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아이론(anātmavāda)과

있는 모든 것들이 매순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찰나이론(kṣ

aṇika)이 불교의 교리 전반에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사실상 위기

를 맞게 된다. 와수반두의 성업론5)에서 인용된 디비야아바다
2) Halbfass(1983) p. 269: 윤회이론은 행위(karman) 이론과 결합되면서,

짜르와까(Carvakas)로 대표되는 인도 유물론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도 사유 체계에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종합적인 세계관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3) Gombrich(1996: 31).

4) Jaini(1983: 218), Lamotte(1936: 15).

5) Lamotte(1936) p. 16, 52, 105. 이 게송은 Divyāvadana에서 9차례나



나(Divyāvadāna)의 게송6)은 행위를 행한 사람(kartṛ)과 그 결과
를 받는 사람(bhoktṛ) 사이의 자기동일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위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7)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완전한 [조건]과 시간을 만나면, [그 행위의] 작자에서 결과를 낳는

다.

인도부파불교를 대표하는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설일체유부(Sar

vāstivādins)와 경량부(Sautrāntikas)의 논서류에는 이러한 무아이

론과 찰나이론이 전제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행위를 행한 사람

(kartṛ)과 그 결과를 받는 사람(bhoktṛ) 사이의 자기동일성을 확보

하여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불교의 엄

격한 행위이론을 지켜내려는 처절한 노력들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초기불

교의 행위이론에 잠재해 있었다. 그것은 주로 현대윤리학적 측면

에서 보았을 때, 결과주의적(consequentialism)인 반성을 통해 지

적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한

학파는 아쇼카왕 전후 북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형

성하기 시작하여 쿠샨시대에 국가적인 뒷받침 하에 카슈미르 지

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학체계를 확립한 설일체유부(Sarvāstiv

ādins)였으며, 이들이 의해 새롭게 도입된 이론이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 無表)이다.

계속해서 나타나며, Abhidharmakośavyākhya와 Madhyamakavṛtti에서도

인용된다.

6) Divy p. 54, 131, 141, 191, 282, 311, 504, 582, 584: na praṇaśyanti

karmāṇi kalpakoṭiśatair api, sāmagrīm prāpya kālaṃ ca phalanti khalu

dehinām.

7) Literally, 수백 겁이 지나도(kalpakoṭiśataiḥ).

Ⅱ. 행위와 의도

초기불교 행위이론의 윤리적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초기경전인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nikā

ya)에서 행위(karman)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8)

비구들이여, 의도(cetanā)를 나는 행위(kamma)라 하겠다. 먼저 의

도한 후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를 한다.

이 설명은9) 일견 보기에 구체적인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

에 선행하는 의도를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초기불교가 윤리학적

으로 보았을 때 동기주의(motivism)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추정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초기불교의 의도(cetanā)라는

것이 현대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동기(motive)와 과연 동일한 것

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굶어 죽어가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

다’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연 초기불교는 빵을 훔친다고 하

는 구체적인 행위보다 굶어 죽어가는 아기를 구하려는 의도 즉

그 행위의 동기(motive)를 중시하는 것일까? 과연 이 사람의 선한

동기가 도둑질이란 악한 결과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cetanā(思)란 용어는 의도(intention) 또는 의지작용(volition)이란

8) AN III 415: cetanāhaṃ bhikkhave kammaṃ vadāmi. cetayitvā kammaṃ

karoti kāyena cācāya manasā.

9)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의도적인 행위 (cetanā karman, 思業)

의도한 후의 행위
(cetaitvā karman, 思已業)

정신적인 행위 (manaḥkarman, 意業)

신체적인 행위 (kāyakarman, 身業)

언어적인 행위 (vākkarman, 口業)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때 이 용어는 빵을 훔치는 신체적 행위와 어느 정도

시차가 느껴지는 의도(intention) 또는 동기(motive)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빵을 훔치는 구체적인 신체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직접적

의도(will)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10). 이러한 의미에서 데미

안 키온은 동기(motive)를 궁극적인 목표(ultimate aim)로, 의도(i

ntention)를 보다 직접적인 목표(immediate goal)로 규정하고 있

다11). 따라서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기위해서 살인을 한다고 했을

때, 동기는 유산을 얻는 것이 되고 의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

다.

또한 위의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nikāya)의 행위에 대한 설

명은 초기불교 행위이론은 앞부분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행

위이론이란, 인도사상 전반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대 우빠니샤드인

브리하드아란야까(Bṛhadāraṇyaka)에서 윤회의 원동력으로서 행위

(karman)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12)

[사람은] 선한 행위에 의해 선하게 되고 악한 행위에 의해 악하게

된다.

10) 논자는 2005년 9월 2일 영국 런던 SOAS에서 있었던 제 14차

국제불교학회(XIV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에서 피터하비(Peter Harvey)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구체적인 행위와 동기(motive)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느껴지지만, 위와 같은 불교적인 행위이론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직접적인 의도(cetanā)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불교의 행위이론을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동기주의(motivism)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11) Keown(1995) p. 62.

12) BAU III 2 13: puṇyo vai puṇnyena karmaṇā bhavati, pāpaḥ pāpena iti.

Olivelle(1988) p. 80-81.

의도(cetanā)와 함께 불교적인 행위이론을 규정하는 또 다른 특

징은 다른 결과(vipākaphala, 異熟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개념

은 선한 행위를 원인으로 즐거운 결과를 받고(善因樂果) 악한 행

위를 원인으로 괴로운 결과를 받는다(惡因苦果)는 원리로 설명된

다. 이때 원인이 되는 善․惡은 도덕적인 것으로 결과로서 감정적

인 상태를 나타내는 樂․苦와는 성격이 다르다(vipāka).

따라서 이러한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는 도덕적으로 중립이 되

며(avyākṛta, 無記), 선 또는 악이 원인과 결과가 되어 끊임없이

무한소급 되는 것을 막아준다13)는 것이 불교적 행위이론의 또 다

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초기불교의 행위이론에서 보았을 때,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는 두가지 행위를 동시에 짓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4). 즉,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는 선한 의도는 그 자체

로서 정신적인 행위(意業)가 되며 미래에 그것에 상응하는 즐거운

결과를 줄 것이지만, 도둑질이란 구체적인 행위를 일으킨 악한 의

도(cetanā)는 그 자체로서 신체적인 행위(身業)가 되며 미래에 그

것에 상응하는 괴로운 결과를 준다고 각각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체적인 행위에 선행하는 선하기

나 악한 의도가 미래의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vipāka)를 일으킨다

고 하는 초기불교 행위이론의 전체적인 메카니즘은 사실상 결과

주의적인 입장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일으키

13) 만일 善因善果 惡因惡果가 되면 선한 것을 원인으로 나온 선한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 선한 결과를 낼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무한소급

되게 된다. 따라서 한번 선한 원인은 영원히 선하게 되고 한번 악한

원인은 영원히 악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14)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 의해 확립된 드러나는 행위(vijñapti)와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의 구분을 버리고 초기불교의

행위이론으로 되돌아가 경량부(Sautrāntikas)는 살인을 한다고 했을 때,

살인을 하려는 의도와 칼을 든 손을 움직이는 의도를 구분하여 전자는

정신적인 행위(意業) 후자는 신체적인 행위(身業)로 설명하고 있다.

(Lamotte(1936) pp. 26-27).



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의 메카니즘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부파불교에 와서 초기불교 행위이론의 의도(ceta

nā)를 중시하는 몇몇 측면들은 문제점들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와 경량부(Sautrāntikas)의

행위에 대한 논쟁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

다.

Ⅲ. 무표(avijñapti)와 행위이론

구체적인 신체적․언어적 행위 보다 그 행위에 선행하는 의도

(cetanā)를 중요시하는 초기불교 행위이론은 행위와 그 결과의 기

계적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을 통해 무아이론에 기인한 행위의 주

체(kartṛ)와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사람(bhoktṛ) 사이의 자기동일

성 문제를 극복하려했던 부파불교의 논사들에게 많은 문제점들을

남겨주었다. 사실상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초기불교의 신

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의 분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15),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드러나는 행

위(vijñapti, 表)와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 無表)를 도입하게

된다.

아비다르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 와수반두(Vasu

bandhu)는 설일체유부의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에 대한

여덟가지 존재증명을 소개하고 있다16). 산더슨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가지를 선택하여 The Sarvāstivāda and its Critics

라는 논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17). 초기부파불교의 윤리

15) Lamotte(1936) p. 18.

16) Poussin(1923) pp. 560-562.

17) Sanderson(1990) pp. 38-39.

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만일 드러나지 않

는 행위(avijñapti, 無表)가 없다면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시

켜 스스로는 정작 그 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다. 와수반두는 드러나지 않는 행

위의 존재증명 중의 하나로서 다음의 사례들 소개하고 있다:18)

만일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때, 몇몇

[악한] 행위들19)이 성립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명령(ājñāpan

a)이라는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vijñapti)에 있어서는 그 [악한]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에 있어서 행위가 결

과를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A가 B에게 C의 살인을 명령한 경우를 통해서 검

토해 보자. A가 B에게 살인을 명령할 때, 그는 ‘명령’이라는 언어

적 행위(口業)를 한 것이지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신체적인 행위

(身業)를 한 것은 아니다. B가 A의 명령에 따라서 C를 죽였을 때,

살인이라는 신체적인 행위(身業)는 A가 아니라 B가 한 것이 되므

로 A는 살인이라는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살인

이라는 악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행함으로 자기 자신은 행위의

과보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A는 B가 C를 실제로 살해하기 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

서 살인을 범했다고 할 수 없다. B는 A에게 살인명령을 받았을

때, 실제로 C를 살해할 수도 있고 C를 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 Akb-d pp. 581-582: akurvataś ca svayaṃ paraiḥ kārayataḥ.

karmapakṣā na sidhyeyur asatyām avijñaptau. na hy

ājñāpana-vijñapteḥ karmapakṣa upayujyate. tasya karmaṇo 'kṛtatvāt.

Cf. Poussin(1923) p. 561.

19) Poussin(1923) p. 641: 와수반두는 이러한 종류의 행위로 다음의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악의적인 말, 해로운 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다.



따라서 A는 B의 살인명령 수행여부에 따라서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때 구체적인 행위에 선행

하는 의도(cetanā)를 중요시하는 초기불교 행위이론은 C의 살해

여부라는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 행위(karman, 業)를 드러나는 행위(vijñāpti, 表)와 드러나지 않

는 행위(avijñapti, 無表)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 이들에

의하면 B가 C를 살해하는 순간에 A는 잠을 자고 있든 다른 일에

몰입해 있든 간에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 無表)를 통해서

살인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즉, A는 B에게 살인을 명령했을 때,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口表業)를 짓게 되지만 아직까지 살인

자는 아니다. B가 C를 살해했을 때, B는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행

위(身表業)를 통해서 A는 드러나지 않는 행위(無表業)를 통해서

20)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적인 행위
(manaḥkarman) 의도(cetanā, 思) 정신

신체적인 행위
(kāyakarman)

드러나는 행위 (vijñapti, 表)

물질
드러나지 않는 행위 (avijñapti, 無表)

언어적인 행위
(vākkarman)

드러나는 행위 (vijñapti, 表)

드러나지 않는 행위 (avijñapti, 無表)

살인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

apti, 無表)를 도입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행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행위의 선하거나 악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행위의 선하거나 악한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경우로 아비다르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 승려로

서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약(prātimokṣa-saṃvara)을 예로 들고 있

다21). 자신이 받은 계율을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고 있지 않건 간

에 승려는 계율을 범했을 때 파계를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끊임없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행위(無表業)

가 있어야만 한다고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주장한다.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서약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켰

고 B라는 사람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서약은 했지만 이를 엄

격하게 지키지 않았다. 이때 구체적인 서약의 실천에 선행하는 의

도(cetanā)를 중요시하는 초기불교 행위이론 만으로는 서약을 엄

격히 지킨 A와 서약을 지키지 않은 B의 차이를 반영해주지 못하

게 된다. 더욱이 순간의 유혹으로 서약을 어기고 육식을 하지만,

곧 반성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B가 주기적으로 반복

하는 경우, B는 단 한번만 서약을 한 A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덕

(puṇya)를 받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

는 이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로서 드러나지 않는 행위

(無表業)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

이 승려로서 계율을 지키겠다고 또는 체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서

약할 때, 그는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口表業)를 하게 된다. 그

리고 그가 스스로의 서약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때 마다, 그는

21) Poussin(1923) p. 562; Sanderson(1990) p. 38.



드러나지 않는 행위(無表業)를 통해서 그 공덕이 많아지거나 적어

지므로 그러한 서약의 결과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구체적인 행위에 선행하는

의도(cetanā)를 중시하는 초기불교의 입장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미래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vipāka)를 일으킨다는 전체적인 메카

니즘에 내포된 결과주의적인 반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

ti, 無表)란 것은 일종의 예외조항으로서, 행위의 주체(kartṛ)와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사람(bhoktṛ) 사이의 엄격한 자기동일성을 강

조한 초기부파불교의 행위이론이 허물어지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

공하게 된다.

Ⅳ. 행위이론의 변화

마하춘다수뜨라(Mahācundasūtra)에 의하면22), 정원(ārāma) 또

는 승원을 불교승단에 기부하는 독실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사람

은 그가 일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자고 있거나 상

관없이, 그가 받는 공덕(puṇya)은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23) 설일

체유부(Sarvāstivāda)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유익한 사용을 통

해 공덕이 결정되는 것(paribhogānvayaṃ puṇyaṃ)으로, 어떤 땅

이라든지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해당되며 단순

히 음식이나 금전을 승단에 기부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한다.

자신의 정원을 종교교단에 기부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가

22) Poussin(1923) p. 710, TD1 p. 247c.

23) Sanderson(1990) p. 39.

기부한 곳에는 불탑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좋은 목적으

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B가 기부한 곳은 동물희생제의의 장소로

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좋지 않은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된다고

하자. 비록 A와 B가 동일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독실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A의 경우 그 장소가 계속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될 때마다 그가 받는 공덕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B의 경우 그 장소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목적

으로 사용될 때 그가 받는 공덕(puṇya)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게

될 것이다.

설일체유부(Sarvāstivāda)는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행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을 공덕

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 보다 그 행위에 선행하

는 의도(cetanā)를 중요시하는 초기불교 행위이론 만으로는 설명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A가 승단에 자신의 정원

을 기부할 때, A는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口表業)를 하게 되

고, 그의 정원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마다 드러나지 않는 행

위(avijñapti, 無表)를 통해서 그가 받는 공덕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이론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이론은 승단에 기부를 한 경우 그것이 불탑 또는 승원

등의 형태로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좋게 사용될 때마다 기부한

사람이 받는 공덕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됨으로 다른 일반인보다

승단에 기부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불교

교단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의 경제적인 한 부분을 차지

하게 되었을 때, 교단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고 비대해진

교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결과적으로 행위의 주체(kartṛ)와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사람(bhoktṛ) 사이의 엄격한 자기동일성을 강조한 초

기부파불교의 행위이론이 무너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승단에 땅이라든지 건물을 기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부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

jñapti, 無表)를 통해서 좋은 공덕을 결과로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렇게 받는 공덕은 스스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

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설일체유부(Sarvāstivāda)는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

pti, 無表)를 통해서 행위의 주체(kartṛ)와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사람(bhoktṛ) 사이의 엄격한 자기동일성에 일종의 예외상황을 도

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비다르마(abhidharma)에서 대승

불교(mahāyāna)에서 발전한 타력구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계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익한 사용을 통해 공덕이 결정되는

것(paribhogānvayaṃ puṇyaṃ)의 대상이 이러한 땅이라든지 건물

에서 붓다와 보살로 대체되면서, 타력구제라는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립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어

산더슨은 The Sarvāstivāda and its Critics에서 설일체유부(Sa

rvāstivādins)의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 無表) 이론을 검토

한 후, 이들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으

로부터 의도(cetanā)를 중시하는 초기불교의 행위이론을 조용히

밀어내어 버렸다고 결론짓고 있다24). 물론 그의 주장대로 ‘공덕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위’ 등과 같은 부분에서 조금은 신비적인 측

면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불교교단이 비

대해지고 사회․경제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교단

의 경제적 안정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

는 것도 사실이다.

논자의 견해로는 초기불교의 의도(cetanā)를 중시하는 행위이론

이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서 조용히 밀려나게 된 이유는

앞에서 검토한 타인에게 살인 등을 명령하거나 계율을 지키겠다

고 서약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에 선행하는 의도(cet

an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위의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비다르마의 논사들에게 점차적으로 알

려지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행위에 선행하는 선하거나

악한 의도를 원인으로 미래에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가 만들어지

기까지의 과정들을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위이론이 가지고 있는 몇몇 결과주의적인 측면들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주의적인 반성들이 설일체유부(Sarvāsti

vādins)가 기존의 행위이론을 버리고 드러나는 행위(vijñapti)와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라는 새로운 개념을 행위이론에 도

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노력의 일종의 부작용(side effect)으로서 초기부파불교의 엄격

한 행위이론이 허물어지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신비적인 믿음이

불교의 행위이론에 들어오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24) Sanderson(1990) p. 43.



오늘날 생명복제를 지지하는 불교계의 목소리들 중에는 불교의

행위이론을 동기주의(motivism)적으로 파악하고 ‘난치병으로 죽

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배아복제 연구’를 합리화하고 지지하

려는 시도들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의 행

위이론을 동기주의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 전체적인 메카니즘이 오히려 결과주의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초기부파불교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생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일종의 살인행위

가 그 이전의 선한동기에 의해서 합리화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

다25). 위의 ‘굶어 죽어가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다’는 경우에서와 같이 한편으로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는 정신적인 행위(意業)로서 미래에 즐

거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배아의 생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악한 행위는 신체적인 행위(身業)로서

미래에 괴로운 결과를 받게 된다.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jñapti)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의

하면 살인, 도둑질, 사냥 등을 생업으로 하겠다는 의도적이고 절

제되지 못한 마음(avirati)을 먹는 순간부터 절제되지 않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드러나지 않는 행위(aviratilakṣaṇā avijñaptayaḥ)

를 통해서 이러한 살인 등을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건 간에 이

사람은 살인자 등이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한다.26)

비록 이러한 설일체유부의 이러한 엄격한 입장이 불교전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아복제와 같은 첨예한 현대적

과학적 쟁점들에 있어서 과연 불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에 대한 몇몇 실마리가 초기부파불교의 행위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Harvey(1999) p. 279.

26) Sanderson(1990) pp. 38-39, Poussin (1923) pp.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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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thical Aspect of Early Indian Buddhism in

terms of Motivism and Consequentialism: avijñapti

and its side effects.

HWANG, Soonil

Dong-guk University

It is said that the ethical aspect of karma within the

early Buddhist canon is motivational rather than

consequential. The famous passage in the Aṅguttaranikāya

saying 'Monks, I call karma as intention(cetana). Hvaing

intended one acts through the body, speech, and the mind.'

was usually quoted by those who regard the early Buddhist

concept of karma as motivism. However it only says the

very first part of the whole mechanism of karma and of its

result. Through the conception of maturation (vipāka), the

early Buddhists explain the whole mechanism of the karmic

process: the good action leads to the pleasant feeling while

the bad action leads to the unsatisfied feeling. In fact,

cetana here cannot be regarded as motivation. As Demien

Keown rightly pointed out, motive concerns the ultimate

aim of an action, while intention concerns more immediate

goal, an objective on the way to attaining an ultimate aim.

Within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there are passages

which shows some problems of the early concept of karma

in terms of motivism. For example, when A orders B to kill

C, the bad action of killing belongs not to A, the instigator,

but to B, the one who accomplished the order. A can only



be a killer when B accomplishes his order. Thus, whether A

is a killer or not depends on the result of B's action. The

case like this is many and, in such cases, the motivational

aspect of the early idea of karma cannot explain how such

instigator can be punished as a killer within the process of

action. This could be one of the reasons for the

Sarvāstivādins to introduce avijñapti, the non-manifested

action.

However, this introduction of avijñapti in the process of

karma and its result brought about an unexpected side

effect: a third party's action can influence one's own

retribution, like in the case of an instigator and a killer. As

you may aware, the early Buddhism stressed the need of a

strict self identity between the one who acts (kartṛ) and the

one who experiences the result (bhoktṛ). This strict self

identity seems to be collapsed due to the process of

avijñapti. Indeed, it opens to way to the transfer of one's

merits to others, like in the case of the mahāyāna tradition,

within the traditional sectarian Buddhist schools.

Key Words : avijJapti, karma, motivism, consequentialism,

intention, will, self identity, eth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