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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성리학)와 불교(선종)의 기본 전제들과 윤리 및 그 구체적 실

천 방법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첫째, 성리학의 太極論,

理氣論으로 부터의 本然之性과 불교의 如來藏의 개념은 우주 생성과

변화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서로 비슷하다. 둘째로 성리학의 학문

적 목표는 군자, 존심양성, 천인합일 등이며, 이는 인욕을 제거하는 居

敬窮理의 수양을 통해 가능하다. 불교 또한 見性成佛을 목표로 하나,

일상생활에서의 자비 실천과 계율 지키기, 인욕을 없애는 가운데 본심

을 찾고 번뇌에서 벗어나기 등이 강조되는데 이는 戒定慧를 통한 수

행을 통해 가능하다.

성리학과 불교의 회통가능성은 공맹의 선진유가와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인 본원불교 사이에서 그 가능성은 더 커 보인다. 이 둘의 윤리

는 仁과 慈悲를 기본으로 하여,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간과 인

간 사이에서의 윤리를 강조하는 萬物一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 볼 수 있다.

Ⅰ. 서론

유가와 불교 윤리 사이의 논쟁과 회통에 관한 논의는 먼 과거

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사상사에서 보면 우선 여말선초 배불

성리학자들에 의한 불교 비판에서 찾아볼 수 있고, 顯正論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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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한 涵虛得通和尙(1368-1433)의 유가와 불교의 회통론 등을 들

수 있고1),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한 성리학 비판에서 성리학은

선불교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다.2) 논자는 본고에서 유가

와 불교의 윤리간의 비판점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보다는 두 윤리

사이의 회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윤리는 첫째,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 즉 우주 생성의 근원 이를테면 성리학의 太極, 理

一의 개념이나 불교의 如來藏, 건곤 조화의 으뜸 등의 개념에서는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 둘째, 유가의 윤리는 군자, 修己를 목표

로 하여 궁극에 가서는 治人 및 安人에 이르고, 인욕을 제거함으

로써 인간의 고유하고 순선한 본성을 보존함을 강조하는 存心養

性, 이를 통한 天人合一 등을 그 목표로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에

게 불성이 있음을 깨달아 성불함 즉 見性成佛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자비 실천과 계율 지키기 등을 통한 수행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볼 때 두 윤리는 현실세계에서의 윤리 실천

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것이다.

셋째, 성리학에서는 存天理 遏人欲으로 인간의 사욕을 제거하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함을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욕

1) 본문의 유가는 성리학을, 불교는 선종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태종은

최초의 배불 조치를 사찰의 제한과 종파의 축소로부터 시작하였다. 한편

이러한 배불의 대세 하에서 함허 득통은 불교와 유교의 근본 교리가

일치함을 밝혀, 그릇된 불교만을 보아 온 위정자들에 대해 계몽에

나섰으나, 세조대의 일시적 불교 비호시책 이후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친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대에 있어서 불교는 완전히

암흑시대를 당하게 되었다. 이기영 역(1990) pp. 23-24, 한편,

赵伟(2005ab)에서는, 明末의 李贄, 管志道, 羅汝芳 등의 학자들이 선종과

유학을 거의 같은 사상으로 보는 狂禪(wild Zen)사조는 禪儒互釋(mutual

interpretation of Zen and Confucianism in their thoughts and

doctrines)이 강조됨을 지적하였다.

2)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문집 중 오학론 에서 성리학의 추상성을

비판하면서, 선불교의 교리와 성리학의 비슷한 점을 비판한바 있다. 즉

성리학의 본연지성이니 태극이니 하는 개념은 불교의 능엄경의
여래장성과 같은 개념이며, 성리학이 본연의 공맹유가의 모습을 잃고

불교를 끌어들여 추상적인 학문으로 빠졌다고 비판하였다.



심을 줄이고 번뇌를 없애며 해탈하는 것을 중시한다. 특히 두 윤

리에서 오상과 오계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넷째, 유가의 수양

방법과 불교의 수행 방법 간의 회통성이다. 유가에서는 격물치지

및 정좌, 거경궁리, 성찰 등의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定과 慧, 참선

등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 점에서 두 윤리는 회통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유가 윤리와 불교 윤리의 회통 가능성을

살폈다.

Ⅱ. 本然之性과 如來藏

1. 유가의 태극론과 이기론에서의 본연지성

성리학은 周敦頤, 張載를 거쳐 二程의 洛學으로 발전하는데, 이

는 玄學과 佛敎가 송대를 이르는 동안 유불도 삼교 합일적인 새로

운 조류로서의 道學이라 볼 수 있다.3) 주렴계, 장횡거는 그들의

태극론에서 우주 생성의 근원자를 설정하였고, 이는 理一分殊 및

事天으로 요약된다. 이에 근거하여 주자는 태극이 음양을 발생하

고 음양은 오행을 발생하는 것과, 道에서 器에 이르고, 理에서 氣

와 質에 이르는 과정을 같이 보아 태극은 理요 음양은 氣이며 오

행은 質이라고 하였다. 성리학에서의 太極과 理는 우주 생성의 근

원자이며, 인간을 포함하는 만물은 각기 이러한 太極 및 理를 갖

추고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性이다4). 이러한 性의 개념은 아래의

3) 유명종 외(2000) p. 337.

4) 장재는 인간의 性을 天地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누고, 주자는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의 性은 천지지성과 본연지성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불교의 如來藏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太極論, 理氣論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주자 사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장재의 태극도설에 근거

한 太極論과 理一分殊와 事天 思想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사상

의 핵심은 우주 생성의 근원과 원리 그리고 우주 변화의 원칙 이

른바 所以然之故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성과정과

사람으로서 해야만 하는 당위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주 생성 및 변화의 원리는 太極 혹은 理이며5), 이것이 인간

에 내면화된 것이 性이라 볼 수 있고, 모든 만물은 각자의 性을

가진 까닭에 만물은 평등하고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인간은 그

의 性을 다하고 하늘의 命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

의 사욕을 없애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당위적인 도덕 원칙

즉 所當然之則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참 모습인 것이다. 性理大
全의 太極圖 와 西銘 에 나타난 太極論과 理一分殊, 事天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태극도 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물이 각각 하나의 이치를 갖추었고, 만 가지 이치(萬理)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이른바 만 가지 이치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태극이다. 태극이라는 것은 만 리를 모두 통틀어 붙인 이름

이다. 이치가 있으면 기가 있다. 나누어 둘이 되면 음양이고 나누어

다섯 이면 오행이다. 만사만물이 모두 여기에 근원한다. 사람과 사물

이 얻은 것은 性이 된다. 성이라는 것은 바로 태극이다.6)

하늘을 세우는 도는 음과 양이고, 땅을 세우는 도는 柔와 剛이다.

사람을 세우는 도는 인과 의 뿐이다.7)

5) 장재는 그의 正蒙 에서, 太虛를 말했지만 그의 태허는 기의 모양으로

운행되며, 氣 안에 내재하는 動因에 의해 만물의 변화는 설명된다. 이

점에서 그의 이론을 기일원론으로 볼 수 있지만, 그의 이론은 主理論的

理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성리대전 권1 태극도 , 萬物各具一理. 萬理同出一原. 所謂萬理一原者,
太極也. 太極者, 乃萬理總會之名. 有理則有氣. 分而二則爲陰陽.

分而五則爲五行. 萬事萬物皆原於此. 人與物得之則爲性. 性者, 卽太極也.

7) 성리대전 권1 태극도 , 立天之道, 曰陰與陽. 立地之道, 曰柔與剛.
立人之道, 曰仁與義.. 한편 함허(1984) p. 52에서는, ‘하늘을 가리킴은



이상에서의 인용은, 만물은 하나의 태극에서 왔고, 태극은 理이

고 性이며, 인간은 아비로서 자식으로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함을 말하고 있다.

서명은 ‘이치는 하나이고 나누어지면 만 가지 이다’를 밝힌 것이다.8)

사람이 부모가 부모가 된 것을 아나, 천지가 천지가 된 것을 모르

니, 그러므로 사람이 천지를 보기를, 막연히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9)

이상에서 서명 의 주요 내용은, 만물은 하나의 이치 즉 太極

및 理에서 생성되었으며, 하늘이 사람 및 만물을 낳아서 만물은

모두 평등하며, 사람이 부모의 뜻을 따르고 孝를 행하듯, 사람도

하늘의 뜻을 따르고, 최고의 덕이라 할 수 있는 仁을 실천해야 한

다는 것이다.

성리학에서 태극은 하나의 이치 혹은 大本으로 설명된다. 物에

는 本末이 있고 일에는 終始가 있으며, 物에 이르러 앎의 극치에

이르면(格物致知) 현상적으로는 만 가지가 다르나 근본 체성은 한

이치(一理)이므로 大本이라 말하는데, 성리학에서 太極, 理, 大本,

性 등은 모두 같은 개념이다.

한편, 주자는 이 같은 태극론을 이기론으로 발전시켜 理의 氣에

대한 先在性과 理가 모든 것을 발생하게 하는 근원적 존재로 보았

다. 주자는 경험계의 모든 현상을 理와 氣로 설명하였고, 理는 氣

에 先在하며, 경험계의 모든 사물의 존재와 현상, 작용을 氣에 속

空이며 陽이요, 땅을 가리킨 것은 色이며, 陰인데, 이는 陰陽空色의 중앙에

곧 眞如自性의 부처가 있음을 보임이니, 그 세력이 홀로 존재하여 어깨를

나란히 할 자가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여, 불교에서는 부처를

건곤조화의 으뜸으로 보고 있다.

8) 성리대전 권4 서명 , 西銘明理一而分殊..
9) 성리대전 권4 서명 , 人知父母之爲父母, 而不知天地之爲大父母,
故以人而視天地, 常漠然如己如不相關.

하기는 하나, 그 生出의 원인은 理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주자는 하나의 理를 통해 각자에게 부여된 것이 性이 된

다고 본다. 즉 性은 理가 사람에게 내재한 것이라고 보며, ‘性者萬

物之原’10)이라 하여, 性은 理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주

자는 理가 氣의 근본이나 氣가 한번 일어나면 理와 대립한다고 보

아, 인간의 性은 순선한 본연지성과 선악이 모두 가능한 기질지성

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자는 유가와 불교 같은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불씨의 배움과 우리 유가는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 예컨대 “천지보

다 앞서 한 물건이 있으니 형체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고, 만 가지 사

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나 사계절의 쇠퇴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

며,……11)

여기서는, 성리학에서의 태극, 리, 성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

로, 불교에서도 역시 천지보다 앞서고 형체가 없는 만 가지 사물

의 주인이며,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개념을 상정한다는 것을 말하

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성리학에서의 태극은 우주 생성의 근원자이며, 우주

생성, 변화의 법칙이며, 이는 천지와 인간사를 초월해 있는 고요

하고 형체도 없는 형이상자이다. 이것으로부터 만물은 만들어졌고

이 점에서 만물은 모두 고귀하며 일체인 것이다. 주자에게서 보

면, 理는 사사물물이 가진 것이며, 理는 물질에 선재하는 실체요

모든 것을 발생하는 근원적 존재이며, 理는 만물의 주재자이며 우

주의 최초 원인이다. 만물은 각각의 理를 갖추고 있으며, 만물 가

운데 특히 인간은 하늘의 명을 따르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

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性 즉 本然之性인

10) 어류 권4, 性者萬物之原.
11) 어류 권126, 因擧佛氏之學與吾儒有甚相似處. 如云, 有物先天地,
無形本寂廖, 能爲萬象主, 不逐四時凋.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본연의 性을 기름과 동시에 편벽된 기질의

성을 고쳐서 타고난 선한 본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2. 불교에서의 如來藏, 眞心 및 宗體(태허)12)

불교에서는 우주의 근원 내지 인간이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

고 인간모두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如來藏, 眞如, 眞心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天地의 개념에 우선하는 것

이고, 인간이 깨달아야만 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우주에

충만함 그 자체이다. 이러한 여래장13) 혹은 진여의 성격은 능엄
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지 이 생기고 멸하고 가고 옴이 본래 여래장(如來藏)으로서, 영원

히 머물러 묘하게 밝고 움직이지 않고 두루 원만하고 미묘한 진여(眞

如)의 성품임을 잘 알지 못할 뿐이다.

이 성품의 진실하고 영원불변한 가운데서는 아무리 가고 옴과 미혹

12) 陈坚(2006)과 唐忠毛(2006)에서는 여래장(Tathāgata-garbha)이나

本覺(inner-Buddha, Original Enlightment)의 개념은 중국과 일본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본래의 불교정신에 반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 논자는 결론에서 초기 부처의 가르침에의 복귀를

논하였다.

13) 원효는 그의 대승기신론소․별기에서 대승의 본체를 태극 및 宗體로
표현했다. ‘무릇 大乘으로 體를 삼고 있으니, 깊고 空寂하며, 맑고

그윽하다, 현묘하고 현묘하여, 어찌 만상을 표출시킬 수 있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지만 百家의 말 속에 들어있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五眼으로도 그 몸을 능히 볼 수 없으며, 또 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四辯으로도 능히 형태를 알 수 없다.’(夫大乘之爲體也.

肅焉空寂, 湛爾沖玄, 玄之又玄之, 豈出萬像之表. 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

非像表也五眼不能見其軀, 在言裏也四辯不能談其狀). 그 별기에서는

‘대승의 본체는 광활한 것이다. 그것은 太虛와 같아 私가 없다.’(其體也,

曠兮其若太虛而無其私焉)고 하였다.

하고 깨달음과 나고 죽음을 찾아보아도 전혀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색음(色陰)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여래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14)

여기에서 여래장이나 진여의 개념은 우주를 통괄하고, 진실하

고 영원불변하는 성격 을 가지며,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일, 즉 생

사, 왕래, 미혹함과 깨달음 등의 人間事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래장의 본래 미묘하고 원만한 마음은 마음도 아니고 공도 아니

며,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며,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며, 눈도 아니

고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아니며, 색도 아니고 소리와 냄새와 맛

과 촉감과 법도 아니며, 눈의 인식 경계[眼識界]도 아니고 이와 같이

내지 뜻의 인식 경계[意識界]도 아니니라.

또 밝음[明]도 무명(無明)도 아니고 밝음과 무명이 다함도 아니며,

이와 같이 내지 늙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늙음과 죽음이 다함도

아니니라.

또 고제(苦諦)도 아니고 집제(集諦)도 아니고 멸제(滅諦)도 아니고

도제(道諦)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고 얻음[得]도 아니니라15)

여기서는 여래장의 성격을 인간의 생로병사, 고집멸도 등을 뛰

어넘는 개념임을 설명하고 있다.

14) 능엄경 TD 19, p. 114a15, 當處出生, 隨處滅盡, 幻妄稱相,
其性眞爲妙覺明體, 如是乃至五陰　六入, 從十二處至十八界, 因緣和合,

虛妄有生；因緣別離, 虛妄名滅；殊不能知生滅去來本如來藏, 常住妙明,

不動周圓妙眞如性.

15) 능엄경 TD 19, p. 120c29, 而如來藏唯妙覺明圓照法界,
是故於中一爲無量無量爲一小中現大大中現小, 不動道場遍十方界.

身含十方無盡虛空, 於一毛瑞現寶王刹, 坐微塵裡轉大法輪,

滅塵合覺故發眞如妙覺明性,而如來藏本妙圓心, 非心非空,　

非地非水非風非火, 非眼非耳鼻舌身意, 非色非聲香味觸法,

非眼識界如是乃至非意識界,　非明無明明無明盡, 如是乃至非老非死非老死盡,

非苦非集非滅非道非智非得.



또한 여래장의 성격은 大方廣혹은 眞心으로 이해될 수 있다.

大方廣이란 大法이며, 대법이란 것은 열반묘심이며, 금강심이며,

청정명묘(淸淨明妙)한 眞心이다. 이 마음의 한량이 허공을 포괄하

기 때문에 ‘대방광’이라 말한 것이다.

참이라 하는 것은 형이상자로, 性이며, 그 본체는 끝이 없으며, 그

밝음은 시작이 없다. 신령하여 다함이 없으며, 오묘하여 작위함이 없

이 三際를 다하고, 시방(十方)에 뻗혀 湛然히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16)

여기서는 여래장의 성격은 청정명묘한 진심, 대방광한 형이상

자로 표현되고 있으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오묘하고 작위함이 없

이 담연히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여래장의

성격은 인간 세계와 인간사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가운

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건곤조화의 으뜸인 부처로 설명하고

있다.

그대의 말과 같이 부처님의 本體는 太極이고, 작용(用)은 乾坤이므

로, 운동변화가 천지와 함께 유행한다 함은 알겠다.

이러한 가운데 부처님이 나타내 보이심이 반드시 三身을 갖추시는

데, 삼신이란 것은 法身, 報身, 化身이다.17)

이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가 태극, 음양, 오행의 운동과 변화를

거쳐 만물이 만들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리학의 태

극론, 이기론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이상의 여래의 본성(如來藏)이나

부처의 본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이상의 불교의 여래장 등의 개

16) 함허(1984) p. 54, 56.

17) 함허(1984) pp. 58-61, 이는 부처의 존재를 건곤조화의 으뜸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성리학에서의 태극, 음양, 오행, 만물의 개념과 통하는

것이다.

념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인 불성은 眞如性임을 깨달아야만 육

도의 윤회에서 해탈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성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Ⅲ. 存心養性과 見性成佛

1. 유가에서 修己의 목적 - 성인, 군자, 존심양성, 천인합일

유가에서는 수기를 통한 치인을 그 목표로 하며, 이상적인 인간

상은 성인, 군자이다. 유가에서는 爲人보다는 爲己18)와 敬, 養氣

(浩然之氣, 集義) 등을 통한 窮理盡性, 存心養性을 중시한다. 특히

성리학에서의 理는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을 합한 것으로, 인간

은 천리를 알고, 인간으로서 인륜과 도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선

한 마음을 유지하고 타고난 선한 本性을 기름을 그 목표로 한다.

이는 결국 하늘이 命한 인간의 性을 따르고 道를 닦아 敎를 실천

하는 의무를 다함으로써19)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天人合一

을 그 궁극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늘의 性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물의 性이 얼음에 있는 것과 같으

니, 얼고 풀리는 것은 비록 다르지만 物이 되는 것은 같다. 빛을 받는

것이 작고 크고 어둡고 밝은 차이가 있지만 그 빛을 비치는 것은 다르

지 않다.20)

18) 논어「헌문 ,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
19) 중용장구,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20) 성리대전, 권4 正蒙一 ․ 誠明 , 天性在人, 正猶水性之在氷, 凝釋雖異,
爲物一也. 受光有小大昏明, 其照納不二也.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함께한다.21)

유가에서는 모든 만물이 理와 氣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며, 氣의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사람과 만물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들은

애초부터 天德으로서의 性을 갖추게 되지만, 또한 각각 나름대로

의 자기 속성을 갖는다. 즉 性이란 만물의 한 근원이고, 사람과 사

물이 함께 얻는 것이며, 만물은 모두 각기의 성을 가진다는 뜻에

서 모두 존엄하고 모두 일체이며, 이 공통적인 본성을 궁구하다

보면 천지지성 내지 본연지성인 태극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

는 궁극적으로 天人合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張載는 性은 만물의 근원이며 내가 사사로이 얻은 것이 아니

다22)라고 하여 이러한 성을 天地之性이라 하였다. 장재는 이러한

천지지성을 至善하고 仁한 도덕적 본성으로 보았으며, 만일 도덕

적 본성과 정욕이 충돌할 경우 정욕을 극복하는 것을 수양이라고

보았다.

程頤는 ‘性은 곧 理이다. 理性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천하

의 이 理는 그 근원을 찾는다면, 不善이 없다’23)고 하여, 인간의

타고난 성은 순선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천은 ‘사욕을 소멸하

면 천리가 밝아진다’24)고 하여, 사욕을 멸하면 천리가 보존된다고

보아, ‘存天理 遏人欲’을 강조하였다.

朱熹는 정이천의 ‘性卽理’를 인용하여, 性은 理가 사람에게 내재

한 것이며, 이 같은 성은 순선한 본연의 성과 편벽된 기질의 성으

로 나뉘는데, 학문과 공부의 목적은 인욕으로 편벽된 기질의 성을

변화시켜서 본연의 순선한 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

해 주자는 窮理 혹은 格物을 말하였는데, 주자가 말하는 理에는

21) 성리대전 권4 서명 , 民吾同胞, 物吾與也.
22) 성리대전 권4 正蒙一 ․ 誠明 , 性者萬物之一源, 非有我之得私也.
23) 二程遺書 권22, 상, 性卽理也, 所謂理性是也, 天下之理, 原其所自,
未有不善.

24) 二程遺書 권24, 滅私欲, 則天理明矣.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이 모두 들어있는 것으로, 격물은 객관적

으로 실재하는 궁극적인 理를 窮究하는 것으로 이는 窮天理 혹은

窮盡이 된다. 주자는 理를 性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궁천리는

盡性으로 볼 수 있고, 궁천리와 진성은 사람이 본연의 성을 회복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자는 性을 대학의 明德으로 보았다. 어류 권16에서 ‘사람
이 받은 것으로 말할 때 명덕이라 하고 天(자연)에서 말할 때는

明命이라 한다.……사람의 명덕은 곧 자연의 명명이다. 비록 形骸

가 틈을 만들었을지라도 사람이 능히 보고 듣고 언동하는 까닭이

天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궁리진성 함으로써

命에 도달함을 말하며, 이는 결국 天人合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

나 명덕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물욕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명덕이란 자기가 得한 지극히 밝은 덕이어서 어둡지 않은 것이다.

부자가 有親하고 군신이 有義하며 부부가 有別하고 장유가 有序하며

붕우가 有信하되 본래 차질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차질이 있게 되는

이유는 물욕의 昏蔽때문이요 고유한 明德때문이 아니다.25)

이에서 인간은 누구나 명덕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물욕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밝음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며, 부모에게 孝하

고 임군에게 忠하며 이것으로 미루어 치국평천하하는 것이 모두

理이며, 개인의 욕심을 극복하여 부여받은 본래적 성을 이루는 것

이며, 이것이 대학의 明明德이며 이것이 바로 天人合一로 이어

지는 것이다.

25) 어류 권14, 明德謂得之於己, 至明而不昧者也, 如父則有親, 君臣則有義,
夫婦則有別, 長幼則有序, 朋友則有信, 初未嘗差也. 苟或差焉,

則其所得者昏而非固有之明矣.



2. 불교에서 수양의 목적 - 見性成佛

첫째, 불교는 空의 학문으로 그 목적을 見性成佛26) 즉 자기의

근본 주체를 알고 見卽性, 性卽見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되

는 것에 두고 있으며, 특히 여기서 佛이란 깨달음을 말한다.

佛이란 깨달음이며, 華는 悲智行願이니, 眞心을 覺悟하면 비지행원

으로써 妙體를 장엄하여야만 위없는 보리를 이루게 된다.27)

지극히 커서 나(我)가 없고 지극히 깊어 작위함이 없고, 지극히 비

어 시작이 없고, 지극히 신령하여 다함이 없다.

衆妙를 포함하여 寂然히 움직이지 않고 삼재(三才:天․地․人)의 비

조(鼻祖)가 되며, 萬法의 근원이 되므로 眞空이라 말한다.28)

이상에서, 불교에서는 작위함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眞空을

기본으로 하며, 이것이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을 깨달아 성불할

것을 강조한다. 즉 이것은 불교가 마음의 철학임을 말하는 것인

데, 즉 불교는 마음이 부처를 간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깨닫는다는 것이 중시된다.

26) 성불의 개념에 금강삼매경 TD9, p. 371c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삼행,
네 가지 지혜, 세 가지 중대한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長者. 住一佛道,

即達三行, 梵行長者言, 云何三行. 佛言, 一隨事取行, 二隨識取行, 三隨如取行.

佛言, 其智無窮, 略而言之, 其智有四, 何者為四, 一者定智, 所謂隨如,

二者不定智, 所謂方便}病, 三者涅槃智,所謂除電覺際, 四者究竟智,

所謂入實具足佛道.……長者, 用是大用, 復有三大事, 一者於三三昧內外不相奪,

二者於大義科隨道擇滅, 三者於如定以悲俱利. 如是三事, 成就菩提. 不行是事,

則不能流入彼四智海, 為諸大魔所得其便. 長者, 汝等大眾, 乃至成佛,

常當修習勿令暫失.

27) 함허(1984) p. 54.

28) 함허(1984) p. 79.

둘째, 불교는 윤회를 초월하여 만물일체를 그 목표로 하고 있

다. 불교에서는 物我가 양립하고 自他가 양립하는 윤회의 세계를

초월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만물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세간의 법이라는 것은 각각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며, 각각 그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각각 그 몸만을 몸으로 여기며, 각각 그 아

내만을 아내로 여긴다. 그 때문에 物我가 양립하며 自他가 대적함을

이루어 윤회의 일이 일어난다. 이른바 윤회의 일이라 하는 것은 생명

으로써 생명을 바꾸며, 힘으로써 힘에 앙갚음하는 것이니, 세간의 만

사가 다 그렇지 않음이 없어서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돌리어 서로서

로 高下가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걸림이 없는 큰 자비로써 萬

行을 쌓아 萬德을 이루시고 三界의 導師의 慈父가 되시어 大本으로 포

괄하시고, 一性으로 평등히 하사 피차, 물아가 모두 실제에 돌아가게

하시었다.29)

이는 불교에서 윤회 즉 생사를 초월하여 피차, 물아가 모두 제

자리에 돌아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불교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三才의 道를 밝힘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움직이면서도 그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음이 三才의 도이다.

오직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生成의 힘을 나타내며, 조화

의 공을 나타내어 천지가 제 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이 생육함을 여기

에서 대체로 볼 수 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 진실로 乾坤造

化의 오묘함에 크게 합함이 있으니, 부처님의 三身이 易道에 합한다

함이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情을 돌이켜 性에 들

어가는 것이다. 성은 근본이고 정은 末이다. 성이 근본이 됨은 지극하

고 비고 다함이 없어 體性이 常住하며, 지극히 신령하여 마름이 없어

29) 함허(1984) pp. 24-25, 금강경에서도, ‘내가 다 無餘涅槃에 들어가게
하여 滅度하였다’함이 이것인데, 어찌 다시 윤회의 일이 있겠는가.’하여

윤회를 초월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妙用이 恒沙와 같다. 체성이 상주하기 때문에 진겁(塵劫)에 뻗히도록

변하지 않으며, 묘용이 항사와 같기 때문에 조화를 운행하여 다함이

없으니, 이것이 그 근본이 되는 까닭이다.30)

이는 불교에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 강조됨을 말한다.

여기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란, 건곤조화의 오묘함을 알

고, 體性이 상주하는 타고난 고유의 性을 깨닫는 것을 강조함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불교는 수행의 최고의 목적을 대보리(大菩提)의 더없이

미묘한 깨달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근원부처를 깨닫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아난아, 이들 중생이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가운데, 생사에 굴러

다니면서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청정한 진실[眞淨]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다 살생과 투도(偸盜)와 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살생과 투도와 음욕[三種]을 행하지 않으면, 살생과 훔침과 음욕이 없

는 곳에 출생하리라. 살생과 투도와 음욕이 있는 곳[有]은 귀신의 무

리라고 하며, 살생과 투도와 음욕이 없는 곳[無]은 하늘의 갈래라고

한다. 이렇게 있는 곳[有]과 없는 곳[無]이 번갈아 기울어져서[相傾] 윤

회의 근성이 일어나느니라.

만일 묘하게 삼마제(三摩提)를 일으킬 수 있는 행자라면, 미묘하고

영원하고 고요하여, 있고 없는 둘이 없어지고, 둘이 없어진 자체도 사

라져서, 오히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자체도 없

을 텐데, 어찌 다시 살생하고 음행하고 훔치는 일을 따르겠느냐. 31)

또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시방중생은 다 나의 아들이며, 나는 모든

부처님을 낳았고 내가 세계를 내었다. 나는 근원 부처로서 자연 그대

30) 함허(1984) pp. 105-106.

31) 능엄경 TD19, p.147a5, 阿難！此等衆生, 不識本心受此輪迴,
經無量劫不得眞淨, 皆由隨順殺盜淫故, 反此三種又則出生無殺盜淫,

有名鬼倫無名天趣, 有無相傾起輪迴性, 若得妙發三摩提者則妙常寂,

有無二無無二亦滅, 尙無不殺不偸不淫, 云何更隨殺盜淫事.

로 세상에 나온 것이며, 닦아서 얻는 경계가 아니다'라고 한다32)

이에서,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에서의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청

정한 진실을 깨닫고, 근원부처의 의미를 아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Ⅳ. 人欲 除去와 煩惱 解脫

1. 유가에서의 存天理 遏人欲

유가에서는 그 닦아야 할 바는 天心이며, 따라야 할 바는 天性

으로 보았는데, 이는 하늘의 명령인 本性을 따르고 天理를 보존함

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私欲을 없애야 하는 것

이다. 즉 이는 存天理遏(滅, 去)人欲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맹자등
문공 상의 ‘천리와 인욕은 병립할 수 없다’라거나, 어류권13의
‘천리를 보존하면 인욕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인욕이 이기면 천

리는 회멸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천리는 순선하고 인욕은 악하

며 천리와 인욕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인간은 사욕을 극

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존천리알인욕 하려 할 때 물욕적 구속을 벗어나는 자아의

수양이 특히 중시되는데, 이는 함양과 진학으로 성인을 목표로 하

여 기질의 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즉,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만물을 모

32) 능엄경 TD19, p.151a12, 十方衆生, 皆是吾子, 我生諸佛, 我出世界,
我是元佛, 出生自然, 不因修得.



두 사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욕심을 버리고 수양해야 하는 修養

論이 강조된다. 주렴계의 主靜을 말하고, 정이천은 誠敬存之라 하

여 靜을 敬으로 바꾸어 居敬窮理를 강조하였고, 주자도 또한 敬을

통한 수양 즉 居敬窮理33)의 수양론을 강조한다. 주자의 경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사람의 마음 한쪽에는 방종하고 방사하며 방일하

고자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 放心 즉 본심을 잃어버리면 망동,

나태, 탐욕, 사심사욕, 사의, 인욕이 생겨 천리가 거의 소멸하고 理

가 불명하여 혼색, 분치, 공구, 호락, 우환 등 사사로운 감정이 생

긴다. 이에 대한 약의 처방을 주자는 경으로 보았다.

主敬34)은 방심, 방종, 사심, 사의, 인욕 등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마음이란 미발하고 정할 때가 있다. 그때 본심, 도심을 함양하는

것이 경이요, 이발하고 동할 때 자기 성찰을 가하여 사심, 사의 등

의 발현을 방어하는 원리가 주경이다. 따라서 경은 동정과 미발이

발을 관통하는 수양의 원리이며, 함양에 혹은 성찰에서 마음의 주

체성을 확보하는 원리이다.35)

33) 이는 성리학의 정좌(sitting in meditation)와도 상관되는데, 정좌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刘蓉(2005) 참조.

34) 敬의 의미에 관한 논의의 예는 다음과 같다. Chan(2006) 에서는 경을

예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있다. Jing (respect) in ancient Confucianism

can be seen as referring to either a frame of mind or an intentional

state that includes the elements of singlemindedness, concentration,

seriousness, caution, an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Hence, it

can be seen as a due regard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worth of

its object. It is the central element and the germ of li (ritual). 또한,

An(2004)에서는 경을 개인의 보편적인 자아에 직면하는 것으로

개념지우고 있다. In contrast, both 'self' and 'true' in Confucianism

are universalistic concepts, meaning 'good nature' common to all

humans, and 'true feeling' distinguishing them from beasts. Cheng

itself means to face one's universal self with universal true feeling.

35) 유명종(1994) p. 155. 또한 錢穆은 주자신학안에서, 주자의 경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웠다. 1)경은 畏와 같은 것이다 2) 경은 수렴이며, 그 마음에

일물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3)경은 隨事 專一이요 主一이다 4) 경은

일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5)경은 常惺惺하는 법이다. 6)경은

整齊嚴肅이다.

2. 불교에서의 번뇌 해탈

불교에서는 번뇌의 원인과 그것의 벗어남을 강조한다.36) 인간

의 번뇌는 그 강도에 따라 108개가 있다고 본다.

무릇 세상에서 말하는 三界라는 것은 하늘, 지옥, 귀신, 축생, 수라,

人道이다. 그 品類의 고하가 일백 팔 등급의 많음에 이르는데, 삼계는

한 마음을 따르지 않음으로 삼계가 조성된 것이다. 마음에 차등이 있

기 때문에 지은 것도 또한 차별이 있는데 마음은 因이고 지은 것은 果

이다.

백 팔 念珠라는 것은 마음속에 백팔 번뇌를 가리킴이며, 구슬(珠)이

라는 것은 다름(殊)이고, 염주를 꿰는 끈(繩)은 習氣가 이어짐이니, 마

음속에 번뇌가 서로 연속하는 것은 대체로 습기가 이어져 잃지 않음

을 인함이고 환전(環轉)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윤회가 쉬지 않음을 표

시함이다.37)

불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번뇌의 원인을 알고 이 번뇌를

끊어버림을 중시한다. 불교에서 인간의 번뇌는 12연기로 설명되고

있다. 불교의 수행의 방법은 주로 계정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

히 계를 실천함으로써 번뇌를 벗어남을 강조한다. 불교의 계는 五

戒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불교에서는 열 가지 습인(習因)을 지어 여섯 어울린 과보

[六交報]가 옴을 말하고 있다.

아난아, 이런 일들은 모든 중생이 자기 업으로 감염된 경계[所感]로

서, 열 가지 습인(習因)을 지어 여섯 어울린 과보[六交報]를 받는 것이

니라. 무엇을 열 가지 원인이라고 하겠느냐.

36) 인간 번뇌의 원인은 욕심과 집착으로 보기도 하며, 이를 끊어 버릴 때

인간은 자족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Kupperman(2001) 참조.

37) 함허(1984) p. 143.



아난아, 첫째는 음욕의 습기로 접촉하여 어울리는 행위[交接]이니

라. ……둘째는 탐욕의 습기로 계략을 일삼아 어울리는 행위이니라

.……셋째는 아만(我慢)의 습기를 따라 능멸로 어울리는 행위니라.……

넷째는 성냄의 습기를 따라 충돌로 어울리는 행위이니라. ……다섯째

는 속임수의 습기를 따라 유혹으로 어울리는 행위이니라.……여섯째

는 속임의 습기를 따라 기만(欺瞞)으로 어울리는 행위이니라……일곱

째는 원망의 습기를 따라 거리낌으로 어울리는 행위이니라.……여덟

째는 나쁜 소견의 습기를 따라 밝힘[明]으로 어울리는 행위이니라

.…… 아홉째는 덮어씌움의 습기를 따라 가해(加害)로 어울리는 행위

이니라. ……열 번째는 송사의 습기를 따라 말다툼으로 어울리는 행위

이니라.……무엇을 여섯 과보라고 하겠느냐. 아난아, 일체중생이 6식

(識)으로 업을 지어 불러들인 나쁜 과보가 여섯 감관에서 나오기 때문

이다. 어찌하여 나쁜 과보가 여섯 감관에서 나온다고 하겠느냐. 첫째

는 보는 작용의 업보(業報)가 나쁜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둘

째는 듣는 작용의 업보가, 나쁜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셋째

는 냄새 맡음의 업보가 나쁜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이다.……넷째는 맛

의 업보가 나쁜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다섯째는 감촉의 업보

가 나쁜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 여섯째는 생각의 업보가 나

쁜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이다.38)

이상에서 인간의 번뇌는 10가지의 잘못된 가치관과, 여섯 가지

의 감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잘못을 통해 옴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불교에서는 名色을 벗어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번

뇌와 더불어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38) 능엄경 TD19, p.143c4-144c17, 阿難！此等皆是彼諸衆生, 自業所感,
造十習因, 受六交報 ∘云何十因, 一者, 淫習交接……, 二者,

貪習交計……三者, 慢習交陵, ……四者, 瞋習交衝……五者,

詐習交誘……六者, 誑習交欺……七者, 怨習交嫌……八者,

見者習交明……九者, 枉習交加……十者,

訟習交誼……云何六報？阿難！一切衆生六識造業, 所招惡報,

從六根出∘云何 惡報從六根出, 一者, 見報, 招引惡果……二者, 聞報,

招引惡果……三者, 嗅報, 招引惡果……四者, 味報, 招引惡果 五者, 觸報,

招引惡果 六者, 思報, 招引惡果.

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영

원한 법[常法]을 말하리라. 선남자여, 영원한 법이란 영원한 법이 아니

니라. 말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며, 진리[諦]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니라. 가지가지의 망령됨과 단멸의 경계

를 떠난 것이니라. 이 법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을 떠난 것이니라. 식(識)을 투철하게 보면 항상하는 것이지

만 이 식은 항상 적멸하며, 적멸하다는 것 또한 적멸하느니라.

선남자여, 법의 적멸을 인식하는 자는 마음을 적멸하게 하지 않았

으나 마음이 항상 적멸하느니라. 적멸을 얻는 자는 마음이 항상 참된

관찰[觀]에 있느니라.

가지가지의 명색(名色)은 오직 이 어리석은 마음[痴心]일 뿐임을 아

나니,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명색에서

벗어나는 어떤 다른 일이 없느니라. 법이 이와 같음을 알고 문자와 말

에 따르지 않으며, 마음은 뜻을 핵심으로 삼아 나[我]를 분별하지 않

고 나라는 것이 가명인 줄을 알면 바로 적멸을 얻을 것이니, 만일 적

멸을 얻으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리라."39)

여기에서는 법의 적멸을 인식하고, 어리석음에서 오는 명색을

벗어나면 자타가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나를 찾을 수 있고, 번뇌

를 벗어날 수 있음을 발하고 있다.

이상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번뇌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

면 결국 인간은 자신의 本心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은

자신의 본심을 잃기 때문에 번뇌에 빠진다고 보는 것이다.

"제가 부처님을 따라 발심하여 출가하였으나, 부처님의 위신(威神)

39) 금강삼매경 TD9, p.372b17, 諸善男子. 汝等諦聽. 為汝眾等說於常法.
善男子. 常法非常法. 非說亦非字. 非諦非解脫. 非無非境界. 離諸妄斷際.

是法非無常. 離諸常斷見. 了見識為常. 是識常寂滅. 寂滅亦寂滅. 善男子.

知法寂滅者. 不寂滅心. 心常寂滅. 得寂滅者. 心常真觀知諸名色. 唯是癡心.

癡心分別. 分別諸法. 更無異事出於名色. 知法如是不隨文語說.

心心於義不分別我. 知我假名即得寂滅. 若得寂滅. 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을 믿고 항상 홀로 '내가 수고롭게 닦지 않아도 여래께서 저에게 삼매

(三昧)를 내려주시리라'고 생각하며, 본래 몸과 마음이 서로 대신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저의 본심(本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몸은

출가하였으나 마음은 도(道)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거지 아들[窮子]

이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난 것과 같습니다.40)

이는 마음으로 도를 깨우치기 보다는 외적인 힘에 의해 도가

터득된다고 믿고 그 때를 한량없이 기다림은 어리석음을 지적하

는 것이며, 이는 결국 번뇌의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뇌를 벗어나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3무루학 이라는 계정혜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항상 들어온 바와 같이 나는 계율[毗奈耶]에서 수행해야할 세

가지 결정된 뜻을 설해왔다. 이른 바 마음을 거둬들이는 계(戒)와 계

에서 생기는 정(定)과 정에서 일어나는 혜(慧)이니, 이를 3무루학(無漏

學)이라고 한다.41)

계의 그릇이 원만히 이루어짐은 그 옛날 물든 것을 개혁함을

말함이요, 정의 물이 응어리져 맑아짐은 그 그칠 바를 아는 것을

말함이며, 혜의 달이 바야흐로 나타남은 느끼면 마침내 통함을 말

함이다.

계는 대략 다섯이 있다. 첫째 산목숨을 죽이지 않음은 仁의 단

서를 여는 것, 둘째 도적질 하지 않음은 義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셋째 음난하지 않음은 禮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넷째 허망한 말

을 하지 않음은 信의 단서를 여는 것이며, 다섯째 냄새나는 채소

나 술을 마시지 않음은 智의 단서를 여는 것이다.42)

40) 능엄경 TD19, p.109a1, 自我從佛發心出家恃佛威神 常自思惟無勞我修,
將謂如來惠我三昧, 不知身心本不相代, 失我本心, 雖身出家心不入道,

譬如窮子捨父逃逝.

41) 능엄경 TD19, p.131c13, 汝常聞我毗奈耶中, 宣說修行三決定義,
所謂攝心爲戒因戒生定因定發慧, 是則名爲三無漏學.

이상에서 보듯이 불교 수행의 방법은 계정혜로 이루어지며, 오

계는 위에서 유가의 五常과 비교되었으며, 일용지간에 지켜야 하

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말하며, 정은 마음의 작용을 안정시

키고 그치게 하는 것이며, 혜는 正覺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각경에서도 이른바 25가지 선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寂念과 靜慧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남자여, 일체 여래의 원각이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힐 것과 닦아

익힐 자도 없으나,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깨닫지 못함에 의하여 환

의 힘으로 닦아 익히므로 그때 문득 이십 오종(二十五種)의 청정한 선

정의 바퀴[定輪]가 있느니라.

선남자여, 이를 보살의 이십 오륜(二十五輪)이라 이름하니 일체 보

살의 수행이 이와 같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 륜(輪)에 의하려는 이는 마땅히

범행을 지니고 적정하게 사유하여 슬피 참회를 구하되, 삼칠일이 지나

도록 이십 오륜에 각각 표기해 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슬피 구해서 손

닿는 대로 결(結)을 취하여 결이 보여 줌에 의하면 문득 돈(頓)과 점

(漸)을 알리니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거나 뉘우치면 곧 성취하지 못하

리라."43)

이는 고요함[極靜], 환 같음[如幻], 지극히 고요함, 적정한 지혜,

변화의 힘, 적멸의 힘, 원각의 지혜 등 25가지의 방법으로 번뇌를

끊고 중생을 구하며, 寂滅을 돕고 뒤에 청정한 지음 없는[無作] 정

려(精慮)에 머무르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이다.

42) 함허(1984) p. 90.

43) 원각경 TD17, p.918b3, 善男子, 一切如來圓覺清淨本無修習及修習者,
一切菩薩及末世眾生依於未覺幻力修習, 爾時便有二十五種清淨定輪.

TD17, p.919a12, 善男子, 是名菩薩二十五輪一切菩薩修行.

如是若諸菩薩及末世眾生依此輪者, 當持梵行寂靜思惟求哀懺悔, 經三七日,

於二十五輪, 各安標記, 至心求哀, 隨手結取, 依結示, 便知頓漸, 一念疑悔,

即不成就.



Ⅴ. 結論 - 會通 可能性

이상에서 유가 윤리와 불교 윤리의 회통성을 살폈다. 우리는 흔

히 유가와 불교의 차이를 말한다. 논자는 이 두 윤리간의 차이점

은 단지 그 사용하는 개념 및 접근법 등이 다를 뿐 그 진의는 서

로 통한다고 본다. 유가 윤리와 불교 윤리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44) 흔히 유가는 현실의 윤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고, 불교

는 人事를 멀리하고 소홀히 하여 人倫과 멀어지고 事理를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천하를 通함은 한 도(一道)이고,…… 만물을 고르게 함은 한 이치

(一理)이다. (불교는) 지극히 커서 나(我)가 없고 지극히 깊어 작위함

이 없고, 지극히 비어 시작이 없고, 지극히 신령하여 다함이 없다. 衆

妙를 포함하여 寂然히 움직이지 않고 삼재(三才:天․地․人)의 비조(鼻

祖)가 되며, 萬法의 근원이 되므로 眞空이라 말한다. (유가에서) 物에

는 本末이 있고 일에는 終始가 있으며, 物에 이르러 앎의 극치에 이르

면(格物致知) 현상적으로는 만 가지가 다르나 근본 체성은 한 이치(一

理)이므로 大本이라 말한다.45)

여기서 설명하는 불가와 유교의 차이점은 眞空과 一理라는 사

용하는 개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불가에서 진공은 만법의 근

원이 되며, 유가에서 만 가지 현상은 결국 일리로 귀결됨을 말하

는 것이다. 결국 진공과 일리는 만물을 생하게 하는 근원으로 파

악될 수 있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또한 이 두 개념에서

현실 생활에서의 윤리 실천이라는 면 또한 상통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유가와 불교의 차이점은 그 접근법에서 찾을 수 있는

44) 주자 이전 북송 유학이 불교에 대해 비판하는 점은 그것의 道通, 倫理,

公利論, 存在論, 心性論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李祥俊(2006) 참조.

45) 함허(1984) pp. 79-80.

데, 그것은 心과 理의 개념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心과 理를 하나로 삼고 그들은 心과 理를 둘로 삼는다. 본디

이와 같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 마음은 비록 비었으나 만

가지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다. 비록 심과 理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氣

稟에서 물욕의 사사로움을 살피지 못한다면 보는 것이 참되지 못하다.

이러한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학》이 격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46)

유가에서는 ‘心與理’라 하여 心과 理의 일치를 강조하며, 비록

마음에 理를 갖추고 있어도 기질의 편벽됨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

야 하며, 이를 위해 事物에 나아가 理致를 궁구하는 卽物窮理가

강조된다. 불가에서는 마음에서 내재하는 불성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여 心과 理는 둘이 되어, 외부에 따로 객관적인 理가 있는

것이 아니라 一心으로 모두 아는 것임을 강조하다.47) 이는 유가에

서는 외부의 理를 알아 타고난 본성을 깨닫는 면에서 心과 理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내재하는 불성을 깨닫는 면

에서 心과 理를 설명하는 것으로, 모두 본연의 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상통하는 것이다.

이상을 전제로 유가윤리와 불교 윤리의 차이점 속의 회통 가능

성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에서 太極, 理는 우주 생성의 근원자이며, 우주 생성,

변화의 법칙이며, 이는 천지와 인간사를 초월해 있는 고요하고 형

46) 어류 권26, 吾以心與理爲一 彼以心與理爲二. 亦非古欲如此,
乃是見處不同, 彼見得心空而無理, 此見得心雖空而萬理咸備也.

雖說心與理一, 不察乎氣稟物欲之私, 是見得不眞, 故有此病.

大學所謂貴格物也.

47) 이는 성리학이 性卽理과 心與理를, 양명학에서는 心卽理를 강조하는데,

이는 마치 성리학과 불가의 차이점인 듯하다. 양명학에서의 心卽理는

인간에 良知가 있으며, 이것이 인간에게 내재한다는 것을 알기만하면

모든 진리는 그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는 본문의 불교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본다.



체도 없는 형이상자이다. 이것으로부터 만물은 만들어졌고 모든

사물 안에는 태극, 리가 깃들어 있고, 이 점에서 만물은 모두 고귀

하며 일체인 것이다. 주자에게서 보면, 理는 사사물물이 가진 것

이며, 이것이 인간에 내재한 것이 性 즉 本然之性이다. 인간은 이

러한 본연의 性을 기름과 동시에 편벽된 기질의 성을 고쳐서 타

고난 선한 본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이 여래장 등이다. 이는 天地에 우선

하는 것이고, 인간이 깨달아야만 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우주에 충만함 그 자체이다. 즉 이는 우주를 통괄하고, 진실하고

영원불변하는 성격을 가지며,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일, 즉 생사,

왕래, 미혹함과 깨달음 등의 人間事를 다스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로부터 인간은 만들어졌고, 인간은 모두 여래장성, 즉 불성을

갖는 것이다. 이점에서 자타는 동일하며 서로 평등하고 존엄한 것

이다.

둘째, 유가에서는 군자, 성인, 존심양성, 천인합일 등을 그 목표

로 하고 있다. 理가 인간에 내재한 것이 性이며, 타고난 순선의 本

然의 性을 길러 天人合一을 이룸이 그 목표라 볼 수 있다. 불교에

서는 모든 인간에 불성을 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윤회 및 생사의

번뇌를 벗어나 성불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간이 불성을 유

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本心을 잃어 번뇌에 빠지기 때문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끝없는 수행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불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修己(修養)와 修行(正修)의 회통가능성이다. 유가의 수기

는 倫理的 實踐을 중시하며, 인간의 욕심을 줄이고 天理를 보존함

을 강조하며, 이것이 治人에 이르러서는 만인, 만물이 모두 하나

가 됨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 敬을 통한 수양을 강조한다. 불

교의 수행 또한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깨달음

과 계속적인 닦음을 행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끝없는 욕

심과, 본심을 잃는 것에서 번뇌에 빠지며, 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계정혜를 통한 수양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두 윤리는 현실세계에

서의 윤리 실천 이라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넷째, 원시유가와 부처의 원래 가르침의 회통가능성이다. 사상

사적인 측면에서 볼때 동양 전통에서 유가와 불교에 대한 비판,

예를 들면, 실학에서의 성리학에 대한 비판, 성리학의 불교에 대

한 비판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리학이나 선불교 모두 형이상

학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비판되며, 결국 회귀되는 곳은 원시유

가의 본모습을 찾는 것, 원래 부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등

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성리학에서의 太極이나 理 등의 우주론적

인 추상적 개념이 중시되는 경향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인간과 인

간 사이의 윤리적 실천이 더 강조되어 본래 유가로 돌아가야 하

고, 불교에서도 여래장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 강조되기 보다는 현

실 사회에서의 수행과 윤리 실천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원불교로의 회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선

진 유가 윤리와 초기 불교의 가르침간의 회통 가능성은 그 가능

성이 더 커 보인다. 그 각각은 크게 仁과 慈悲로 설명될 수 있는

데, 이 둘의 윤리는 결국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도리를 다

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사랑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것

이다.48)여기에서 우리는 만물일체의 사상을 공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8) 불유교경에서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은 원시유가 윤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근(감각기관)을 잘

다스려라 2)부지런히 힘써 마음을 항복받아라 3)음식을 약으로 알고

절제하라 4)게으름과 졸음을 잘 다스려라 5)성내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6)교만한 마음을 내지마라 7)아첨하거나 거짓되지말라 8)욕심을

적게(小慾)하라 9)만족함을 알아라(知足) 10)부지런히 힘써 나가라

11)잊지 않고 생각(不忘念)하라 12)모든 정(定)을 부지런히 닦으라

13)지혜를 닦아 자기를 더욱 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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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armony between Confucian ethics and

Buddhist ethics

Seo, Eun-Sook

Dongg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harmony

between Neo-Confucian ethics(性理學 倫理) and Zen-Buddhist

ethics(禪佛敎 倫理). As their fundamental thoughts and

methods for practice are very much alike, this paper

suggested a possibility of the harmony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First, the Original Nature(本然之性) from the Supreme

Ultimate(太極) and the Principle(理) in Neo-Confucian ethics

is similar to the Nature of Buddha(如來藏) in Zen-Buddhist

ethics. They can play a role in explaining the principle of

formation and change of the Universe. And they can

suggest the moral principle and standard in every day life.

In Neo-Confucian ethics, everything in existence(the Many,

分殊) is made by One Principle(理一) and has its own

Original Nature(本然之性). In Zen-Buddhist ethics, every

human being has the Nature of Buddha(如來藏, 佛性) that

generates every life, and controls the Universe and all

human affairs.

Second, we can relate the process of becoming a Sage

(聖人) in Neo-Confucian self-cultivation(修己, 修養) to the

process of entering Nirvana(成佛) in Zen-Buddhist

self-discipline. The former stresses the Unity of Heaven

and Man(天人合一) by preserving the principle of Heaven(存

天理), removing human desires(遏人欲) and concentrating on

Mindfulness(居敬, 主敬) for the purpose of Gentleman(君子),

preserving Mind-cultivating Nature(存心養性) and the Unity

of Heaven and Man(天人合一). The latter emphasizes the

awakening of the Original Nature and attaining

Buddhahood(見性成佛) through emancipation from worldly

attachments, which is achieved by practicing the Five

Buddhist commandments(五戒).

Last, we need to consider Pre-Qin Confucian(先秦儒家)

ideas and Buddha's early teaching(本源佛敎) to harmonize

the two, because Benevolence(仁) and Charity(慈悲)

represent the two ethics and can be a universal love for

myriad things in the world. Here the Unity of the Universe

(萬物一體) can be a common idea. In both ethics, the

concrete ethical practice in every day life is more important

than abstract argument for the theory of the Universe.

Key words : neo-confucian ethics, zen-buddhist ethics,

supreme ultimate(太極), the

tathAgata-garbha(如來藏), preserving

mind-cultivating nature(存心養性), unity of

heaven and man(天人合一), awakening of the

original nature and attaining

buddhahood(見性成佛), unity of the universe

(萬物一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