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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윤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업과 윤회는 불교적인 삶의 방식을 일

상적인 의미로 알기 쉽게 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으며 불교적 전통들마다 약간씩 해석

을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형이상학적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대윤리적인 행위원리로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겠는가라는 윤리학적

고민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필자는 업과 윤회의 원리를 사후의 세계까

지 확장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곧바로 적용

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럴 때 업과 윤회라는 사고방식

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며 또

한 행위의 선택과 그것이 도덕적 성품의 형성에 미치는 결과도 숙연하

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보이지 않는 업력이 언제나 우리 주

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업과 윤회라는 불교윤리적 사고방식은

과거반성적인 숙명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윤리성을 듬뿍 함축하고

있는, 말 그대로 싱싱한 도덕적 에너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논문은 업과 윤회사상의 그와 같은 현대윤리적 측면들을 한 번 다루

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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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업과 윤회를 보는 윤리적 시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른바 업(業; kar

man)과 윤회(輪廻; saṃsāra)란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불교를 떠올

릴 정도로 이 두 개념은 불교사상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유무형의 모든 행위들을

일컫는 ‘업’과 그것의 과거 및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과의 도덕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윤회’는 불교 고유의 종교적 신념이라기보다

는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

하고 있던 전통적 생사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러한 발생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 업과 윤회란 개념이 불교의 중

심교의 가운데 하나로 포섭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이후에도 불교 내부의 여러 학파들에 의해 그 의

미가 조금씩 달리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과 윤회사상

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을 끌고 있을

만큼 독특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자기

중심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대인들의 윤리적 삶과 관련하여 업과

윤회는 서구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듬뿍 함축하고 있는 미래 윤리학의 잠재적 원천으로도 많은 사람

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행위이론인 업과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과보를 뜻하는 윤회란 도

덕적 사고방식이 단순명료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직접적으로 파

고드는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나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전생에 저질렀

던 나의 잘못, 즉 내가 지은 나쁜 업 때문이며(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부분) 반대로 오늘 내가 향유하는 행복은 과거에 지은 좋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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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자기 자신을 더욱 되돌아 봐야 할 부분) 생각하면 윤

리적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식

은 미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곧 업과 윤회의 함축

적인 의미이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및 미래는 중단 없이 이어지

고 있는 것이다. 업과 윤회란 관념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역과 계

층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와 같은 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영향력 덕분이었다.1) 반드시 그

런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이론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마련이라는 생각

을 해 본다.

이 논문은 업과 윤회의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 예컨

대 업과 윤회의 형성 배경이나 윤회의 주체 논쟁, 그리고 업과 윤

회의 종교적 지향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일단 배제한 채

오직 업과 윤회 사상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어떤 윤리적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논

의해 보기로 한다. 말하자면 업과 윤회의 실천윤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

상생활 속에서 짓는 업과 그것의 윤리적 결과인 윤회를 개인적

경험의 차원이나2) 종교철학적인 관점에서3) 다루는 것은 또 다른

형이상학적 물음들을 새롭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

1) Kaufman(2005). p. 18.

2) 이와 관련해서는 티베트의 불교전통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환생의 사례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소걀 린포체(2005) ; 알폰스 데켄(2002) ; 오진탁(2004) ; 이이다

후미히코(2007) ; 파드마삼바바(1995) ; 프란시스 스토리(1992) ;

최준식(2005). pp. 213-250 등을 참조할 것.

3) 업과 윤회의 문제를 종교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논의들은 수

없이 많으나 필자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진(2005) ;

김진열(1990) ; 김형준(2001) ; 박경준(2003) ; 안옥선(2006) ; 이종희(2000)

; 이찬수(2000) ; 임승택(2005) ; 정승석(1994) ; 정승석(1995) ;

조용길(2003) ; Oestigaard(2005) ; Ryan(1999) ; Coseru(2005) ;

Deitrick(2005) ; Anand(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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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이기도 하거니와 윤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실천

적인 문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어지는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첫째, 업과 윤회는 숙명

론적인가?> <둘째, 업과 윤회는 선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 <셋째, 업과 윤회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물음들

에 대한 윤리적 답변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과 윤회사상은 우리의 윤리적 관념과 이를 구체적 행위로 표현

하는 실천적 동기로 작용할 때에만 비로소 현대사회적 의미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감히 강조해 보고자 했다. 그것은 윤리

가 처음에는 관념적 사고로부터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윤리학적 판단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윤리는 관념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행위전략인 것이다.

Ⅱ. 업과 윤회는 숙명론적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이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 행위를 도덕적으로

가꾸는 하나의 윤리적 상징이자 교훈적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불교신자로서의 인간적 고민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입장에 서자니 숙명론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후자의 입장을 고수하자니 종교

인으로서 어딘가 아쉽고 허전한 구석이 남을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처럼 생활여건과 교육수준 및 사회의식 등 모든 측면

에서 부처님 당시와는 현저하게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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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연 어느 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또 바람

직한 신행자세일까?

흔히 사람들은 업과 윤회란 말을 떠올릴 때마다 거기에 무작정

빠져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어

떤 인과성(causality)을 포함하고 있는 사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

이 있다. 그래서 혹자는 불교의 업과 윤회를 가리켜 도덕과 무관

한 자연주의적 인과관계를 지칭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불교는 어떠한 윤리나 도덕적 책임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업과 윤회의 관계를 일종의 운명이나 숙

명,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섭리(theodicy)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종교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불교의 업과 윤회사상은 무심

하기 짝이 없는 신이나 자연 그 자체, 혹은 다른 어떤 형이상학적

인 필연성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냉혹한 결정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여 그것의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다른 상태의 업과 윤회를 획득할 희망의 여지가 원

천적으로 차단되고 만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불행한 삶을

보고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돕기보다는 그 사람은 그럴만한 업

을 지었을 뿐이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럴듯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과 윤

회의 의미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면 어딘가 잘

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업과 윤회와 관련된 언급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존재양

식들, 예컨대 고통이나 쾌락의 삶 또는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

는 그 외의 삶을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거나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결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

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업과 윤회의 관념이 우리의 행

위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도덕규범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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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업과 윤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덕심리학이나 윤리적 삶의 현상학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4) 이처럼 업과 윤회는 윤리적인 차

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의 실존적 물음들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 세상의 이모저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 나아가 사회의 고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우리가 업과 윤

회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용한다면 일부의 사람들이 우려

하는 것처럼 업과 윤회는 하나의 숙명론에 불과하다는 오해로부

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나 사회적 희생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

터 조건 지워진 어떤 환경의 영원한 포로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

기 위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윤

리적 존재들인 것이다.

하지만 업과 윤회를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

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들어 업과 윤회를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윤리적 선택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으

나 그와 같은 점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업과 윤회의 본래 취지

가 희석되거나 부정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

면 인도적 인 의미의 업과 윤회사상에는 자유의지의 요소와 함께

숙명론적인 요소도 엄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

4) Nelson(2005). pp. 2-6 ; Harvey(2000). pp. 23-31 등 참조. 특히 피터

하비는 초기경전 속의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업과 윤회가 숙명론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컨대, 업과 이에 따른 윤회의 삶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도 하며 악행에 대한 참회를 통해 그 업이

없어질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위인

만큼 그것의 의미를 깊이 자각하고 자비행을 베풀어 선업을 쌓을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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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에 의한 도덕적인 선악행위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음

부터 존재하고 있던 자연적인 선악 또는 정의와 부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말하자면 업과 윤

회는 종교적인 차원의 인과적 결정론과 자유로운 도덕적 책임 사

이의 논리적 갈등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보기에 업과 윤회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한 완벽한 인과적

설명이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재적 삶의 상태가 이전에 있었던 사

건들에 의해 인과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든가 아니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둘 가운데 어느 하나란 말이다. 만일 업과 윤회가 이를 완

전하게 설명한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진보나 변화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과거의 악이 현재의 악을 낳고, 현재의 악이

다시 이에 상응하는 미래의 악을 낳을 수 있을 뿐이다. 반대로, 만

일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업과 윤회는 더 이상 완벽한 인

과적 설명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업과 윤회는 하나의 체계적

종교이론으로서는 실패한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실상

악의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이 세상에는

업과 윤회의 인과성을 벗어난 자연발생적이고 우연적인 악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5) 그렇다면 우리들은 업과

윤회사상으로부터 더욱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윤리의식의 고양을

주문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5) Kaufman(2005). pp. 24-27 ; Wright(2004). pp. 82-8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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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과 윤회는 선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가?”, “왜

착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비해, 사악한 사람들

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세상은 왜 더 나아지거나 정의로운

곳이 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인가?”, “이 세상에

는 왜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가?” 등과 같은 물음말이다. 그렇다

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업과 윤회는 바로 이와 같은 실존적 물

음들에 대한 불교적 답변이어야 한다고 본다. 언뜻 보기에 업과

윤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의 행위와 결부시키

는 업과 윤회는 우리들의 행, 불행이나 선악이 초래된 이유를 논

리적으로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인간

들이 겪게 되는 삶의 모습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이론은 인과성의 원리를 인간의 행위영역으로 확장하고 있

는데,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드시 선행 원인을

가지고 있듯이- 도덕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들도 그전

에 일어난 행위, 즉 업에 의해 미리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의

한다.6)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업과 윤회의 개념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복잡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다른 관점의 설명을 가급적 생략한, 가장 상식적인 수준

에서 이해되고 있는 단순형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고 필자의 글을 읽었으면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넘어

가야 할 것 같다.

6) Kaufman(2005). pp.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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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불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도 선하거나 악한 삶은

어느 시점에선가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결과로 보상받게 마련이

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약

속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때

로는 모순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도

여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불행한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기도 하고 불치병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가 하면,

악한 심성을 가지고 정의롭지 않게 살았거나 떳떳하지 못한 방법

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삶이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

리는 세상 속의 이런 부정의와 모순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어

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공덕만큼 보상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마땅

한 만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더 적

게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놀랍지 않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행과 보상 사이의 논리적 필연

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은 적어도 잠정적으로나마 우주의 질서는 우리가 바라는 정

의의 기대에 대체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선행

분야에서도 냉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건

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몹쓸

병을 얻어 일찍 죽는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은 이제 세상에는 도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포자

기의 심정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와 같은 종류의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와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의 궁극적 근거는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도덕적인 선행과 궁극적인 운명 사이에 초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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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종교적 주장은 그와 같은 관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들의 도덕적 기대와 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정의가 살아 있어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

으며, 이와 같은 생각은 정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과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순진무구한 아이는 치명적인 질병

으로 고통을 받는 대신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권

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모습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양

상과 달리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사실 등은 모두 한 결 같이 우리들의 뿌리 깊은 정의감의 표현들

인 것이다. 유덕한 행위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악에 대한

응분의 처벌 등은 상호 체계적인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

다.7) 이처럼 업과 윤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악의 문제를 설명

하는 불교적 사유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적인 의미의 업과 윤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

적인 선악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

는 도덕적인 인과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업과 윤회를 거창한 형이상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범위 안에

서만 작용하는 윤리적 인과관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

이상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의 차원이기 때

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업과 윤회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

악의 기원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8) 기

독교에서는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로 갈수 있다고 가르치는 반면, 불교는 끊임없이 나고 죽는 과정

을 되풀이 해야만 하며 이러한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는 또 다른 수행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9)

7) 이 부분은 Wright(2004). pp. 81-82의 내용을 요약, 각색한 것임.

8) Kaufman(200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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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선악의 원인이 개인적인 차원의 업

에서만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인 업의 결과인지에 대해

서도 따져 보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대부분 개인을 단

위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특정한 개인만이 아

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업이 빚어낸 결과라는 설명도 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훗날 대승불교의 보살도윤리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강조되면서 타인

중심의 자비행이 적극 권장되기도 하지만, 업과 윤회에 대한 불교

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행위 당사자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나머지 대승불교에서는 업과

윤회의 원리가 종종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예컨대, 내가 마

음 속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

람들이 실제로 그런 공덕을 받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업과 윤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그 과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 보다 두 배의 선업을 쌓았다

고 자랑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업과 윤회는

무상, 연기와 공, 무아 사상 등과 같은 다른 불교교의와 사상적 연

관성을 맺게 된다.10) 이 과정에서 업과 윤회는 매우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논리로 변형되며 결과적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소박한

본래의 윤리적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

가이다.

9) Nelson(2005). pp. 6-10.

10) Wright(2004). pp. 85-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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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과 윤회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일상의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과보를 받게 되고 이

것이 다시 새로운 삶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이야 말로

업과 윤회에 대한 가장 간단명료한 정의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

고방식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생

과 현생 및 내생이라는 독특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전생의

업과 현생의 과보 및 현생의 업과 내세의 과보라는 순환론적인

등식, 즉 윤회의 삶이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상식적인 사유방식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전

생과 내생이라는 관념은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하나 그 존재여부

를 실제로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를

입증할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 힌두교도들이나

티베트인들은 업과 윤회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삶으로의 환생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11) 문제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현대인들의 과학적 지식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는 점이다. 예컨대, 티베트인들이 환생의 사례로 제시하는 증거물

들에 대해 서구의 과학자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한 마디로

말해 윤회와 환생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12)

그러나 윤회와 환생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윤회와 환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근거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과학적 검증방법이 어떻게 발달하는

11)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소걀 린포체(2005). pp. 145-178, pp.

513-634 ; 최준식(2005). pp. 213-250 ; 파드마삼바바(1995) 등을 참조할

것.

12) Wright(2004).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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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우

리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그것은 업과 윤회와 같

은 형이상학적인 주제의 속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인 주장이 과학적인 주장과 똑같은 수준

의 경험적인 증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라는 반문에 직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서로 다른 범주의 물음이라는 문

제제기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답변하는 방식도 이전과 동일

한 기준의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에도 불

구하고 업과 윤회사상은 한번쯤 그것의 존재 유무에 대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업과 윤회사

상은 이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과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인도인들은 업과 윤회사상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신분제도를 아

직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하층민으로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사

람들조차 신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탓하는 법이 거의 없다고 한

다.13) 대신 그들은 전생의 업과 그 과보인 현재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내생에서는 제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과 윤회가 결코 실재하는 현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

뀌게 될까?

일반적인 의미의 상식에서 생각할 때, 만일 전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때의 일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드

문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상을 일반화해도 좋을 지에 대

해서는 솔직히 말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의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전생에 대해 아무

13) Kaufman(200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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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기억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행

을 업과 윤회의 관점에서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이 지은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설

득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업과 윤회사

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도덕교육이론으로서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불행이 전생에서 자기

가 저지른 악업과 정확하게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

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생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전생에서 한 결 같

이 다른 사람들을 해친 살인자였기 때문일까? 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도 떠올려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

지만 말이다. 나아가 설사 업과 윤회의 원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어떤 사람의 현재를 있게 한 최초의 원인을 어디까지 소급할

것인가? 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르긴 몰라도

그 원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

면 업과 윤회는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다. 이를 감지한 우리들은 자신의

운명에 드리워진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무게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전생이나 내생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업과 윤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의 원리

로 오늘도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할까? 두 가

지 물음 모두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고 죽음이 반복

되는 현장인 삶 자체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윤회

관은 마치 갓난아기를 더러워진 목욕물과 함께 강물에 내다버리

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목

욕물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애지중지하던 자기 아기를 강물에 던

져버릴 수 있는가? 삶을 포기하는 생명체는 어떤 의미에서 더 이

업과 윤회 사상의 일상적 수용 태도 ∙ 139

상 생명체라고 볼 수 도 없다. 불교의 열반이라는 관념은 종종 삶

속의 악 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는 삶의 모든

측면들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삶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세상

에 존재하는 부정의와 악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접근방

식은 오히려 악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회피한다는 선

입견을 낳을 위험성이 크다. 왜 우리의 삶은 즐겁고 좋은 것이 아

니라 오직 극복의 대상인 괴롭고 나쁜 것으로만 인식되어야 하는

가? 그것은 흔쾌히 환영할만한 주장이 못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를 소비하는 계층의 의식

도 급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부

분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의미의 감각적 행복을 찾고 있는 현대사

회 속에서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업과 윤회의

관념은 보다 산뜻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업과 윤회사상이 함축하고 있는 은유적 메시지를 부담스

럽지 않은 일상생활 속의 소박한 윤리적 비유로 읽어낼 수 있는

종교적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나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평범한

진리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내세가 아니라 바로 내

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지

금 당장 스스로 옷깃을 여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개

인적으로 필자는 업과 윤회를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

분하다고 본다. 적어도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복잡한 논의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무기(無記)로 간

주해 버리자. 그것이 대부분 중생심으로 살아가기 마련인 우리들

에게 오히려 속 편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업과 윤회가 갖고 있

는 종교윤리적 뉘앙스는 가슴에 고이 간직해야 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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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업과 윤회사상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사상은 무엇

보다도 목적지향적인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

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내가 행한 만큼 과실을 얻을 수 있다

는 도덕적 추론방식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업은 곧바로 어떤

형태의 과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면 나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행위의 속

성을 규정할 어떤 잠재적인 힘(saṃskāras)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업과 윤회의 관점을 이전과는 다

르게 결과주의가 아니라 덕의 윤리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었

다.14) 이에 반해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자신의 윤리적 입장을 정

당화하는 수단으로 초자연적인 신을 요청했듯이, 불교윤리에서도

업과 윤회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요청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업과 윤회는 그것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

이 우리들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업과 윤회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필요에 의해 업과 윤회라는 관념을

거꾸로 요청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5)

이 외에도 불교의 업과 윤회를 서양윤리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파스칼의 내기’ 이

14) Keown(2005). pp. 329-349.

15)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Cokelet(2005). pp. 1-13 ; 김진(2005). pp.

35-5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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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 그 한 예에 속한다.16)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들은 신의 법

칙에 복종하면서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업과 윤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는 업과 윤회의 법칙을 수용하면서 업과 윤

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업과 윤

회의 진리를 비웃으면서 업과 윤회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는 세상을 사는 방법과 그 도덕적 결과를 염

두에 두고 일종의 내기를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파스칼의 내기’란 이름이 붙여졌다. 아무튼 이것이 글자 그대로

내기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를 요모조모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신(업과 윤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일

까? 그것은 신의 율법, 즉 십계명(업과 윤회의 필연성)을 지키지

않고 지상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일까? 반대로 만약 신(업

과 윤회)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기에서 진다면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신의 저주(업과 윤회의 과보)를 받아 끊임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위험을 감수하

는 일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신(업과 윤회)이 존재한다는 데에

내기를 걸었는데 실제로 신(업과 윤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일까? 그래봤자 나는 신(업과 윤회)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한 나머지 기껏해야 지상의 쾌락과 행복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즉, 나는 실제로 크게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셈이다. 왜냐

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실망과 고통 및 질병의 노예라

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의 멍에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그렇지만 신(업과 윤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

혀져 내기에서 이긴다면 내가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

쩌면 천국에서 환희와 열락이 가득한 영생(업과 윤회를 벗어난 깨

16) 필립 반 덴 보슈(1999). pp. 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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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의 경지)을 누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기의 두 가지 가능성이 갖는 이해의 득실은 결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신(업과 윤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내

기를 걸었다면 내가 얻을 것은 작으나 잃을지도 모르는 것은 매

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신이 존재한다는 데 내기를

걸었다면 잃을 것은 별로 없는데 반해, 얻을 것은 엄청나게 클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내가 선택한 내기, 즉 사

고와 행동의 방식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의 비율은 실로 유한과

무한을 넘나들 정도로 근본적인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주저 없이 두 번째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

을까? 이는 업과 윤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도 무엇인가 의

미심장한 바를 암시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다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과 윤회의

문제를 헤어(R. M. Hare)가 말하는, 이른바 직관적인 수준(intuiti

ve level)과 비판적인 수준(critical level)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회와 환생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이나 직관과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른

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 보면 업과 윤회의 원리는 종교적 진리일

수도 있고 연기나 공, 무아와 같은 불교의 다른 교의들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업과 윤회가 거짓이라면 연기나 공도

거짓일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헤어는 전자와 같은 도덕적 추

론방식을 직관적 사고라고 부르고 후자와 같은 논리적 분석을 비

판적 사고라고 부른바 있다.17) 업과 윤회에 관한한 우리 불자들은

직관적 사유를 넘어 비판적 사유의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

의 여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업과 윤회가 이 시대에 던지는 윤리적 함의를 거듭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업과 윤회는 불교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일

17) Hare(1981). 제1부 2장 ; 그리고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류지한(2004). pp. 201-23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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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의미로 알기 쉽게 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와 관

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으며 불교적 전통들마다

약간씩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형이상학적 논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행위원리로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겠는가라는 윤리학적 고민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필자는 업

과 윤회의 원리를 사후의 세계까지 확장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곧바로 적용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럴 때 업과 윤회라는 사고방식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며 또한 행위의 선

택과 그것이 도덕적 성품의 형성에 미치는 결과도 숙연하게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보이지 않는 업력이 언제나 우리 주변

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업과 윤회라는 불교윤리적 사

고방식은 과거반성적인 숙명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윤리성을

듬뿍 함축하고 있는, 말 그대로 싱싱한 도덕적 에너지로 간주되어

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비유 하나를 통해 업

과 윤회의 상징적 가르침을 곱씹어 보기로 한다. 어제 저녁 친구

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먹은 치킨과 삼겹살이 십 수 년 전에 돌

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윤회의 흔적이

라고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썩은 고기 냄새로 찌든

자신의 모습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할 것이다.18) 이것은 업과

윤회가 던지는 윤리적 메시지의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고 본다. 자, 여러분들은 업과 윤회의 교설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는가, 아니면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것의 윤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 당장 실천할 것을 발원하겠는가? 우리의 현재적

삶이 누가 보더라도 만족스럽다면 죽음의 문제는 이미 극복된 것

18) 다미엔 키온(2007). pp. 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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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당사자가 죽는 순

간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인생의 생활

기록부이자 성적표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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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ryday Life's Practical Receptive Attitude

towards the Thought of Karman and Saṃsāra

Heo, Namkyol

Dongguk University

From the viewpoint of practical ethics, the thought of

karman and saṃsāra is just the thing which the Buddhist

lifestyle has been easily explained as the everyday's

meanings. We of course know that many and various

arguments concerning this two religious concepts has ever

been for long time discussed within the relevant academic

schools in the very different ways and then there are the

variety of interpretations of the above terms depending on

the Buddhist traditions. However, at this point I think that

what we should do is not to argue karman and saṃsāra

from a certain metaphysical viewpoint as usual, but to

reinterpret it in the modern ethical act principle and apply it

to our everyday life's moral life. That is to say, I try to

suggest that we should not extend the conception of karman

and saṃsāra to the world of afterlife, but apply its ethical

instruction to our actual life instantly.

When the modern meaning of karman and saṃsāra is

really accepted as this way, I feel that it could probably

make us to have a humble attitude towards the natural law

surrounding us and further to concede its effects on the

formation of our moral character solemnly. For example, if

we imagine that the invisible karman power always ha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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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us, we might all become true ethical human beings.

In this respect, I wish to again emphasize the fact that the

Buddhist way of thinking of karman and saṃsāra is not to

be regarded as the fatalism which generally tends to have

past -oriented self reflection, but as literally the vivid and

living moral energy which have enough future-oriented

ethical implications. This essay examines such an aspects of

the thought of karman and saṃsāra.

Key Words : karman and saṃsāra, the modern ethical act

principle, a humble attitude towards the natural

law, effects on the formation of our moral

character, the fatalism, the vivid and living

mor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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