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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의 수행은 철저한 無我․無相․無住의 실천을 통한 제법의

실상을 체득하는 것이다. 인간은 제법의 잘 못된 인식에서 집착과 차별

심을 갖고 투쟁과 살상을 일삼으며, 어리석은 탐욕심으로 자신이 태어

나서 의지하고 있는 자연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참히 훼손하고 오염

시키고 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인양 착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마구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생태와 자신의 오고 가는 실제의 위

치를 제대로 확신하게 하는 실천수행법이 바로 이 금강경의 내용이

다.

삼천대천세계의 무한공간에서 생멸하는 일체의 중생이 변화하는 현

상을 직감하지 못하면 쉴틈 없이 엄습해 오는 무한의 고뇌에서 영원히

해탈할 수 없이 오히려 자멸하게 될 것이다. 집착할 것 없는 공간세계

를 확인하고 더불어 사는 중생세계를 4상을 떠난 본연자성에서 확신할

수 있는 지혜의 완성이야말로 자연생태계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실천수행이야 말로 오염되지 않았던 本然의
자아를 발견하고 법계일체가 절대 평등하다는 자연생태의 진면목을 회

복하는 진리다.

Ⅰ. 서론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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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면서 자연을 정복하여 마치 자기의 한 도구처럼 사용하려

는 욕망을 갖고 있다. 또한 인간은 정복자로써 피정복자인 자연을

대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존재를 위한 필요조건 정도로 인식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연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단순히 인간을 위해 정복

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다른 인식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

지만 아직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환경운동이나 생태적 생활을 중시하거나 강조하는 것 역시 인

간 중심의 존재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와 문화는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가치로 규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

는다. 관념적으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을 1:1의 동일

한 차원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그것은 시도에 불

과하다. 일부의 생태학자들이나 환경보호론자들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과거에 비해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이룩한 과학과 물질문명

이 첨예하게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이 주는 선물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공영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제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태도로 더욱 발

전시키는 것이 현대 사회학자들의 관심이 되어 있다. 생태학적인

사회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혹은 우주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전환

될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 진단한다.

우리들이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고 그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 우리들

의 의식을 재점검하고 일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

식이 전환되지 않은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실천의 이론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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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삶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전제한다면 이

론의 개발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의식의 전환이나 생

태적 인식의 고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이론 개발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의 하나인 금강경을 생태학적으로 해석하고자 시
도해 보려고 한다.

금강경의 원명은 金剛般若波羅密經이다. 漢譯된 판본도 다

양하다.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鳩摩羅什

역본을 근본 텍스트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동북아 불교도들에 의해 널리 독송되었지만 다른 한편

으로 보면 동북아 불교문화의 공통 키워드를 형성하고 있는 불교

문화 중에서도 선불교의 소의경전이 되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철저하게 해체론적 破

邪에 입각하여 터럭만큼의 관념적 착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와

대상을 상정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모두 관념적 착상에 불과하다

고 비판하고 있다. 철저한 無執着 無所得인 空思想에 입각해 있다

는 점에서 수행자들의 귀감이 되었다. 생태라는 탈을 씌우는 것이

어쩌면 경전의 사상과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나 佛法은 곧 實相

이며 실상은 법계의 참 모습이므로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 생태

본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강경사상은 곧 생태의 실상을 그
대로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경의 사상 속에서 자연생태를

직시하고 그 생명력을 자신의 생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 경전으로 전승되고 있
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객진번뇌인 三毒心을 破

斥하고 깨달음을 통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여 제법실상의 진리

에 부합하는 가장 바른 수행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개발지상주의 인간은 삼독심으로 인한 무제한의 욕

망과 무차별적 분노로 어리석게도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도

인식하지 못하고 풍요와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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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하게 훼손하고 무지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연

환경을 회색화 함과 동시에 인간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생태계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과거인의 것도 미래인의 것도 아니다. 생태계 자연인 실상 그대로

의 것이다.

Ⅱ. 금강경의 공간과 존재의 개념

1. 금강경에 나타난 공간의 개념

경전에 의하면 공간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으

며, 대표적인 指示語로 三千大千世界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

선 몇 개의 실례를 살펴보고 삼천대천세계가 의미하는 공간개념

을 살펴보기로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七寶를 써서 보시한다면

(의법출생분)1)

칠보로 저 간지스강의 모래 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무위복승분)2)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微塵(여법수지분)3)

이와 같은 단어는 금강경에서 7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삼천
대천세계는 공간의 무한함을 형용하기 위한 형용구로 사용되고

1) TD 8, 751c. 若有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2) 상동, 750a. 以七寶滿爾所恒河沙數三千大千世界.

3) 상동, 750a. 三千大千世界所有微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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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삼천대천세계가 의미하는 공간의 개념은 구체적으

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금강경 자체에서는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다른

문헌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삼천대천세계설은 원래 고대 인도철학에서 세계관 또는 우

주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인데 불교에서도 이를 원용하고 있다.

장아함경18, 제4 世記經의 閻浮提品 에 삼천대천세계에 대

하여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 하나의 해와 달이 4天下를 두루 돌면서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은

천개의 세계가 있다. 천개의 세계 속에 각각 천개의 해와 달, 천개의

수미산왕, 4천의 천하, 4천의 대천하, 4천 바다, 4천 용, 4천 대용, 4천

금시조, 4천 대금시조, 4천 악도, 4천 대악도, 4천 왕, 4천 대왕, 7천 대

수, 8천 큰 지옥, 10천 큰 산, 천 염라왕, 천 사천왕, 천 도리천, 천 염

마천, 천 도솔천, 천 타화자재천, 천 범천이 있다. 이것을 소천세계라

하고, 하나의 소천세계와 같은 이러한 소천의 천개 세계를 중천세계라

한다. 하나의 중천세계와 같은 이러한 중천의 천개의 세계를 3천대천

세계라 한다.”4)

여기서 4 천하는 四大洲를 의미하며 수미산을 중심으로 南贍部

洲 東勝身洲 西牛貨洲 北俱盧洲가 있는데, 하나의 해와 달이 이 4

대주를 돌면서 비추는 천개의 세계가 있고, 그 천개의 세계에 각

각의 해와 달이 있는 4천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니 하나의 소천

세계만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세계이다.

이것은 별도의 단행본으로 된 起世經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

4) TD 1, 114b 如一日月周行四天下. 光明所照. 如是千世界.

千世界中有千日月．千須彌山王．四千天下．四千大天下．四千海水．四千大海

．四千龍．四千大龍．四千金翅鳥．四千大金翅鳥．四千惡道．四千大惡道．四

千王．四千大王．七千大樹．八千大泥犁．十千大山．千閻羅王．千四天王．千

忉利天. 千焰摩天．千兜率天．千化自在天．千他化自在天．千梵天.

是為小千世界. 如一小千世界. 爾所小千千世界. 是為中千世界. 如一中千世界.

爾所中千千世界. 是為三千大千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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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삼천대천세계설은 俱舍論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한 예문을

들면 俱舍論11권 分別世品 3의 4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사대주와 해와 달과 소미로산과 욕계의 천과

범세가 각각 1천개인 것을 1소천세계라 이름한다.

이러한 소천세계의 천 배를 설하여 중천세계라고 이름하며

이것의 천 배를 대천세계라 하니 이 모두는 동시에 이루워지고 허

물어지네.5)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4대주가 있

으며, 그것을 둘러싸고 9山 8海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욕계이며, 욕계에는 6천이 있는데 소천세계라 말한다. 위

로는 色界의 초선천에서부터 아래로는 大地 아래의 風輪界에 이르

는 범위를 지칭한다. 이 세계 안에는 해, 달, 수미산, 4天下, 4天王,

33천, 夜摩天, 兜率天, 樂變化天, 他化自在天, 범세천을 포함한다. 이

러한 세계가 천개 모이면 그것을 중천세계라 말한다. 중천세계가

다시 천개 모이면 그것을 대천세계라 말한다. 대천세계란 천을 세

번에 걸쳐 모은 것, 즉 소천, 중천, 대천이란 세 가지의 千의 세계

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삼천세계 혹은 삼천대천세계라

말한다. 이것은 삼천의 세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千의 3승을 헤아

리는 세계라는 의미이다.

삼천세계는 10억의 소세계이다. 삼천대천세계를 천백억세계라

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억이란 숫자 개념보다도

한 자리 수가 내려오는 억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백억은 지금으로

본다면 10억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천대천세계는 천 x 10억의 세

계가 된다. 즉 태양계 x 千 = 소천세계, 소천세계 x 千 = 중천세

5) TD 29, 60c 四大洲日月 蘇迷盧欲天 梵世各一千 名一小千界 此小千千倍

說名一中千 此千倍大千 皆同一成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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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천세계 × 千 = 대천세계이다. 하나의 삼천세계가 한분의 부

처님이 교화하는 범위로 보는데 이것을 一佛國이라 표현한다.

물론 이상과 같은 설명은 현대의 지식이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삼천대천세계로

표현되는 금강경의 공간개념은 무한수를 표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 개념이나 인간 위주의 공간

개념이 아니라 우주는 광대무변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다. 천문학에 의하면 지구가 속하는 은하계의 우주는 태양과 같

은 항성을 약 2천 억 개 포함하고 있는 섬우주와 전적으로 동일한

소우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주 전체는 이러한 소우주가 무려

수천 억 개나 존재한다고 말한다.6) 또한 생물학자는 생물에만 생

명이 있다고 하면서 무생물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물

학상의 편의적인 고찰이며, 엄밀하게 말한다면 거기에는 일련의

연속성 있는 구별은 불가능하다. 만일 생물학적인 입장을 떠나 불

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삼라만상이 모두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7) 현재의 지적 수준과 시각으로 만물을 재단하고 판단하

는 것에서 우리는 공간과 생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지는 생명의 어머니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지와 생명을

구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공간개념의 무한성은 생명

의 무한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적어

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라는 공간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닫혀 있는 공간개념을 탈피할 수 있는 길임과 동시

에 환경과 생태학에 대한 시각을 보다 확장시켜 줄 수 있다고 본

다.

6) 김용정(1996) p. 31

7) 김용정(199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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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체중생의 개념

생태학적 존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특히 인간을 비롯한 존

재 일반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생태학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란 바로 존재 일반의 현상이나

양태에 대한 인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을

까? 우선 경전의 내용을 살펴본 뒤에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 보기

로 한다.

존재하고 있는 일체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

색, 유상, 무상, 비유상․비무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

서 그들을 멸도하리라.8)

이상의 인용문에 나타난 중생의 종류는 대략 열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삼계인 欲界․色界․無色界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먼저 胎․卵․濕․化의 4생은

욕계에 해당하며 4생에 관한 설명으로 구사론 제8 분별세품
1에 있는 내용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난생은 有情 중에서 卵殼(알)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鵝(거위) 공

작, 앵무새, 기러기 등 조류를 말한다. 태생은 유정류 중에서 胎藏

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코끼리, 말, 소, 돼지, 양, 노새 등의 축생을

말한다. 습생이란 유정류 중에서 濕氣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곤충, 蛾(나방) 蚊(모기) 蚰(노래기) 蜒(지네) 등이다. 화생이란 유

정류 중에서 의탁할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那落迦(지옥중생) 天,

中有 등과 같은 것이다. 根(감각기관)을 구비하여 결함이 없으며,

支分(수족이나 마디)이 단박에 생긴다. 無(아무것도 없는)에서 홀

8) TD 8, 749a. 所有一切衆生之類. 若卵生若胎生若濕生若化生. 若有色若無色.

若有想若無想. 若非有想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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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불꽃이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化라 말한다.9)고 하였다.

또 金剛般若波羅密經破取著不壞假名論에서 有色은 형상이 있는
것으로 욕계와 색계에 해당되고, 無色은 형상이 없는 것으로 무색

계에 해당된다고 한다고 하며, 有想이란 空無邊處와 識無邊處를 말

하며 空想과 識想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無想이란 無所有處를 말하

며 작은 생각까지도 여의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이름한다. 비유

상비무상이란 有頂天에 섭수되는 존재들을 말한다.10)고 하였다.

또한 宗泐․如王의 金剛經註解11)에 의하면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은 모두 욕계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귀신은 태생과 화생 두

생류에 통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색은 색계천에, 무색은 무색계

천에, 유상은 식처천에, 무상은 무소유처천에, 비유상비무상은 비

상비비상처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吉藏은 金剛
般若疎12)에서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종류는 모두 중생을 總攝하
는 말이며, 廣大한 마음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난생 아래의 3구는

별도로 중생을 섭수하는 것이다. 제1구는 一門으로 중생을 섭수하

는 것이니 一生門이다. 제2는 유색과 무색의 2문으로 중생을 섭수

9) TD 29, 43c-44a. 謂有情類卵生胎生濕生化生. 是名爲四. 生謂生類.

諸有情中雖餘類雜而生類等. 云何卵生. 謂有情類生從卵[穀-禾+卵]是名卵生.

如鵝孔雀鸚鵡鴈等. 云何胎生. 謂有情類生從胎藏是名胎生. 如象馬牛豬羊驢等.

云何濕生. 謂有情類生從濕氣是名濕生. 如虫飛蛾蚊蚰蜒等. 云何化生.

謂有情類生無所託是名化生. 如那落迦天中有等. 具根無缺支分頓生.

無而欻有故名爲化.

10) TD 25, 887c, 有想者. 謂空無邊處識無邊處. 起空想識想故. 無想者.

謂無所有處離少想故. 名爲無想. 非有想非無想者. 謂有頂所攝.

11) TD 33, 229a. 所有一切衆生之類. 若卵生. 若胎生. 若濕生. 若化生　

人與旁生具有四生. 諸天地獄中陰惟是化生. 鬼通胎化二生. 皆屬欲界. 若有色　

色界天若無色　無色界天若有想　識處天若無想　無所有處天 若非有想非無想　

非想非非想處天.

12) TD 33, 102a. 所有一切衆生之類至非有想非無想已來. 總攝衆生名廣大心.

此中二句. 所有一切衆生之類. 此總攝衆生. 若卵生下. 此有三句別攝衆生.

第一句以一門攝衆生. 謂一生門. 第二有色無色二門攝衆生. 欲色兩界名爲有色.

無色一界名爲無色. 第三以三門攝衆生. 無想者卽是色界第四禪中無想天也.

非有想非無想者無色界最後天也. 有想一句. 除上二處通三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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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욕계와 색계를 유색이라 하며, 무색계를 무색이라

말한다. 제3은 3문으로 중생을 섭수하는 것이다. 무상이란 바로

색계 제4선천 중에서 무상천이다. 비유상비무상이란 무색계 최후

의 天이다. 有想이란 구절은 이상의 두 곳을 제외하고 삼계에 통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열 가지 분류에 그치지 않고 12범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대만의 東方橋13)가 당사자이다. 그는 4생과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비유색과 비무색, 비유상과 비무상으로 해석한

다. 경문에 일부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비유색과 비무색을 보충

하여 대립적인 세계 일체를 포괄하고자 하는 해석이라 말할 수

있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4생에 대한 해석은 구사론의 풀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유색이란 형상이나 물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닌 것이다. 무색이란 인류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다

른 존재의 현상이나 음양의 전기와 같은 것을 말한다. 유상이란

사상이나 감각적인 것을 말한다. 무상이란 사상이나 감각이 없는

것이거나 어떤 것은 사상이나 지각은 없어도 감각은 지니는 것이

다. 비유색이란 형색을 지니고는 있지만 다른 것에 의탁해서 성립

되는 것이며, 水母처럼 새우로 눈을 삼는 것이다. 비무색이란 소리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詛呪처럼 생을 싫어하는 것이다. 비유상

이란 有想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더라도 유상이 없는 것이

므로 사실상은 유상이다. 비무상이란 수행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

다. 즉 이미 비무상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상에서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의 종류에 대해 고찰
했다. 그것은 현대의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체의 개념과 그것을

초월해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생명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는 수행의

경지로 인식되는 종교적 세계까지 중생의 범주 속에 포함되고 있

다. 이러한 것들을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물질이나 非物質, 혹은 구

13) 東方橋(2007) pp. 28-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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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비구상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물

질과 非物質을 둘로 보지 않는 불교적 생명관과 직결되어 있는 해

석인 것이다. 생태학적 외연을 무한대로 넓히면서도 인간의 자유

의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 존중의 사고를 강조한다. 그것을 길장

은 “무슨 까닭에 6도로 중생을 섭수하지 않는가? 6도는 중음을

섭수하지 않지만 4생은 일체를 섭수하기 때문”14)이라 대답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中陰이란 형체를 지니지 않은 것이지만 생

명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보충하자면 물질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의 생명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를 압축적으로 물질이라 정의한다면 그

물질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역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교의학적인 해석에서 말하자면 물

질은 色이라 말하며, 이것은 表色, 無表色, 極微色, 極廻色으로 표현

된다. 유표색은 우주 속에 나타나 있는 靑黃赤白 등의 색깔과 長

短, 高低 등이다. 미학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혼합하여 표현한다.

지수화풍으로 표현되는 물질세계의 일체를 지칭하며 일체중생의

육체를 포괄한다.

그러나 무표색이나 극미색, 극회색은 모두 형이상학적이며 추

상적인 것들이다. 과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

도 보여줄 수 없다. 극미색은 현재의 과학에서 말하는 원자나 核

子 등이며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원리적으로만 설명

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성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극회색

은 무궁무변한 은하세계의 계통이라 말할 수 있으며, 전우주 공간

에 있는 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場과 같은 존재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이 물질의 본질이며, 그러한 물질이 인간의 육신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본연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가시적인 것만을 통해

판단하는 인간들에겐 아직 이해하기 불가능한 세계라 할지라도

14) 吉藏, 앞의책, 102a. 問何故不以六道攝衆生. 答六道不攝中陰.

四生則一切攝故也.



110 ∙ 印度哲學 제26집

공간과 물질이 두 개의 존재 영역이 아니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

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의 인연과 의지에 따라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극미한 물질의 최소 단위가 生成因, 質料因, 構成

因, 維持因, 動力因 등의 결합에 의해 지각이 가능한 형체를 지니

게 되기 때문이다.15) 그렇다고 형체를 지니지 않은 것은 생명현상

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선 곤란하다. 생명현상의 잠재력을 보유한

채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의 생태운동은 작은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간과 존재는 상의상존하는 것이다. 어떤 공간이든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은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들이 어떤 모습이거나

생각에서 相에 집착한다면 생태적 공생은 불가능한 것이다.

Ⅲ. 금강경의 생태적 인식

금강경은 다양한 논리적 방편으로 고정관념을 부정의 방법으
로 타파하고 있다. 집착 즉 닫힌 시각을 통해서는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 관념을 파격하여 진실에

신속히 부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금강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지니는
생태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試論이기 때문

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

을 탐색하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이 단서가 되어 보다 고원한 생

태학적 이론 개발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15) 김동화(1982) pp. 73-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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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四相의 부정과 생태적 인식

경전에서 가장 여러 방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관

념(四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철저하

게 집착을 떠난 공의 세계를 실현하는 방편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니고 있으면 보살이 아

니다.(대승정종분)16)

여래는 일체의 중생들이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얻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본다. 왜냐하면 이 일체의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생, 중

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法相이 없으므로 非法相도 없다. 왜냐

하면 이 일체의 중생들이 마음에 取相할 것 같으면 아상, 인상, 중생

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상에 집착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법상에 取着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7)

이상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살은 철저하게 아상, 인

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녀선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법상과 비법

상을 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

자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법상과 비법상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법상종의 규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16) TD 8, 749a. 若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17) TD 8, 749b. 如來悉知悉見是諸衆生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無復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無法相亦無非法相. 何以故. 是諸衆生.

若心取相則爲著我人衆生壽者. 若取法相卽著我人衆生壽者. 何以故.

若取非法相. 卽著我人衆生壽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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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친논사가 말했다. ‘아란 삼세와 오온을 차별하고 집착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과거의 我가 상속하여 현재에 이르기까

지 끊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중생상이라 부른다. 현재의 命根이 끊

임없이 머무는 것을 보기 때문에 命者相이라 부른다. 명근이 과거를

斷滅하고 뒤에 6도에 태어난다고 보는 것을 수자상이라 부른다.18)

인용문에선 人相 대신 命者相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窺基

가 금강경의 범어 텍스트를 보고, 그에 맞추어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我相이란 ātman인 自我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人相이란 jiva인 個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

는 jiva는 생명의 현상 이면에 내재한다고 생각하는 영혼과 같은

존재를 말한다. 衆生相이란 오온이 집합하여 중생의 신체를 구성

하는 것인데 실체로서의 중생, 즉 sattva인 살아있는 生命이 실재

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壽者相이란 윤회를 반복하는 무엇인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을 pudgala인 영혼을 말한

다. 中陰, 識神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규기가 인상

을 명자상이라 해석한 것은 전혀 이채롭지 않으며, 본래의 사상에

철저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란 고정불변의 실체나 常一主宰性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法相이나 非法相에 取着한다는 것도 대상에 대

한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철저한 반야의 空의 실현으로 절대평등을 顯正하는 진리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경험아를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를 경험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면서 我取, 我愛, 我慢,

我見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편견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영혼의 존재 유무, 세계의 무한

과 유한, 윤회의 지속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게 된

18) 窺基, 金剛般若經贊述(TD 33, 131b). 世親云我者總觀三世五蘊差別執.
見過去我相續至現在不斷名衆生相. 見現在命根不斷住故名命者相.

見命根斷滅過去後生六道名壽者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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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것도 실체성을 지닐 수 없다. 원인과 조

건의 결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다하면 자연의 상태

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류의 평화를 핍박하거나 생태환경을 저

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편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으로 존재하는 것은 假有的인 것들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하는 것이다. 만일 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이 정지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다. 우리

들이 특정한 시계를 정지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의 흐름

을 정지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의 잘못된 편견으로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

다는 것은 주객을 분리해서 보려는 사고의 전형이다. 무엇인가 실

체적인 것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

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위하여’란

편견을 버리는 것이 좋다. 신도 인간도 대우주에서 벌어지는 생명

현상의 하나라는 생각을 지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품반야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마하살의 의

미를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꺼이 설하리라. 설하리

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我見, 衆

生見, 壽者見, 人見, 有見, 無見, 斷見, 常見 등을 끊기 위해서 설법을 한

다면 이것을 摩訶薩의 의미라고 말하리라. 이 중에서 마음에 집착이

벗는 것도 마하살의 의미이다.19)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품반야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보살
의 정의는 아견, 중생견, 수자견, 인견 등의 각종 편견을 끊는 것

19) TD 8, 538c. 舍利弗白佛言. 世尊. 我亦樂說所以爲摩訶薩義. 佛言. 樂說便說.

舍利弗白佛言. 世尊.

菩薩斷我見衆生見壽者見人見有見無見斷見常見等而爲說法. 是名摩訶薩義.

於是中心無所著. 亦名摩訶薩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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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윤회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롯하여 有無, 斷常

등의 견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나 생명현상의 존엄

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절대자에 의해 지배받고

귀속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명현상의 절대성과

자율성을 고양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

어 있는 진실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色․受․想․行․

識의 오온에서 찾을 수 없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 그것을 일체중생

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共業 중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如實知見

이며,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생

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금강경에서는 四相으로 압축해

서 표현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相이란 우주에 편만한 일체의 현상을 말하며, 그것은 동

물, 식물, 그리고 ‘너와 그, 그리고 나’라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차별의 개별적 관념을 포괄하며,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다른 사람

의 것이니 등등의 사고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이며, 소멸하지 않는 현상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직

시해야만 한다. 여기서 부정의 논법이 필요하게 된다. 부정을 통

해 표면적인 현상을 일차적으로 부정하면서 2차적으로는 주객이

분화될 수 없는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주객의 관계 문제

경전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말한다. 차

이가 있는 것은 기능적, 생태적 차이일 뿐이다. 그런 점에 대해 경

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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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賢聖은 모두 무위법 때문에 차별을 지닌다.20)

무위법이란 인연에 의해 성립되어 生․住․異․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멸을 초월한 열반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무위법이다. 인류를 교화

하는 위대한 가르침 역시 열반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미 우주만물과 일체중생을 포괄하는

데 우주만물과 일체중생을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한다. 이것이

무위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無不爲法의 妙用이라 말할 수 있다. 묘

용이란 大用이며,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다. 경전의 표현대로 하자

면 無有定法이다. 따라서 자연의 自覺性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

다.21) 이 자각성은 인위적인 일체의 것에서 벗어나 있다. 언어, 문

자, 형상, 지각작용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

나 如如不動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형상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

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편견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위법은 어디에나 평등하게 존재하지만 차별상을 지니

게 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상의 차이를 말한다.

이것을 생태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본질적 가치에 천착하기보다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본질적 가치란 주

객의 일치를 통해 사물의 내면에 존재하는 自覺性을 인식하는 것

이라면 수단적 가치란 형상에 집착하거나 형상에 끌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전은 다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身相으로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아

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

20) TD 8, 749b. 一切賢聖皆以無爲法而有差別.

21) 東方橋(2007) p.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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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씀하신 신상은 바로 신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

씀하셨다. ‘무릇 존재하는 바의 相은 모두 虛妄한 것이다. 만일 일체의

相이 相 아니라고 본다면 여래를 보는 것이다.’22)

여기에서 여래는 무위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런데 여래를 보기 위해서는 형상이나 수단적 가치에 의거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일체의 존재의 외형적 모습은

주어진 역할이며, 본질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마음의 눈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경전은 부정의 논법을 활용한다. 無相

의 相이야말로 實相이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 부정, 재긍

정, 재부정, 재긍정의 단계를 밝고 있다. 지혜의 實相은 非一相, 非

異相, 非有相, 非無相, 非非有相, 非非無相, 非非一相, 非非異相, 非有

無俱相, 離一切相, 離一切法이라 말한다.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일체의 相을 破壞하는 것이

며 일체의 망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체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한다는 것은 일체의 형상을 수단적 가

치로 파악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이 지닌 고질적인 편견에서 기

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편견에 기인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만

인간위주의 세계관, 인간위주의 존재론, 인간위주의 인식론에 의

해 자신과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체의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여래를 볼

수 있으며, 무위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 인간

이란 생각조차 부정해버리고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물의 自

覺性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단적

가치를 버리고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일

체의 존재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自覺性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

것은 나를 부정하고, 형상을 부정해서 존재 일반 속에서 하나의

22) TD 8, 749a.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見如來不. 不也世尊.

不可以身相得見如來. 何以故. 如來所說身相卽非身相. 佛告須菩提.

凡所有相皆是虛妄. 若見諸相非相則見如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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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파악하는 절대 긍정의 눈을 지닐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정의 논리는 생태학
적 존재론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으로 금
강경은 卽非의 논리로서 선을 통한 실천적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혜능은 육조단경에서 “無相이란 相에서 相을 여의는
것”24)이라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이다. 하택신회는 그의 어록

에서 “일체중생은 본래 無相이다. 지금 相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

妄心이다. 만일 망심이 없으면 곧바로 佛心이다”25)라고 말한다. 생

태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 중심의 편견을 버리고 존재의 본질

적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전은 主客不離, 主客未分의 경지에서 자연과 자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佛土를 장엄하는 이야기나

연등불이야기, 수미산의 비유 등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佛土란

다른 말로 淨土를 말한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면

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종교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불교는 처음

부터 모든 존재의 이익과 안락,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

도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라 부정한다. 생태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나 생태를 강조하고 집착하는 것도 편견이라 말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이 佛土를 장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엄이라 이

름합니다. 때문에 수보리야, 일체의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소

리, 냄새, 맛, 감촉 등의 존재 일반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26)

23) 이법산(2002) p. 31

24) 정성본(2005) p. 99.

25) 정성본(2005) p. 103에서 재인용.

26) TD 8, 749c. 菩薩莊嚴佛土不. 不也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則非莊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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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살마하살이 佛土를

장엄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장엄이 아니다. 주

관의 창에 일체의 선입견이 없는 청정한 마음이 철저히 밝았을

때 푸르게 빛나는 자연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다. 산이 있고 물이

있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色相을 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다. 마

음에서 집착의 색상이 없으면 산은 산 그대로 물은 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
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하면 곧 佛土

가 깨끗하다”27)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無相의 법신이며, 無形

의 眞土이다. 形質로 취급할 수 없으며, 色相으로 볼 수 없는 法性

의 莊嚴을 의미한다.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주객미

분의 마음, 主客一體의 마음을 지닐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경지

에선 생태학적이란 단어조차 망각해야 한다. 구분하는 것, 분별하

는 것은 오히려 생태학적 접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축자적인 해석

이지만 장엄한다는 말은 ‘법도에 알맞게 아름답게 꾸민다’는 의미

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민

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결국 불토에 거주하는 생명체를 장엄하

는 것이며, 축소해서 해석한다면 인간을 장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들을 내 몸처럼

보살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청정한 마음이어야 하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卽非의 논리는 부정과

긍정이란 논리적 도구를 통해 자연과 자아, 주관과 객관, 자연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 우주 전체가 생명의 현상이고, 그

러한 생명의 현상이 지니는 동일한 自覺性을 인식하는 것이 강조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우주적 존재의 편린에 불과하다.

우주적인 그물인 인드라망과 같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是名莊嚴. 是故須菩提. 諸菩薩摩訶薩應如是生淸淨心. 不應住色生心.

不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而生其心.

27) TD 14, 538c. 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 隨其心淨則佛土淨

金剛經의 생태학적 탐구 ∙ 119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法相도 없고, 法相 아

닌 것도 없다”28)는 것이다. 어떠한 생각을 지닌다면 그것은 바로

四相에 떨어진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관념적 우상이

나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한다.29) 자연을 대상으로 파악하려

고 하는 반생태적 사고는 여기서 존립의 여지를 상실하게 된다.

Ⅳ. 결론

이상에서 금강경에 대한 생태학적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철
저한 공사상을 강조하는 금강경이지만 사상적으로는 생태학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체를 4장으로 나누어

고찰했지만 본론은 2장과 3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을 다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금강경에 나타난 공간과 일체중생에 대한 개념

을 살펴보았다. 금강경은 공간개념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개념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히려

일반적인 공간의 개념을 타파하고 우주적인 공간개념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 동시에 공간이 단순히 생명체의 활동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활동이자 생명이란 점을 알려주고 있다. 또

한 중생의 개념 역시 인간 중심의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10종 내

지12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중생은 생물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관념론적 종교적인 차원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은 금강경에 나타난 생태적 인식에 대해 四相과 主客의

28) 상동, 749b. 無法相亦無非法相.

29) 상동, 749b. 若取法相卽著我人衆生壽者. 何以故. 若取非法相.

卽著我人衆生壽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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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상이란 고정적인 실체 내지 常一

主宰性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와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연과 인

간, 인간과 인간을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무위법의 또

다른 표현이라 말하며, 그것은 주객의 一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금강경의 사상 역시 생태학과 연결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금강경은 무아사
상의 실천론이라는 관점에서 선수행의 소의경전이 되었고 철저하

게 무자성의 空을 체득함으로써 4상이 적멸한 법계의 실상을 실

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경이야말로 절대적
인 자연생태학적 지혜를 성취하는 수행방법의 길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금강경은 생태학의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
태학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금강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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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co-cultural sentiment among

Buddhists

Lee, Bupsan

Dongguk University

Religion is essentially to give a cure for the problems

of the human society. The main concern in this paper is

whether religion could also provide the similar treatment to

the problems of the nature. We can easily notice the

affirmative effect of a religious worker's exemplary

livelihood to the religious followers. The importance of

Buddhism becomes clear when we analyse the eco-cultural

sentiment among various religious groups.

Buddhist monks and nuns are living in the mountains

in which the pollution level is very low. They are protesting

against the various development project threatening their

tranquil environment. Buddhists tend to be very generous

and understanding on the nature due to the Buddhist

doctrines, such as dependent origination, which teach the

mutually depended nature of human beings and the nature.

Since the eco-friendly sentiment is the key issue for the

future eco-environment, Buddhists are one step ahead of the

other religious groups. One thing Buddhists really need to

do in the respect is the use of media, such as books and

TV programme, to improve their knowledge on the

eco-environment.

This survey covers the religious workers and followers

of such religions as Buddhism, Protestant and Catholicism.

There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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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from the various religious groups. We could also

notice the different approach into the eco-cultural sentiment

among religious and non-religious people and among

environmentalists, academics and business people.

Key words : anthropocentrism, pathocentrism, biocentrism,

beep ecology, buddha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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