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仏教からみた私․自我․霊魂

奈良康明
**

1)

Ⅰ 無我と非我. Ⅱ 無我と自我的自己.

Ⅲ 無我と霊魂 : 輪廻・葬祭を中心として.

「仏教からみた私․自我․霊魂」というのは重要且つ興味ある

テーマである。なぜなら、教理的に十分の理解が行き届きにくい

テーマであると同時に、仏道実践上にも明らかにすべきことが残っ

ている問題だからである。

私は自己、自我、そして特に霊魂は教理学だけでは解決しにくい

テーマであり、教団の現場の実態との関わり、つまり僧・俗の仏教
徒の生活文化との関わりで理解すべきこともある。私なりの文化史

研究の立場から論じてみたい。

以下に、１．無我と非我、２．無我と自我的自己、３，無我と自

己～輪廻・葬祭を中心として～、の３テーマについて考えていると

ころを述べたい。

私はこうしたテーマをなるべく通仏教の立場で議論したいのであ

るが、そのために先ず釈尊、原始仏典古層の思想を明らかにし、同

時に日本の曹洞宗の開祖である道元の思想を必要に応じて対比した

い。道元以外の中国、韓国、日本の仏教学者や祖師たちが釈尊の仏教

を受け継いでいない、などということでは決してない。私自身が日

本曹洞宗に所属する僧侶であり、幾分のことを知っているのは道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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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思想、宗教にほぼ限られているので、「釈尊と道元」ということ

になるだけのことである。しかし、道元は釈尊以来の正法を伝持し

ていると確信しているし、釈尊と道元を対比することで、通仏教の

一端を示すということでご了解いただきたい。

Ⅰ. 無我と非我

無我説は仏教を特徴付ける最基本の教理であり、世界観である。

無我説は従来一般にこう理解されている。”釈尊は無我説を説い

た。無我とは「我が無い」ということで、我とはヒンドゥー思想に

おけるアートマン【Atman（パーリ語でattan）】である。アート

マンとは人間の個人存在の本質であり、常住不変の実体である。　

しかし、こうした一般的理解にはさらに解明すべき幾つかの重要な

問題が出てくる。まず、無我説においては、今ここに厳然として存

在している行為主体としてのこの私、自己、は存在するのかしない

のか。また、輪廻説は仏教におけるこれも重要な世界観であるが、

無我と輪廻主体である霊魂との矛楯はどう理解したらいいのであろ

うか。

先ず仏教の出発点である釈尊 ブッダ、および「原始仏典の古層」

を中心に見てみたい。時代的は大凡前３世紀ころ、アショーカ王の

時代までをお考えいただきたい。

原始仏典にはパーリ語のattan（Atmanのパーリ語形）がしきり

にでてくるし、その否定形であるan-attanもごく普通に用いられて

いる しかし、そのattanの用例のすべてをウパニシャッド的な実体

としてのAtmanだけでは理解しきれないことはすでに学者の間にし

られていた。すでに１９７２年に『自我と無我』という論文集1)に

1) 中村元編,『自我と無我』, 平楽寺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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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それが明らかにされており、アートマンを哲学的な術語としてで

はなく一般的な「自己」の意味で理解する必要のあることが主張さ

れている。しかし、その用法の実態は具体的にはそうはっきりとし

ていなかった。

しかし、それを明瞭にしたのは中村元博士である。博士の亡くな

る直前に全４３巻が完成した中村元選集（決定版）の第１５，１６

巻は『原始仏教の思想』Ⅰ、Ⅱであり、博士は従来の諸研究を踏ま

えた上で、次のように結論している2)。

すなわち、原始仏典古層の文例から見る限り、アッタン、つまり

アートマンは「自己」ないし「自身」の意味であり、それは「わ

れ」とか「わがもの」という執着を捨てるという倫理的脈絡におい

て用いられている。だからこそ、仏典はアートマンつまり自己を

「護れ」、「利益をはかれ」、「愛せよ」などというし、煩悩や汚

れに犯されないようにアートマン、自己を「蔽え」ともいう。その

脈絡に於いて、アートマン、つまり我は無いどころか「積極的に承

認されている」。

しかし、そのアートマンは形而上学的に説明されることはない

し、ウパニシャッドにいう実体的なアートマンではない。あくまで

も「道徳的行為者としての自己」の意味で用いられている。その脈

絡で「自己を求めよ」というが、それは「真実のあるべき自己を」

を求めよ、という意味である。

そこで、博士は「原始仏典の古層には「無我」あるいは「アート

マンは存在せず」という趣意を標榜している特別の術語あるいは文

句は存在しない」と明快に述べる（570ー571頁）。したがってアー

トマンの否定辞であるanattanを「無我」と訳するのは誤解を招く。

むしろいかなるものも「これが我である、我がものである」とはと

らえられない。どんなものも「非我」～我にあらず～と理解すべき

である。

2) 引用頁は同上書のⅠ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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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例をあげる。

「神々ならびに世人は、非我(anattan）なるものを我と思いなし、名

称と形態【精神と肉体】とに執着している」3)

つまり、原始仏典の古層に於いて、ということは当然釈尊自身の

思想も含めてということであるが、an-attanは「無我」すなわち

「我が無い」ではなく、「非我」、「我に非ず」である。自己及び

自己に所属するもの、つまりオレ、オレノモノへの執着をなくせ、

という倫理的な脈絡での非我であり、アートマンつまり自己を大切

にせよ、と説いたものであり、それは当然行為主体としての自己を

見つめることに他ならない。

釈尊が非我を説き、無我、つまり「我がない」と言っていない事

実は釈尊が形而上学的議論に参画しなかった事実と関わっている。

釈尊は実際的な宗教者として人生の苦の克服をはかる生き方を説い

たのであり、哲学者ではなかった。仏典を読む限り、たしかに釈尊

が当時の思想を熟知していたことは疑いない。思想的哲学的思考に

も慣れ、鋭い知性のきらめきは仏典の随所にみることができる。し

かし釈尊は自らが発見した真実(sacca satya）は実践さるべきもの

であり、議論すべきものではないと確信していた。

例えば釈尊は言う。

ある人々が「真実だ、正しい」ということを、他の人々は「嘘だ、間

違いだ」という。こうして彼らはそれぞれに異なる見解を抱いて議論す

るが、何故、沙門たちは同じことを教えないのか。

真実(sacca）ただ一つである、二つとはない。したがって悟った人は

それについて　人々と議論しない。ところが彼ら沙門たちはめいめい自

説をほめるので、真実がさまざまになり、したがって同じことを教えな

いのである。4)

3) 中村元訳, 『スッタニパータ』756.

4) 『スッタニパータ』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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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時代と共に仏教、仏教教理学の伝統はan-attanを非我との

み理解し続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中村博士もアートマンを「自

性」svabhAvaと理解し、常住不変のアートマンの意味で説くよう

になった。それに応じてan-Atman、は無我、つまり「我が無い」

という意味でのAtmanの否定を意味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指摘し

ている。

その理由としては一つにはヒンドゥー側からの論難もあって、形

而上学的なan-attanに対する姿勢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

せられたこともあろう。同時に輪廻説の関係もあったにちがいな

い。後述するが、釈尊の思想と輪廻は直接の関係はない。しかし現

実の問題として、仏教は当時の民俗思想である輪廻を認め、受け容

れたし、教理レヴェルでも論じている。しかし輪廻説では業を担っ

て転生する輪廻主体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霊魂以外の何もの

でもないし、無我説と相反する。インド仏教における思想的営み

は、大乗仏教をも含めて、ある意味では無我説と輪廻主体との矛楯

をどう解決するかという問題をめぐって展開したといても過言では

ないのである。

その問題に入る前に 無我、非我と関わりつつ、インド仏教では自

己をどう捉えているかを検討したい。

Ⅱ. 無我と自我的自己

仏教では自己をどう捉えるのであろうか。

二つの方面から考えたい。第一は無我なる存在とはどういうこと

か、であり、第二は無我なる自己をどう実現するかという実践につ

いて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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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無我なる人間存在

無我が「非我」か実体的な「我の否定」かという原始仏典の用法

は別として、通仏教的には無我は実体的な我の否定として理解され

るのが伝統である。その意味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無我を縁

起、因縁との関わりで見るほうが理解しやすい。

周知のように、縁起説は仏教の拠って立つ「真実」、「法」を示

す用例である。すべては縁起により消滅するし、それは「因縁仮和

合」とも説かれる、即ち種々の「因」(原因)とその原因が結果をも

たらすことを助ける種々の「縁」(条件、助縁ともいう）が「今、こ

こに」仮に合して眼前の現象が成立している。人間存在も同様であ

る。因と縁とは常にかわり合っているし、だからこそ現象は変化し

つづけているからこそ、これを無常という。同時に、だからこそ不

変の実体など無いから、「無我」ともいう。原始仏典が「五蘊の

一々が無常であり、無我である」というのもこの意味である。

つまり、仏教では私たち人間は「いま、ここに」厳として存在し

ている。しかしそれをどう認識するか、どう説明するか、という面

では縁起説に従って「いま、ここに」このような状況で存在してい

る、とみるし、そうした「今」という瞬間が生・起しつつ継続して
いるものと見る。

こうした考え方に関して道元のユニークで判りやすい説明を紹介

したい。

薪は（燃えて）灰になる。その灰がもう一度薪になることはない。し

かし、.だからといって、灰は後であり、薪は先だと見てはならない。

よく理解しなさい、薪は薪として真実なものとしてあり〔薪の法位に住

して〕）、(樹木として）その前もあるし、(灰としての)後もある。前も

後ろもあるのだが、前も後ろも全く別の存在としてある〔前後裁断〕。

（灰になった灰も）灰として真実のものとしてあり、その後もあるし前

もある。（しかし、）薪が灰になってしまった後に薪となることはない

し、同様に人が死んだら生に戻ることはない。だからこそ、生が死に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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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といわないことは仏法の決まった言い方なのである。5)

「今、ここに」という瞬間が縁起生であり、無我なる真実の姿で

ある。その瞬間が前後裁断しつつ、継続しているという説明であり

思想なのである。現実に存在している自分、自己が無いということ

ではない。しかしその在り方から、例えば「今を生きる」とか「一

期一会」などという倫理が説かれる。

2. 自己を証する道

では、こうした自己を具体的にどう実践するのか。仏教では自己

の探求を知識、理論として追究することを拒否する。どういうこと

であろうか。

自己とは何か、という問はいろいろな場面で問われる。中学の英

語では、"Who are you?" と訊かれたら名前で答える、"What are

you?" と訊かれたら職業をきかれていると習った。名前や職業はた

しかに自分とは何かを明らかにする答えである。「私は男だ」とい

う答えもあるし、「私は日本人です」というのも、私というものを

明らかに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一つである。しかし、それがな

かったら自分が自分として存在し得ない最も基本の自己、という意

味で考えるなら、名前とか、職業、国籍、貧富、地位などはいくら

でも変化してしまうし、本当の自分、自己とは言えない。

自分の身を覆っている着物のようなものでしかない。

私達は何時も頭で考え、自分とは何かと位置づける。名前、職

業、性格、能力、幸不幸の判断など、自分で判断し、それが自分だ

と思っている。人間が「考える存在」である以上、当然のことであ

るし、それ以外に一般的な意味での「自分とはなにか」の答えは出

5) 奈良訳, 『正法眼蔵』現成公案.



294 ∙ 印度哲學 제36집

しえない。すべての人が同様に自分をそういうものだと知り、他人

を知り、互いに理解しあっている。それが社会の約束事であるし、

それはそれとして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いろいろな状況の中で、特に絶望したり、困難な状況に

陥ったときなど、自分とは何であるか、が判らなくなることはしば

しばある。今までこれが自分だと思っていた基準では自分自身がは

かれなくなっている。何故か？

それは自分だと思っていたものは、実は頭で考えていた観念に過

ぎず、本当の自分ではないからである。私たちは自分のすべてを頭

で考え、自我意識をもって解釈し、意味づけし、レッテルを貼っ

て、これが私である、私のものであると理解している。

私たちの思考、分別は主客分離のところで成り立っている。見る

私と見られる対象が分離している時、対象物のまわりに無数の視座

が在り得るし、視座が違えば応えも当然変わってくる。【 ：下

から見れば上り坂、上から見れば下り坂、横切れば平ら】

そして、私たちが何かを考え、言葉で説明しようとする際、その

根元には自我がある。上の坂の例で見たように、考え、言葉にする

時には自我に依らざるを得ない。自我は人によって違うから、自我

を通してものを見たときにはすべて異なっている。だからこそ、十

人十色という。自己とは何かという

問も同じで、自分で「考えている」かぎり、自分なりのその時々

の視点から自分を意味づけているだけのことでしかない。その視点

はいくらでも変わる。仕事が順調にいっているときには自分は有能

は人間だと自惚れるし、逆に万事うまくいかないときは絶望し、自

分の不運と無能力を呪うことになる。その時々に視点が違い、結論

も違うが、いずれも「自我的自己」であることには変わりない。

こういうエピソードがある。

鎌倉のある禅師を青年がたずねて行って、自分はいかに絶望して

いるかを述べて、救いを求めた。禅師は「うん、うん」と言って聞

いていながら、片手を突き出して、「よし、分かった。救ってや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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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救ってやるが、絶望しているというお前さんをここに出してみ

ろ」と言ったという。絶望している自分を出せと言っても出しよう

がない。その青年のいのち、つまり「自分」はトータルなものであ

る。絶望は一つの局面でしかない。「絶望している自己」など、対

象化して出しようがないであろう。

結局、自分というものを頭で考え、分別し、理論で追求していく

から結論が出ない。理解しえたと思った自己とは、分別、はからい

の上に自分なりの視座から捉えた一つのイメージでしかない。はか

らいを通じてつかもうとする自己というのは、自我的自己でしかな

いのである。

だからこそ、中村元博士は次のようにいう。

「自己とは何であるか ··· 人はこれを見失っている ··· 自己とは ···

客体的対象的に把握することは出来ない。これだといって具体的に示し

て見せてくれることは出来ない。そただ人間としてのあるべきすがたと

しての法の実践においてのみ具現する。··· 自己にたよるということ

は、また法に頼るということにほかならない」。6)

即ち、原始仏典に有名な「自灯明・法灯明」を例としながら、真

の自己とは分別による理論、思想ではなく、真実、法に随順しつつ

生きるという行動自体に「あらわれる」というのである。

こうしたことを踏まえて、まず原始仏典最古層の『スッタニパー

タ』から釈尊の自己の捉えかたをみてみたい。

自己存在は）自我（によって構築された）存在ではないことを自らに

観（yo attanA attAnam nAnupassati）、精神を統一し、姿勢正しく、

自ら安立し、動揺することなく、心は静かで、疑惑(kankhA)もない。こ

ういう境涯に至った人こそ、供養を受けるにふさわしい。7)

6) 中村元, 『宗教における思索と実践』(1949出版 ；2009・改訂再刊, 33-34頁).
7) 『スッタニパータ』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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冒頭の句の解釈は難しいが、しかし諸学者はほぼ一致して「自我

によって作り上げられた自己は真の自己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一

致している。

中村元 : 自己によって自己を観じて、[それを] 認めることなく

渡辺照宏 : 自己には自我なしと洞察し

榎本文夫 : 自我にとらわれて自己を見ることなく

村上真完․及川真介 : 自ら自我を見ず

すなわち、自己とは真実、法(dharma)に生かされているものであ

り、言葉として私とか私のものとか言っているのは自我的自己の営

みでしかない。日常生活はそれで動いているが、真に宗教的、ない

し実存的に自己を追究したとき、自我的自己は回答を出しえない。

真の自己は真実、法に随順して生きる行為の上にハタラキでるもの

であろう。

ここで道元の言葉と対比してみたい。

仏道をならうというは、自己をならうなり。自己をならうといふは自

己をわするるなり。自己をわ するるというは、万法【まんぼう】に証

【しょう】せらるるなり。万法に証せらるるというは、自己の身心【しん

じん】および他己【たこ】の身心をして脱落せしむるなり。悟跡【ごしゃ

く】の休歇【きゅうかつ】なるあり、休歇なる悟跡を長長出【ちょうちょう

しゅつ】ならしむ。8)

（和訳）【仏道をまなぶというのは自己（とは何か）をまなぶことで

ある。自己をまなぶということは（自我的）自己を突き抜けることであ

る。（自我的）自己を突き抜けるというのは大自然（のおのづから）の

ハタラキを身心にはたらかせ、つまり「証」することである。それは自

分や他人の区別もない真実に身も心もまかせて、私物化しないことであ

る。それが悟りだが、特に悟りだという跡形があるわけではない。その

跡形もない悟りを生活の上にハタラカせ続けるのである。（奈良訳）】

8) 正法眼蔵 現成公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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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元は明快に通常普通に自己といっているのは自我的自己のこと

であり、それを「忘れろ」という。忘れるというのは、心理的忘却

の意味ではない、それに「拠るな」ということである。真の自己と

は自ずから万法、つまり空とか無常、縁起とかの術語で示されてい

る真実、つまり法のハタラキの中に摂せられているし、それを行動

の上にハタラカせろ、という。具体的には道元は坐禅及びその延長

としての僧院生活、を誠実に生きるプロセスの中に真の自己はおの

づと「ハタライ」ているのだという。真実、法を生きること、つま

り「修」がそのまま真実をハタラカせる（「証」）ことだと言い、

修証一等などという。道元の教えの中核がここにある。

　

まさにこの点で仏教はデカルトに代表される西欧の人間観と鋭く

対立する。デカルトは われ思う。故にわれあり と言った。自己と

は何かを考え、あらゆる可能性を想定しては否定し、遂に今こうし

て考えている自分だけは否定できない、というところに自己存在を

見出した。思考を通じて自己存在を見ているのであるが、これは八

木誠一博士がいみじくも喝破されたように、自己の「理性の目覚

め」なのであって、「人間としての目覚め」ではない。

仏教では、(そして東洋思想では）、見方が逆転する。 我あり、

故にわれ考えることも出来る」という見方になる。

しかし、そのような自我的自己をこそ、西欧では自己だとみる。

それ以外の自己など認めない。したがって、自我的自己を下にあっ

て支えている真実の自己がある、などとは考えない。だからこそ、

禅仏教に深い理解をもていたトラピストの思想家であるトマス・
マートン師は「西欧人にとってはempirical ego(経験的自我、自我的

自己）のほかにperson (人格、自己)がある、というのはは判りにく

い発想だ」と言ったのも無理はないのである。　したがって仏教で

は真実の自己を求めようと思ったら、まず、頭で分別し、考える私

たち人間の習性を超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自我的自己

を一度は否定しなくてはならない。まさにそれをこそ、釈尊は「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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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を捨てよ」9)と言うし、禅の伝承では、「百尺竿頭【ひゃくしゃ

くかんとう】進一歩」などという。百尺（約３３メートル）の竿の

上に立って、そこから一歩踏み出せと言う。墜落して死んでしま

う、と言ったら、死ねという。決して自殺することではない。自我

的自己を殺せということである。自我的な自己、日常的・常識的な
意味づけをしている自分をはなれて、自他の区別を超えた真実の世

界で生きよ、それが悟りの実現だと言うのである。道元「自己をわ

すれる」も同じである。

Ⅲ.　無我と霊魂

1. 無我説と霊魂との共存

輪廻思想は業を担って再生、転生する輪廻主体としての霊魂がな

ければ成立しない。霊魂は不滅の実体であるべきで、したがって無

我説と相反する。しかし仏教伝承において無我説と輪廻説はともに

伝承されている。どう理解すべきであろうか。

まず、「無我」とは縁起、無常、空などとともに、万物存在を支

えている宇宙の真実、法のハタラキを言う言葉である。悟りとは、

自己が否応なしにこの真実に包まれていることに気付き、自覚し、

それに随順して生きてゆくこと、と言っていいであろう。法と自己

とが一如としてある自己実現の道である。それはあくまでも現世に

おける自己の生き方に関わる信仰である。『スッタニパータ』にも

悟りは「現世と来世を超える」10)などとあり、仏教の理想は現世に

おける宗教的「安心」であり、死後の世界とは関係がない。

9) 『スッタニパータ』790.

10) 『スッタニパータ』117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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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輪廻は古代インドの民俗信仰である。死後の命運に関わる

観念である。霊魂は生前の善悪の業を担って、それに相応しい死後

世界に赴く。死後世界は天、人間、阿修羅、動物、餓鬼、地獄世界で

あり、人は永遠にこの六道輪廻を続けていく。業輪廻思想の中核は

業の因果応報と、業果の必然性である。人は戒を守り、布施するな

どの善なる行為をして功徳を積み、それによって安楽な生活が保障

されている天界に生まれることを理想とする。私たち人間生活、社

会は不条理、非合理なものである。業輪廻思想は現世における辛い

状況を過去世の自業によるものだとして納得させ、同時に現世の正

しい行為は来世の幸福を保証することで、何故善い行いをしなくて

はならないのかという倫理の基盤として伝承されている。

悟りと輪廻が宗教的レヴェルが違うことは原始仏典においてもす

でに知られている。在家者の「功徳ー生天」の図式は「世間」（俗

世）の善業であって、出家者の「梵行ー悟り」の「出世間」の修行

とは宗教レヴェルが違う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11)。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釈尊は業・輪廻説を否定していな
い。いや、「作功徳ー生天」の図式は特に在俗信者の社会生活にお

いて必須のものとして黙認している。出家修行者の生活は信者の布

施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が、布施を支えるのが作功徳の観念であ

る。仏典に頻出する布施の記述を見れば明らかだし、また、仏教教

団は「福（徳を生む）田」ともされている。「作功徳ー生天」は現

実に機能しているし、否定しようがないのである。

同時に釈尊、指導者たちにとって、この図式は否定する必要もな

いものだった。釈尊の宗教は十二縁起説や四諦八正道の教えなどの

基本的教理に端的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自我欲望を抑制し、真

実、法を受けがって生きるところに現世における「安心」の生活を

目指すものだった。これは出家、在家にかかわらず、実践の度合い

の差こそあれ、基本は同じものであろう。釈尊の教えは現世の救い

11) 船橋一哉,『原始仏教思想の研究』, 229頁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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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あったし、功徳を積むことは悟りを目指す実践とは関係がないも

のだった。

したがって、もしも釈尊が、そして当時の仏教指導者が、輪廻の

主体である霊魂と無我説との矛楯を意識し、許せないというのな

ら、その時点で、輪廻説を拒否すべきだったのである。

釈尊は当時の社会に一般に受容されている倫理や慣行は原則的に

受け入れているが、同時に、どうしても受容できないことに関して

は、明快に拒否している。生贄を捧げる供犠儀礼を厳しく否定した

のはその一例である。業をになって輪廻する主体である霊魂と無我

説とは相容れ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また、功徳を積んで来世に

善き世界に再生することは悟りとは関係がない観念であり、慣行で

ある。「作功徳ー生天」の図式は否定しようと思えば否定できるも

のだっ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釈尊は「作功徳ー生天」の図式は悟りとは

関係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知った上で、民衆の生活に必須のものと

して輪廻説を黙認し、公認した。現実的な要請を尊重する「教団の

論理」を重視した。だからこそ在家信者の社会生活が保証された。

その事実が原始仏典に反映しているのである。 

実存的悟りの実践と民俗とは併存、両立しえるものだし、現に仏

教徒の生活文化において共存していた。無我説は仏教の本義である

信仰を支える認識であり、輪廻は元来が民俗信仰である。両者の宗

教観念としての成立の経緯も、宗教的機能も異なるものであるし、

教理的に統合、調整など出来る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それは木に

竹を接ぐようなものである。

2. 実体でない霊魂を魂を求めて

しかし、時代と共に輪廻説は教理化され、思想化された。悟りを

得れば最早輪廻しない、などという観念は、ヒンドゥー教の解脱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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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ば輪廻を脱するという思想を受け容れているのである。

まさにこの時点以降、仏教は無我と霊魂との調整をはかり出すこ

ととなった。

例えば、識が霊魂的なものとして受けとめられた。識は認識作用

のことで、五蘊の色・受・想・行・識の識である。人間が死ぬと認

識作用はなくなるし、逆に認識できなくなれば死であると見なされ

たものであろう。仏典には繰り返し「識」を中心として輪廻主体が

求められた事例を挙げている。一例を示そう。

サーティ（SAti）比丘は識とは「語るものであり、感受するものであ

り・・善悪業の果報を受けるもの」であり、釈尊が「この識は流転し、

輪廻し、同一性を保つ」と説いたと主張した。仲間の比丘たちは非難し

たが、彼は自説を曲げない。結局、釈尊の前にでて、「識は縁によって

生滅する」ものであると、実体的に捉えることの非を諭される。よく学

ばないからだと叱責されて恥をかいた。12)

しかし仏教伝承は識を次第に擬似霊魂として認めるようになる。

後世には「識神」などといい、これは完全な輪廻主体としての霊魂

である。

仏教教理学の伝承も、無我説と矛楯しない輪廻の主体を執拗に求

めている。原始仏教以来、またその後の部派仏教時代、そして大乗

仏教期に於いても、実体ではない輪廻主体は求め続けられた。部派

仏教時代では、各派はそれぞれに理論を打ち出して説いている。根

本識（大衆部）、窮生蘊（化地部）、有分識(分別説部）、（勝義

の）補特伽羅（犢子部）、一味蘊（経量部）、果報識(正量部）など

である。部派時代のいわゆるアビダルマ哲学で論じられた大きな

テーマだったし、その中には実体的な主体を説いて、無我説に反す

るようなものもある。

そして、無我に反しない輪廻主体の追求は遂に大乗仏教は唯識論

12) 『中部経典』第38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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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阿頼耶識に到達した。教学面からいうなら、「常在の実体として

の霊魂は仏教では此を説かないが、人格の主体としての業を保持し

ている霊魂は三世を通じて存在するものとして、これを認めてい

る。それは不生不滅ではなく、輪廻の主体として、業や経験に従っ

て常に変化しつつ連続する有為法である、唯識法相の学説で阿頼耶

識といわれるものもこれに他ならない」13)ところまで展開した。

「教学的には」無我説と輪廻主体との矛盾は一応解決されていると

言っていい。

しかし、これはあくまでも教理、教学上の解決であって、仏教徒

の生活文化の視点からは解決とはいえない。教理にとどまってい

て、僧・俗を含む一般の仏教徒が理解し、受容し、納得するレヴェ

ルにまで下りてきていない。また下りようとしても、難解すぎて下

りてこられない。

問題は解けていないのである。

そのせいもあって、近代の日本の仏教者も、仏教の中に無我と輪

廻説が共存している事実に不審の眼を向けている。例えば原始仏教

研究に大きな功績を残した和辻哲郎は「無我や縁起などの仏教の世

界観」によるかぎり業による輪廻は成立しない、と喝破しつつ、さ

らに、輪廻と無我説の二つの思想が調和されるか否かが困難なので

はなく、「一人のブッダがこの二つの思想を説いたことが問題」な

のであり、経典は「異なる思想を異なるままに」伝えていると言

う。14)また現代の仏教学の基礎を築いた宇井伯壽も「仏陀が弟子ま

たは信者に生天を説き教えたとなす阿含中の言が果たして信ぜられ

得るかどうか、予は到底これを信ずることは出来ぬ」15)と言われる

のである。

二人の大学者の疑問は尽きるところ、悟りに関わる実存的な教理

と実践とのみを仏教であるとみ、悟りに関わらない社会的・民俗的
13) 水野弘元, 仏教用語の基礎知識, 春秋社, 昭和 47年, 149頁.
14) 原始仏教の実践哲学, 1927, 439-441頁.
15) 印度哲学研究 第三巻, 岩波書店, 1982, 16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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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宗教観念を「仏教」ではない、したがって仏教徒は民俗など実践

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理解に基づいている。これは明らかに誤り

であって、悟りは教団にとって「あるべき」ものだが、現実に「あ

る」ものではない。「たてまえ」であり、私たち教団人が実現すべ

く努力するものである。輪廻説そして霊魂はあくまでも民俗なので

あり、両者は宗教的レヴェルを異にするから、理論的に矛楯なく調

整など出来る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しかし、レヴェルを異にする

からこそ、両者は共存しえるのである。韓国でも同様と思うが、日

本仏教に於いても、悟りは伝承されて何時と同時に、仏教徒の生活

文化として輪廻、功徳、そして葬祭、祈願儀礼等の民俗は仏教徒の文

化として強く伝承されているのである。

3. 無我と葬祭をめぐって

葬祭16)に関しても同様な現象をみることができる。

釈尊は信者のために葬祭を行っていないから、この問題には関わ

らない。しかし仏教の歴史は東南アジアにおいても、チベット仏教

においても、そして大乗仏教においても、僧侶が信者のために葬祭

を手がけるようになり、それに応じて教団が社会に伝播し、定着し

た歴史的事実がある。

日本においては、葬祭儀礼は民俗としての霊魂観念と密に関わっ

ている。死者に対する追慕と畏怖の心情は多彩な観念を発展させ

た。死者の霊魂は山に行ったとか、御先祖さんの所に行ったとかい

うし、浄土信仰の伝承では極楽浄土に往生したと信じられている。

怨霊という観念もあるし、霊障を言いたてる傾向もある。そして葬

祭は、歴史的には、霊魂の存在を前提としているといってよいもの

16) 最近は葬儀及び年回法要, 祖先崇拝等を合して葬祭とよぶ用法が定着して

いるのでその言葉を使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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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ろう。

それだけに、仏教教団が鎌倉、室町期以降に民衆の葬祭にかかわ

るようになった以降は、特に霊魂の有無が問題視されてきた。無我

説とのかかわりはやはり意識されざるを得ない。しかし明快な結論

は出し得ないし、伝統的に、「死者（死霊）の意味づけは隠微なこ

ととして僧侶個々人に任されてきた」17)のが実状である。

興味ある事実がある。平安中期の僧である源信（惠心僧都）は

『往生要集』の著者である。日本浄土教の先駆者であり、念仏往生

を説いた。本書には六道輪廻、特に極楽と地獄について詳細な描写

あり、今日までの日本人の地獄観の基になっているものである。死

後世界を説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本書には霊魂については全く

触れられていない。ところが、彼が比叡山で組織した「二十五三昧

会」という念仏結社の綱領には、死後に浄土に往生するのは死者の

肉体から分離した霊魂であると明記してある、という。すなわち、

『往生要集』においては無我説に基づいて霊魂に言及せず、現実の

念仏者集団の死者儀礼においては霊魂の浄土往生を主張していた18)

のである。

教理、信仰の立場からは無我説は絶対だが、世間レヴェルの日常

儀礼においては種々のうけとられ方が可能なのである。

二〇〇一年に曹洞宗総合研究所が行った調査では「霊魂の有無」

を問われて宗門僧侶はこう回答している。19)

「霊魂は存在する」47.6%

「霊魂は存在しない」7.5％

「追憶の中に存在する」47.0％

「感覚として存在する」 54.8％ 複数回答

17) 佐々木宏幹, 「死者と来世」, 総研編『葬祭: 現代的意義と課題』, 65頁.

18) 山折哲雄,「霊魂観の外延と内包」,『季刊仏教』 No.16, 1991, 147頁.

19) 上掲, 総研編『葬祭: 現代的意義と課題』資料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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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数回答ではあるが、約半数近くの方が実体的霊魂の存在を認

め、ほぼ同数の方が 死者を「追憶の中に存在する」ものとして受け

止めたい、と考えている。前者は葬祭は霊魂を認めなければ成り立

たない、という観念を承けている。後者は無我説に則って霊魂を認

めたくないという心理が生者の追憶の中に生きる死者という理解を

もたらしている。

どう考えたらいいのだろうか。

いくつもの類例の中から、葬祭が「生者の追憶」としての死者で

ある２例をあげる。　 私の檀徒の方のエピソードである。五〇歳代

の独身の女性で、東京の下町で商売している。父親の葬儀に際し

て、足に草鞋（儀礼用の象徴的な草鞋）を履かせ、手に五〇〇円札

を握らせてお棺に収めた。

一周忌が近づいたころ、私といろいろ父親のことを話しあってい

た。彼女は葬儀の時の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言った。

「お父ちゃんは（～下町の女性で父親のことをお父ちゃんと呼び

習わしている～）あの草鞋をはいて、三途の川では五〇〇円の渡し

賃を払って、今頃はもう天国に着いていますわよね、ね？」。

目にうっすらと涙が浮かんで、ノーとは言わせないぞ、といわん

ばかりの表情だった。

「天国」というのはキリスト教の用語で、仏教では「天」または

「天界」という、などという理屈をそのとき私は言わなかった。う

ん、もうとっくに天国に着いて、ほら、あなたはお棺に お父ちゃ

ん 愛用のキセルを入れていたじゃない、あのキセルで煙草を吸っ

て楽に暮らしているから安心していいよ、と私は言った。そうで

しょうね、安心したわ、と言いながら彼女は呟いた。「でも、天国

にきざみ煙草、売ってるかしらね」。

そうして、一週間後の法要の時にきざみ煙草三袋が仏前に供えら

れた。

私は感激した。「天国」にいる「お父ちゃん」のために、どこか

遠くまで行ってきざみ煙草を買ってきたに違いない。わざわざ刻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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煙草を探しに出かけたこの行為を通じて、彼女は父親と会話してい

る。元気でやっているかと問い、不自由させないわよと気をつか

い、私は元気でやっているから安心してね、などと話しあっていた

ことであろう。それはかえって自分が現世を生きるはげましになっ

ている。亡きお父ちゃんは何処に行ったのか、という問題ではな

い。死者は生者とともに生きている。これこそが死者への 回向」

ではないだろうか。

後日談がある。その後１年くらいたった時に、思うところがあっ

て、この人に「霊魂はあると思うか、と訊いた。「霊魂ですか。そ

んなもの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答えが返ってきた。それで

は天国で煙管をくゆらしている父親は何なのだろう。

私の友人にきわめて合理主義的な考えをし、霊魂の存在を認めな

い男がいる。大学教授である。父親が亡くなり喪主として葬儀を

行った。出棺の際に弔問の方々に御礼を述べ、「亡き父もさぞかし

草葉の陰で喜んでいると思います」と挨拶した。後でお前は霊魂を

認めていないはずだが、草葉の陰で喜んでいる父親、とは何だ、と

尋ねた。苦笑いしていたが、「でも、みんなが来てくれたと喜んで

いるオヤジの顔が浮かんで来たんだよね」という言葉が返ってき

た。

この発言を筆者も加わっている研究会で議論したことがある。実

体的に死者霊魂を認める立場の者は それこそが父親の霊魂だと言い

反対の立場の人は父親を慕う人間の心の作りだした観念だと主張し

た。

死者霊の有無は難しい問題である。議論しても広がるところが大

きく、軽々に断定的な答えは出せない。

こうした形で議論してきた関係もあり、私個人の考え方を言わせ

ていただくなら、私は実体的な霊魂の存在を認めていない。研究会

でいろいろ議論した内容を私なりに受け止めているのだが、「生者

の追憶にのこる死者の人格」を葬祭に関わる「死者霊」として認め

ていいと考え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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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理としては仏教は霊魂を認めることは出来ない。しかし人々の

生活文化のなかでは、霊魂は認めてもいいし、認めなくてもいい。

仏教教理書がいみじくも言いあてているように、実体的な霊魂はあ

るかないかという議論は棚上げした方がいい。

世界は常か無常か、常且つ無常か ··· 世界は有限か無限か、有限且つ

無限か ··· 如来（＝人間）は死後の存在するかしないか ··· 霊魂は身体

と同一か否か ··· こうした問は（形而上学的で、どうでもいい議論であ

り、）捨て置く（＝返答しない｝べきである。20)

こういう理解もある。

実体的な霊魂はなくても葬祭儀礼は成り立つ。大切なのは生者と

交流する死者の「人格」なのであって、それを新しい死者霊だと受

け止めてい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佐藤弘夫氏は死生観のダイナミックな変容を広い視野でたどった

のち、こう言っている。「死者は、今後ますます生々しい遺体や骨

から切り離され、抽象化された記憶の空間に棲（す）むようになる

ことはまちがいない。」21)

これからの葬送儀礼のあり方を考えるうえでも、貴重な示唆を与

える考え方である。

以上、仏教の自己の捉え方をめぐっていくつかの視点から論じて

きたが、特に霊魂に関しては教理学からは説明しきれない。仏教徒

の現実の「生活文化」という面からの視点を導入する必要があり、

その意味での議論が起こりつつあることを申しあげて本論を終わり

たい。

20) 取意。『倶舎論』一九巻。括弧内は筆者の補足.。

21) 『死者のゆくえ』, 岩田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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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야스아키
*

22)

Ⅰ 무아와 비아. Ⅱ 무아와 자아적 자기.

Ⅲ 무아와 영혼 : 윤회・장제(葬祭)를 중심으로.

‘인도철학에서 본 나, 자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면서

도 흥미 있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두루

미치기 어려운 주제임과 동시에, 불도(佛道) 실천 상에서도 분명

하게 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기, 자아, 그리고 특히 영혼의 경우 교리적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며, 교단의 현장이 지니고 있는 실제 모습

의 관련, 즉 승(僧) 속(俗)의 불교도가 영위하는 생활 문화와 관련

해서 이해해야 할 것도 있다. 이에 내 나름의 문화사 연구의 입장

으로부터 논해 보고 싶다.

이하에서 ①무아(無我)와 비아(非我), ②무아(無我)와 자아(自我)

적 자기(自己), ③윤회·장제(葬祭)를 중심으로 한 무아와 영혼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고 싶다.

나는 이러한 주제를 가능한 한 통불교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싶

* 奈良康明 : 일본의 불교학자이며, 조동종의 승려이다. 고마자와(駒澤)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재단법인 불교학술진흥회이사장(일본),

도쿄대학 고마자와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1953년 도쿄대학

인도철학범문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고대 인도불교에서의 종교적
표층과 기반의 연구로 도쿄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에
있어서의 인도종교 및 불교연구를 문화사적 시점으로부터 폭넓게 밝혔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불교와 인간(경서원), 붓다형 인간(창),
인도불교(민족사) 등이 있으며, 공저로 불타의 세계(김영사)가 있다.
** 이하 국문은 안필섭 번역, 이태승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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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석존과 고층(古層)의 원시 불전(佛典)

사상을 밝히고, 동시에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겐(道元)의 사상

을 필요에 따라서 대비하고 싶다. 물론 도겐 이외의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학자나 조사들이 석존의 불교를 계승하지 않은 경우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다. 도겐의 사상과 대비하는 이유는 나 자

신이 일본 조동종에 속하는 승려이며, 약간 알고 있는 것은 도겐

의 사상과 종교에 거의 한정되어 있으므로, ‘석존과 도겐’이라는

것이 될 뿐인 것이다. 그러나 도겐은 석존 이래의 정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석존과 도겐을 대비하는 것으로 통불

교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다.

Ⅰ. 무아와 비아

무아설은 불교를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며 세계관이다.

무아설은 종래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석존

은 무아설을 설했다. 무아라는 것은 ‘자아(我)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아’라는 것은 힌두 사상에 있어서의 아트만(ātman,

attan)이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개별적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항

상하는 불변의 실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이해에는 한층

더 해명해야 할 몇 개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무아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행위 주체로서의 나,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또한, 윤회설 역

시 불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세계관이지만, 무아와 윤회 주체인 영

혼의 모순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

먼저 불교의 출발점인 석존, 붓다 및 고층(古層)의 원시 불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다. 시대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3세기 무렵,

아쇼카 왕의 시대까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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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불전에는 팔리어의 attan(ātman의 팔리어形)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부정형인 an-attan도 극히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attan의 모든 용례를 우파니샤드적인 실체로서의

Atman만으로는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다. 이미 1972년에 자아와 무아라고 하는 논문집1)
은 그것을 밝히고 있어, 아트만을 철학적인 술어로서가 아닌 일반

적인 ‘자기’의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용법의 실태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명료하게 한 것은 고 나카무라 박사이다. 박사가

작고하기 직전에 전 43권으로 완성된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선

집(결정판)의 제15, 16권은 원시불교의 사상 Ⅰ, Ⅱ이며, 박사는
종래의 모든 연구를 검토한 다음, 다음과 같이 결론 하고 있다.2)

즉, 고층의 원시 불전의 예문에서 보는 한, 아트만은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의미이며, 그것은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버린다는 윤리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불전은

아트만, 즉 자기를 ‘지켜라’, ‘이익을 도모하라’, ‘사랑하라’ 등이라고

하고, 번뇌나 오염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아트만, 자기를 ‘감추어라’

라고도 말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트만, 즉 자아(我)는 없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 아트만의 경우 형이상학적으로 설명되는 일은 없으

며, 우파니샤드에 말하는 실체적인 아트만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자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

에서 ‘자기를 찾아라’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실로 있어야 할 자기

를’ 찾으라는 의미이다.

거기서 나카무라 박사는 “고층의 원시 불전에는 ‘무아’ 혹은 ‘아

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를 표방하는 특별한 술어

혹은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쾌하게 말한다(pp. 570-57

1). 따라서 아트만의 부정어인 anattan을 ‘무아’라고 번역하는 것

1) 中村元 編, 自我と無我, 平楽寺書店.
2) 인용 페이지는 원시불교의 사상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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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오히려 어떠한 것도 ‘이것이 나(자아)이

며, 나의 것이다’라고 파악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비아(非我, 我

가 아닌)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신들 및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비아(非我, anattan)인 것을 자아(我)

라고 생각하여, 명칭과 형태(정신과 육체)에 집착 하고 있다.3)

즉, 고층의 원시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석존 자신의 사

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an-attan은 ‘무아’, 즉 ‘자아는 없다’

가 아니라 ‘비아(非我)’, 즉 ‘자아가 아니다’이다. 자기 및 자기에게

소속하는 것, 즉,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없앤다고 하는 윤

리적인 맥락에서의 비아(非我)이며, 아트만, 즉 자기를 소중히 하

라고 말한 것이어서 그것은 당연히 행위 주체로서의 자기를 주시

하는 것과 다름없다.

석존이 비아(非我)를 설하고, 무아, 즉 ‘자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은 사실은 석존이 형이상학적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석존은 실제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인생이 지니는

고(苦)의 극복을 도모하는 삶의 방법을 설한 것으로, 철학자는 아

니었다. 불전을 읽는 한, 분명히 석존이 당시의 사상을 숙지하고

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상적 철학적 사고에도 익숙하여

날카로운 지성의 번뜩임은 불전의 여기저기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석존은 스스로가 발견한 진실(sacca, satya)은 실천해야 하는 것

이지, 논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석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들이 ‘진실하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거짓이다, 틀렸다’라고 한다. 이렇게 그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논의하지만, 왜 사문들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인가.

진실(sacca)은 단지 하나이며, 둘은 아니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3) 中村元 역, 숫타니파타,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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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 사문들은 제각

기 자신의 이론을 칭송하여, 진실이 여러 가지가 되므로, 이에 따라 같

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4)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불교, 즉 불교 교리학의 전통은 an-

attan을 非我로만 계속해서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카무라 박사도

아트만을 ‘자성’(svabhāva)으로 이해하여, 상주하고 불변하는 아트만

의 의미로 말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an-ātman은 무아, 즉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ātman의 부정을 의미하게 된 점을 지적하

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힌두 측에서의 논란도 들 수 있겠는데, 형이

상학적인 an-attan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

을 것이다. 동시에 윤회설과의 관계도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후

술하겠지만 석존의 사상과 윤회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로서 불교는 당시의 민속 사상인 윤회를 인정하여 수

용하였고, 교리 차원에서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윤회설에서는 업

을 짊어지고 윤회전생하는 윤회의 주체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영혼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며, 무아설과 상반된다. 대승불교를

포함한 인도불교에서의 사상적 영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아설과

윤회 주체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무아와 비아에 관련하여 인도불교

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싶다.

4) 숫타니파타, 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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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아와 자아적 자기

불교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생각하고 싶다. 첫째는 무아인 존재란 무

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무아인 자기를 어떻

게 실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것이다.

1. 무아인 인간 존재

무아가 ‘비아(非我)’인가 실체적인 ‘자아(我)의 부정’인가 하는

원시불전의 용법은 차치하고, 통불교적에서 무아는 실체적인 자아

의 부정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전통이다.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는 무아를 연기, 인연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기설은 불교에 의거하고 있는 ‘진실’, ‘법’

을 나타내는 용례이다.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소멸한다고 하는

그것은 ‘인연가화합’(因緣仮和合)이라고도 설명된다. 즉, 다양한 ‘인

(因)’(원인)과 그 원인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돕는 다양한 ‘연

(緣)’(조건)이 ‘지금, 여기에’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눈앞의 현상이

성립하고 있다.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다. 인과 연은 항상 서로 변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현상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을 무상이라고 한다. 동시에 그러므로 불변의 실체 등은 없기 때

문에 ‘무아’라고도 말한다. 원시불전이 “오온의 하나하나가 무상이

며, 무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

결국,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지금, 여기에’ 엄밀하게 존재하

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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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에서는 연기설에 따라 ‘지금, 여기에’ 이와 같은 상황으

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생기

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에 관하여 독특하고 알기 쉬운 도겐의 설명을 소개

하고 싶다.

땔감은 [타서] 재가 된다. 그 재가 다시 한 번 땔감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는 이후이고 땔감은 이전이라고 보아

서는 안 된다. 잘 이해해야 한다. 땔감은 땔감으로서 진실한 것으로서

있으며(즉 땔감의 법위(法位)에 머무르며), [나무로서] 그 이전도 있고,

[재로서의] 이후도 있다. 이전도 이후도 있지만 이전도 이후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있다(前後裁断). [재가 된 재도] 재로서 진실한 것으로

서 있으며, 그 이후도 있고 이전도 있다. [그러나] 땔감이 재가 되어

버린 후에 땔감이 되는 일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살아

돌아오는 일이란 없다. 그러므로 삶이 죽음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은 불법이 정한 표현 방법인 것이다.5)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순간이 연기가 일어나는 것이며, 무아

인 진실한 모습이다. 그 순간이 전후재단(前後裁断)하면서 계속하

고 있다고 하는 설명이며 사상인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 자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로부

터, 예를 들면 ‘지금을 살아간다’라든가 ‘일기일회(一期一会)’ 등의

윤리가 언급된다.

2. 자기를 증득하는 길

그러면, 이러한 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불

교에서는 자기의 탐구를 지식, 윤리로서 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5) 奈良 訳, 正法眼蔵 現成公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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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루어진

다. 중학교 영어에서는 ‘Who are you?’라고 질문 받으면 이름으로

답하고, ‘What are you?’라고 질문 받으면 직업을 묻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름과 직업은 분명 자신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대답이

다.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대답도 있고, ‘나는 일본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정체성의 하나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가장 기

본적인 자기”라는 의미로 보면, 이름이라든지 직업, 국적, 빈부, 지

위 등은 얼마든지 변화해 버리므로, 이런 것을 진정한 자신, 자기

라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옷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언제라도 머리로 생각하여 자신이란 무엇인지 자리매

김한다. 이름, 직업, 성격, 능력, 행불행의 판단 등 스스로 판단하

여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인 이상

당연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의미로의 ‘자신이란 무엇인

가’의 대답은 내릴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자신을 그러

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사회의 약속이고, 그것은 그것으로서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히 절망하거나 곤란한 상황

등에 빠졌을 때, 자신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지금까지 이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기준에서는 자기 자신

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왜일까?

그것은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은 머리로만 생각한 관념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인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자아의식을 가지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를 내려 이것이 나다, 나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

다.

우리들의 사고, 분별은 주객분리라는 점에서 성립하고 있다. 보

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을 때, 대상물의 주위에 무수

한 관점이 있고, 관점이 다르면 반응도 당연히 변하게 된다.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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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도 “아래에서 보면 오르막, 위에서 보면 내리막, 가로지르면 평

지”라는 재담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말로 설명하려고 할 대,

그 근원에는 자아가 있다. 위의 비탈길의 예처럼 생각하여 말로

할 때에는 자아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아를 통하여 보았을 때는 모두 차이가 난다. 그

러므로 십인십색(十人十色)이라고 한다. “자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한, 자기 나름의

그때그때의 시점으로부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점은 얼마든지 바뀐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을 때는 자신을 유능한 인간이라고 자만하지만, 반대로 만

사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절망하여 자신의 불운과 무능력을 저

주하게 된다. 그때그때마다 시점이 달라서 결론도 다르지만 모두

‘자아적 자기’인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일화가 있다. 한 청년이 가마쿠라의 선사를 찾아가서 자

신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나서 구해 달라고 하였다.

선사는 ‘응, 응’이라고 하며 듣고 있던 중, 한 손을 쑥 내밀며 “좋

아, 알았다. 구해 주지. 구해 주지만 절망하고 있다는 당신을 여기

에 내보여 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절망하고 있는 자신을 내보

이라고 해도 내보일 수 없다. 그 청년의 생명, 즉 ‘자신’은 전체인

것이다. 절망은 하나의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절망하고 있는 자

기’ 등은 객관화하여 내보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자신이라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론으로 추

구해 가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자기라는 것은 분별, 헤아림 위에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부

터 파악한 하나의 영상(image)에 지나지 않는다. 헤아림을 통해

잡으려고 하는 자기라는 것은 자아적 자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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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기라는 것은 … 객체적 대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이

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단지 인간

으로서 있어야 할 모습으로서의 법의 실천에 대해서만 구현한다. …

자기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법에 의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6)

즉, 원시불전에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을 예로 들면서, 진정한

자기라는 것은 분별에 의한 이론, 사상이 아니라 진실, 법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행동 자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우선 가장 고층에 속하는 원시불전 
숫타니파타로부터 석존이 자기를 파악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싶

다.

[자기 존재는] 자아[에 의해 구축된] 존재가 아닌 것을 스스로 관찰

하고(yo attanā attānam nānupassati), 정신을 통일하고, 자세를 바르

게 하며, 스스로 안정을 찾고, 동요하는 일 없이, 마음을 고요히 하며,

의혹(kankhā)도 없다. 이러한 경계에 도달한 사람이야말로 공양 받기

에 어울린다.7)

서두의 구문에 대한 해석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거

의 한결같이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

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다.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 자기에 의해서 자기를 관하고, [그것을] 인

정하는 일 없이

와타나베 쇼코(渡辺照宏) : 자기에게는 자아가 없다고 통찰하여

에노모토 후미오(榎本文夫) : 자아에 사로잡히어 자기를 보는 일 없이

무라카미 신켄(村上真完) 오이카와 신스케(及川真介) : 스스로 자아를

보지 않고

6) 中村元, 宗教における思索と実践, 1949년 출판, 2009년 개정, pp. 33-34.
7) 숫타니파타 477.



318 ∙ 印度哲學 제36집

즉, 자기라는 것은 진실, 법(dharma)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언설로써 나라든지 나의 것이라든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아적 자

기의 영위에 지나지 않는다. 일상생활은 그래서 작동하고 있지만

진실로 종교적 내지 실존적으로 자기를 추구했을 때, 자아적 자기

는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진정한 자기는 진실, 법에 따라서 사는

행위에 뒤따르는 작용일 것이다. 여기서 도겐의 말씀과 대비해 보

고 싶다.

불도를 배운다고 함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다고 함

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고 함은 만법(萬法)에 증(証)하

여진다는 것이다. 만법에 증하여진다고 함은 자기(自己)의 심신 및 타

기(他己)의 심신으로 하여금 탈락(脱落)하게 하는 것이다. 오적(悟跡)의

휴헐(休歇)인 것이 있고, 휴헐(休歇)인 오적(悟跡)을 장장출(長長出)이

게 한다.8)

필자의 번역 : 불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무엇인

가]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아적] 자기를 관

통하는 것이다. [자아적] 자기를 관통한다고 하는 것은 대자연[으로부

터]의 성과를 심신에 작용하게 하는, 즉 ‘증(証)’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구별도 없이 진실하게 몸도 마음도 맡기어, 사물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이지만, 특별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흔적도 없는 깨달음을 생활을 통해서 작용을 지

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겐은 명쾌하게 통상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아적 자기

인 것이며, 그것을 ‘잊으라’고 말한다. 잊는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

망각의 의미가 아닌,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진정

한 자기라는 것은 스스로부터 만법, 즉 공이라든지 무상, 연기의

술어로 나타나는 진실, 다시 말해 법의 작용 내에 속해 있으며, 그

것을 행동으로 작용시키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도겐은 좌선 및

8) 正法眼蔵, 現成公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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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장으로서의 승원 생활을 성실히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진실한

자기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진실, 법을 통해 사는 것,

즉 ‘수(修)’가 그대로 진실을 작용시키는(‘증(証)’)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곧 수증일등(修証一等)이다. 도겐의 가르침 중 핵심이 여기

에 있다.

확실히 이 점에서 불교는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구의 인간관

과 날카롭게 대립한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다.”라고 말했다. 자기라는 것은 무언가를 생각하여 모든 가능성

을 상정하고는 부정해 결국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 존재를 찾아냈다. 사고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야기 세이치(八木誠一)

박사가 적절히 간파했듯이 자기의 ‘이성에 눈을 뜨는’ 것이고, ‘인

간으로서 눈을 뜨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동양 사상에서는 견해가 역전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내가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자아적 자기야말로 서구에서는 자기라고 본다.

그 이외의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아적 자기를 저변에

서 지탱하고 있는 진실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불교에 깊은 이해를 가졌던 트라피스트의 사상가인 토마스 머

튼이 “서구인에게는 empirical ego(경험적 자아, 자아적 자기) 이

외에 person(인격, 자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상이다.”라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진실

한 자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머리로 분별하여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적 자기를 한 번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을 석

존은 “자기를 버리라”9)라고 말한 것이며, 선의 전승에서는 “백척

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歩)” 등으로 말한다. 백 척(약 33m)의

9) 숫타니파타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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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 위에 서서, 거기로부터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한다. 추락하

여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죽으라고 말한다. 결코 자살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아적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아적인

자기, 일상적 상식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을 떠나 자타의 구별

을 넘어선 진실의 세계에서 살아라, 그것이 깨달음의 실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겐이 말한 ‘자기를 잊는다’도 이와 마찬가지다.

Ⅲ.　무아와 영혼

1. 무아설과 영혼의 공존

윤회 사상은 업을 짊어지고 재생, 전생하는 윤회 주체로서의 영

혼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의 실체여야 하는 것으

로, 따라서 무아설과 상반된다. 그러나 불교의 전승에서 무아설과

윤회설은 함께 전승되고 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무아’라는 것은 연기, 무상, 공 등과 함께 만물 존재를 지

탱하고 있는 우주의 진실, 법의 작용을 말하는 단어이다. 깨달음

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든 싫든 이 진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아채는 자각이며,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법과 자기가 하나와 같은 것[一如]으로서 있는 자기실현

의 길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방식에

관한 신앙이다. 숫타니파타에서도 깨달음은 “현세와 내세를 초월
한다.”10)고 말하는 등, 불교의 이상은 현세에서의 종교적 ‘안심’(安心)

이며, 사후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윤회는 고대 인도의 보편 신앙이다. 사후의 운명에 관한

10) 숫타니파타 117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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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이다. 영혼은 생전에 받은 선악의 업을 짊어지며, 그것에 상

응하는 사후 세계로 간다. 사후 세계는 천(天), 인간, 아수라, 동물,

아귀, 지옥 세계이며, 인간은 영원히 이 육도윤회를 이어간다. 업

윤회 사상의 핵심은 업의 인과응보와 업과(業果)의 필연성이다.

인간은 계를 지키며, 보시(布施)하는 등의 선한 행위를 하여 공덕

을 쌓아, 그것에 따라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천계에 태어

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우리 인간의 생활, 사회는 부조리, 불합

리한 것이다. 업윤회 사상은 현세에서의 행복한 상태를 과거세의

자업(自業)에 의한 것이라고 납득하며, 동시에 현세의 바른 행위

는 내세의 행복을 보증하는 것으로, 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의 윤리적 기반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깨달음과 윤회가 종교적 차원이 다른 것은 원시불전에 있어서

도 이미 알려져 있다. 재가자의 ‘공덕→생천’(功徳→生天)의 도식은

‘세간’(속세)의 선업이며, ‘범행→깨달음’이라는 출자가의 ‘출세간’

의 수행과는 종교적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1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존은 업 윤회설을 부정하지 않는

다. 아니, ‘작공덕→생천’(作功徳→生天)의 도식은 특히 속세에 있

는 신자의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묵인되고 있다. 출가

수행자의 생활은 신자의 보시에 의해 성립되지만 보시를 지탱하

고 있는 것이 작공덕(作功徳)의 관념이다. 불전에 자주 등장하는

보시의 기술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며, 또한 불교 교단은 ‘복[덕

을 낳는] 밭(福田)’이라고도 되어 있다. ‘작공덕→생천’은 현실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석존과 지도자들에게 이 도식은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것

이었다. 석존의 종교는 십이연기설과 사성제 팔정도의 가르침 등

의 기본적 교리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자아 욕망을 제어하고,

진실과 법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점에서 현세에서의 ‘안심’의 생활

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출가와 재가를 불문하고 실천에

11) 후나바시 잇사이(船橋一哉), 원시불교사상의 연구, pp. 22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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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은 동일한 것이다. 석존의 가르침은

현세의 구제에 있었고, 공덕을 쌓는 것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실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석존이, 그리고 당시의 불교 지도자들이 윤회의 주

체인 영혼과 무아설의 모순을 의식하여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 윤회설을 거부해야 했을 것이다.

석존은 당시의 사회에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윤리와 관행

은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리 해도 수용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명쾌하게 거부하고 있다. 산 재물을 바치는

희생 제의를 엄격히 부정한 것은 그 일례이다. 업을 통해 윤회하

는 주체인 영혼과 무아설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공덕을 쌓아 내세에 좋은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깨

달음과는 관계없는 관념이며, 관행일 뿐이다. ‘작공덕→생천’의 도

식은 부정하려고 하면 부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존은 ‘작공덕→생천’의 도식이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민중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윤회설을 묵인하여 공인하였다. 현실적인 요청을 존중하

는 ‘교단의 윤리’를 중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신자의 사회생활

이 보장되었다. 그러한 사실이 원시불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실존적 깨달음의 실천과 민속은 공존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불교도의 생활 문화에 공존하고 있었다. 무아설은 불교의

본의인 신앙을 지탱하는 인식이며, 윤회는 본래가 민속 신앙이다.

양자의 종교 관념으로서의 성립 경위도, 종교적 기능도 다른 것이

며, 교리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무에

대나무를 접붙이려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본 나․자아․영혼 ∙ 323

2. 실체가 아닌 영혼과 혼을 찾아서

그러나 시대와 함께 윤회설은 교리화되어 사상화되었다. 깨달

음을 얻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념은, 해탈하면

윤회를 벗어난다고 하는 힌두교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이 시점 이후, 불교는 무아와 영혼의 조정을 도모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識)이 영혼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식(識)은

인식 작용을 가리키며,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온 중의 식이다.

인간이 죽으면 인식 작용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뒤짚어 인식할

수 없게 되면 죽음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불전에서는 반복하여

‘식’을 중심으로 삼아 윤회의 주체를 찾았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일례를 들면 이러하다.

사티(Sāti) 비구는 식(識)이란 ‘말하는 것이고, 감수하는 것이며, …

선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며, 석존이 ‘이 식(識)은 유전하고, 윤회하

며,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설하였다고 주장했다. 동료 비구들은 비난했

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석존의 앞에서 ‘식(識)

은 연(緣)에 의해 생멸하는’ 것이므로, 실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잘못임

을 지적받았다. 잘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질책 받아 창피를 당

했다.12)

그러나 불교 전승은 식(識)을 점차 유사 영혼으로 인정하게 된

다. 후세에는 ‘식신’(識神)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완전한 윤회 주체

로서의 영혼이다.

불교 교리학의 전승도 무아설과 모순이 없는 윤회의 주체를 집

요하게 찾고 있다. 원시불교 이래, 또 그 후의 부파불교 시대, 그

리고 대승불교의 시기에 있어서도 실체가 아닌 윤회 주체를 계속

12) 中部経典, 第38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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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찾았다. 부파불교 시대에는 각파가 각각의 이론을 내세워 말

하고 있다. 근본식(根本識, 대중부), 궁생온(窮生蘊, 화지부), 유분

식(有分識, 분별유부), [승의의] 보특가라(補特伽羅, 독자부), 일미

온(一味蘊, 경량부), 과보식(果報識, 정량부) 등이다. 부파 시대의

이른바 아비달마 철학에서 논의된 큰 주제였고, 그 중에는 실체적

주체를 설하여 무아설에 반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무아에 반하지 않는 윤회 주체를 추구한 끝에 대승불교

는 유식론의 아뢰아식(阿頼耶識)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교학적

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로 전개되었다.

상주하는 실체로서의 영혼의 경우, 불교에서는 이를 말하지 않지만,

인격의 주체로서 업을 지니고 있는 영혼은 삼세(三世)를 통해 존재하

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불생불멸이 아니며, 윤회의

주체로서 업과 경험에 따라서 항상 변화를 지속하는 유위법이며, 유식

법상의 학설로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13)

‘교학적으로는’ 무아설과 윤회 주체의 모순은 일단 해결되었다

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리 교학상의 해결이며, 불교도의

생활 문화의 시점에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교리에 머물러 있

고, 승 속을 포함한 일반의 불교도가 이해하여 수용하고 납득하는

차원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또한 이르려고 해도 너무 난해하여

이르지 못한다. 문제는 풀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탓도 있어서, 근대 일본의 불교도도 불교 안에 무아와

윤회설이 공존하고 있는 사실에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고 있다. 예

를 들면 원시불교 연구에 큰 공적을 남긴 와츠지 데츠로(和辻哲

郎)는 ‘무아와 연기 등의 불교적 세계관’에 의거하는 한, 업에 의

한 윤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갈파한다. 더욱이 윤회와 무아설이

라는 두 가지 사상이 조화되는지 어떤지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13) 미즈노 고겐(水野弘元), 불교용어의 기초지식, 춘추사, 1973,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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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붓다가 이 두 가지 사상을 설한 것이 문제’인 것이어

서, 경전은 ‘다른 사상을 다른 대로’ 전하고 있다고 말한다.14) 또

한 현대 불교학의 기초를 쌓아 올린 우이 하쿠주(宇井伯壽)도 “불

타가 제자 또는 신자에게 생천(生天)을 설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아함 속의 말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떤지, 나는 도저히 이것

을 믿을 수 없다.”15)고 언급하고 있다.

두 명의 대학자가 지닌 의문은 깨달음에 관한 실존적인 교리와

실천만을 불교로 보고, 깨달음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민속적인

종교 관념을 ‘불교’가 아닌 것으로 보는, 따라서 불교도는 민속 등

을 실천하면 안 된다는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분명 잘못이

다. 깨달음은 교단에서는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 ‘있는’ 것

은 아니다. 그것은 ‘원칙’인 것이며, 우리들 불교인이 실현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윤회설, 그리고 영혼은 어디까지나 민속적

인 것이어서 양자는 종교적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는 모순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하

기 때문에 양자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

고 생각하지만, 일본 불교에서도 깨달음은 전승되어 언제라도 동

시에 불교도의 생활 문화로서 즉 윤회, 공덕, 그리고 장제(葬祭),

기원 의례 등의 민속은 불교도의 문화로서 강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3. 무아와 장제(葬祭)를 둘러싸고

장제(葬祭)16)에 관해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14)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1927, pp. 439-441.
15) 인도철학연구 제3권, 岩波書店, 1982, p. 161.
16) 최근에는 장의(葬儀) 및 연회법요(年回法要), 선조숭배(祖先崇拝) 등을

합하여 장제(葬祭)라고 부르는 용법이 정착되고 있으므로 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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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존은 신자를 위하여 장제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는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의 역사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도, 티벳 불교에 있어서도, 그리고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승려가

신자를 위해 장제를 다루게 되며, 그것에 대응하여 교단이 사회에

전파하여 정착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장제 의례는 민속으로서의 영혼 관념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공포의 마음은 다채

로운 관념을 발전시켰다. 죽은 자의 영혼은 산에 갔다든가 선조의

장소에 갔다든가 말하고, 정토 신앙의 전승에서는 극락정토에 왕

생했다고 믿고 있다. 원령이라고 하는 관념도 있고, 영장(霊場: 영

적인 경향이 뚜렷한 장소)을 언급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장제

는 역사적으로는 영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만큼, 불교 교단이 가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시기 이

후에 민중의 장제와 관계된 이후는, 특히 영혼의 유무가 문제시되

었다. 무아설과의 관련은 역시 의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명

쾌한 결론은 내리기 힘들어, 전통적으로 “죽은 자[死靈]의 의미를

부여하는 미묘한 것으로서 승려 개개인이 맡아 왔다.”17)는 것이

실상이다.

흥미 있는 사실이 있다. 헤이안 중기의 승려인 겐신(源信, 惠心

僧都)은 왕생요집(往生要集)의 저자이다. 일본 정토교의 선구자

이며, 염불왕생을 설했다. 그 책에는 육도윤회, 특히 극락과 지옥

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어 오늘날까지 일본인의 지옥관의 토대

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후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그 책에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접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히에이산(比叡山)에서 조직한 ‘25삼매회’라는 염불 결사의 강령에

는 사후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죽은 자의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

사용한다.

17) 사사키 코칸(佐々木宏幹), 사자와 내세 , 장제(葬祭): 현대적 의의와
과제,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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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즉, 왕생요집에서는 무아설에

기초하여 영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현실의 염불 집단의 사자

의례에서는 영혼의 정토왕생을 주장하고 있다18)는 것이다.

교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무아설이 절대적이지만 세간 차원의

일상 의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가능하

다.

2001년 조동종총합연구소(曹洞宗総合研究所)가 실시한 조사에서

는 ‘영혼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종문의 승려들은 이와 같이 답하

고 있다.19)

(복수 응답)

영혼은 존재한다 : 47.6%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 7.5%

추억 안에 존재한다 : 47.0%

감각으로서 존재한다 : 54.8%

복수 응답이지만 약 절반 가까이가 실체적 영혼의 존재를 인정

하며, 거의 같은 수가 죽은 자를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받

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장제는 영혼을 인정

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후자의 경

우 무아설에 의거해 영혼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생존하

는 자의 추억 속에 살아 있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이해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 것인가?

수많은 사례 중에서 장제가 ‘살아 있는 자의 추억’으로서의 죽

은 자인 경우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 나(필자)의 신도 분

에 대한 일화이다. 50대 독신 여성으로 도쿄 변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부친의 장례를 맞아 고인의 발에 짚신(의례용의 상징

18) 야마오리 데츠오(山折哲雄), 영혼관의 외연과 내포 , 계간불교 No. 16,
1991, p. 147.

19) 장제(葬祭): 현대적 의의와 과제, 자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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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짚신)을 신겨 드리고, 손에 500엔짜리 지폐를 쥐어 드리어

고인을 관에 거두었다.

장례한 지 일주기가 가까워졌을 무렵, 부친에 관한 여러 가지

것을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례 때의 일을 생각해 내

면서 말했다.

아빠는(변두리의 여성으로 부친을 아빠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다)

그 짚신을 신고 삼도(三途)의 강에서는 500엔의 삯을 치르고, 지금쯤

은 벌써 천국에 도착하셨겠네요, 그렇죠?

눈에 희미하게 눈물이 감돌고 ‘No’라고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용어로 불교에서는 ‘하늘[天]’

또는 ‘천계’라고 한다는 등의 도리를 그때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음, 일찌감치 천국에 도착해서, 봐요, 당신은 관에 ’아빠‘가 애

용하시던 담뱃대를 넣었잖아요. 그 담뱃대로 담배를 피면서 편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아요.”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겠

지요, 안심했어요.”라고 하면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담뱃가루를 팔고 있으려나.”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의 법요에서는 잘게 썬 담뱃가루 세 봉지

를 불전에 올렸다.

나는 감격했다. ‘천국’에 있는 ‘아빠’를 위해, 어딘가 먼 곳까지

다녀와 담배를 사온 것이 틀림없었다. 일부러 살담배 연초를 찾으

러 나간 이 행위를 통해서 그녀는 부친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건강히 지내느냐고 묻고, 불편하지는 않은지 신경을 쓰고, 나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깐 안심해요 등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현세를 살아가는 데 격려가 되고

있다. 돌아가진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죽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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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살아 있는 자와 함께 살아 있다.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에 대한

‘회향’이 아닐까.

후일담이 있다. 그 후 일 년 정도 지났을 때, 생각나는 점이 있

어 그 사람에게 “영혼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영혼

말입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 천국에서 담뱃대를 피우고 있는 부친은 무엇인지.

내 친구 중에 극히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해 영혼의 존재를 인

정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 대학 교수이다.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

주로서 장례를 치렀다. 출관 시 조문객들에게 사례의 말씀을 올려

“돌아가신 아버지도 필시 지하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나중에 자네는 영혼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지하

에서 기뻐하고 있는 부친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쓴웃음을 지으면

서도 “그렇지만 모두가 와 주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얼

굴이 떠올랐어.”라고 하는 말이 돌아왔다.

이 발언을 필자도 참가하고 있는 연구회에서 토론한 적이 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실체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의 사람은 그야말로

부친의 영혼이었다고 말하고, 반대 입장의 사람은 부친을 그리워

하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 낸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죽은 자의 영혼의 유무는 어려운 문제이다. 논의해도 범위가 넓

고, 가볍게 단정적인 대답을 낼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로 논의해 온 경험도 있어, 내 개인의 생각을 말한

다면, 나는 실체적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내용을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살아

있는 자의 추억에 남는 죽은 자의 인격’을 장제에 관련되는 ‘죽은

자의 영혼’으로서 인정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리적으로 불교는 영혼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

활 문화 속에서는 영혼을 인정해도 좋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

다. 불교 교리서가 적절히 말하고 있듯이 실체적인 영혼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논의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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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항상인가 무상인가, 항상인 동시에 무상인가 … 세계는 유

한인가 무한인가, 유한인 동시에 무한인가 … 여래(=인간)은 죽은 후

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 영혼은 신체와 동일한가 아닌가 …

이러한 질문은 [형이상학적이고, 아무래도 좋은 논의여서] 내버려둔다

(=대답하지 않는다).20)

이런 이해도 있다.

실체적인 영혼은 없어도 장제 의례는 성립한다. 중요한 것은 살

아 있는 자와 교류하는 죽은 자의 ‘인격’인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은 것은 아닐까.

사토 히로오(佐藤弘夫)는 생사관의 역동적인 변용을 넓은 시야

에서 더듬은 후 이렇게 말한다. “죽은 자는 이후 더욱 더 생생히

사체나 뼈로부터 떼어져 추상화 된 기억의 공간에 깃들게 되는

것이 틀림없다.”21)

이는 앞으로의 장송 의례에서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데도 귀

중한 시사를 주는 생각이다.

이상, 불교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몇 개의 시점

으로부터 논하였지만 특히 영혼에 관해서는 교리학에서는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불교도가 처한 현실의 ‘생활 문화’라고 하는 면

으로부터의 시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의미에서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글을 마칠까 한다.

20) 取意, 구사론(倶舎論) 19권, 괄호는 필자의 보충.
21) 죽은 자의 행방, 岩田書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