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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도철학회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공동학술대

회(2014년 3월 28일, 금강대학교 본관 사이버 강의실), “불성은 영성인

가?”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신 마쯔모토 시로(松本史郞) 교수의 초고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내용상 서론, 본론, 결론의 논문 형식으로 편집한

것이다. 선생의 발표 초고문 중에서 본문에 실린 출처 등을 각주로 처

리하였다. 또한 일본어 원문과 일치하는 선생의 영어 번역 부분도 각주

로 옮겼다. 따라서 번역문의 각주 번호는 부록에 있는 일본어 원문과

다르다.

Ⅰ. 서론

이번 학회의 테마인 ‘불성은 영성인가?’와 관련하여 우선 한 가

지 개인적 추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어떤 불교 잡지의 편집회의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지의 독자를 늘릴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 잡지의 편집 책임자는, 잡지에서

영(靈)의 이야기를 하면 잡지의 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알고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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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영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

에 영의 이야기를 하기만 한다면 독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두려

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1980년대 무렵부터 뉴 에이지(New Age), 정

신 세계, 힐링 같은 것들이 유행하여, 스피리추얼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것마저 존재했지만,1) 그와 같은 유행의 중심에는 아무래

도 영과 영혼이라는 관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과 영혼

이라는 말조차 없었다면 여러 가지 영감(靈感) 상술에 의한 피해

나 옴진리교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들러붙은 악령을 쫓아내다’

라든가, ‘영을 카르마로부터 정화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영’이

라는 말이 없이는 성립하지 않을 터입니다.

그러나 불타(佛陀)는 무아(無我)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무아

에 의해서 부정되는 아트만이라는 것은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

리고 아트만이 영혼을 의미한다면 불타는 영혼을 부정했던 것이

아닐까요? 물론 ‘불타는 무아를 설했다’, ‘불타는 아트만을 부정했

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는 진중한 절차가 필요합니

다. 예를 들어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 박사는 ‘초기불교에서는

아트만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주장했지만,

저는 이 나카무라설을 비판하여 불교의 연기설은 아트만의 존재

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2)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문제

를 논하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

1) 桜井 義秀(2009) 참조.

2) 松本 史郞(2004) pp. 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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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기나긴 불교사상사 안에서는 ‘영(靈)’이라는 말을 매우 혐오했던

사상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로서 일본의 도겐(道元, 1200～

1253)을 들고자 합니다. 도겐은 ‘영성’이라는 말을 그의 저작에서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영성’을 긍정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3) 즉 변도화(辨道
話)와 정법안장(正法眼藏)의 즉심시불 (卽心是佛)에서 도겐은

“죽음에 의해서 신체가 소멸하더라도 신체 안에 있는 ‘영성’, ‘영지

(靈知)’, ‘심성(心性)’, ‘진아(眞我)’, ‘소소령령(昭昭靈靈)’은 소멸하지

않고 상주한다”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불교가 아니라 외도의 견

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도화에서는 이 외도의
견해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 이 외도의 견해는 우리 몸 안에 하나의 영지(靈知)가 있다는 것

이다. 그 지(知)는 연(緣)과 만나면 곧 좋고 싫음을 나누고, 옳고 그름

을 가린다. 통양(痛痒)을 알고, 고락(苦樂)을 아는 것은 몸 안에 영지의

능력이다. 또한 그러한 영성은 이 몸이 소멸하더라도 [신체를] 빠져나

와 다른 곳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곳에 태어나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상주한다고 한다. 이 외도

의 견해는 그와 같다.4)

This fallacy says that there is a spiritual intelligence in one’s bod

y which discriminates love and hatred or right and wrong as soon

as it encounters phenomena, and has the capacity to distinguish all

such things as pain and itching or suffering and pleasure. Furtherm

ore, when this body perishes, the spirit nature escapes and is born

3) 石井 修道(1991), 제10장 제１절 道元の霊性批判 참조.

4) 大久保·道舟(1944) pp. 73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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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where. Therefore, although it seems to expire here, since [the s

pirit-nature] is born somewhere, it is said to be permanent, never p

erishing. Such is this fallacious doctrine.5)

이 도겐이 ‘영성’ㆍ‘영지’를 부정하는 사상적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밀(宗密, 780～841)의 선원제전집
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는

[2] 諸聖同説. 故妄念本寂塵境本空. 空寂之心靈知不昧. 即此空寂之知.

是汝眞性.6)

이라고 설명되며, 또 임제록(臨濟録)에는

[3] 還是爾目前昭昭靈靈, 鑒覺聞知照燭底. 安一切名句.7)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겐에 의한 ‘영성’ㆍ‘영지’ㆍ‘소

소령령’ 비판은 종밀이나 임제(～866)를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도 불교사상사 내의 어떤 사고방식을

비판했는지를 이해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

래장사상ㆍ불성사상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란 불성내재론(佛性內在論)과 불성현재론(佛性顯在論)

입니다. 인도의 여래장사상ㆍ불성사상은 모두 “불성은 중생의 신

체 안에 있다”고 설명하는 불성내재론입니다.8) 이 점은

[4] 一切衆生皆有佛性, 在於身中.9)

5) Okumura & Leighton(1997) pp. 32-33.

6) TD 48, 402c.

7) TD 47, 502b.

8) 불성내재론과 불성현재론이라는 불성사상의 두 유형에 관해서는 松本

史郞(2000) p. 3 ; pp. 259-261 ; pp. 603-6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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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열반경(涅槃經, 法顯 역)의 경문과

[5] 如來藏自性清淨. 轉三十二相. 入於一切衆生身中. 如大價寶垢衣所纒.

如來之藏常住不變. 亦復如是.10)

라는 4권 능가경(楞伽經)의 경문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入於一切衆生身中”의 어원은 “sarvasattva-deha-antargata”(LAS,

Nanjio ed., 77, 16)입니다.

반면에, 불성현재론이라는 것은 “만물은 불성 그 자체이다”,

“만물에 불성은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며, 이 사고방식

은 중국불교의 일부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성립되었고11), 일본에

도 유입되었습니다. “실유(悉有)는 불성이다”12), 즉 “모든 존재는

불성이다”라고 하는 도겐의 정법안장 불성 (佛性)권의 말은 이
불성현재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도겐, 즉 카마

쿠라(鎌倉)에서 교화했던 약 반년(1247～1248) 이전의 도겐의 사

상적 입장은 이러한 불성현재론입니다.

그러면 인도의 불성사상인 불성내재론(이것은 물론 중국에도

유입되어 지지자를 얻었습니다)에서 ‘신체 안에 있는 불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我, 아트만)를 의미합

니다. 이 점은 열반경(법현 역)에서

[6] 佛者是我義.13)

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타(佛陀)는

아트만을 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열반경에서는

9) TD 12, 881b.

10) TD 16, 489a.

11) 松本 史郞(2004), 第6章 中国禅宗史における仏性顕在論の系譜 참조.

12) 大久保·道舟(1944) p. 14.

13) TD 12. 8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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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比丘當知. 有我. 有常. 有楽. 有浄.14)

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열반경이 상(常)ㆍ낙(樂)ㆍ정(淨)인 ‘아

(我)’ 즉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15)

“佛者是我義”라는 위의 경문에서는 불(佛)이 아트만이라고 설명

되는데, 열반경의 다음 경문에서는 여래성(如來性, tathāgata-dh
ātu) 즉 불성(佛性, buddha-dhātu)이 아트만이라고 설명되고 있습

니다.

[8] 眞實我者, 是如来性. 當知, 一切衆生悉有.16)

그리고 그 ‘불성=아트만’은 위에서 인용했던 “一切衆生皆有佛性.

在於身中”이라는 경문 [3]에 의하면, ‘일체중생’의 신체 안에 있다

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성립했던 우파니

샤드 문헌에서 아트만은 인간의 육체 내부, 특히 심장(hṛdaya) 내

부에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샹카라는 이 아트만이 있는 장소

인 심장을 ‘연꽃 모양을 한 육단(肉團, māṃsa-piṇḍa)’이라고 읽고

있습니다.17)

임제록이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의 임제장 (臨濟章)에

서

[9] 赤肉團上, 有一無位真人.18)

이라고 할 때, 이 적육단(赤肉團)은 심장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적육단은 송판(宋版) 경덕전등록의 해당 부분에는

‘육단심(肉團心)’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육단심이 심장을 의미한다

14) TD 12. 862b.

15) 대승 涅槃経의 아트만론에 관해서는 松本 史郞(2014) pp. 262-270 참조.
16) TD 2. 883b.

17) 松本 史郞(1994) pp. 249-252 참조.

18) TD 47, 496c ; TD 51 ,3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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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명백합니다.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書)에서는 육

단심을 ‘身中五臟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9)

따라서 인도의 여래장사상인 불성내재론에서 불성은 ‘아트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도의 여래장사상이 힌두교의 아트만론에 영

향을 받아 대승불교 내부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선종 중에서는 신회(神會)나 종밀(宗密)이나 임제와 같이

‘불성내재론’을 설하는 선사들도 있는 반면에, 혜충(慧忠)이나 현

초(玄抄)와 같이 ‘불성현재론’을 설하는 선사들의 흐름도 있었습니

다. 불성내재론에 의하면 불성은 중생 즉 유정(有情)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정(無情)인 초목(草木)이 불성을 지닌다거나, 초

목성불(草木成佛)을 설하는 것은 ‘불성현재론’의 특징입니다.20)

따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불성내재론과 불성현재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성내재론 : “불성은 중생의 신체(심장) 안에 있다”는 불성=아(我)의

인도 불교사상.

불성현재론 : “만물은 불성이다”라는 불성사상의 중국적 전개(草木成

佛).

종밀과 임제는 불성내재론의 흐름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들이 중생 안에 있는 불성을 영지(靈知)라든가 소소령령(昭

昭靈靈)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불성내재론이라고 말할 때 ‘불성’이라는 것은 ‘아트만’을 의

미하는 것이며, 아트만이라는 것은 영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기(前期)의 도겐이 변도화나 정법안장의 즉심시불 에서

신체 안에 있는 상주하는 영성ㆍ영지를 부정했던 것은 전기의 도

겐의 사상적 위치가 “실유(悉有)가 불성이다”라는 말에 의해서 명

시되는 불성현재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의 도겐은 이 ‘불성

19) 松本 史郞(1994) p. 229 ; p. 388, n.5 ; p. 239 참조.

20) 松本 史郞(1994) pp. 99-102 ; 松本 史郞(2000) pp. 266-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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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이라는 사상적 입장에 서서 영성ㆍ영지를 인정하는 ‘불성

내재론’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도겐은 즉심시불 에서 영성ㆍ영지

를 ‘진아(眞我)’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불성내재론에서 불성

이 아트만을 의미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절한 이해를 드러낸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즈키 다이세츠(鈴木 大拙, 1870～1996)는 일본적 영성(日本
的霊性, 1944)에서 ‘영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임제가 ‘소소령령’

을 설한 것과 상응합니다. 즉 다이세츠도 임제도 그 사상적 입장

은 불성내재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세츠가 설명하는

‘영성’이 현대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성(spirituality)과

사상적으로 무관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spirituality

에서는 ‘대지(大地)’ 가이아(Gaia)의 중요성이 역설되는데21), 다이

세츠도 ‘대지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지성(大地性)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이세츠가 다음과 같이 ‘대지’를 영

(靈)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대지의 영(靈)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 개체

의 깊숙한 곳에서는 대지의 영이 호흡하고 있다.22)

‘개체의 깊숙한 곳’에서 호흡하고 있는 ‘영’, 그것은 아트만을 의

미할 것입니다. 임제의 불성내재론이라는 입장에 기반하여 Zen을

서양에 전파했던 다이세츠와 사상적으로 친근 관계에 있었던 인

물이 니시다 기타로(西田 幾多郞, 1870～1945)인데, 니시다에 의해

서도 ‘아트만론’이 인정됩니다. 이 점은 그가 선의 연구(善の研
究)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던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 Daughters of St Paul(2003) 2.3.4.2. 참조.

22) 鈴木 大拙(1972) p. 49. “The spirit of the earth is the life of spirit. -

At the innermost of individuals, the spirit of the earth is breathing.”

Translated by Matsumoto, S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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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질적으로 진짜 선(善)은 단 한 가지만 있다. 그것은 진짜 자

기를 완전히 아는 것이다. 우리들의 진짜 자기는 우주의 본체이다. 진

짜 자기를 알면, 비단 인류일반의 선과 합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본체

와 융합하여 신의(神意)와 명합(冥合)하는 것이다23)

In actuality, there is only one true good: to know the true self. O

ur true self is the ultimate reality of the universe, and if we know t

he true self we not only unite with the good of human kind in gene

ral but also fuse with the essence of the universe and unite with th

e will of God.24)

여기서 ‘진짜 자기’라는 것은 아트만을 의미하며, ‘우주의 본체’

라는 것은 브라만(Brahman)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의
연구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12] 철학와 종교가 가장 잘 일치된 것은 인도의 철학ㆍ종교이다.

인도의 철학ㆍ종교에서는 지(知)는 곧 선(善)이고, 미(迷)는 곧 악(惡)

이다. 우주의 본체는 브라만(Brahman)이고, 브라만은 나의 마음 즉 아

트만(Ātman)이다25)

The Indian religio-philosophical tradition, which provides the mos

t highly developed congruence of philosophy and religion, holds that

knowledge is good and delusion is evil.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universe is Brahman, which is our soul, our Atman. Knowledge

of this identity of Brahman and Atman is the culmination of Indian

philosophy and religion.26)

물론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불교가 아닙니다. 힌두교의 범

아일여(梵我一如)의 교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자기’가 불

교의 가르침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점은 매우

23) 西田 幾多郞(2012) p. 221.

24) Nishida(1990) p. 145.

25) 西田 幾多郞(2012) p. 64.

26) Nishida(1990)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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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임스 하이직(James Heisig)이

眞の自己探求 라는 논문(宗敎學會報 6, 1991)에서 “진짜 자기의

탐구는 불교의 무아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취지의 견

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13] 현대의 자기론(自己論)은 진짜 자기의 탐구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무아(anātman)를 가르쳐 왔던 불교의 전통으로부터 멀어질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ātman이 부정하는 ātman은 단순

히 에고=자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바뀐 마음, Brahman과 일치하는

것과 같은 마음, 혹은 셀프=자기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 안에서

보다 높은 진리를 찾는 경향은 설령 그것이 현대 일본의 불교에서 유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위배될 가능

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27)

이 하이직의 견해에 저는 전면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이 논문에

서(p. 34) 하이직은 ‘진짜 자기’는 ‘영’, ‘무위(無位)의 진인(眞人)’,

‘불성’ 등의 여러 방식으로 불린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바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불성내재론에서의 불성, 즉 아(ātman)이기 때문입니다.

도겐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불성내재론이 주장하는 영성ㆍ영지

를 ‘진아’라고 불렀는데, ‘진짜 아(我)’, ‘진짜 자기’, ‘본래의 자기’,

‘진정한 자기’, ‘진실한 자신’을 찾는 ‘자기’론이라는 것은 현대 spir

ituality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Paul

27) Heisig(1991) pp. 42-43. “We can say that the theory of ‘self’ by

promoting to seek for ‘true self’, has obtained the high possibility of

being apart from the Buddhist tradition which has taught the theory

of ‘no-self’(anātman). The Atman, which is denied by ‘no-self’

(anātman), is not a simple ego, but the totally reformed mind, like

Brahman, or self. After all, the inclination to seek for the higher truth

in one’s mind, although it is trendy in Japanese Buddhism at present,

has the possibility of contradicting with the traditional teaching of the

original Buddhism.” Translated by Matsumoto, S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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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las는 The New Age Movement(Blackwell Publishing, 1996)

에서 ‘Self-spirituality’(자기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4] Indeed, the most pervasive and significant aspect of the ling

ua franca of the New Age is that the person is, in essence, spiritua

l. To experience the ‘Self’ itself is to experience ‘God,’ ‘Goddess,’ ‘th

e Source,’ ··· or, most simply and, I think, most frequently, ‘inner s

pirituality’.28)

또한 바티칸(Vatican)으로부터 발간된 Jesus Christ the Bearer

of the Water of Life: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New Age”

(2003)도 현대 spirituality의 사상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데,

거기서도(4.) self-fulfillment(자기 완성), self-realization(자기 실

현)이 뉴 에이지나 spirituality의 키워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spirituality 또는 뉴 에이지가 ‘자기’론이 되는 것은 영

(靈, spirit)이 아트만, 즉 ‘자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즈키와 니시다의 사상적 선험자였던

키요자와 만시(清沢 満之, 1863～1903)의 정신주의(Spiritualism)도

‘자기’론이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신주의’에 대한 키요자와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 정신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정신 안에서 충족을 구하는 것이

다.29)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실현’, ‘자기 개발’, Higher Self,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 등의 말에 현혹되어서 자기 탐구 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높은 가격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도 많다고 알려

28) Heela(1996) p. 19.

29) 清沢 満之(2012) p. 74. “Spiritualism seeks for sufficiency within one’s

own spirit.” Translated by Matsumoto, Shiro.



16 ∙ 印度哲學 제41집

져 있습니다.

그런데 Jesus Christ the Bearer of the Water of Life(2.2.4)에

서

[16] One of the central concerns of the New Age movement is th

e search for “wholeness.” There is encouragement to overcome all f

orms of “dualism.”

이라고 서술하는 것처럼, 현대의 spirituality에서는 모든 이원성

(二元性)의 부정,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전체성’의 긍정이 주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데, 스즈키와 니시다의 ‘영성’의 사상에서도 이와

완전히 동일한 사고방식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원성의 구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전체성’을 긍정

하는 사고방식은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는 데카르트적 이원성에

기초한 ‘서양’과 그 근대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를 부정하고, 동양이

나 일본이나 화(和)를 찬미하는 전체주의나 국가주의의 긍정으로

향할 때는 위험한 것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니시다는 세계 신
질서의 원리(1943)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7] 세계가 구체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각 국가ㆍ민족이

어디에서도 각각의 역사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마치 유

기체에서와 같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각자가 각자 자신이 되는

것이며, 각자가 각자 자신이 된다는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개성적 통일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30)

For the world to become a concrete unity, each nation/people mu

st live its own historical life. Like an organic body, for the whole t

o become one, each part must realize itself [or “become itself”], and

as each realizes itself, the whole becomes one. My notion of the wo

rld thus contains the unity of individualities.31)

30) 西田 幾多郞(1996) p. 430.

31) Arisaka(199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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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본 정신의 진수는 어디에서나 초월적인 것이 내재적, 내재적

인 것이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32)

The true essence of the Japanese spirit asserts that that which is

transcendent is immanent and that which is immanent is transcende

nt.33)

이 중 [17]에서 설명되는 것은 소위 사회유기체설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체주의(Wholism)이며34), Jesus Christ the Bearer of th

e Water of Life(2.3.4.3.)를 보면 spirituality에 관해서도 이와 완

전히 동일한 전체주의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19]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interrelated; in fact every part

is in itself an image of the totality; the whole is in everything and

everything is in the whole. In the “great chain of being”, all beings

are intimately linked.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위험한 경향은 현대의 spiritu

ality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시다가 [11], [12]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자기’가 아트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 아

니겠습니까? 이 점에서 저는 다시 하이직의 [13]에서의 주장에 찬

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 Arisaka(1996) p. 434.

33) Arisaka(1996) p. 21.

34) 니시다가 설명하는 유기적 ‘전체’론과 ‘내재적 초월’의 사상적 의의에

관해서는 松本 史郞(2004) p. 52, n.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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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불교도가 설명해 왔던 ‘불성내재론’이

힌두교의 ‘아트만론’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

며, 또 현대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성(spirituality)과 전면

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여

래장사상인 ‘불성내재론’이 사상의 구조상으로는 힌두교의 ‘아트만

론’과 일치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도가 불전 안

에서 설명해 왔던 불성내재론에는 일종의 불교적 한정이 더해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불교적 한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칠불통계게(七仏通誡偈)에서 드러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

다. “諸悪莫作 衆善奉行 自浄其意 是諸仏教”이라는 게송에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제불(諸佛)의 가르침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설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선악은 불교

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

연한 가르침인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의 정토교에서

는 “어떤 악인이라도 염불하면 구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

쁜 짓을 해도 좋다.”고 하는 증악무애(増悪無碍)의 사고방식도 생

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후기

의 도겐이 정법안장 삼시업 (三時業)에서

[20] 지금 세상에서 인과를 모르고 업보를 깨닫지 못하고, 삼세를

모르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사견(邪見)을 지닌 패거리들과는 어울

리지 마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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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서술한 것처럼, ‘선악’, ‘업보’, ‘인과’, 즉 저의 표현으로 말하

자면 연기(緣起)가 불교의 본질입니다. 이 ‘선악’을 긍정하는 연기

라고 하는 불교의 본질이 불교적 한정으로서 작용하여, 불교도가

말하는 ‘불성내재론’이 힌두교의 아트만론과 현대의 무한정의 spir

ituality에 전면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저지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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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일본어 원문

仏性と霊性

松本 史朗*36)

今回の会議のテーマである「仏性とは霊性であろうか」に関連し

て、まずある個人的な思い出を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今から20

年以上前のことですが、ある仏教の雑誌の編集会議に招かれたこと

がありました。雑誌の読者をどうしたら増やすことができるかにつ

いて話し合うためです。そのとき、その雑誌の編集責任者は、雑誌

で霊の話をすれば、雑誌の読者が増えることは分かっているが、し

かし、読者を増やすためだからといって、霊の話はしたくないと言

いました。私は感銘を受けました。しかし、同時に、霊の話をしさ

えすれば、読者が増えるという事実に、恐れを抱きました。

日本では、特に1980年代頃から、ニューエイジ、精神世界、ヒー

リングというようなものが流行し、スピリチュアル・ビジネスと呼
ばれるものさえ存在しますが1)、そのような流行の中心には、やは

り霊や霊魂という観念があったと思います。もしも、霊や霊魂とい

う言葉さえなければ、様々な霊感商法による被害やオウム真理教事

件もなかったでしょう。「取りついた悪霊を追い払う」とか、「霊

をカルマから清める」というような考え方は、「霊」という言葉な

しには成り立たない筈です。

しかし、仏陀は無我を説い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無我によっ

て否定されるアートマンとは霊魂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して、

アートマンが霊魂を意味するならば、仏陀は霊魂を否定したのでは

* 日本 駒沢大学敎 敎授

1) 桜井義秀, 霊と金スピリチュアル·ビジネスの構造, 新潮社, 2009年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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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いでしょうか。勿論、「仏陀は無我を説いた」「仏陀はアートマ

ンを否定した」と主張するためには、学問的には慎重な手続きが必

要です。例えば、中村元博士は、「初期仏教ではアートマンを積極

的に肯定した」という趣旨の見解を主張されましたが、私はこの中

村説を批判して、仏教の縁起説は、アートマンの存在を否定するも

のであると論じました2)。しかし、ここでは、この問題を論じるこ

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長い仏教思想史の中には、「霊」という言葉を非常に嫌った思想

家も少なく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代表として、日本の道元(1200-

1253)を挙げたいと思います。道元は「霊性」という語を、その著作

で一度しか使用していません。しかも、それは、「霊性」を肯定す

るためではなく、否定するためなのです3)。即ち、『弁道話』と

『正法眼蔵』「即心是仏」巻において、道元は、“死によって身体が

滅しても、身体の中にある「霊性」「霊知」「心性」「真我」「昭

昭霊霊」は滅することなく常住である”という考え方を、仏教ではな

く外道の見解であるとして、否定しています。このうち『弁道話』

では、この外道の見解は、次のように説明されています。

[1] かの外道の見は、わが身うちにひとつの霊知あり。かの知、すな

はち縁にあふところに、よく好悪をわきまへ、是非をわきまふ。痛痒を

しり、苦楽をしる、みなかの霊知のちからなり。しかあるに、かの霊性

は、この身の滅するとき、もぬけてかしこにうまるるゆゑに、ここに滅

すとみゆれども、かしこの生あれば、ながく滅せずして常住なりといふ

なり。かの外道が見、かくのごとし。(『道元禅師全集』上、pp.738-73

9)

This fallacy says that there is a spiritual intelligence in one’s bod

y which discriminates love and hatred or right and wrong as soon

as it encounters phenomena, and has the capacity to distinguish all

2) 松本, 仏教思想論, 上, 大蔵出版, 2004年, pp. 1-33 参照.
3) 石井修道, 道元禅の成立史的研究, 大蔵出版, 1991年, 第10章 第１節,
道元の霊性批判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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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things as pain and itching or suffering and pleasure. Furtherm

ore, when this body perishes, the spirit nature escapes and is born

elsewhere. Therefore, although it seems to expire here, since [the s

pirit-nature] is born somewhere, it is said to be permanent, never p

erishing. Such is this fallacious doctrine.

(The Wholehearted Way, tr. by Okumura and Leighton, Tuttle P

ublishing, 1997, pp. 32-33)

この道元による「霊性」「霊知」否定の思想的意義を、正確に理

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例えば、宗密(780-841)の『禅源諸詮集都序』には、

[2] 諸聖同説。故妄念本寂塵境本空。空寂之心霊知不昧。即此空寂之

知。是汝眞性。(大正 48, 402c)

と説かれており、また、『臨済録』には、

[3] 還是爾目前昭昭霊霊、鑒覺聞知照燭底。安一切名句。(大正 47, 502

b）

と言われています。従って、道元による「霊性」「霊知」「昭昭霊

霊」批判は、宗密や臨済(-866)に対して向けられたものと見ること

も不可能ではありませんが、それよりも、仏教思想史におけるどの

ような考え方を批判したものかを理解することの方が、重要です。

そのためには、如来蔵思想・仏性思想に二つの類型があることを理
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その二つとは、「仏性内在論」と「仏性顕在論」です4)。インド

の如来蔵思想・仏性思想は、すべて、「仏性は、衆生の身体の中に

有る」と説く「仏性内在論」です。この点は、

4) 仏性内在論 と 仏性顕在論 という仏性思想の二類型については 松本,

道元思想論,　大蔵出版, 2000年, p. 3 ; p. 259-261 ; p. 603-604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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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一切衆生皆有仏性、在於身中。大正 12, 881b）

という『涅槃経』（法顕訳）の経文、及び、

[5] 如來藏自性清淨、轉三十二相。入於一切衆生身中。如大價寶垢衣所

纒。如来之藏常住不變。亦復如是。(大正 16, 489a）

という四巻『楞伽経』の経文によっても、知られます。「入於一切

衆生身中」の原語は、“sarvasattva-deha-antargata”(LAS, Nanjio

ed., 77, 16)です。

これに対して、「仏性顕在論」というのは、「万物は仏性そのも

のである」「万物に仏性は顕れている」という考え方であり、この

考え方は、中国仏教の一部の思想家において成立し5)、日本にも流入

しました。「悉有は仏性なり」6)、つまり、“すべての存在は仏性で

ある”という道元の『正法眼蔵』「仏性」巻の言葉は、この「仏性顕

在論」を明確に説いています。前期の道元、つまり、鎌倉で教化を

した約半年(1247-1248年)以前の道元の思想的立場は、この「仏性顕

在論」です。

では、インドの仏性思想である「仏性内在論」（これは勿論、中

国にも入り支持者を得ました）において「身体の中に有る仏性」と

は、何を意味するでしょうか。それは、我（アートマン）を意味し

ます。この点は、『涅槃経』（法顕訳）で、

[6] 仏者是我義。（大正 12, 862a）

と言われていることから、知られます。これは、「仏陀とはアート

マンを意味する」と言う意味です。また、同じ経典には、

5) 松本, 道元思想論, 第6章, 中国禅宗史における仏性顕在論の系譜 参照.

6) 道元禅師全集, 上,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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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比丘当知、有我、有常、有楽、有浄。（大正 12, 862b）

とも言われていますから、『涅槃経』が「常」「楽」「浄」である

「我」、つまり、アートマンの存在を認め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

す7)。

「仏者是我義」という上掲の経文では、「仏」がアートマンであ

ると言われていますが、『涅槃経』の次の経文では、「如来性」tat

hAgata-dhātu、つまり「仏性」buddha-dhātuが、アートマンであ

ると言われています。

　　
[8] 真実我者、是如来性。当知、一切衆生悉有。（大正 12, 883b）

そして、その「仏性」＝「アートマン」は、既に引用した「一切

衆生皆有仏性、在於身中」という経文[3]によれば、「一切衆生」の

身体の中に有るというのです。インドでは、仏教が起こる以前に成

立したウパニシャッド文献に、アートマンは、人間の肉体の中、特

に「心臓」hRdayaの中に有ると説かれています。シャンカラは、

このアートマンのある場所である「心臓」を「蓮華の形をした肉団

mAMsa-piNDa」と呼んでいます8)。

『臨済録』や『景徳伝灯録』「臨済章」で、

[9] 赤肉団上、有一無位真人。（大正47, 496c ; 大正 51, 300a）

と言われるとき、この「赤肉団」は「心臓」を意味していると思い

ます。この「赤肉団」は、宋版の『景徳伝灯録』の当該箇所では、

「肉団心」と書かれていますが、「肉団心」が「心臓」を意味する

ことは明らかです。『禅源諸詮集都序』では、「肉団心」を「身中

7) 大乗 涅槃経のアートマン論については 松本, 如来蔵と空 (高崎直道 監修　
シリーズ大乗仏教 8, 如来蔵と仏性, 春秋社, 2014年), pp. 262-270 参照.

8) 松本, 禅思想の批判的研究, 大蔵出版, 1994年, pp. 249-252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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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臓心」と説明するからです9)。

従って、インドの如来蔵思想である「仏性内在論」において、

「仏性」は「アートマン」を意味します。それは、インドの如来蔵

思想が、ヒンドゥー教のアートマン論に影響されて、大乗仏教の内

部に形成されたからだと考えられます。

中国禅宗の中には、神会や宗密や臨済のように「仏性内在論」を

説く禅師たちもいれば、慧忠や玄沙のように「仏性顕在論」を説く

禅師たちの流れもありました。「仏性内在論」によれば、「仏性」

は「衆生」つまり「有情」の中にしか有りませんから、「無情」で

ある草木の有仏性や、草木成仏や、無情説法を説くのは、「仏性顕

在論」の特徴です10)。

従って、簡単に言えば、「仏性内在論」と「仏性顕在論」の違い

は、次の通りです。

「仏性内在論」＝「仏性は衆生の身体（心臓）の中に有る」仏性＝我　イ

ンドの仏性思想

「仏性顕在論」＝「万物は仏性である」仏性思想の中国的展開　草木成仏

宗密や臨済は、「仏性内在論」の流れに位置づけられますから、

彼らが「衆生」の中に有る「仏性」を、「霊知」とか「昭昭霊霊」

と呼ぶのは決して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何故なら、「仏性内在

論」において、「仏性」とは「アートマン」を意味しており、アー

トマンとは霊魂に他ならないからです。

前期の道元が『弁道話』や『正法眼蔵』「即心是仏」巻で、身体

の中に有る常住なる「霊性」「霊知」を否定したのは、前期の道元

の思想的立場が、「悉有は仏性なり」という言葉によって明示され

る「仏性顕在論」であったからです。つまり、この「仏性顕在論」

9) 同上, p. 229 ; p. 388, n. 5 ; p. 239 参照.

10) 松本, 禅思想の批判的研究, pp. 99-102 ; 道元思想論, pp. 266-267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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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いう思想的立場に立って、前期の道元は、「霊性」「霊知」を認

める「仏性内在論」を否定したのです。道元は「即心是仏」巻で、

「霊性」「霊知」を「真我」とも呼んでいますが、これは、「仏性

内在論」において「仏性」は「アートマン」を意味するということ

から考えて、適切な理解を示したものと言えるでしょう。

鈴木大拙(1870-1966)は、『日本的霊性』(1944年)において、「霊

性」を強調しましたが、これは、臨済が「昭昭霊霊」を説いたこと

と対応しています。つまり、大拙も、臨済も、その思想的立場は、

「仏性内在論」です。しかるに、大拙の説く「霊性」が、現代社会

で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る「霊性」spiritualityと思想的に無関係で

あるとは、思えません。現代のspiritualityにおいては「大地」ガイ

アの重要性が力説されますが11)、大拙も、「大地とつながること」

が必要であるという「大地性」を主張しています。それは、大拙

が、次のように、「大地」を「霊」と見なしているからです。

[10] 大地の霊とは、霊の生命ということである。··· 個体の奥には、

大地の霊が呼吸している。（『日本的霊性』岩波文庫、1972年、p. 49）

The spirit of the earth is the life of spirit. ···At the innermost of

individuals, the spirit of the earth is breathing. (tr. by Matsumoto)

「個体の奥」で呼吸している「霊」、それは正にアートマンを意

味するでしょう。臨済の「仏性内在論」という立場にもとづいてZe

nを「西洋」に宣伝した大拙と思想的に親近関係にあったのが、西田

幾多郎(1870-1945)ですが、西田にも、「アートマン論」が認められ

ます。この点は、彼が、『善の研究』において、次のように述べた

ことから、知られます。

　　

[11] 実地上真の善とはただ一つあるのみである、即ち真の自己を知る

11) Cf. Jesus Christ the Bearer of the Water of Life, Vatican, 20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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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いうことに尽きて居る。我々の真の自己は宇宙の本体である、真の自

己を知れば啻に人類一般の善と合するばかりでなく、宇宙の本体と融合

し神意と冥合するのである。（『善の研究』, 岩波文庫、2012年、p. 22

1）

In actuality, there is only one true good: to know the true self. O

ur true self is the ultimate reality of the universe, and if we know t

he true self we not only unite with the good of humankind in gener

al but also fuse with the essence of the universe and unite with the

will of God. (An Inquiry into the Good, Yale University Press, 1990,

tr. by Abe and Ives, p. 145)

ここで、「真の自己」とはアートマンを意味し、「宇宙の本体」

とはブラフマンbrahmanを指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善の研

究』の次の文章から、明らかです。

　　
[12] 哲学と宗教と最も能く一致したのは印度の哲学、宗教である。印

度の哲学、宗教では知即善で迷即悪である。宇宙の本体はブラハマンBra

hmanで、ブラハマンは吾人の心即アートマン(Ātman)である。（『善

の研究』p. 64）

The Indian religio-philosophical tradition, which provides the mos

t highly developed congruence of philosophy and religion, holds that

knowledge is good and delusion is evil.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universe is Brahman, which is our soul, our Atman. Knowledge

of this identity of Brahman and Atman is the culmination of Indian

philosophy and religion. (An Inquiry into the Good, p. 38)

ここに説かれるのは、勿論、仏教ではありません。ヒンドゥー教

の「梵我一如」の教説です。しかし、実際には、「真の自己」が、

仏教の教えとして説かれることも珍しくありません。これは、非常

に問題があります。この点で、ジェームズ・ハイジックJames Hei
sigが、「真の自己の探求」という論文（『宗教学会報』6, 1991年）

において、「真の自己の探求は、仏教の無我説と矛盾するのでは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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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か」という趣旨の見解を、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ことが、注目さ

れます。

[13] 現代の「自己論」は、真の自己の探求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無

我（anātman）を教えてきた仏教の伝統から離れる可能性が強いと言え

るでしょう。anātmanが否定するĀtmanは、ただのエゴ＝自我ではなく

て、かえって完全に作り直された 心、Brahmanと一致するような心、

あるいはセルフ=自己でした。結局、自分の心の中でより高い真理を求

めるという傾向は、たとえそれが現代日本の仏教においては流行してい

るとしても、本来の仏教の伝統的な教えに背く可能性がないとはいえな

いのです。(pp. 42-43)

We can say that the theory of “self,” by promoting to seek for “t

rue self,” has obtained the high possibility of being apart from the

Buddhist tradition which has taught the theory of “no-self” (anātma

n). The Ātman, which is denied by “no-self” (anātman), is not a si

mple ego, but the totally reformed mind, like Brahman, or self. Afte

r all, the inclination to seek for the higher truth in one’s mind, altho

ugh it is trendy in Japanese Buddhism at present, has the possibilit

y of contradicting with the traditional teaching of the original Budd

hism. (tr. by M)

このハイジックの見解に、私は全面的に賛成します。また、この

論文において(p.34)、ハイジックは、「真の自己」は、「霊」「無

位の真人」「仏性」等と様々に呼ばれると述べていますが、これは

正しい理解だと思います。というのも、この三つの語によって意味

されるのは、「仏性内在論」における「仏性」、つまり、「我」At

manであるからです。

道元は、既に見たように、「仏性内在論」が主張する「霊性」

「霊知」を「真我」と呼びましたが、「真の我」「真の自己」「本

来の自己」「本当の自己」「本当の自分」を探す「自己」論という

のは、現代のspiritualityの本質的な特徴になっています。この点

を、Paul Heelasは、The New Age Movement (Blackwell Pub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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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 1996)で、“Self-spirituality”「自己霊性」という語を用いて表

現し、これを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ます。

[14] Indeed, the most pervasive and significant aspect of the ling

ua franca of the New Age is that the person is, in essence, spiritua

l. To experience the ‘Self’ itself is to experience ‘God,’ ‘Goddess,’ ‘th

e Source,’ ··· or, most simply and, I think, most frequently, ‘inner s

pirituality.” (p. 19)

また、Vaticanから発表されているJesus Christ the Bearer of t

he Water of Life: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New Age” (20

03)も、現代のspiritualityの思想的意義を理解するのに有益ですが、

そこでも(4.)、self-fulfillment「自己完成」self-realization「自己実

現」が、ニューエイジやspiritualityのkey wordと見なされていま

す。

現代のspiritualityまたはニューエイジが「自己」論となるのは、

霊spiritが、アートマン、つまり、「自己」を意味することから考

えて、当然だと思います。鈴木と西田の思想的先駆者であった清沢

満之(1863-1903)の「精神主義」Spiritualismも、「自己」論であっ

たことは、次のような清沢による「精神主義」の定義によって、知

られます。

[15] 精神主義とは、自家の精神内に充足を求むるものなり。（『清沢

満之集』, 岩波文庫、2012年、p. 74）

Spiritualism seeks for sufficiency within one’s own spirit. (tr. by

M)

しかし、現代社会では、「自己実現」「自己啓発」Higher Self

「本当の自分を探す」などという語に幻惑されて、自己探求のセミ

ナー等に参加して、高価な対価を支払う人も多いと言われていま

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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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て、Jesus Christ the Bearer of the Water of Life (2.2.4)

で、

[16] One of the central concerns of the New Age movement is th

e search for “wholeness.” There is encouragement to overcome all f

orms of “dualism.”

と述べられるように、現代のspiritualityにおいては、すべての二元

性の否定と、それにもとづく「全体性」の肯定が主要なテーマとな

りますが、鈴木と西田の「霊性」の思想にも、全く同様の考え方が

認められます。

しかし、二元性と区別を全面的に否定し「全体性」を肯定する考

え方は、主観と客観を区別するデカルト的二元論にもとづく“西洋”

と、その近代合理主義や個人主義を否定すると称して、“東洋”や“日

本”や「和」を讃美する全体主義や国家主義の肯定に向かうときに

は、危険なものとなります。例えば、西田は、「世界新秩序の原

理」(1943年)にお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ました。

[17] 世界が具体的に一となると云うことは各国家民族が何処までもそ

れぞれの歴史的生命に生きる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恰も有機体に於

ての様に、全体が一となることは各自が各自自身となることであり、各

自が各自自身となることは全体が一となることである。私の世界と云う

のは、個性的統一を有ったものを云うのである。(『西田幾多郎全集』1

2、岩波書店、1966年、p. 430)

For the world to become a concrete unity, each nation/people mu

st live its own historical life. Like an organic body, for the whole t

o become one, each part must realize itself [or “become itself”], and

as each realizes itself, the whole becomes one. My notion of the wo

rld thus contains the unity of individualities. (tr.in Arisaka Y., “The

Nishida Enigima: “The Principle of the New World Order”(1943), M

onumenta Nipponica 51/1, 1996, p. 19)

　　



32 ∙ 印度哲學 제41집

[18] 日本精神の真髄は、何処までも超越的なるものが内在的、内在的

なるものが超越的と云うことにあるのである。(同上、p. 434)

The true essence of the Japanese spirit asserts that that which is

transcendent is immanent and that which is immanent is transcende

nt. (ibid., p. 21)

ここで、[17]に説かれるのは、社会有機体説という一種の全体主

義Wholismですが12)、Jesus Christ the Bearer of the Water of

Life(2.3.4.3)によれば、全く同様のWholismが現代のspiritualityにお

いても、次のように説かれていると見なされています。

[19]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interrelated; in fact every part

is in itself an image of the totality; the whole is in everything and

everything is in the whole. In the “great chain of being”, all beings

are intimately linked.

従って、上に述べたような危険な傾向は、現代のspiritualityにお

いても存在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ます。

西田が[11][12]で言うように、「真の自己」がアートマンを意味

するなら、その存在を否定するのが仏教の立場ではないでしょう

か。この点で、私は再び、ハイジックの[13]の議論に賛同せざるを

えないのです。

最後に一つ、誤解を避けるためにお話しし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

ます。それは、わたしは、仏教徒が説いてきた「仏性内在論」を、

ヒンドゥー教の「アートマン論」と全く同じであるとも、また、現

代社会において問題となっている霊性spiritualityと全面的に同じで

あるとも、考えては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インドの如来蔵思想で

ある「仏性内在論」が、思想の構造としては、ヒンドゥー教の

「アートマン論」と一致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と思います

12) 西田が説く有機的「全体」論や「内在的超越」の思想的意義については

仏教思想論, 上, p. 52, n. 87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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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仏教徒が仏典の中で説いてきた「仏性内在論」には、一種の仏

教的限定が加え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では、その仏教的限定とは何でしょうか。私は「七仏通誡偈」に

示される考え方だと思っています。「諸悪莫作、衆善奉行、自浄其

意、是諸仏教」というこの偈には、「悪をなすなかれ、善をなすべ

し、それが諸仏の教えである」という考え方が説かれていると考え

られます。つまり、善悪は、仏教にとって最も本質的な教えだとい

うことです。これは、当たり前の教えのよ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

せんが、日本の浄土教の中には、「どんな悪人でも、念仏すれば救

われるのだから、いくら悪いことをしてもよい」という「増悪無

碍」の考え方も生じました。しかし、これでは、仏教になりませ

ん。後期の道元が、「十二巻」の『正法眼蔵』「三時業」巻で、

[20] いまのよに、因果をしらず、業報をあきらめず、三世をしら

ず、善悪をわきまへざる邪見のともがらには群すべからず。(『道元禅師

全集』上、p. 682)

In this present time, we should not associate with those who, po

ssessed with wrong [non-Buddhist] views, are ignorant of the caus

ality of cause and effect, karma and retribution, the three stage of t

ime [i.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distinction of good and e

vil. (tr. by M)

と述べたように、「善悪」「業報」「因果」、つまり、私の言葉で

言えば、縁起が仏教の本質です。この「善悪」を肯定する縁起とい

う仏教の本質が、仏教的限定として働いて、仏教徒が説く「仏性内

在論」を、ヒンドゥー教のアートマン論や現代の無限定のspiritualit

yに全面的に同化することを防いできたし、また、今後も防ぐであ

ろうと考えて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