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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중국의 다양한 종파불교중 天台宗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법으로 觀

心을 말하였다. 대체로 불교의 수행은 우리의 경험현상을 구성해내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의 특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설명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의는 일념심을 제법실상(諸法實相), 중도불성(中道佛性), 즉공즉가즉

중(卽空卽假卽中), 여래장, 필경공(畢竟空)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

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중도불성과 관련해서 지의의 일념심의 의미

를 살펴보고, 그의 관심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불성은 수당불교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중심적인 개념이었다. 불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명제로 본성청정 객진번뇌(本性淸淨 客塵煩惱)

도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체유정실유불성(一切有情悉有佛

性) 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유불성으로, 만약 모

두가 불성을 갖는다라는 전제를 제외하고 불성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실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성을 갖는

다라고 할 때 불성은 어쩔 수 없이 영원불변의 존재로 이해되는 경향

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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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종밀에 따르면 식망수심종의 불성이해에 나

타난다. 종밀은 禪교판에서 천태의 수행법을 북종선과 같이 식망수심

종(息妄修心宗)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핵심은 불성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있다. 종밀에 따르면 북종선은 불성을 망념의 현상을 초월한 영원불

변의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망념을 끊기 위해 외부대상과 단절하여

안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밀은 천태

는 비록 북종선과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천태의 관심이 북종선의 식망

수심과 대체로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 먼저 선종을 분류하면, 맨 처음은 식망수심종이다. (이들은) 중

생이 비록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시(無始) 이래로 무명에 덮

혀 있어 불성을 볼 수가 없어 생사에 윤회한다. 제불은 이미 망상을 끊었

기 때문에 불성을 봄이 분명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고, 신통이 자유자재하

다. 성인과 범부는 공덕과 작용이 달라 밖의 대상과 안의 마음에 각각 분

수가 있다.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려 안

으로 마음을 관찰하여 망념을 제거하여 소멸시킨다. 망념이 다하면 깨달

아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 마치 거울의 혼탁한 먼지를 삼가 열심히 닦아

먼지가 없어지면 밝음이 드러나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 … 남

신, 북수, 보당, 선습의 문하가 모두 이러한 부류이다. 우두, 천태, 혜조,

구나 등은 나아가는 방편의 모습은 같으나 견해가 다르다. 2)

불교가 불타이래 2500여 년의 긴 역사와 인도, 아시아 등의 여러 지

역에 걸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가장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은 영원불

변의 실체를 부정하는 연기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종밀의 설명대로

식망수심종이 영원불변의 실체로서의 불성에 근거한 실천법이라면 식

1) 小川一乘, 佛性思想における空性の問題 , 佛敎學セミナ , 35 , p .13.
2) 宗密, 禪源諸詮集都序 (中國佛敎思想資料選編 第二卷 第二冊)

今且先敍禪宗 初息妄修心宗者 說衆生雖本有佛性 而無始無明覆之不見 故輪廻生死,
諸佛已斷妄想 故見性了了 出離生死 神通自在. 當知凡聖功用不同 外境內心各有分

限. 故須依師言敎 背境觀心 息滅妄念 念盡卽覺悟 無所不知. 如鏡昏塵 須勤勤拂拭

塵盡明現卽無所不照.… 南侁, 北秀保唐宣什等門下 皆此類也. 牛頭天台惠稠求那等

進趣方便跡卽大同 見解卽別. 430-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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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수심의 실천은 불교의 올바른 수행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천

태의 觀心은 禪宗을 포함한 모든 종파의 실천법의 기본으로 인정되고

있다.3)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천태의 관심은

망념을 끊기 위해 외부대상과 단절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절대의

마음을 안으로 관찰하는 식망수심의 수행법인가?

종밀은 천태의 관심을 식망수심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천태의 불성에

대한 이해가 북종선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우선 지의의 불성이해를 통

해 천태 관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의는 불성을 중

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먼저 지의의 중도의 의미를 파악하여

불성의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천태관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

Ⅱ. 천태지의의 중도불성.

1. 천태지의의 중도 의미

지의는 別敎와 圓敎는 中道를 불성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중도와 불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장교의 경우) 중도의라고 이름한다 는(중론의 게송)을 단멸(斷滅)과
상주(常住)를 떠난 것을 가리켜 중도라고 이해하지 佛性中道로 이해하지

않는다 4)

지의는 교판을 통해 중도에 대해서 단멸론과 상주론의 이변을 떠난

중도로 혹은 불성으로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말하고, 이 중

에서 중도를 중도불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별교와 원교로 분류하였

다. 이에 대해 천태지의의 삼대부(三大部)에 주석을 쓰고, 지의의 천태

3) 智 , 天台小止觀 , 關口眞大譯註(東京: 岩波書店, 1996), p .5.
4) 摩訶止觀 (T D.46.7.a) 亦名中道義者 離斷常名中道. 非佛性中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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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재확립시킨 담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산가교문에서 밝히는 중도에는 오직 두 가지의 의미뿐이다. 하

나는 단상을 떠난 것으로 앞의 이교(장교, 통교)가 속한다. 둘은 불성으로

뒤의 이교(별교,원교)가 속한다. 불성에 대해서도 별교와 원교는 권과 실

로 나뉜다. 때문에 즉(卽)과 리(離)가 있다. 5)

지의의 불성중도에서 중도는 중론 24장 18게 衆因緣生法, 我說卽

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 에 근거한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천태지

의의 사상은 용수의 공사상에 기반하고 있다.6) 그런데 나까무라 하지

메(中村元)는 천태종이 비록 中論 24장18게를 삼제게(三諦偈)로 부

르면서 중시하였다고 해서 천태가 용수의 중도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천태는 연기를 유로 보고 그 유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공을 쓰고 이 공을 부정한 곳에서 비로소 중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천태의 중도는 비유비공의 이중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기, 공, 가, 중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

는 용수의 중도사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7) 다시말해 천태는 중도를

현상을 지시하는 연기와 그 연기를 부정하는 공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공,가,중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지의가 자기 사상을 정립해 가던 시

기에 가장 논의가 분분했던 문제였다.8) 이는 지의가 교판을 통해서

공, 가, 중의 관계에 대한 당시의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의는 中村元의 설명과 같이 공, 가, 중이 서로

차원을 달리하고 나아가 중도는 공과 가와 분리되어 초월적인 절대진

리로 이해하는 태도를 자신의 입장인 원교가 아니라 별교(別敎)로 규

5) 止觀輔行傳弘決 (T D.46. 151.c), 自山家敎門所明中道.唯有二義. 一離斷常屬前

二敎. 二者佛性屬後二敎. 於佛性中敎分權實.故有卽離.
6) 摩訶止觀 (T D.46.1.b .) 智者觀心論云 歸命龍樹師 驗知龍樹是高祖師也.
7) 中村元. 中道と空見. - 三諦偈 の解釋 に關連して- , 佛敎思想史論集. 結城敎

授頌壽記念 (東京. 1964), p .141.
8) 島地大等, 天台敎學史 (東京: 隆文館, 1986),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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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지의에 따르면 별교의 중도 이해는 다음과 같다.

만약 즉공즉가즉중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연이어 있으면서 각각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 가, 중 모두는 공이니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공이고, 임시로 설정된 것이므로 공이고 극단이 없는 까닭에 공이

다. 공, 가, 중 모두는 가이니 똑 같이 이름이기 때문에 가이다. 공, 가,
중은 모두 중이니 중진, 중기, 중실로써 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은 차별적인 것으로 원융함을 잃고 있다. 9)

지의는 별교가 공가중을 차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중도를 공과

가와 분리해서 물 위에 솟아 나와 있는 연꽃이나 하늘의 달과 같이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다.10)

이에 반해 원교는 중도를 공, 가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만약 즉공즉가즉중을 말하면 비록 세 가지이나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세 가지이나 서로 막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가중이 모두 공이라는

것은 말과 분별적 사유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공가중이 모두 가라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공가중이 모두 중이라는 것은 곧 실

상이기 때문이다. 단지 공만을 이름하여도 곧 거기에 가와 중이 함께 갖

추어져 있다. 공을 깨달으면 곧 동시에 가, 중을 깨닫는다. 다른 것도 또

한 그러하다. 11)

9) 같은 책(T D.46.7.b .), 若謂卽空卽假卽中者 三種 各各有異. 三於皆空者 無主

故空 虛設故空 無邊故空 三種皆假者 同有名字故假 三於皆中者 中眞中機中實故俱

中 此得別失圓云云.
10) 같은 책(T D.46.6.c .), 或聞生滅 卽解生滅對不生滅爲二 非生滅非不生滅爲中 中道

淸淨獨拔 而出生死涅槃之表 願我得佛能爲衆生說最上道 獨拔而出如華出水如月處

空.
또 어떤 이는 생멸을 듣고 곧 생멸과 불생멸이 서로 상대가 되어 둘이 되며 생

멸도 아니고 불생멸도 아닌 것이 중도가 된다고 하여 중도만을 청정하다고 뽑아

내어 生死涅槃의 바깥에 나와 있다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내가 불타을 얻고 중생

을 위해서 最上의 도를 설할 수 있기를 원한다. 홀로 중도만을 뽑아 내 놓은 것이

마치 연꽃이 물 위로 나와 있는 것과 같고 달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다.
11) 같은 책(T D.46.7.b .), 若謂卽空卽假卽中者 雖三而一雖一而三 不相妨 . 三種皆

空者 言思道斷故 三種皆假者但有名字故. 三種皆中者 卽是實相故. 但以空爲名卽具

317



논문

원교가 공가중을 즉공즉가즉중의 원융한 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공만을 이름하여도 곧 거기에 가와 중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공을

깨달으면 곧 동시에 가, 중을 깨닫는다를 의미한다. 이는 나까무라 하

지메가 말한 것처럼 공을 부정한 결과 중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을 깨닫는 곳에 곧 중도가 드러남을 말한다. 동시에 공을 말하면 곧

거기에 가와 중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공, 가, 중이 이름만 달

리 할 뿐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中村元의 비판과 달리 지의는 중도를 용수와 같이 공, 가

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의가 중도를

공과 가와 분리하여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의의 불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의는 공을

깨달으면 동시에 가와 중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의의 중도의

구체적인 의미는 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천태지의의 공

(1) 일념심과 일체법의 관계

위에서 지의의 원융삼체관(圓融三諦觀)을 통해서 지의가 중도를 공

과 동의어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중도불성에서 중도의 구

체적인 의미는 공에 대한 지의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렇다면 지의는 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공은 용수의 중관사상에서 주장되었다. 용수는 모든 존재는 상호의

존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有部의 법체항유(法體恒有)의 입장에서 주장

하는 자성은 있을 수 없고, 그리하여 모든 존재는 무자성으로 공하다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용수의 공은 연기,무자성에서 논리적으로 도출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는 용수의 공의 의미는 연기를 통해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지의

假中.悟空卽悟假中餘亦如是.
12) 中村元, 空の考察 , 干潟博士古稀記念論文集 (東京: 1964),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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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의 의미 또한 그의 연기관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불교는 연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일반이 어떻게 성립하는

가를 설명한다. 따라서 지의의 연기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의가 존

재의 성립을 설명하는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摩訶

止觀 에 정리되어 있는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이 있다.

대개 일심이 십법계를 갖추고 있다. 일법계는 또 십법계를 갖추고 있

어 백법계가 된다. 일법계가 삼천종의 세간을 갖추고 있다. 백법계가 곧

삼천종의 세간을 갖추고 있다. 이 삼천의 법이 일념심에 있다. 만약 마음

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한순간의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에 삼천종의

세간이 갖추어져 있다. 13)

경험현상으로서의 일체법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지의는 일체가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흔히들 일체가 마음에 갖추어져 있

다(心具說)은 지의의 일념삼천설에 대하여 마음을 일체법을 담는 그릇

으로, 그리고 일체법은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릇이 그릇에 담기는 물건 이전에 존재할 수 있듯이

연기로서의 경험현상을 넘어서 一念心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론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일체의 경험현상을 넘어서 어떠한 존재도 없다고 설명한 불타의 일체

관14)에 위배된다. 과연 지의는 일념심과 일체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13) 같은 책(T D.46.54 .a ), 夫一心具十法界 一法界又具十法界百法界. 一界具三千種世

間.百法界卽具三千種世間. 此三千在一念心. 若無心而已,介爾有心卽具三千.
14) 불타는 일체를 육근과 육경의 화합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경험현상을 넘어선

어떠한 존재도 부정하였다.

雜阿含經 , 卷第十二 , 一切者 謂十二入處 眼色耳聲鼻香舌味身觸意法 是名一切

若復說言此非一切 沙門瞿曇 所說一切 我今捨,別立一餘一切者 彼但有言說 問而不

知 增其疑惑 所以者何 非其境界故.

일체란 십이입처를 말한다. 눈, 색, 귀, 소리, 코, 향기, 혀, 맛, 몸, 촉감의 개념을

일체라고 한다. 만약 사문구담이 말한 일체는 일체가 아니고 나는 지금 새로이 별

도의 일체를 말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단지 말만 할 뿐이지 물어도 이미 알지 못

하고 그 의혹만 더 해 갈 뿐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경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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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지의가 일념심과 일체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곳을 보면

또 일심이 앞에 있고 일체법은 뒤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또 일

체법이 앞에 있고 일심이 뒤에 있다고 말해도 안된다. 예를 들면 존재가

여덟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다. 존재가 변화하는 모습 앞에 있

는 것이 아니니 만약 앞에 있으면 존재는 8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

는다. 8가지의 변화하는 모습이 존재의 앞에 있다고 해도 존재는 8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앞이 불가하듯이 뒤도 불가하다. 단지 존재가

8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함을 말한 것이고 8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에 의해 곧 존재를 논한 것일 뿐이다. 지금 마음 또한 이와 같다. 만약

일심에서 일체법이 생겨난다고 하면 이는 곧 縱이다. 만약 마음이 한 순

간에 일체법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면 이는 횡이다. 종도 불가하듯이

횡도 불가하다. 단지 마음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마음이기 때문에 종도

아니고 횡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현묘심절하여 분별

에 의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

에 불가사의한 대상이라고 칭했으니 그 의미는 여기에 있다. 운운. 15)

위의 설명에 의하면 지의는 일념과 일체법의 관계를 보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일념과 일체법의 관계를 시간적

선후관계로 보는 종적인 태도이다. 이때의 일념은 일체법을 낳는 원인

(能生)이고 일체법은 일념에 의해 생겨난 결과(所生)이다. 둘째. 일념

이 일체법을 담고 있다고 보는 횡적인 태도이다. 이 때의 마음은 일체

법을 담고 있는 그릇(能具)과 같고 일체법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所

具)와 같다. 셋째는 일념이 곧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곧 일념으로 불일

부이(不一不二)의 관계로 보는 태도이다. 즉 마치 어떤 존재가 먼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것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그 존재를 논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일체법으로 논하고 일체법을 마

다.
15) 摩訶止觀 (T D.46.54.a), 亦不言一心在前一切法在後. 亦不言一切法在前一心在

後. 例如八相遷物. 物在相前物不被遷. 相在物前如不被遷. 前亦不可後亦不可. 物

論相遷 相遷論物. 今心亦如是.若從一心生一切法者此卽是縱. 若心一心含一切法

者此卽是橫. 縱亦不可橫亦不可. 心是一切法一切法是心.故非縱非橫非一非二.玄

妙深絶非識所識非言所言所以稱爲不可思議境意在於此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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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논하는 태도이다. 여기서 지의는 첫째의 관점을 지론(地論)의

입장으로, 둘째의 관점을 섭론(攝論)의 입장으로 평가하면서 이들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친 태도로 비판한다.16)

답한다. 지론사들은 일체의 해탈과 미혹, 참과 미망은 법성에 의지(갖
추어져 있다)한다고 말한다. 법성은 진망을 유지하고 진망은 법성에 의해

있다. 섭대승자는 말한다. 법성은 미혹에 더럽혀지지 않고 진실에 깨끗해

지지도 않는다. 때문에 법성이 유지하고 법성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

라 의지자는 알라야식이다. 사라짐이 없는 무명이 일체의 종자를 갖추고

있다. 만약 지론종의 사람에 따르면 마음이 일체법을 갖추고 있다. 만약

섭론종의 사람에 따르면 조건이 일체법을 갖추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하

나의 극단적인 측면에만 근거하고 있다. 17)

지의는 이들을 비판하는 이유로 이들이 경전에도 위배되고 용수의

공사상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경전에도 위배된다. 경전에서 안, 밖, 중간, 상자유(常自有)가 아

님을 설명했다. 용수의 설명에도 위배된다. 용수는 말했다. 자생, 타생, 공

생, 무인생이 아니라고 말했다. 18)

즉 지의는 마음과 일체법을 능생, 소생의 관계로 보는 관점은 용수

가 부정한 자생의 관점에서 일체법의 연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불생(不生)의 공에 위반된다고 비판한다. 또 마음과 일체법을 능구, 소

구의 관계로 보는 관점은 타생의 관점에서 일체법의 연기를 설명하고

16) 참으로 地論과 攝論이 生, 具를 주장하였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의가 일심과

일체법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관점을 비판했

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적어도 그는 이와 같은 관점은 아닌 것이다.
17) 같은 책(T D.46.54.a- b ), 答地人云一切解惑眞妄依持法性. 法性持眞妄眞妄依法性

也. 攝大乘云 法性不爲惑所染不爲眞所淨.故法性非依持 言依持者阿黎耶是也. 無沒

無明盛持一切種子. 若從地師則心具一切法. 若從攝師則緣具一切法. 此兩師各據一

邊.
18) 같은 책(T D.46.54.b .), 又違經.經言非內非外亦非中間亦不常自有.又違龍樹.龍樹云

諸法不自生亦不從他生不共不無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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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생의 공사상에 위반된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지의는 마음과 일체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의는 마음

과 일체법을 모두 불생, 불가득으로 설명한다.

묻는다. 마음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조건에 의지해야한 하는데, 이것

은 마음에 삼천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조건에(삼천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가? 아

니면 마음과 조건을 떠나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가? 만약 마음에 삼천

법이 갖추어져 있다면 마음이 일어날 때 조건은 필요없다. 만약 조건에

갖추어져 있다면 조건에 갖추어져 있어 마음은 관계가 없다. 만약 마음과

조건에 함께 갖추어져 있다면 아직 마음과 조건이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는 마음에도 조건에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둘이 마음과 조건 어디에도

없던 것이 함께 갖추어지면 나타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이
상하다.) 마음과 조건을 떠나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이미 마음과 조건을

떠나 있는 것이 갑작스레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이상하다).이상

의 四句에서 어디에도 마음에 삼천의 법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 성립하

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삼천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19)

사구에서 마음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고, 삼천법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 … 어떻게 능소(能所)의 관계에서 삼천법을 낳는다

고 할 수 있는가? 20)

지의는 일념삼천설을 통해서 경험현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념심이나 일체법을 불가득, 불생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 지의가 불가득이라고 주장하는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 우선 질문

자의 질문을 살펴보자. 질문자는 마음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연기

설을 결과가 원인 속에 있는가? 결과가 조건 속에 있는가? 결과가 원인

과 조건 속에 같이 있는가? 결과가 원인과 조건 없이 있는가?라는 관점

19) 같은 책(T D . 46.54.a), 問心起必託緣 爲心具三千法? ,爲緣具? 爲共具? 爲離具?
若心具者心起不用緣. 若緣具者緣具不關心.若共具者未共各無,共時安有 若離具者旣

離心離緣那忽心具.四句尙不可得云何具三千法也.
20) 같은 책(T D.46.54.b .), 當知四句求心不可得 求三千法亦不可得 … 云何能所生三

千法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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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수는 존재의 성립을 이와 같은 관

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의 사구로 분별하면서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생, 불가득을

주장하였다. 지의 또한 용수와 같은 맥락에서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

의 사구에서는 마음과 일체법이 불가득이라고 설명한다. 용수의 불생,

불가득이란 공에 다름아니다. 즉 지의가 일념심과 일체법을 불가득이라

고 한 것은 그가 곧 일념심과 일체법을 모두 공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구분별을 통해 일념심과 일체법이 모두 불가득임을 주장하는 지

의의 일념삼천설에서 우리는 지의가 결코 일념심을 일체법을 담는 그

릇으로 현상 이전에 독립적으로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면 지의는 마음과 일체법을 무엇에 근거해서 모두 불가득 공이

라고 주장하는가? 이는 지의가 일념심을 연기를 통하여 설명하는 곳

에서 잘 나타난다.

(2) 일념심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 자성이 없이 공하다.

지의는 일념심의 연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서로 상대하여 하나의 생각(一念)이 일어나면

곧 공이고 가이며 중이다.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모두가 법계이며, 필경공

이며 여래장이며, 중도이다.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가? 감각기관, 감각대

상, 일념심 모두가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은

곧 고정된 영원한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고정된 영원한 주체가 없다는

것, 그것은 곧 공이다. 무엇을 가라고 하는가? 고정된 영원한 주체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났으니 이것이 곧 가이다. 무엇을 중이라고 하는가?
모두가 법성을 벗어나지 않으니 모두가 곧 中이다. 하나의 생각이 곧 공

이며, 가이며, 중임을 알아야 한다. 또 필경공이며, 여래장이며, 실상이며

세 가지가 아니면서도 각각 세 가지이며, 세 가지이면서 또 세 가지가

아니다. 합(合)도 아니고 산(散)도 아니나 합이거나 산이며 합이 아니고

산이 아닌 것도 아니다. 같다거나 다르다고 할 수 없으나 같거나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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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

지의는 일념심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을 서로 조건으로 하여 일어

나 고정된 영원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설명한다. 즉 지의

에 따르면 일념심이 공하다는 것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마음이 곧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이르는 것이다. 이는 지

의가 나까무라 하지메가 지적했듯이 공을 연기적 현상을 부정함으로

써 성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된 현상으로서의

일념심이 영원불변의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2)

21) 같은 책(T D. 46.8 .c .- 9 .a ), 次根塵相對 一念心起卽空卽假卽中者 根若塵 是法界

是畢竟空 是如來藏 是中道.云何卽空? 從緣生 緣生卽無主 無主卽空. 云何

卽假? 無主而生卽是假. 云何卽中? 不出法性 皆卽中.當知一念卽空卽假卽中 畢

竟空 如來藏 實相. 非三而三三而不三 非合非散而合而散 非非合非非散. 不可

一異而一異.
22) 지의가 일체법을 갖추고 있는 일념심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일

어나 자성이 없음을 일러서 공이라고 설명하는 태도는 일념심이 일체법을 낳는다

는 지론종의 공의 이해와 대비해 봄으로써 지의의 공에 대한 이해가 용수의 공사

상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반증할 수 있다.

安藤俊雄는 지론종의 유심론은 법성심을 일체법의 근원으로 생각하여 일체법

과 이들의 근원심을 구별하는 주장으로 지의는 이들을 별교로 비평하였다고 설명

하고 있다. ( 天台學- 根本思想とその展開 .(京都. 平樂寺書店, 1996) p .138.) 별

교를 대표하는 지론종은 마음을 일체법을 낳는 근원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의

는 일념심의 공을 연기에 근거해서 설명함으로써 일념심과 일체법 모두가 불가득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일념심을 일체법의 근원으로 설명하는 별교는 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지의에 따르면 별교는 일념심이 일체법의 근원으로 설

명하듯이 공을 일체의 연기적 현상의 토대로 이해한다. 이러한 모습은 지의가 일

념심과 일체법의 관계를 통찰의 대상(觀境)을 설명하는 곳에서 볼 수 있다. 별교

는 일념심과 일체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摩訶止觀 (T D.46.16. a ) 如是四運修空 空中具見種種四運 乃至遍見恒沙佛法 成

摩訶衍 是爲假名四運.
이와 같이 사운심이 비록 공이지만 공 가운데 모두 여러 가지의 사운을 갖추

고 있다고 보거나 혹은 갠지즈강의 모래 만큼이나 많은 불법을 갖추고 있다고 보

고 마하연을 성취하는 것이 가명사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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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의는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조건에 의해 일어난 마음의

실상을 일러서 즉공즉가즉중이라고 말한다. 즉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일념심은 자성이 없어 空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조건에 의해 일어나 현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념심은 곧 假이다.

연기법으로서의 일념심이 자성이 없으면서도 현상적으로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중도이다. 다시말해 일념심의 즉공즉가즉중의 실상은 모두

일념심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연기에 근

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일체법을 갖추고 있는 일념심이 연기적 존재로 자성이 없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 또한 자성이 없이 공하다. 그리하여 지의는 일

념심과 일체법 모두가 불가득으로 공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3) 일념심이 중도불성이다.

지의는 이러한 일념심을 제법실상,즉공즉가즉중, 여래장, 필경공등으

로 설명하고 나아가 불타, 나, 중생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는 불성으로

설명하였다.

이 일념심은 수직으로도 가로로도 제시할 수가 없으며 분별해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마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불타와 중생 또한 이와

같다. 23)

즉 별교는 일념심은 공하다고 이해하지만 이 공을 연기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토대로서 설명한다. 즉 공한 일념심이 일체법인 십법계를 갖

추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별교는 일념심과 일체법의 관계를 능생(能生)과 소

생(所生)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별교에서 일념심이 공하다고 할 때 이 때의 공은

일체법의 근거, 토대로서 경험현상을 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경험현상의

토대, 근거가 되는 일념심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의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조건에 의해 일어난 일념심이 영원불변의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일러

서 공이라고 설명하고 일념심과 일체법이 모두 불가득이라고 설명하는 태도와 잘

대비되면서 지의의 공의 의미가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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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지의의 중도불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의의 중도불성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조건에 의해 일어나 자성이 없이 공으로서의

일념심을 정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불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의의 중도사상이 철저하게 용수의 반야공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中村元는 천태의 삼제설(三諦說)에 대해 용수에게는

이제설만이 있고, 천태는 중도를 연기와 공의 이중부정으로 이해했다

고 비판했지만 원교의 원융삼제관에 의하면 결코 지의가 중도만을 절

대적 진리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의가 연기를 시간적 선후관계에 근거한 인과관계로 이해

하지 않고 용수와 같이 상의상자(相依相資), 상호의존의 관계로 파악

하여 일체법의 무자성과 공, 가, 중을 설명하는 것에서 지의의 사상은

용수의 반야공 사상을 잘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따라서 천태

사상을 인도대승불교의 공의 철학과 그 실천의 정통적인 계승으로 해

석한 야나기다세이잔(柳田聖山)의 평가25)나 지의의 삼제 해석이 연기,

공, 가, 중이 원융임을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

가중이 단지 이름만 달리 할 뿐 모두 공의 진리임을 말한다는 용수사

상으로부터 결코 일탈해 있지 않다고 주장한 폴 스완슨(Paul

Swanson )의 평가26)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의의 중도불성이 결코 종밀이 식망수심종에서 말하는 유동

하는 경험 현상을 넘어서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흔히

들 지의는 능구와 소구의 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일념심과 일체법의

관계조차도 불가득 공임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일념심을 감각기관과

23) 같은 책(T D .46.9.a), 此一念心不縱不橫不可思議.非但己爾.佛及衆生亦復如是.
24) 新田雅章, 第九章 中國天台における因果の思想 , 佛敎思想硏究會 엮음, 因果:

佛敎思想 3 , (京都: 平樂寺書店, 1982), p .267.
25) 柳田聖山·梅原猛 無の探究 中國禪 (東京: 角川書店), pp .122- 127.
26) P aul Sw ans on , F oundat ions of T 'ien - T 'a i P hilos op hy (Berkeley : A sian

Hum anit ies Pres s ,198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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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대상의 상호의존 속에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일념심 조차도 연기

적 존재임을 밝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의는 감각기관, 감각대

상 조차도 연기적 존재라고 주장함으로써 연기를 벗어난 어떠한 존재

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지의에게는 연기를 떠난 어떠한 존재도 없

다. 중도불성 또한 조건에 의해 일어나 영원하고 초월적인 자성이 없

이 공하다. 이것은 불타가 자기원인적이고 영원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에 근거해서 중생이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불타는 모든 존재는 공을 그 존재의 실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존재의 해탈의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불성의 개념 또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다시말해

불성이 자기원인적이고 실체적인 실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27)

Ⅲ. 무작삼매(無作三昧)로서의 관심.

1. 관심의 토대로서 사운심(四運心).

이상에서 지의의 중도불성이 결코 경험현상을 떠난 영원하고 초월

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지의에게 있어서 경험지각

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념심이 곧 불성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원래 있는 불성을 보기위해 경험대상과 단절하여 망념을 제거

하는 식망수심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지의는 작용하고 있는 현상의 마

음에서 불성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작사제(無作四諦)를 헤아려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은 법성과 일체법

27) P aul L . Sw an s on , T he Spir ituality of Emptin es s in E arly Chinese
Bu ddhism , T akeuchi Yoshinori, ed ., B hddhis t Sp ir it uality (N ew York

T he Cr os sroad Publishing companyu , 1993), 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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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이 아니며, 차별도 없다. 범부의 법이 이와 같으니 이승은 말할 필

요도 없다. 범부의 법을 떠나서 실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 공을

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공을 구하는 것과 같다. 범부의 법이 곧 실법이니

범부의 법을 버리고 성인을 향해서는 안된다. 경에서 말하였다. 생사가

곧 열반이고 하나의 색, 하나의 향이 모두 중도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무

작사제를 헤아려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보리심

을 발한다고 한다. 28)

지의가 작용하고 있는 현상의 마음에서 불성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

한 것이 무작사제, 곧 원교의 수행법이다. 원교의 수행법에서 지의는

항상 중생이 곧 불타이고 번뇌가 곧 보리이며, 현상을 떠나 따로이 空

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다시말해 장교, 통교, 별교의 법성에 대

한 이해와 원교의 법성에 대한 이해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고와

집이라는 생사의 인과와 도와 멸이라는 열반의 인과를 각각 다른 것

으로 보고, 생사는 끊어야 할 것, 열반, 진리, 법성은 수행에 의해 얻

어야 할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반해 원교는 고집멸도는 일체상즉으로

끊어야 할 생사나 얻어야 할 열반이 따로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에

있다.29)

현상에서 불성을 통찰한다는 지의의 관심은 심지어 악조차도 악을

소멸시키면 진리를 깨달을 場을 잃기 때문에 악을 觀하라고 하지 없

애라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약 사람의 성품에 탐욕이 많으면 더러움과 탁함이 맹렬하고 왕성하

다. 비록 조절하여 굴복을 시킨다해도 더욱 증장하여 임의대로 뛰쳐 나간

다. 다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왜 그러한가? 폐단이 일어나지 않으

면 관찰을 실천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낚시를 할 때 고기가 강하고 줄

이 약하면 싸워 끌어당길 수가 없으면 단지 낚시 바늘을 입에 물린 채로

있으면, 거리에 따라 혹은 浮沈에 따라 오래지 않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28) 摩訶止觀 (T D.46.6.a- b .), 推無作者.夫法性與一切法無二無別. 凡法尙是 況二乘

乎. 離凡法更求實相 如避此空彼處求空. 卽凡法是實法不須捨凡向聖. 經言生死卽涅

槃. 一色一香皆是中道. 是名推無作四諦上求下化發菩提心.
29) 安藤俊雄, 天台學 - 根本思想とその 展開 , pp .10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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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악폐를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폐

단은 나쁜 물고기이다. 觀은 먹이를 달고 있는 낚시 바늘과 같다. 만약

고기가 없다면 먹이를 물고 있는 낚시 바늘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다만

고기가 많을수록 더욱 크게 좋아진다. 모든 욕망에 대해서 먹이를 달고

있는 낚시 바늘로 따라 갈 뿐이지 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 폐악은 오

래지 않아 조절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 30)

즉 지의는 악이란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말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관찰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자연히 악은 제거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일체의 망념을 관찰할 뿐이지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는 지의의 관심

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위에서 우리는 지의가 중도불성으로서

의 일념심과 일체법이 모두 조건에 의해 일어나 자성이 없이 공임을

알았다. 지의는 마음이 불가득임을 용수의 사구분별을 통해 설명하였

다. 지의의 관심 또한 용수의 사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용수의 사구에

근거한 지의의 관심법으로 사운심에 대한 관심이 있다. 사운심을 통하

여 지의의 관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의의 설명에 따르면 사

운심은 다음과 같다.

대개 심,의,식은 형체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네 가지 모습에

근거해서 분별하면 미념(未念), 욕념(欲念), 념(念), 념이(念已)이라고 할

수있다. 미념은 마음이 아직 안 일어 난 것이다. 욕념은 마음이 일어나고

자 하는 것이다. 념은 바로 대상에 관계하는 마음이 충만하게(滿) 머무르

는 것이다. 염이는 대상에 관계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다. 만약 이 네가

지 마음의 모습을 완전히 알면 곧 일상(一相)의 무상경계에 들게 된다

. 31)

30) 摩訶止觀 (T D.46.17.c .), 若人性多貪慾 穢濁熾盛. 雖對治折伏彌更增劇. 但恣趣

向. 何以故 蔽若不起不得修觀. 譬如綸釣 魚强繩弱不可爭牽. 但令鉤餌入口. 隨其遠

近任縱沈浮 不久收獲.於蔽修觀亦復如是. 蔽卽惡魚 觀卽鉤餌 若無魚者鉤餌無用.

但使有魚多大唯佳. 皆以鉤餌隨之不捨此蔽不久堪任乘御.
31) 같은 책(T D.46.15.b .), 初名四運者 夫心識無形不可見 若四相分別 謂未念欲念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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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는 마음이 비록 형체가 없어 구분할 수 없지만 미념, 욕념, 념,

념이로 구분하여 마음의 본성을 통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구

분을 통하여 그가 얻은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가? 지의는 구체적으로

눈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사운심으로 통찰하여 사운심중 어느 하나

도 자성이 없이 불가득이라고 설명한다.

처음에 눈이 색을 지각할 때를 논하겠다. 이 때 미견(未見), 욕견(欲
見), 견(見), 견이(見已)의 사운심에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봄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색을 지각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

보면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니 밖에서 온다고 한다면 나를 참여시킬 수

가 없다.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 안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인연을 기

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미 안과 밖 어느 하나에서 지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

다. 색을 지각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적임을 알아야 한다. 보여지는 대상

은 허공과 같고 색을 보는 자도 맹인과 같다. … 안근 색이라는 대상, 공

간, 빛 각각만으로 본다는 것은 없다. 또한 분별도 없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안식을 낳는다. 32)

즉 눈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지의는 안, 밖, 중간, 상자유의 사구

로 분별하여 어디에도 눈이 색을 본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관으로서의 마음이 대상을 지각하는 것도 아

니고 지각의 내용이 밖의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지 원인과 조

건의 화합으로 안식이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사운심의 통찰을 통해 지

의는 주관과 객관의 분별 하에서 주관과 객관의 작용에 의해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기적인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에 의해 안

식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지의는 이와 같이 경험현상 중에 어떠한

念已. 未念名心未起 欲念名心欲起 念名正緣境住 念已名緣境謝 若能了達此四卽入

一相無相.
32) 같은 책(T D.46.15 .c .), 初論眼受色時 未見欲見見見已, 四運心皆不可見 亦不得不

見. 又反觀覺色之心不從外來 外來於我無豫. 不從內出 內出不待因緣 旣無內外亦無

中間不常自有. 當知覺色者畢竟空寂 所觀色如空等 能觀色者如盲等 … 眼根色塵空

明各各無見亦無分別因緣和合生眼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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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주체도 없음을 보는 삼매를 무작삼매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

금 길지만 무작삼매에 대한 지의의 설명을 인용해보겠다.

2. 작자가 없음을 보는 관심.

수행자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마음을 관찰한다고 분별해서

생각하고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혹은 관찰하는 작용을 하는 마음

을) 묘혜(妙慧)라고 한다. 지혜에 집착하여 스스로 고명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서 지장(智障)이라고 한다. 이는 외도와 같은 것으로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관찰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아도 머무는 곳을

볼 수가 없다. 또 일어남과 소멸하는 것도 볼 수가 없다. 끝내는 보는 자

도, 보지 않는 자도 있지 않다. 보는 자가 없는데 누가 모든 법을 보는가?
마음을 보는 자를 얻지 못하면 곧 관에 대한 분별상을 떠난다. 대지도론

에서 말하였다. 능관에 대한 생각이 제거되면 희론의 마음이 모두 멸하

게 된다. 한 없는 무거운 죄들이 제거되니 청정한 마음은 항상하고 하나

이다. 이와 같은 존묘인은 반야를 본다(드러낸다). 대집경에서 말하는

대상으로서 보여지는 마음과, 주관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분별상을 관

한다. 는 두 가지 마음이 곧 이 의미이다. 이와 같이 걷는 중에 세가지

삼매를 갖춘다. 처음에 관찰하여 일체의 모든 유상(有相)을 부수고, 내외

를 보지 않는 것을 공에 근거한 삼매라고 한다. 다음으로 관찰하여 공의

모습을 부수는 것을 무상삼매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찰하여 작자를 보

지 않는 것을 무작삼매라고 한다. 33)

우선 마음을 본다고 하여 마음을 대상화하여 그 마음의 작용을 묘

혜인 내가 본다고 하면 이것은 곧 지혜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별을 떠

난 중도불성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로 작용한다. 때문에 관심을 보는

주체로서의 마음과, 보여지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은 외도와 다름없

이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적어도 지의의 관심은 현

33) 같은 책(T D.46.16.c), 行者未悟或計我能觀心謂是妙慧. 著慧自高是名智障. 同彼

外道不得解脫. 卽反照能觀之心不見住處亦無起滅. 畢竟無有觀者及非觀者.觀者旣無

誰觀諸法? 不得觀心者卽離觀想.大論云念想觀已諸戱論心皆滅.無量重罪除淸淨心常

一.如是尊妙人則能見般若.大集云觀於心心卽此意也. 如是行中具三三昧.初觀破一切

種種有相不見內外卽空三昧.次觀能壞空相名無相三昧.後觀不見作者則無作三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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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마음이 영원불변의 마음을 관한다거나, 혹은 영원불변의 마음

이 현상적인 마음을 관하는 수행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의는 관심을 대상으로서 보여지는 마음과, 주관으로 바라

보는 마음으로 나누는 이 분별에 대한 반성으로 설명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보는 주체, 일체를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는 주관, 대상과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영원 불변의 자아로서 혹은 인식주체로서의 작자가

없음을 통찰하는 수행법이 원교의 관심이다.

지의는 摩訶止觀 에서 원교의 발심을 일러서 무작발심이라고 하였

는데 여기서 무작이란 곧 일체법을 구성하고 만들어 내는 영원불변의

주체로서의 작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지의의 관심은 변화하

는 현상을 떠나 영원불변의 주체를 통찰하는 수행법이 아니라 모든

현상 속에 불변의 자아가 없음을 통찰하는 수행법이 된다.

Ⅳ. 맺는말

위에서 중도불성의 개념을 통해서 지의의 마음의 의미를 살펴보았

다. 지의는 마음이 일체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마음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조건에 의해 일어나 자성이 없이 공하다고 보았다. 조건에

의해 일어나 자성이 없이 공한 현상적인 마음을 일러 지의는 여래장

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을 깨닫고자 하

는 지의의 관심은 유동하는 현상적인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절대적

인 고요로서의 마음을 자각하는 식망수심의 수행법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의는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조건에 의해 일어나 자성이 없

는 마음에 대한 분별에 의해 일체의 현상이 있으므로 모든 마음 작용

이 영원불변의 주관, 자아로서의 작자가 없이 일어남, 즉 무아, 공임을

통찰하는 무작삼매의 수행법을 말한다.

이는 바로 공사상에 투철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공은 자성의 부정과 사견이 없는 것, 사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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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무자성, 공의 진리는 곧 자성이 있다는 사견으로부터 자유로

운 주관에게 드러나는 진리이다. 따라서 관심은 사견으로부터 자유로

움을 추구한다. 사견으로부터 자유로움은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것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는 자성이 우리 주관의 구

성물에 불과하여 실재하지 않음을 통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하여

무자성 공을 통찰하기 위한 관심의 실천법은 한마디로 자성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 비판하는 자성은 곧 영원불

변의 실체로서의 나(我)이다. 때문에 관심은 일체를 경험하는 주체로

서 영원불변의 나가 우리의 경험에 실재하는가?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공의 통찰은 경험의 주체로서 영원불변의 자아

가 없음을 통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리하여 지의의 무작삼매는 철

저하게 공의 통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천태의 수행이 결코

종밀이 말하고 있는 마음을 진심과 망심으로 분별하여 망심을 제거하

고 나서 비로소 진심에 눈뜨는 식망수심의 수행이 아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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