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佛性의 中道的 意味

_Ir佛性論」을 中心으로-

1 . 서 폰 

이수미 

(서울대 첼학과 석사) 

우리는 많은 불교 전적에서 모든 중생에게 佛性이 있다는 구절을 

흔히 접한다. 다시 말하여 많은 경전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佛性이 있 

지만 중생은 자신의 미혹으로 인하여 佛性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佛性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애초에 

석가모니는 諸法無我를 설하여 어떠한 自我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 

런데 후의 많은 대승경전， 특히 如來藏 · 佛性 계통의 경전에서는 다 

시 佛性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自我가 있음을 말하 

눈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佛性 또는 如來藏사상은 석가모니의 

無我說과는 완전히 상반되눈 이폰은 아닌가? 

비록 여래장계 경론에서는 佛性이나 여래장 개념이 空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반복 서술하고 있지만 無我 또는 空이라는 부정적인 

테제에서 佛性이라는 긍정적인 테제로의 전환은 그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만으로서라도 혁신적인 전환이다. 더구나 경론 상에서 佛性올 空

이라고 언명한다 할지라도 空을 佛性이라는 긍정적 개념의 틀에서 

다시 조명해야만 했던 필요성과 함께 空사상과 배치되는 佛性 외의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표현들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1 ) 이와 관련하여 佛性사상에 대한 비판이 최근 10여 년 동안 批껴j佛敎(Crítícal 

Buddhísml의 일환으로 둥장하였다 비판불교란 현 일본 附澤대학 교수인 {쯤 

감憲昭와 松本5쉰밟j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문제로서 本覺사상을 위시하여 

여래장사상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즉， 볼교는 원래 緣起說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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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佛性論~L)을- 중심으로 佛性의 의미를 구체적 

으로 다루어보려 한다. 佛性이 과연 -중생에 내재하는 實體를 가리키 

는 것이어서， 초기불교의 無我이론과 佛性이론은 완전히 다른 칠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佛|生의 의미가 實體를 넘어서는 것인지， 

實體를 념어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른 살펴보려 한다 

하기 때문에 설체화된 자아틀 관-박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실체를 바탕 

으로 하는 자아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本覺사상이나 여래장사상은 불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tl1판불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Hubbard, Jamie & Swanson, Paul L.. ed. , Pruníng the Bodhi Trce: The 
Storm over Crítκul Lluddhism (Honolulu: University ()f Hawai'i Press, 

E써7) ， pp.3 앉)을 창조한 것 
특히 松本닷f朋은 佛↑生응을 실치|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변화털 중심으로 하는 

초기볼교의 緣起이론에 111 추어 이를 비판하였다 그는 여래장사상익 여래장 

개념이 설체활 지칭하는 이상， 이것은 변화의 관점을 내세우는 초기불교나 中
觀불교의 空사상과는 다프다고 보았고 이런 점에서 여래장사상을 불교으l 범 

주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여래장사싱이 불교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불교의 정체(identity)가 바로 변화로서띄 緣월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 

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의 저시에는 『緣起 k 空~(東京 大藏出版， 1989; 혜원 
(譯)， w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서울 운주사， 1994) 이 있 

다 

2) 宋元明 르本에 의하면 저자가 世親(\녀subandhu ， 4세기)이고 역자가 뭘諸 
(Paramãrtha, 499-569)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범어 원전과 티뱃 譯木이 존재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의 저자와 성립 띤대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역자가 員諸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는 없지만 역출 
의 장소나 연대는 기록이 낚아있지 않다. 그러나 『開元釋敎錄』 卷t에 의하면 
陳代의 역출로 보이기 때문에 힘調 입당후 십수년， 즉 557년 이후로 추측되며， 
동시에 員諸가 번역한 여래장 판계의 경인 f無 t依經:으1 성랩연대륜 『歷代프 

寶紀」 卷九에 “南康챔士E、#이1 서 永定二年”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대략 이 

시대 전후의 역출일 것으 로 추정한다. 永定二年은 陳武帝 二年으로 556년이 
다 그런데 『歷代三寶‘紀』의 휩짧譯出項 아래에 員請 자신의 저작으로 J 佛性
義』 三卷과 J 無上依經流J 四卷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록은 質짧가 불성， 여래장 등에 상세한 연구자이었다는 것찰 보 
여주고 있다. 물론 현존하지 않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없지만 이 기 

록을 근거로 하여 이 『佛性義g 는 아마 『佛性論』의 주석이고 현존하는 r佛性

論」 가운데 “釋터 .. “記 EJ" 등은 이 일부가 낚은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釋터의 문장 여기저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인 
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武둠尙해 w佛性論없{究~， 京都·

百華짧， 1977, pp.6- 7; 정승석(編) w佛典解說事典~， 서울: 민족사， 1969, 
pp.153-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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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앞의 문제와 관련하여 佛性사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 

제가 하나 더 있다. 이것은 바로 佛性 이론에 의해 도출되는 획일적 

동일성의 문제이다 획일적 통일성이란 모든 중생에게 佛性이 있고 

깨달음이 내재되어 있다면 모든 중생은 차별 없이 평등할 것이며 더 

이싱의 도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佛性사상이 모든 것을 획일화시킬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윤리， 도덕의 문제이다. 왜냐하변 목적으로 하는 바가 본성(性)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다면 이에 도닫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修)은 불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윤리나 도덕， 선과 

악은 모두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이 이론은 어떠한 행위라도 정당화 

하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佛性論』에서는 엄연히 八正道

헬 설하고， 定， 慧와 함께 決를 섣하고， 심지어 佛性을 설한 것이 범 

부로 하여금 수행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佛性論』이 

佛性을 설하면서도 수행을 말하는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앞의 두 

푼제를 본론에서 풀이본다. 

n. W佛性論』의 논법으로 본 佛性의 의미 

『佛性論』에서는 佛性 및 그 와의 불교의 중심 개념， 즉 二諸， 法

身， 質如 등을 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논법을 구사한다. 이 

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있다， 없다 등의 존재론적인 표현들을 모두 

부정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것들은 사고(思量) 불가능하 

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佛

性이나 法身을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이것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常住

하는 것이라고 한다.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러한 논리가 어떤 일관성 

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도출 

되는 佛性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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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존재론적 논법-부정의 논법 

1) 有와 無에 대한 비판 

있음과 그에 상대하는 없음을 전제로 하는 영역을 존재론으로 규 

정할 때 「破執分」 에 등장하는 小乘， 外道， 大乘의 견해들은 이 런 존 

재론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破執分」의 破小乘휩t 

品， 破外道品， 破大乘見品은 각각 소승의 關提無佛{生說과 외또의 

自性說， 대숭인의 有 · 無에 대한 오해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 

문이다. 즉， 소승의 →關提無f뼈，性說은 →關提(icchantika)에게는 부처 

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전혀 없다는 ;쥬장인떼 이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無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외도의 自性說은 불변하 

는 성품이 있다는 것으로서 有의 입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대 

승인의 有 · 無에 대한 견해도 역시 존재론적인 有와 無의 견해를 벗 

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佛性論』은 有와 無의 견해를 모두 비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승의 -關提無佛性듭강에 대한 『佛性論』의 반론 중 하나를 떤저 

살펴보자. 

· 그대가 내세운 “중요한 것을 범한 -→關提는 佛性이 없어서 

아주 열반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역시 두 가지 잘못이 있으니， 

첫째는 너무 지나친 잘못(泰過過失)이다. 중생은 원래 我見과 無

明을 가지고 범부의 法을 삼는데， 이 無明을 살펴보면 無明은 A 
空을 어김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이미 無明을 일으켰으므로 業報

가 있는 것이니 만약 人空윤 어기지 않았다면 無明과 業報가 없 

다. 이미 無明과 業報 등 三輪이 없을 것이니 만약 그러하다면 마 

땅히 성인도 범부로부터 생겨나야 한다 … 둘째는 부족한 잘못 

(不及過失)이다. 만약에 그내가 “중생으로서 佛性 없는 자가 있 

다”고 한다면， 이미 空한 성품이 없으므로 곧 無明이 없을 것이고， 

만약 無明이 없다면 필 業휩i가 없으리니， 이미 業報가 없다면 중 

생 이 어 찌 었겠는가 :D 

3) '&.立犯重-關提人無有佛性 永不得댐짧 亦有二失 者泰過過失 꿨生本以我見 

無明寫凡夫法 尋此無明 IÍl違人‘쥔故힘 많起無明故有業報 若不違人空 則無無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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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의하면 -關提휠 포함한 범부는 단지 사람의 空한 성 

질(A空)을 어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람의 空한 성질(人 

空)을 어기지 않는다면 범부라 할지라도 성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佛性論』은 고정적으로 佛性이 없는 중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잘못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사람의 空한 성질(人空)을 깨닫지 못하 

고 자아가 실제로 존재하눈 것으로 집착할 때 범부라는 규정이 생겨 

나는 것이므로， 만일 범부이지만 이러한 人空을 어기지 않고 그 의미 

를 바로 깨닫는다면 범부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범부 

와 성인이 고정적인 지위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변 지위가 변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펀 『佛性論』에 있어서 佛性은 곧 空에 다름 아닌데，4) 『佛性論』

의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佛性이 없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空의 

이치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한디. 그렇다면 이 空에 대비되는 無明도 

없을 것이고， 無明이 없으면 이에 의해 생겨나는 業報도 없을 것이므 

보 중생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空인 佛性으로 인하 

여 중생 또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佛性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합리함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佛性에 대한 결정적 無， 다시 말하여 斷滅에 대한 

『佛性論』의 반박이， 모든 중생이 佛性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획일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중생으로서 佛性 없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크 

샤트리아(利底利) 종족들이 [브라흐만，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 

바의] 네 가지 성품과 :Itlι微， 사람(人) 하늘(天) 동의 [六道의] 성 

業報 많無無明業報等三輪 若爾應;품聖人作於凡夫 ... 二者不及過失 若‘따謂有聚 

生無佛性者 ret無空性 則無無明 若無無明 則無業報 많無業報 累生뿔有 ('破執

分」 破小乘執品， 大正31 ， 788上)

4) u'佛性論」어l 있어서 佛性이 空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人과 法의 두 가지가 

모두 空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첼如가 바로 佛性이라고 하는 의미 규정에 명 
확히 나타난다 (佛性者 댐是A法二空所顯員如 ( ，緣起分」 大正31 ， 787中)) 또 

한 이외에도 J"佛性論』 전체에 걸쳐 佛性이 空을 가리킨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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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人)은 마땅히 항상 사람 

(人)이어야 하므로 [六道 가운데] 각 道의 뜻을 영원히 지을 수 없 

을 것이고(六道룹 윤회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갖추고 있다고 한 

다면 [이것은] 經[에 섣한 바]에 어긋나는 것이다 ... [왜냐하면] 

중생들의 성품이 원래 평등하다는 갓을 웬에 증명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佛性은 브라흐만，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의 四性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중생의 변화의 가능성을 전혀 인 

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佛|랜을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중생이 획일적으갚 동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즉~佛性論J은 四性과 마찬가지로 佛性이 절대적으로 있다거 

나 절대적으로 없다는 견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常과 斷을 모두 부정하는 『佛性論』의 입장은 외도의 엽性說을 비 

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常 또는 斷이 변하지 

않는 고정적 성품이라는 점에서 이것들은 외도들이 말하는 自性의 

범주에 포함되고 ú'佛性論r은 바로 이 고정적 성품인 自性을 부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외도의 自性없에 때한 「佛性論』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 

.. 병(械)은 [그 구성 원소로서의] 물질(色) 등과 더볼어 곧 [이 

구성 원소들의] 自性인가 [아니면 이들의 l 自性을 떠난 것인가? 

만약 결정적으로 [병이 구성 원소의] 自性이라거나 [구성원소의] 

自性을 떠난 것이라면 [이러한] 이치는 모뚜 가능하지 않다， 만약 

[병과 구성 원소의 自性이] 샅은 것이라면 [병에 물질 등의] 여닮 

가지 [원소]m가 있다눈 것과 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5) 따說有架生無佛{生者 如때R￥IJ種 寫具有R!j性 及地없人天等性 寫不具有 若;득不 

具有者 人應常A 永無1'1'諸道義 若具fj~有者 則違經 · 떠;꿨生{生 많其ljS等 經不

證故 (r破執分」 破小乘형L品 大:iIJl ， 788士다:J) 

6) 地， 水， 火， 風의 |애大와 色， 香， 味， 觸의 四微. 大(mahàbhüta)는 만물을 구성 

하는 네 가지 원소를 말한다. Plj微는 네 가지의 極微를 말하는데 f成實論i 에 

서는 이 [llj微룹 e法(물집)의 윈소로 보고， lJLj微에 의해서 地， 水， 火， 風의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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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물질 등 구성 원소의 여닮의] 수와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과 구성 원소의 自性]이 같다는 이치가 성립하지 않 

는다. 만약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물질[등 구성원소]로 인하 

여 병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니 마치 사람이 소(lf: )로 인하여 말 

(馬)을 알아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병 등이 곧 [구성 원 

소의l 自性과 같다거나 이 自性을 떠나 었다는 것은 모두 성립하 

지 않는다 7) 

61 

여기서는 병이 구성 원소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닌 한 병이 곧 

이들의 딩性이라고 할 수 없음을 말하고， 한편으로 병이 自性을 떠나 

있는 것이라면 그 구성 원소를 보고 병을 알아보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自性이 결정적으로 있다 

고 딴다면 변화의 측면을 설명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원인에 의해 특정 결과가 일어남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일상 법칙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破小乘執品에서 

결정적으로 佛性이 있고 없음을 부정한 것과 동일한 구도로서， 自性

이 ‘있음’에 대한 반증을 덤性이 ‘없음’으로 보지 않고 ‘결정적으로 있 

는 껏도 없는 것도 아니다’로 보고 있다 r佛性論』이 自性을 부정한 

것은 결정적 성질이 있음을 부정한 것이며 가변성의 범위 내의 일정 

한 성질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었다. 

『佛性論」은 부질없는 발인 敵論에 대하여 설하면서 모든 견해는 

有와 無의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有의 견해로 인하여 

常에 집착하고， 無의 견해로 인하여 斷에 집착한다고 하여 有와 無

모두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8) 이때 주목할 점은 有를 부 

大를 구성하고， 四大에 의하여 五根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中村元 t佛敎語

大蘇典~ (東京· 東京書籍， 1981) ]).532 참조 f佛性論』에서의 四大와 四微의 

A物은 단순히 물질의 구성요소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7) 腦與色等 罵~p自性 용송離自性 若定~p離者 義皆不可 若是-者 則不應有J\ Jíli與
數相違故 →義不立 若定異者 緣色 fflJ不應得뼈 如人緣牛曾不見馬 故뼈等~p離自 
{生 皆不可得 (r破執分J 破外道品， 大正31 ， 789上)

8) 又敵論有九種 -通計我 二的計是我 두計我應生 四計我不更生 五計我有色應生

치計我無色應生 t計我有想應生 八計我無想應生 九計我非想非非想應生 ... 三
計我應生者 -切諸見不出有無二種 由有兒故 所以執常 於無見中 復有二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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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때문에 그 반대인 無플 긍정하고 있지 않고， 無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반대인 有를 긍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w佛性論』에서 

는 한 입장에 대한 부정이 바로 그 반대 입장의 긍정을 나타내지 않 

는다. 즉， ‘~이 있지 않다 = 없다 식의 구도는 「佛性論』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즉， 佛性이 없는 중생이 존재한다 

라는 단멸적 입장을 부정함은 모두가 佛性을 가지고 있어서 중생은 

부처와 동일하다는 상주룬적 입장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佛性論』에서 自性의 결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입장은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제를 나타내는 緣起論이다，9) 

내가 이제 因果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因緣이 없지 않은 

것을 말하겠다. 因果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란 원인을 따라 결과 

를 냄과 같은 것으로서，(D 만약 결파가 원인을 따라 나지 않는다 

면 마땅히 본래부터 결과가 있어 야 하겠고，~ 만약 원인이 결과 

를 내지 않는다면 결과가 아째서 있겠으며， (3) 만약 원인이나 결 

과가 모두 성품이 없는 것이라면 자기 자신(自)과 남(他)[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모두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남 

(他)이 아니라] 자신(권)이 생겨나고 남(他)은 생겨나지 않는가 

자신( 自)이라는 결과는 생겨나지만 남(他)이라는 결과는 나지 않 

기 때문에 성품이 없을 수 없고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 

문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없다 

고도 말할 수 없다 10) 

원인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고 결과는 원인에 의하여 생길 수밖 

에 없으며， 또 일상의 법척들이 성립하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fß見者 謂}切無因無果 'Ìf7撥드世故 二斷見者 謂唯有現在 不信未來故 (r辯相

分」 總構品， 大正31 ， 803 rþ下)

9) 復次→切諸法 無有自性 何以故 依因緣生故 (r破執分」 破外道品， 大正31 ‘ 790 
下)

10) 我今說因果決定 不無因緣 因果定者 如從因生果 若果不從因生 則應、本來有果

若因不生果 果何緣有 若因果f具無1生者[ &IJ 自他同無 긍긍f<iH3生不生於他 寫담果生 
他果不生故 不得無性 다1因生故 不可說有 fit他生故 不可說無 (r破執分J~外
道品， 大正31 ， 78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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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즉 w佛性論』은 원인에 의하여 부분적인 

결정성을 지니는 결과는 인정하지만，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서 

의 自性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윤 알 수 있다. 

그러나 『佛性論』이 이와 같이 緣起論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더 

라도 佛性의 개념을 차용함으로 인하여 실체의 개념을 차용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 

다. 이런 점에서 佛性 이론이 緣起論을 기본으로 하는 空사상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더 다루어져야 한다. 

有와 無에 집착하는 잘못에 대한 대응책으로 『佛性論』은 員請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二調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분이다. 員論가 있다고 말할 수 

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À과 法이 없기 때문에 있다 

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二空을 드러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ftì-짧도 또한 그러하니 分別性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依他性 때문에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員調

는 있고 없음， 人과 法이 없거나 없지 않음， 二空이 있거나 있지 

않음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싸請도 또한 그러하여 分別性 때문에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 依他性 때문에 결정적으로 있는 것 

이 아니다 lli 

여기서 員諸와 %諸는 각각 불교의 출세간적 진라와 세간적 진리 

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員調

와 洛諸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員調는 人과 法이 

결정적으로 自性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있는 것이 아니 

고， 이 自性이 없다는 것이 人이 空하고 法이 空하다는 것을 나타내 

므로 아무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倚調의 경우에서 살펴본다면， 自

11) 二論不可說有 不可說無 非有非無故 員諸不可說有 不可說無者 無人法故 不可
說有 顯二空故 不oJ說無 (갑調亦爾 分別性故 不可說有 依他性故 不可說無 復

次員請不定 有無 人法無不無 二空有不有 fíi論亦爾 分別性故 非決定無 依他性

故 非y차定有 (r破執分」 破大乘見品， 大正31 ， 793下 79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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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이 없고 이름과 말뿐인 分Jj IJ，生이라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이고， 이러한 自性 없는 볍들이 서로 因緣을 가지고 생겨난다는 법칙 

인 依他性에서 볼 때에는 없을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되고 

있는 있음과 없음은 破小乘執品과 破外道品의 소승과 외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결정적 존재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員調는 

결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r佛性 

論」은 有도 아니고 無도 아닌 員調를 제시하였지만 有도 無도 아닌 

員諸란 결국 궁극적으로는 말을 떠난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언 

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성립과 동시에 일정한 

언어의 대상을 가지게 되고 이 대상은 있음과 없음이라는 존재콘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佛性論』이 지칭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員諸는 존재론적 범주를 벗어난 이상 

궁극적으로는 말을 떠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때 진리가 결국 

말을 떠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한 것이 되 

어버릴 위험이 있다. 또한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접근은 이런 의미에 

서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고 진리는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실제로 『佛性論』은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설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장에서 좀더 고찰해 보자. 

2) 진리의 言表 不可能性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불교의 출세간적 진리를 나타내 

는 것에는 員諸 외에 轉依(영rava←parãvrttl ， 협raya-parivrtti)를 들 

수 있다. 轉依란 여러 가지 미혹의 존재의 근거를 전환하는 것으로서 

번뇌를 전환하여 열반을 얻는 것을 말한다. 또한 所依， 즉 모든 種子

를 지니고 있는 이-라야식의 전환을 말하기도 한다 12) u'佛性論』에 의 

하면 轉依 가운데에서는 모든 1강상이 없어진다. 따라서 轉依는 법계 

의 청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법계는 思量과 言說을 념어 

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13) 그랴고 T佛{生論』이 설하고 있는 轉依

12) 냐1村7[;， I 佛췄語大解典~ (東京: 東京홉籍‘ 1981) p.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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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가지 법 14) 가운데에는 생각하고 헤아릴 수 없음(不可思量)이 포 

함되어 었다. 또한 『佛性論』은 불교적 진리인 轉依가 생각하고 헤아 

릴 수 없으며 言說을 넘어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무엇을 不可思量이라고 하는가 有無 동의 4구뜰 깨닫고 觀하 

고 思量해도 통달할 수 없고， 모든 중생의 언어와 名句의 맛 등으 

로는 해석하거나 변론할 수 없고 오직 성 인의 無分別智가 증명하 

며 아는 것이기 때문에 不可思量이라고 이름한다 15) 

불교적 진리로서의 轉依는 언어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임이 설해 

져 있다. 언어가 일정한 존재를 지칭할 수밖에 없는 이상 폰재를 념 

어선 轉依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사유 또한 이 

러한 존재와 직결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진리는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환언하여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변화’의 

개념이나 이러한 맥락의 緣起論은 우리의 언어와 인식을 떠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緣起論을 원인에 따른 결과의 법칙으로 일단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에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을 이미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 각각을 

덤性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즉 원인파 결과가 이미 개념화 

되어 버린 이상 우리는 이미 그것을 분리하여 각각의 自性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에 바탕을 두고 사유가 진 

13) 又有四種相應知 -者寫生義 二滅義 三善熟思量果 四法界淸챔相 ... 四法界淸
챔相者 -切훌想、於中滅盡故 此法界過뽕、量過言說所顯現故 故以法界淸팽寫相 

(r辯相分」 總、構品， 大正31 ， 801 中).

14) 轉依가 構持하는 8가지 법애는 不可思量， 無二， 無分別， 淸챔， 照了， 對治， 離

값， 離欲困이 있다 (r辯相分」 總構品， 大正31 ， 801 中).

15) 뚱何不可，먼、量 於有無等四句 覺觀思量 不能通達故 -切聚生言語名句味等 不能

5줌辯故 p홈聖人無分別智所證솟Ð故 故名不미멍、量 (r辯相分」 總構品， 大正31 ‘ 801 
中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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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한은 진리에 대한 사유 또한 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매개체 

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한펀 이렇게 진리가 언표 붉가능하고 사유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 

반적 언어와 사유에 의해서 진리는 접근 란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언어와 사유를 떠나서 따로 존재히는 형이상학적 진리는 있다는 해 

석을 초래할 수도 었다. 즉， 轉依이든 空이든 열반이든 간에 진라는 

일상적 사유로서 이해 불가능한 것일 뿐이지 이러한 일상적 언어와 

사유를 떠나서는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식과 존재를 분리하여 보논 입장 

으로서 인식을 떠난 존재가 성립함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Peter Harvey는 저서 The Selfless 끼1ind(995)에서 초기 불교의 

自我 이론과 관련하여 이와 f「사한 푼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석가모 

니가 비록 無我를 설하였지만 그 이면에 존재와 비존재의 틀을 념어 

서고 일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팀我를 인정하고 있 

다고 보는 학자들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띤 Conze는 석가모니가 묻 

질주의자에게는 我를， 에고이스트들에게는 無我를 설하였지만 열반에 

가까운 자들에게는 我도 無我도 없다는 것을 설하였다는 것을 논거 

로 들면서， 無我라는 철학적 더l제로 인하여 이해 불가능한 형이상적 

인 我는 실제로 펌하되었음을 주장한다. Conze는 석가모니가 궁극적 

인 自我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ì l 

그러나 Cünze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형이상학적 自我가 존재와 

비존재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존재/비존재를 전제 

로 하고 있는 이상 이 틀윤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我도 無我

도 없다는 것이 이러한 我와 無我털 전제로 하고， 이것의 반대급부로 

서 다른 형이상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존재 

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17) 이렇게 본다면 초기 경론에서 我와 

16) Peter Harvey. The S'elfless Mind: Personality, Consóousness and 
Nirvã~lQ in Eàrly Buddhism (London: Curzon Press , 1995) pp.l7-19 참 
조 

17) 이에 대한 논증은 ~'， ~l論J 「觀샘l짧品」에 잘 나타나 있다. “@ 열반은 존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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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我를 부정한 것은 이를 떠난 형이상학적 존재를 다시 드러내기 위 

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我와 無我를 모두 부정한다는 것은 我 · 

無我를 대신할 다른 입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정적 

인 斷 · 常論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형이상학적 실체를 포 

함하여 모든 고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緣起論을 채 

택했을 때 이 緣起論 자체가 하나의 도그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록 무한변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한변이이다’라 

고 언표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성립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r佛性論」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空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지 

할 수 없다. 존재라면 老死의 모습을 띈다 老死의 모습을 떠난 존재는 전혀 

없다 ... Q) 묻기를 만일 존재가 열반이 아니라면 비존재(無)가 열반이어야 하 
는가? 답하기틀 ... 만일 존재가 열반이 아니라면 비존재가 어떻게 열반이겠 
느냐? 왜 그런가? 존재가 있음으로 인하여 비존재가 있는 것이니 만일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비존재가 있겠느냐? ... GD 뭄기를 만일 존재나 비존재가 열반 
이 아니라면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한 것이 열반이다 … 답하기를 ... 존재 
하면서 비존재인 것은 열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존재와 비존재 
는 상반되어 한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밝읍과 어둠이 같이 
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랴므로 존재가 있을 때 비존재가 있을 수 없고 비존 
재가 있을 때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한 
것을 열반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묻기를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한 것이 
열반이 아니라면 존재도 아니고 111존재도 아닌 것(非有非無)이 열반이겠구나? 

.. 답하기를 … 그대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열반이라고 분별하 
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권가? 존재이면서 비존재인 것(有無)이 성립 

한 연후에야 비로소 존재도 아나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성 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재에 상반되는 것은 비존재라고 하고 111존재에 상반되는 것은 존재 
라고 한다， 존재하면서 비존재인 것에 대해서는 I四句 중] 세 번째 논의(三句) 
페서 이미 논파하였다 그래서 존재하면서 비존재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 

하지도 않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있겠느냐?" (CD 많盤不名有 有則老死相 終無
有有法 離於老死相 ... @ 問터 若有非i볕짧者 無應是l멍짧耶 答日 ‘ •. 若有非많 

짧 無ξf可是裡짧 何以故 因有故휘無 若無有 f야有無、 ... (페 問日 若有若無非많 

j뿔者 今有無共fr是많盤耶 낌l극 ... 有無二事 不得名i탤盤 何以故 有無相違

l륭不可得 如明暗不{具 是故有時無無 無時無有 ￡何有無共合而名寫j탤짧 @ 問
|극 若有無共合非f볕盤者 今~I'有非無應是i멀짧 答터 ... 밟分;5IJ非有非無是볕盤者 
붙事不然、 何以故 若有無ÞY:者 然後非有非無r& 有相違名無無相違名有 是有無第
三句뎌'B破 有無無故 z;;jUJ有非有非無 (~中論」 r觀j멸盤品J ， 大正30， :i5 士中
下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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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었다. 

만약 당신이 “그대의 말도 역시 갤하니， 그러므로 일체의 法은 

空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이치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 

면 말 [자체가] 일체의 法에 포함되므로 말이 또한 空하고， 따라서 

일체의 법이 모두 空한 것을 알 수 있다 1찌 

고정적인 입장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하나의 고정적인 입장 

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空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언명 자체 

도 空하고 결국 모든 것이 다시 空하지 않은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 

진다. 본래 의도하는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도리어 본래의 의도 

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볼 때 

마했性論』은 이러한 모순을 겪지 않는 듯이 보인다. 空을 전하는 언어 

가 또한 空하다 할지라도 이것에 의하여 일체법이 空하지 않다는 결 

론에 도달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中論』의 假名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문: 그대가 “취함(受)도 空하고 취하는 주체도 空하다”라고 한 

다변 [그런] 空은 분명히 존재한다. 

답: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空은 말할 수 없고 非空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空과 非空이 l 함께이건 함께가 아니건 말 

할 수 없다. 단지 假名으로 섣한다 

모든 존재가 空하다면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존재가 空

하지 않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존재가 空하기도 하고 

空하지 않기도 해도 멸해서는 안 된다 또 空하지도 않고 空

하지 않지도 않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그럼 에도 

불구하고 왜 설했는가)? 단지 서로 위배되는 것을 파하기 

위해 假名으로 섣한 것이디 19) 

18) 又若밟說 tÞ:틀亦空 是故-←I;7J諸法不空者 此義不然 何以故 如是語言入諸法構故

語言亦空 故知諸法皆空 (r破執分」 破外道品， 大正:~1 ， 789上中)

19) 問日 밟謂受뿔受者空 원Ij定有空耶 答日 不然 何以故 空JlIj不可說 非空不可說

共不共[뎌說 {타以、假名說 諸法空 則不應說 諸法不空 亦不應說 諸法空不空 亦不
應說 非空非不空 亦不應說 何以故 但破相違故 以假名說 ( ~O 다1論」 r 觀如來립: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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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가 空이라고 하지만 일체가 空인 이때에도 空 자체는 존재한 

다고 하여 앞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中論』은 이러한 

空은 원래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지 假名으로 이를 설할 뿐 

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空이다’ 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등의 법 

칙은 근본적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륜 내용으로 하기 때문 

에 떤어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언어로 나타내면 이 

는 고정화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로 할 수 없는 것을 언어를 사용하여 임시로 나타낸 것이 바로 假名

이다. ‘모든 것이 空이다’ 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언명하더라 

또， 이러한 언명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임시로 차용한 형식임을 알아야 한다. 즉， 이러한 언명 자체가 성립 

할 수 없음을 알변서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임시로 차용한 것인 만큼 언명이 바로 법칙으포 고정화되는 것이 아 

니다. 언명은 어디까지나 假名이므로 법칙이 아니라 空인 일체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佛性論』의 예문도 이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 “말 [자체 

가]， 空인 일체법에 포함되므로 말이 空하고 따라서 일체법이 空하 

다”는 것은， 말 그대로가 볍칙이 아니라 단지 假名이기 때문에 성립 

할 수 있다. 말이 단순한 假名이 아니고 법칙으로 고정된다면 ‘일체 

법이 空하다’는 언명은 ‘연체법이 空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佛性論』은 F中論，1 과는 달리 이러한 空에 대한 언명을 假

名으로 규정하고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이 假名을 논의의 구도로 끌 

어들이고 었다. 이 시점에서 바로 佛性이라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읍 도입할 수 있는 단초가 생져난다. 진리가 근본적으로 언표불 

가능하고 또 이를 표현하는 말은 단지 假名일 뿐이라고 해서 『佛性

論』은 말의 의의를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佛싼論」은 中道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假名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것이 다음 장 

에서 다루어질 논의로서 다음 장에서는 부정의 논법에서 긍정의 논 

大正30， 30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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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전환하여 中道의 진리를 설하는 r佛性論』의 입장을 佛性을 

위시한 여러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 中道的 논법-긍정적 논법 

『佛性論』은 緣起와 空을 말하면서또 다시 佛性이라는 개념윤 사용 

한다. 緣起와 空이 변화와 상대성플 가본으로 하여 실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변， 佛性이론은 비록 假名일지라도 없음 가운데 있음 

을 설하여 空사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佛性

論』이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佛性 개념이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인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만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 

자. 

1 ) 佛性의 空性-중생과 부처의 동일성 

『佛性論』에 의하면 佛性이란 二空이 드러난 휩如이다.20) 여기서 

員如는 中道空， 또는 느空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의 보편적 진리이다 

그런데 이 員如를 佛性이라고 한다면 보편적 진리를 인간의 범주에 

적용하는 것이 된다. 佛性은 가본적으로 중생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부 

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푼이다， 

문제는 이렇게 보펀적인 진리를 인간에게 적용할 때 생겨난다. 보 

편적인 空의 진리를 가리키는 한에서는 員如는 실체로 고정됨을 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휩如라는 고정적 개념을 사용 

하였지만 이를 假名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랴나 佛性 개념 

은 다르다. 아무리 空을 내용으로 하지만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 내부 

에 成佛의 가능성이 촌재한다고 할 때 이는 고정성， 또는 실체성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캘이라고 할지라도 成佛의 근거라고 

한다면 부처가 아닌 중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또힌 

이 중생과 연관하여 成佛의 가능성으로서의 佛性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 佛性者 곁P ;l.울A法二空所顯、員kn (r緣，필分」 大 i[31 , 787中).



1했↑主의 中道的 .훌味 71 

佛性 개념의 전제가 되고 成佛의 주체로 여겨지는 ‘중생’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成佛이 이푸어지기 위해서는 중생과 부처의 차별 

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어서 중 

생의 상태에서 부처의 상태로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생과 부처를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 

『佛性論』이 실체를 부정한 것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佛

性論』이 실체를 부정한 것은 증생 또는 부처와 같은 고정된 自性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체를 부 

정하는 『佛性論J의 입장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여래 

장， 또는 佛性 개념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여래장의 이치에 세 가지가 있으니 알아야 한다， 무엇이 세 가 

지인가 하면 첫째는 所爛藏이 둘째는 隱覆藏이고， 셋째는 能構藏

이다. 

φ 所嚴藏이라고 이름하는 것， 부처는 住띄性'21)이 如如한 것에 

의하여 일체 중생이 여래장이라고 설하였다.@ 如라고 한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如如智이고， 둘째는 如如境이다 모 

두가 뒤바핍이 없으므로 如:tm라 이름한다. 이b 來라고 한 것은 住

自性으로부터 至得22)에 이르렀음에 의한 것이다. 이를 이름하여 

如來라 한다. 그러므로 如來性이 벼록 원인의 이름이지만 마땅 

허 결과의 이름도 얻는다. 또得의 體는 둘이 아니니 단지 淸팽과 

폈짧으로 인하여 다름이 었을 뿐이다. 원인의 때에 있어선 二空을 

21) r顯體分」 三因品에 의하면 佛性의 體에는 三因과 르種 佛性이 있다 三因은 

應得因， 加行因， 圓滿因으로서 각각 質如와 폼提心과 加行을 말하는데， 이 중 

應得因인 l員如에 바로 三種 佛샘 이 갖추어져 있다. 두種 佛性이란 첫째는 住

自性性으로서 이것은 닦음 이전에 있는 범부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째 

논 引出性으로서 發心한 이후의 배움이 있는 성인에 해당하고， 셋째는 至得性

으로서 배움이 없는 성인의 지위에 해당한다. (復次佛性有三種 르性所構義應 

知 三種者 所謂프因프種佛性 三因者 應得因 二加行因 三圓滿因 應得因者
二空所現員如 ... 加行因者 謂폼提心 ... 圓滿因者 맨是加行 · 츠種佛性者 應
得因中具有三性 )住自性11 二引出性 르至得性 記日 住自{生者 謂道前凡夫位

引出性者 從發心以上 第有學聖(îJ: 至得f生者 無學곁짙&. (r顯體分」 츠因品， 大正

31 , 794 上))
22) 위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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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므로 無明을 일으켜서 벤뇌에 의해 더럽혀지므로 폈獨이라 

이름한다. 비록 바로 뜨러나지는 못하지만 드러날 수 있으므로 마 

땅히 얻어야 한다(應得)고 이름한다. 만약 결과의 때에 이르면 二

空과 부합하여 다시 의혹의 얽매임이 없고 번뇌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므로 깨끗이 되었다고 이름한다 [또한] 결괴가 이미 드러났 

으므로 얻음에 이르렀다(至得)고 이름한다， 비유하면 마치 물의 

성질과 같으니 體가 깨끗하거나 더려운 것이 아니고， 단지 더럽 

허고 더럽혀지 않음으로 멸마암아 깨끗하고 더럽다는 이름이 

있을 뿐이다. 만약 진흙 찌꺼기가 흐리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맑 

지 않은 것이라면1 비품 맑은 것은 아니지만 물의 청정한 성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 방편으 로 읽고 깨끗하게만 한다떤 곧 칭정 

함을 얻는다 그러므료 깨끗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이룹은 

더럽힘이 았고 없음P 로 말111 암아 엠는 것이니， 볼의 성질 자처1 

에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다는 것과눈 판계가 없음을 알라， 應得，

至得의 두 종류의 佛性도 또한 이와 감다 ... 만약 二空을 어가지 

않고 如와 더볼어 같온 모습이 된다면 無明을- 일으키지 않고 

번뇌와 미혹이 더럽혀지도 않갇니 따라서 I이것을] 깨끗하게 

되었다고 임시로 부르는 것이다딘 藏이라고 한 것은 일체 중생 

이 모두 여래의 지혜 안에 있으므로 이름하여 藏이라고 한다 . 

ø 隱覆藏이라는 것 여래는 스스로 숨어 드러나지 않으므로 藏
이 된다고 이름한다 

(3) 能構藏이라는 것은 컬과의 지위의， 캔지즈 강의 모래알 수 

보다도 더 많은 모는 공덕을 여래의 應得性(중생의 지위， 원인 

의 지위)에 머볼 때에 거두어들임짙 이미 다했기 때문이다. 만 

약 결과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l 이러한] 성질을 얻는다고 한다 

면 이 성질은 항상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질은 항상된 

것이니] 왜냐하면 [비로소] 치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본래 있는 것임윤 알라 이 때문에 항상하다고 말한다.꾀 

23) 如來購義有三種應知 何者쩌三 一所編購 二隱覆職 三能續緣 _._-所嚴名願者 佛

說約住自性如如 ._-切꿨生是如來職 言如者 有二義 →如如智1 二如如境 'Ìl끼지폐 

故名如如 픔싸S者 約從自1生來 來험至得 뭉:名如來 故如來性雖因名 應得果名 至
得其體不二 {l:l [Íl 淸{훨有異 在因H￥寫違二갤故Æ르無明 而f홉煩↑뼈所雜故名架潤 雖
未~p顯 必當마II故名應得 若至뽕時 與二J쉰合 無復gg累 煩↑생不架 說名寫f려 果

己顯tì't故名至得 뿔如水↑生 體非i~h網 터æ械~、橫故 有r값l월名 5ξi尼{宰i觸L故끼~i흉 

j휩 雖不j登i휩 rfñ水(휩性不갖， 若方使i풍평 r!1I得淸랜 故知t爭不j爭名 m有橫不械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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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f뼈性論」은 중생과 부처의 차별을 應得佛性 至得佛性이라 하여 원 

인과 결과라는 틀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원인의 때에는 佛性이 번뇌 

에 익하여 더럽혀져 있어서 중생이라 하고 결과의 때에는 佛性에서 

번뇌가 제거되었으므로 부처라 하여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고 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인에 결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원인으로서 

의 중생과 결과로서의 부처가 다른 상태가 아님을 설하고 있다. 즉， 

중생과 부처의 차별을 설하는 동시에 이 풀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佛性이 근본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佛性이라는 실 

체적 존재가 번뇌라는 존재에 의해 덮이고 덮이지 않음에 따라서 중 

생과 부처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중생과 부처는 어디까지나 존재론적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깨끗하다거나 더럽 

다는 이름을 생기게 하는 번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번뇌는 二空을 어검으 

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二空은 A空과 法空을 발하는데， 이 중 

法空이란 번뇌를 포함하여 모든 法이 空하다， 다시 말하여 실체가 없 

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 

뇌를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깨끗하지 않다는 이름을 생기게 하는 

번뇌이고， 반면에 원래 실체가 아난 번뇌른 실체가 아닌 그대로 보는 

것이 번뇌가 없다는 것으보서 이것이 깨끗하다는 이름을 생기게 한 

다. 이렇게 본다면 번뇌는 있다고 해도 이것은 실체가 아니므로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번뇌가 없다고 해도 실체가 아닌 번뇌를 원래 그대로 보는 것이지 

번뇌라는 존재가 있다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 의하면 如來性， 즉 佛性은 단지 이러한 번뇌에 의해 

得 非關水性g有뺑據 應得至是二種佛性亦復如是 · 若不違二空 與如-相 則

不起無明 煩感不없 所以假號馬淸 所言緣者 →切累生폼、在如來智內故名寫嚴 '" 
二隱覆寫緣者 如來自隱不現 故名寫職 .. , 두能構寫購者 謂果地-切過{를沙數功 
德、 住如來應得性時 構之E盡故 若至果時方言得性者 此性便是無常 何以故 非
始得故 故知本有 是故듬常 (r願體分」 如來藏品， 大正31 ， 795下-796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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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깨끗하고 더럽다는 이름이 임시로 설해지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논증한 바와 같다면 번뇌기 았고 없음이란 번뇌가 존재론적 

으로 있고 없다는 것이 아니라 二空꾀 이치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이므로 번뇌의 챔·不챔에 따르는 佛性의 

챔 · 不챔도 二空에 부합하느냐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空

은 변화와 상대성을 내용으로 하므로 번뇌가 존재가 아닌 것처럼 佛

性도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번뇌가 佛性이라는 일정한 존재를 

덮고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空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라서 있음 

과 없음을 임시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佛性도 단지 변뇌에 의하여 

임시로 뺑 · 不햄을 설할 수 있는 것이라면‘ 空에 일치했을 때에는 챔 

또는 不팽과 같은 존재론적인 표현들은 무의미해질 뿐이다. 즉， Þn來

性 또는 佛性은 空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생괴 부처라는 언어가 있다고 하여 이에 해 

당하는 실체를 구상해 낼 필요는 없다 실체를 성립시키지 않으므로 

존재론적으로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보 실체로서의 

중생과 부처라는 주체가 없고 空의 이치만을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둘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w佛性論』의 원인과 결과의 구도 

에 의하면 중생과 부처의 다프지 않읍의 측면뿐만 아니라 같지 않음 

의 측면 또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因果論은 획일적이고 결정적인 

동일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지는 않는 대선에 이 둘의 같지 않음과 다 

르지 않음을 동시에 말할 수 있게 한다 

2) 法身 常住의 의미와 空性

佛性 외에 IF佛性論』에서 분교의 전리플 개념화한 것에 法身이 있 

다.24) 佛性과 마찬가지로 法身은 단어로 고정되어 있어서 고정적 진 

24) i'佛性論4은 소승과 외도와 대승의 견해를 비판하는 「破執分」과 三因品 • 三함 
品 · 如來藏品으로 구성되어 있는 r顯體分」을 제외하면， 佛性의 열 가지 모습 
을 설하는 r辯相分」으로 구생되어 있다 r顯體分」의 르因品이 員如， 폼提心， 

加行의 三因과 三種 佛性을 설하고 三性品은 三性을， 如來羅品은 여래장의 이 
치를 내용으로 하므로， 佛性과 프性 외에 불교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은 「辯相分」 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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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블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佛性論』은 法身을 사유 

할 수 없고(不可思量)， 번뇌와 業이 없고(無느)， 分別이 없는 것(無分 

別) 등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부 

정적인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法身을 다루고 었다 2:;) 즉， 法身에 

해당하는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佛性論」은 法身을 常住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 

기도하다. 

모든 有寫法은 이름하여 行이니 4가지 모습과 상응하기 때문이 

다.4가지 모습이란 첫째， 생겨남(生)이고， 둘째， 달라짐(異)이고， 

셋째， 머무름(표)이고， 넷째， 사라짐(滅)이다. 모든 有寫法의 앞의 

때에 의하떤 생겨남의 모습Uf::_相)과 상응하고 후의 때에 의하면 

사라짐의 모습(滅相)과 상응한다. 중간의 때에 의하면 달라집의 

모습(異相)과 머무름의 모습(住相)과 상응한다. 行彼이 쉬지를 않 

으므로 이름하여 行이라고 한다-

여래의 ~身은 이와 갇지 않아서 앞의 때어l 의하여도 생겨남 

아 없고， 뒤의 때에 의하여도 없어짐이 없고， 중간에도 병듬과 

늙음이 없이 담당하게 향상 머무른다(常住). 생겨남이 없으므로 

寂이라고 설하고， 없어짐이 없으므로 靜이라 설한다 2(;) 

辯相分」에서 직접적으로 佛性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부각 
되는 개념이 바로 法身이다， 이 외에도 如來， 員調， 댐짧 동의 개념이 있으나 

이 개념들은 法身에 비해 비교적 덜 거론되고 있으며， 無差別品에서 이들은 

法身과 같은 범주에서 섣벙되고 있으므로 法身에 대하여 논증함이 이들의 논 

증과도 연결될 것이다 

25) J佛↑生論』은 번뇌룹 전환하여 열반을 얻음을 의미하는 轉依에 8가지 法， 즉 不

마思、量， 無二， 無分別， 淸밟， 照了， 對治， 離欲， 離欲因이 있음을 섣하는 데， 이 

중 앞의 셋은 滅論이고 離欲으로서 法身에 해당하고， 淸팽， 照了， 對治의 셋은 

道調이며 離欲因으로서 이 法身윤 얻기 위한 見道와 修道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法身에 해당하는 離欲은 다음과 같이 모두 부정적으로 설명되고 였다 

初離欲有르句 →者i何不ìíT뽕、量 於有無等四句 覺觀思量 不能通達故 切댔生 
듬語名句뱃等 不能設辯故 n佳I훤人無分別智所證知故 故名不마思量 二無二者 如

經中說 舍flJ혐3 諸佛法身無 L法 無分別法 所言二者 煩↑싫及業 是名創二 如來法

身無ll:t二法 故名無二 三無分別 상딩u者 煩↑싫業家習不jt}i선、堆 ( r辯相分」 總構品，
大正31 ， 801다J f). 

26) 딪j有寫法名行 與四相相應고 四相者 →生二異三住四滅 -切有寫法 約前際與

生相相應 約後際與滅相相應 約이 1與異住相相應 行投不息故名뚫行 如來法身~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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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性論』에 의하면 法身은 생겨나고， 변화하고， 없어짐이 없기 때 

문에 常住하는 것이다. 法身은 有寫法과 달라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서 변화를 겪지 않고 항상 담담하게 떠무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法身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앞의 입장과， 常住하는 法身을 

인정하는 이 입장은 어떻게 연결 지딜 수 있는 것인가 하논 문제가 

생겨난다. 常住한다는 것은 딘지 없닫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法身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法身에 대 

한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분제 

를 좀더 분석해 보자. 

法身이 설체인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法身이 

만약 실체라면 이 法身은- ‘존재하는f 것’이고， 또 ‘변함이 없는 것’이 

다. 왜냐하면 ‘변함 없이 존재하는 것’이 실체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없음’에 반대되는 ‘있음’이다. 그런데 

이 ‘없음’의 반대로서의 ‘있음’븐 『佛性論』이 부정한 존재론적 개념이 

다. 

그러나 한편 ‘변함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데로 常住하는 

法身의 요건으로 『佛性論』이 내세운- 껏이다~佛性論』에 의하면 法身

이 常任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法身01 생겨남아 없고， 변화함이 없 

고， 없어짐이 없다는 것이지 때문이다 27) 즉 r佛性論』은 실체를 부 

정하지만 이 실체의 속성인 ‘변화 없윤’은 法身의 요건으로서 긍정하 

여 常住性을 인정하고 있논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순처럼 보이 

는 두 입장을 동시에 옹호하는 『佛댐論」의 논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기서 r佛性論」이 法身을 常住한다고 설하고 있지만 不팽位와 다 

른 t爭位로서의 法身을 따로 섣정하고 있지는 않음에 주목해야 할 필 

요가 있다 無變異品에서는 如來性끊 法身， 如如， 佛性으로 나누고 있 

는데， 이 如來性이 여러 경우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변함없는 如來性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前과 後에 각각 不챔位 

不如是 約前無生 約後無i滅 냐]뻐、病老 Q홍然常{=t 無j그故誼寂 無滅故說靜 ( r辯해 
分」 總、擺品， 大 il:Jl ， so:n,) 

'27) 앞의 인용문을 참조할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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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뺑位로 나뒤어지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즉， 不演位에는 9가지 客塵이 었지만 이 客塵의 더럽힘으로 인하여 

깨끗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客塵이 있어도 不챔位는 후의 뺑位와 다 

름이 없음을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法身은 常住하는 것이지만 이 

것을 현실과 따로 존재하논 설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않;身이 중생계와 달리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法身을 설 

하는 다음 인용문에도 나타난다， 

모든 부처의 法身에는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正得이고， 둘째 

는 正說이다.cD IE得法身이라는 것은 가장 청정한 法界이니 無分

었IJ智의 경지이고 모든 부처의 當體아니 스스로 얻는 法이다.(2) 

두 번째의 正說法身이란 것은 이 法身을 얻기 위하여 청정한 法界

가 員如에서 바로 흘러나오} 교화되는 중생의 識이 생겨나니 이름 

하여 1E說法身이 라 한다. 正說法身에 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 

는 김고 묘한 것이고， 둘째는 조잡하고도 양은 것이다. [이것은] 

두 도리를 안립하기 위해서이니 첫째， 깊고 표한 것은 대승의 도 

래를 안립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조잡하고도 얄은 것은 이승인을 

위하여 이 도리를 설한 것이다 ... 이 세 法身이 遍滿하여 모는 

증생계를 남김없이 거두므로(輯훌) 경에서 “하나의 중생도 여 

래의 法身을 벗어나 바깥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 

의 色도 허공을 벗어나 바깥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기 때 

문이다”라고 설하였다.2Hl 

여기서 法身은 ‘遍滿’하므로 모든 중생계를 거두고， 모든 중생은 

여래의 法身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法身과 중생계， 다 

사 말하여 팽位와 不뺑位뜰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다면 不댄位와 따로 존재하는 演位로서의 法身의 

28) 諸佛法身有二種 →正得 二正說 등 正得法身者 最-淸!爭法界 是無分別智境 諸佛

땀體 是自rfr得法 二正說法身者 흙得此法身淸짧法界正流從如所化累生識生 名

寫正說法身 正5%法身又有二;種 →深妙 二훌훌漫 寫安立此二道理 →深妙者 寫安

大乘道理 二麗漫 寫二乘人說此道理 ... 是르法身遍滿構藏→ →切댔生界無餘故 故
經說無→←→꿨生出如來法身外者 如無→色出虛空外者故 ( r辯相分」 無變異品， 大

1E3 1. 808 L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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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성은 무마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딴， 한편으로 팽位와 不탱位라는 

모순적 입장을 다르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이 다시 필요하다. 

『佛性論』에 의하면 不팽位와 뺑位의 차이는 客塵의 有無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法身이 遍滿하여 중생계플 모두 거두므로 중생계가 

法身과 다르지 않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法身 안의 중생계’는 중 

생계가 가지고 있던 客塵의 폰재가 제거되어서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없어진’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래장은 본래 客塵

을 떠나 있으므로 제거해야 할 번뇌도 없으며， 청정한 것이 自性이므 

로 더 보태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29) 客塵은 제거해야 할 ‘존재’ 

로 이해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轉依의 8法30) 가운데 ‘法身에는 번 

뇌와 업 등의 法이 없다(無=J’라고 힌 의미를 살피보자. 

· 여래법신은 苦가 [한번] 滅하면 끝까지 영원히 생겨나지 않 

논다고 설한다 어떻게 이와 감유가. [어느l 한 法음 제거하여 없 

애가 위해서가 아니므로 훌이라고 이름하고， 본래 생겨나지 않 

으므로 滅이라고 이뜸한다 ... 또한 『勝훨經』에서 설하기를 “苦

가 減함이란， 法을 없애거나(滅) 무너뜨리는 것(壞)을 이름하 

여 苦가 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마”라고 하였다. 무너뜨림(壞) 

이란 3계에서 보는 이치(三뿜見請)륜 깨뜨려서 有餘펠盤을 얻는 

것이고， 滅이란 4가지의 /主갓l와 恩뺨의 번뇌를 제거하여 無餘펠盤 

을 얻으므로 滅이라 한다. 커’-너뜨림(壞)이란 苦가 滅함으로 말미 

암아 이름 지워지는 것이니‘ [苦는I 시작없는 시절로부터 지븐 

것도 아니고(非作)， 생긴 것도 아니고(非겐)， 없앨 것도 없고 

(無滅)， 다함도 떠난 것(離盡)이다 :11) 

29) 如來藏者 道理何相 如힘듭해듭 無 -法可웹 無 →法可增 應見實如實 見實得解脫

f섬客塵故空 與法界相離 無 l::}! l'’갤 與法界相隨 如來性者 自淸챔故 能央청塵 

者 自性空故 故言無 法 nfj쉰 員till者 與淸햄因不相離 i웹{틸沙數等不橋첩r끼、 nJ먼、 

推 諸佛功德桓相應故 故듬無→法"rf曾 (r辯相分」 無差別品， 大正31 ， 812’11) 

30) 不可思量， 無二， 無分別， I휩햄， u.앤 T, 對治， 離欲， 離欲因.

:m 如來法身폼滅究竟永無갚 起 iê; f，얘ml:t ~p寫除滅→法故名寫滅 以本來不生故名
寫滅 ... 又勝활經說 是판滅者 JF滅壞法 名寫苦滅 壞者破르界見論 得有餘l보짧 
滅者除、(7!1種生死思推煩↑싫 得無餘팽짧故픔滅 쩡14l~~:滅名 無t해흉節 非作非生 無
滅離盡 ( r辯相分」 總嚴펴1， 大 ïF31 ， S01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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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를 포함하여 法身에 특정의 法이 없다는 것은， 먼저 이러한 法

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서 이를 제거하였다눈 뜻이 아니다. 이러한 

法의 ‘있음’은 『佛性論』에서 부정한 고정적인 ‘있음’이다. 여기서 法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法이 존재론적인 있음과 없음의 고정성을 떠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苦는 지은 것도 아니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앨 것도 없고， 다함도 떠난 것’이라는 위 인용문의 구절에도 잘 나 

타나 있다. 핍身의 상태에서 客塵이나 苦가 없다는 것은， 원래 존재 

하는 客塵과 苦를 제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客塵과 苦라는 法이 

존재의 구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있음， 없음을 말할 펼요가 없기 때문 

이다. 

不챔位와 팽位에서 客塵이 각각 있고 없다는 것은 客塵의 존재 여 

부가 아니라 단지 중생의 깨달음에 달려 있다. 만약 중생이 客塵이 

있거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렇게 여긴다는 자체가 바로 客塵

이 있는 것으로서 不浦位에 해당하고， 客塵이 有와 無를 떠나 있어서 

空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客塵이 없는 것으로서 、탬位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이 客塵은 결정적으로 있거나 없는 것은 아 

니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空임을 

딴 수 있다 32) 결론적으로 不、웬位와 浦位는 상반 모순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無前後際

變異의 의미이다. 

이제 『佛性論』이 法身을 常김i한다고 보는 것이 실체를 부정하는 

『佛性論』의 기본적인 입장과 양립 가능한가하논 문제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다. 常住하여 변화가 없디는 것이 반드시 실체일 필요가 없음 

흙 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i爭位인 法身은 바로 不팽位인 

뚱생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르지 않으므로 변화함이 없어 

서 常住한다고 할 수 있고， 다르지 않으므로 法身이라는 실체가 별도 

포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생계와 다르지 

않은 法身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空임을 알 수 있다. 

32) 客塵 또는 변뇌의 있고 없읍에 대해서는 중생과 부처의 차별 또는 동둥성과 

관련하여 II. 2. 1)에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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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法身의 다섯 가지 도-습331 가운데 法身의 변화나 존재에 관 

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法身이 바로 며道空임이 잘 나타나 있다. 

[法身의 다섯 가지 모습(五相) 가운데] 無-異相이라는 것은 

휠讀는 m調와 더불어 같은 것또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法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 

이고， 둘째는 사람(人)에 니아가 변펀하는 것이다. CD 첫째， 法에 
의거하여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갓을 변론하는 것: 헐如의 공통 

됨(員週) 때문에 다르다고 만할 수 없고， 세속의 차별({i}’1) 때문 

에 같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디 마치 소라의 흰색과 같으니 

소라는 그 색과 더불어 하니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만약 다르다 

고 한다면 소라를 취하여 흰색을 볼 때에는 소라에 대한 이해는 

얻을 수가 없어야 할 것이고， 만약 갚다고 한다면 냄새와 맛과 촉 

감의 다뜸이 있지 않이-야 히고 단지 이 색깔뿐이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사람(人)에 의거하여 員파 f~이 갚지도 다르지도 않음을 

변론함 만약 쉴이 힘과 같다면 범인이 힘을 보는 것이 곧 員과 마 

땅히 통하여야 하겠고， 쉴과 통한다연 이 [범부]는 마땅히 성인이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훤을 보지 못하므로 같은 것이 아입을 

알라. 만약 다프다고 한다면 성인이 %을 보는 것이 마땅히 l털과 

통할 수 없어야 하리니， I員괴 통하지 않는다면 곧 범부일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볼 수 았으므로 다를 수 없다. 그러므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111 

!員調와 {감諸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것이 法身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法身은 員調와 {~調라는 틀-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 

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칩;身 常{王의 꾀미에 다름 아니다 즉， 法웰은 

실체가 아니면서도 변화 없이 常住하는 것이고， 같지도 다르지도 않 

33) 無댔相， 無→異相， 離二j憂뼈， 離!잖相， 法身界해j댐께}‘ 

34) 無 →異相 휩떠ftJ:채不 不二 復有二種 杓法辯 二就人論 約法辯不 一不二者

용송質j없故 不liT 言異 以f십딩 1)故 기;得言 • 如聽è色 轉之與色不→不二 若言異者

見取轉白色U;'f 不應得於縣解 5깐 I좋- 者 :::r應有찜味觸異 但應是色 二約人論員{삼 
不→不뽕者 若員與{섭→ 凡人I;Ifrt則應通휩 ff;벼휩者 應是聖/、 以不見쉴故 故
훗G不→ 若릅異者 견필人見f\t不應j훤흡 若不j밟員 ~fl::울凡夫 以聖人見故 不得寫異
是故不→不뤘 (r辯뻐分」 無變봤김1， 大lL:31 ， 809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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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法身은 바로 같음(-)과 다름(異)의 中道， 즉 

-異中道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었다. 

『佛性論』은 佛性， 法身 등 일정한 개념을 내세웠지만 이들은 空에 

다뜸 아님을 지금까지의 논증에 의하여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空을 

나타내기 위하여 왜 이처럼 다른 논법을 사용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w佛性論』은 空을 나타내기 위해 왜 구태여 긍정 

의 논법을 사용하였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佛性이 지닌 

실천적인 성격과 中道적인 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ffi. 불성의 실천적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中道空 사상에 의하면 상대적인 모든 것들은 있 

는 그대로(如如) 진리이고 “}論는 있는 그대로(如如) 휩論이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法身은 常住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員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 

니고， 空의 이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한다 해도 무질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中道空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서， 전자 

는 洛諸를 그대로 진리로 고착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불필요한 것 

으쿄 간주하는 낙관적 정체주의를 초래할 수 있고， 후자는 상대성이 

라는 空의 의미를 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아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낙관적 정체주의와 회의주의는 常

과 斷의 측면에 치우쳐 中道空 사상을 이해한 결과로서 노력이나 수 

행될 부정한다. 이러한 실천적， 수행적 관점에서 中道空은 어떠한 역 

할잘 수행하는가? 

1. 수행의 가능성-中道空 

佛性은 바로 中道空이지만 佛性이라는 표현 이전에 이 佛性의 내 

용으로서의 中道空 사상과 도덕 수행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空이 佛性을 매개로 하여 전달될 때 이 空을 고정적인 폰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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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거나， 空의 변화의 측면을 대할 때에 이를 단멸적인 것으로 이 

해한다면 도덕 수행은 성립할 여지를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佛性이 

중생에게 원래 내재된 것이라떤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정함 

이 없이 변화만 하는 것이어서 前과 後가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 이 

경우 또한 수행의 정당성은 찾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w佛性論』은 이 

러한 常과 斷의 존재론적 구도에서는 수행을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佛性論』이 수행의 기점으로 삼눈 것은 바로 존재론을 떠난 中

道空이다. 즉Il'佛性論』은 뎌1道?F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 

로 파악하고 있다Ii'佛性論 o은 中道갤어므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다음 

과 같이 설하고 있다. 

· 문)이 [分別， 依他， 員實의 프性 가운데] 흡實性은 淸浮함을 

성립시킬 수 있는가， 淸팽하지 않음윷 성립시킬 수 있는가. 답)결 

정적으로 햄， 不햄을 섣할 수 없다. 만약 결정적으로 淸홉하다 

면 모든 중생은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결정적으로 淸짧하지 않은 것이라면 

모든 중생이 修道하여도 果報가 없을 것이다. 만약 결정적으 

로 淸홉한 것이라면 법부의 法이 없겠고， 결정적으로 淸홈하 

지 않은 것이라면 성인의 훨이 없흙 것이다. 왜냐하면 홈 • 不

햄品온 모두 그대로(如)로써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만약 그 

것이 결정적으로 淸짧한 것이라면 無明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 

고， 만약 그것이 淸F￥하지 않은 것이라면 般若에 냐아가지 않 

을 것이다.35) 

35) 問日 是員實性者 寫可立챔 寫立不챔 答EI 不ïïJ得說定햄不챔 若定챔者 則 切
꿨生不勞修行 自得解脫故 若定끼、챔者 ‘_ .• 껴]架生修道얻n無果報 若定뻗者 則無凡

夫法 若定不뺑者 則無聖人法 fó]以故 탱不뻗品皆以如뚫本故 若其定밟 不@Il無

明 若其不햄 不~Il般若 (r顯體分」 三性品， 大1E31 ， 795中下). 수행이 空에 의하 

여 가능하다는 논의는 『中論~ 2'lÓb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 “法이 만일 확고히 
존재한다면 修道는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만일 法이 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常住한다는 말인데 常t핸한다떤 I꺼 t혐長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道가 닦을 수 있는 것이라면 道에는 확고한 터性이 있을 수 없다." (法若定有

則無有修道 何以故 若설;實者 ~IJ是常 常則不ïïr J曾益 若道可修 道則無有Æ’性
(Ú'中論』 觀四論品， 大正30 ， 3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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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佛性論」은 결정적인 j爭과 不뺑을 설하지 않고， 팽과 不뺑 

이 그대로(如)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한다. 팽과 不뺑을 설하더라도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空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 

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수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空이기 때문이다. 員實性이 고정적으로 청정하다거나 佛性이 결 

정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중생이 수행하지 않고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거나 부처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므로 수행은 불필 

요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員實性이 결정적으로 不팽하다거나 佛性

이 결정적으로 없다는 것은， 수행을 하더라도 중생이 해탈과 부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역시 수행의 가능성을 박탈한다. 

수행윤 모든 것이 고정적으로 결정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한편 『佛性論』은 수행뿐만 아니라 범부와 성인， 無明과 般若의 성 

립 근-거도 中道空에서 찾고 있다. 만약 범부와 성인， 無明과 般若가 

결정적인 것이면 이 또한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즉， 수행 

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중생과 부처， 無明과 般若 등이 같지 

않음에 기인한다. 같지 않음과 다르지 않음이라는 空의 두 측면 가운 

데 같지 않음의 측면이 수행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 

으로 수행은 空이 절대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 가 

능하다. 

2. 수행에 있어서의 佛性의 역할 

그런데 空사상은 특별히 佛性과 같은 긍정적 개념을 매개로 하지 

않아또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中論』을 들 

수 있다.36) 오히려 佛性이나 法身 등 긍정적 개념을 사용하여 空을 

36) ~中論」은 中道空 사상을 여래 범주에서 고찰하는데 이때 四句分5]IJ이라는 독 

특한 부정의 논법을 사용한다 四句分別이란 어떤 하나의 표준(A)에서 존재룹 

디음의 4종(4句)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즉， 제 1 句 rA이다 (非A는 아니다) 

J , 제 2句 「非A이다 (A는 아니다J ， 제 3句 rA이고 또 非A이다J ， 제 4句 rA 
도 아나고 非A도 아니다」가 그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진라는 이러한 四句의 
分別로만 파악할 수 없으며 空不可得으로 표현된다 홍법원편집부~佛敎學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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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때에는 이 논문의 서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문제들， 즉 佛

性의 실체성 문제나 도덕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 

가 있다. 그렇다면 『佛性論』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佛性의 틀을 통하 

여 空을 전달하려 했을까? 

사실 『佛性論」은 ‘불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37 ’ 

『佛性論』은 서두인 「緣起分」에서 ‘왜 佛性을 설하였나?’ 하는 문제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lî佛性論』에서 제시한 佛性을 설한 이유를 살 

펴보자. 

「緣起分」에서는， 다섯 가지 잘못을 제거하고 그 결과로서 다섯 가 

지 공덕을 내는 것이 佛性을 설한 이유라고 한다. 여기서 다섯 가지 

잘못이란 첫째， 중생들이 자선에게 부처가 될 이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發心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 

째는 자신에게 佛性이 있어서 發心한 것에 대하여 자만하는 마음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셋째는 이러한 자만심으로 인 

하여 如理나 如量에 대한 바분 지혜 38) 즉 二空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二空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정한 지혜 

와 진실한 功德을 이룰 수 없어서 진실한 法을 비방하는 것이고， 다섯 

째는 바른 지혜와 진실한 功德、을 볼 수 없기 때문에 大悲心을 일으키 

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잘못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생 

겨나는 다섯 가지 功德이란 이와 상응하는 것들로서， 첫째는 바르게 

蘇典~ (서울: 홍법원， 1988) , μG40 참조 

37) 이것은 佛性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으로서 佛性이 존재가 아닌 이상 이러한 젤 
문은 성립할 수 없다. Harvey가 든 예를 빌리자면 이것은 마치 결백한 사람 
에게 “당선은 당선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그만두었소?"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다. 이 결백한 사람은 이러한 질분에 그만두었다고도 그만두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Peter Harvey, The Seljless Mind: Personaliη， 

Consciousness and Nirvélna in Early Buddhism (London: Curzon Press , 

1995) p.29‘ 佛性도 존재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틀 내에서만 성립 
하는 질문을 佛性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空은 ‘무엇인가?’， ‘ψ道란 

무엇인가9’ 동도 마찬가지의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38) 如理智와 如量智. 如理智란 理에 대한 細對혈:p로서 根本첩1 또는 根本無分別참1 

이다. 이에 대하여 如量智는 여러 사물과 현상의 활동상에 대한 지혜이다. 다1 

村元~佛敎語大離典i ( 東京: 東京훨籍， 1981) p.1OG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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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딱하려는 마음(표動心)을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泰敬의 일(事)을 

내는 것이고， 셋째는 般若를 내는 것이고， 넷째는 진실한 지혜와 功德

을 아는 지혜(聞那)를 내는 것이고， 다섯째는 大悲心을 내는 것이 

다 39) 

佛性은 空이다. 그러나 여기서 볼 때 『佛性論』이 佛性을 설함은 

단순히空을 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수행을 유발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보자. 

佛性이 지난 空의 이치를 전달하는 것만이 佛性을 설하는 목적이 

라고 한다면 위 다섯 단계 가운데 세 번째인 ‘般若를 얻는 것’만을 

佛性을 설하는 이유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般

若눈 空의 이치를 설한다고 해서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중생이 般若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정 

적인 논법에 의해 설해지뜬 佛性과 같은 긍정적인 논법에 의해 설해 

지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표 불가능한 空의 이 

치활 假名 내지 부정의 논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을 때 이러한 中道

空의 의미를 바로 그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중생은 한정되어 있다. 

즉， 중생들은 부정의 어법으로 인하여 斷滅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空이라는 개념 자체에 얽매어 실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佛性의 역 

할판 바로 이 시점에서 생겨난다 

부정적인 논법으로 般若를 바로 설하는 대신 ‘佛性이 있다’라고 설 

한다면， 그리고 아직 般若에 이르지 못한 중생이 이 설법을 믿는다 

면，40) 이 중생은 자신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 수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般若에 이르지 못한 중생에게는 

39) 問日 佛何因緣 說於佛性 答日 짜l來寫除五種過失 生五功德故 說 -切꿨生뽕、有 

佛性 除五種過失者 →寫令累生離下갯心故 二寫離慢下品人故 三寫離虛훌執故 

四馬離排請員實法故 五뚫離我執故 ." (r緣起分J. 大iE31 ， 787上).

40) 般若에 이르지 못한 중생이 佛性이 있다는 섣법을 듣고 發心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지각과 이성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확산 

을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믿음이다 여래장사상이 믿음의 불교라는 것에 대해 
서는 水삼幸正 r如來藏또 {듭」， U 講座 · 大乘佛敎 6-如來藏思想、~ (平川影 · 握
山雄 · 高u倚直道(編l ， 東京: 春秋社， 1981; 示i함(澤)， ~如來藏思想ι ， 서울 경 

서원，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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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논법으로 空을 설하는 것보다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고 설하는 것이 發心을 위해서는 더 유효하다. 즉， 이 

들은 이 섣법으로 인하여 바로 般若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에 이르기 위한 수행을 시작하는 계기틀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佛

性이 었다는 섣법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얻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 

이지만， 한편으로 이 空의 진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중생에게 있어 

서는 이것에 이르기 위힌 노력을 결심하게 하고， 또 이 노력의 실천 

을 시작하게 만드는 動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애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일단 자신에게 

佛性이 있다는 것을 믿고 發心한 후에는 자신 외의 다뜬 중생， 나아 

가 모든 중생에게 佛性이 있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문제로 대두한다 

위 인용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만심이라고 하고 이를 해결해야 

般若에 이를 수 있다고 딴다. 얼핏보기에 자만심은 般若와 크게 연관 

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만심이， 佛性을 가지고 發心한 

자신과 그렇지 못한 타인과익 차별달 근거로 한다면， 모든 중생이 佛

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般若와는 서로 모순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佛性이 있다는 의띠를 바로 아는 것이며 般若를 이루는 길인 

것이다. 그런데 앞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 길은 실천 수행과 분랴되어 

있지 않다. 타인과 자신이 동일하게 佛|랜을 지넌다는 것에 대한 이해 

는 곧 타인에 대한 공경심을 낳는다. 즉， 發心한 자신의 佛性과 發心

하지 않은 타인의 佛性을 동등한 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의 해결 

과정에서 般若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모순점이 완 

전히 해결되어 중생과 부처의 동일성을 깨닫게 되면 타인에 대한 존 

중도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일단 般若에 이르면 이로 인하여 

그 다음 단계에서 얻어자는 功德智와 大悲心은 바로 도덕 수행으로 

연결된다. 功德智의 功德은 바보 般若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행이 

나 윤리，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大悲心도 타인을 대상으로 鉉悲

行을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佛性이 있다’는 설법은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空의 이 

치에 지나지 않지만， 空애 도달하는 구체적 파정인 실천 수행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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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보다 큰 효용성을 가지며 이런 의미에서 佛性 개념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행의 측면에서 본 범부와 보살의 차별과 동일 

『佛性論』은 佛性을 수행파 관련하여 설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수행에는 다섯 단계가 았다. 그리고 이 다섯 단계의 수행은 

般若를 기점으로 하여 반야 이전의 수행과 반야 이후의 수행， 즉 반 

야 이전의 범부와 반야 이후의 보살의 수행으로 다시 나뒤어진다. 다 

시 말하여 수행의 관점에서 수행에 단계가 있다는 것은 수행의 주체 

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필자는 앞서 중생과 부처의 동일성을 空의 입장에서 밝힌 

바 있다. 중생과 부처는 空의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 

다변 수행의 관점에서 생겨냐는 범부와 보살의 차별은 앞서 밝힌 중 

생과 부처의 동일성이라는 전제와 어떻게 양럽할 수 있는가? 여기서 

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般若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중생의 

차별성과 동일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 한다 앞서 논증한 중생과 부 

처의 차별과 동일이라는 분제가 중생과 부처라는 존재를 바탕으로 

진행펴었다는 점에서 공간적 실체성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장 

에서 다루어질 般若 이전의 범부와 般若 이루의 보살의 차별 또는 

동일성은 수행이라는 틀을 통해 논의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실체성을 

다룬 것이라 하겠다. 

般若 전과 후의 수행이 다르다는 것은 일단 이들 수행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다. 般若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는， 시간적으로 空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수행과 

空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필 

자는 앞에서 중생과 부처가 서로 다른 존재인가 하눈 문제를 다루었 

다. 그러나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는 것은 존재론적 차별성을 근거로 

하논 것이 아니고 번뇌를 보는 판점에 따라 결정되눈 것이므로 이들 

이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이 중생과 부처의 동일성이 

라는 문제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존재가 常을 근거로 하여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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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답이라면， 여기서 수행의 차별이라는 문제는 시간인 측면 

에서 수행이 斷을 근거로 하여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般若 이전과 이후의 수행윤 시간적으로 구별한다고 할 때에는 일 

단 四波羅密 등 수행의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l서는 

이와 같은 수행의 목적에 더 근접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차별을 

설정하는데， 般若 이전의 수행은 般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이므로 般若 이후의 수행에 1] 1 하여 더 열등하다고 보고， 般若 이후의 

수행은 般若라는 목적윤 달성하였으프로 般若 이전의 수행에 비하여 

더 발전한 단계라고 본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는 수행이 시간을 매개 

로 하여 목표에 근접해 간디고 본다. 發心은 하였지딴 般若에 아직 

이르지 못한 중생은 일정 기 간 수행을 하여 般若를 얻고， 이를 얻은 

후에는 다시 일정 기간 수행을 하여 궁극적 목적인 四波羅密을 얻는 

다. 시간에 의하여 수행의 존재론적 위상이 달라지고 수행의 겨l위에 

차별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처의 P꾀波羅密 

내지 열반을 언는 것을 최종 목적으뢰 하는 직선적 구도에서는， 수행 

을 포함하여 열반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열반에 이프기 위한 수단 

일 뿐이다， 즉， 열반은 다른 모든 것에 상위하는 가치 를 지닌 것으토

서 일단 열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버려진다. 

그러나 r佛性論』에 있어서의 수행은， 목적인 |젠波羅密이 바로 空달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四波짧密은 다른 갓에 상위하는 가치를 가지 

지 않는다. 四波羅密， 혹은 센、身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實體가 아 

니고 空의 이치이므로 세속괴 분리하여 따로 존재하눈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如如)가 바로 {~身이므로 목적이 곧 수단이다. 만약 u' {I켜3 

性論』이 法身， 또는 열반을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최종 꼭적으로 산 

았다면 이들 法身과 펄樂은 궁극적으로 언섣과 사고륜 넘어서는 것 

이므로 『佛性論』은 아마도 인설과 사고를 모두 부정한 상태에서 쉰j 

身， /里짧에 이르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제시했을 것이디. 

그러나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佛性論』은 부정의 논법이나 無즙이 아 

니라 佛性이라는 언어꽉 방법을 풍하여 空을 설한다. 즉 w佛性論』은 

pt궤양羅密이나 空을，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체적 존재로 간주하 

지 않는다. 즉 있는 그대로(如如)의 세속을 열반으로 보았으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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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시간을 전제로 하는 

직선적 수행은 반드시 고정된 실체를 목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佛

性論』은 설체로서의 목적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이를 수단과 다름없 

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시간의 구도를 벗어난 수행을 설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佛性論』의 수행을 因과 果로 섣하는 다음 설명을 살 

펴보자. 

뒤바뀐 사람을 對治하여， 이릅하여 如來를 설한다. 뒤바뀐 사람 

이란 二乘人이니， 如來가 常住함을 마땅히 닦고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데 [二乘人은] 뒤바뀌어 無常한 생각 등을 닦는다 ... 二乘의 

사람은 허망한 觀에 의거하여 無常 등의 모습을 휩如로 삼기 때문 

이다. 이 허망한 觀은 오직 因 가운데에만 았고 果地에는 없으 

니， 그랴므로 이 如는 혹은 성렵하고 혹은 파괴되어， 因 가운데 

생렵하고 果地에선 파괴된다. 보잘의 如는 허망을 떠났으니， 휠 

한어l 의거하여 흡을 홉하기 때문에 이런 如는 因果의 두 경우 

에서 다름이 없다. 그랴므로 생립할 뿐 파괴되지는 않는다. 그 

러므로 二乘의 사람의 如는 반E시 없어지는 것을 쫓아서 가기 

만 하고 오지는 않는다. 보살의 如는 因果가 항상 았으므로 가 

고 옴이 다르지 않다. 원언을 버리고 결과에 이프므로 如去라 

청하고， 결과를 따라서 쓰임을 내므로 如來라 한다 41) 

『佛性論』은 시간이 개입하는 二乘의 如와 시간의 범주를 떠난 보 

살의 如를 구분하고 있다. 因에서는 성립하고 果에서는 성립하지 않 

는 :乘의 如는， 원인을 버리고 결과애 이르므로 如去라고 한다. 이 

것은 결과인 열반을 얻으면 이에 대한 원인으포서의 수행은 모두 버 

리는 직선적 수행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선적 

수행이 원인을 버리고 결과만을 취하는 것은 결과를 원인보다 더 가 

41 ) 對顧倒人 說名如來 顧{펌j人者 謂二乘人 如來常住應修應行 而짧1倒修無常想等 

二乘之A 約虛훌觀無常等相以찌員如 此虛흉觀唯因中有 果地則無 是故JIt如

或成或壞 因中則成 果地則첼 홈@옳如者離於虛홀 約員性以觀質i밟 如此如於因果
며 l二處無異故 n흉成不壞 是故二乘人如좁其定滅去띠j不來 홈魔如者 因果{꾀有 去

來不꿇 햄因到果 故稱如Â 從果바用 故터如來 ( r辯相分」 無差別品， 大正~ll , 
~12 _I::.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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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떠‘ 이때 시간은 필수적으로 작용한 

다 왜냐하면 가치의 단계는 시간에 따른 수행을 근본으로 하여 성립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보살의 如논 因과 果의 경우에 있어서 

다름이 없으며 因果를 모두 버리지 않고 결과를 따라서 쓰임을 낸다 

고 한다. 이는 二乘의 경우 에서와 같이 범부에서 보살윤 거쳐 부처가 

된다는 직선적 · 시간적 구도가 아니라， 범부라는 因 안에 이미 果가 

내재해 있다는 것으로서 般才1 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평盤보 

다 하위의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l멀쩡용을 취했다고 해서 般若 이 

전의 수행을 버리는 것이 아념을 말한다. 

lV. 결 론 

佛性은 佛性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방식으로 인하여 실체로 오인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이전에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된 空의 또 다환 명칭일 뿐이고， 空과 동일하게 

緣起論적 세계관을 전채로 하고 있다기 따라서 佛性이라는 개념이 갖 

는 실체적인 인상 때문에 이를 곡해해서는 곤란하다. 佛性은 空괴- 뎌 I 

道의 또 다른 이름에 괄과한 것이다j'佛性論』은 이런 佛性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결정적 있음꾀 견해 

에 대해서는 없음을， 켈정적 없음의 견해에 대해서는 있음을 주장하 

고， 더 나아가 진라는 말로 한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한다， 이는 기 

존에 空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부정적 논법으로서 바로 佛性이 

空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佛샘이 이러한 캘을 전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佛性으로 

언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다 더 실질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 

다. 佛性이 있다는 발떤은， 佛性의 존재론적 상태의 규-명， 즉 佛性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보다는， 佛性이 의도하는 바， 다시 말하여 佛셈 

을 왜 설하였나에 대한 해답윤 기대하고 있다. 佛性을 언표함으로써 

목적하였던 바는， 아직 般若에 이르지 못한 중생으로 하여금 發心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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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佛性의 내용은 空이지만 이 空을 佛性

을 통하여 나타낼 때보다 많은 중생이 發心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發心 당시에는 佛性의 空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수행으로 인하여 般若에 이르게 되면 이 의미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 

즉， 佛性은 空의 이치를 바로 전달할 목적보다는 空을 깨달을 수 있 

는 발판을 볍부들을 위해서 마련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러한 과정에서 佛性은 空이기 때문에 수행의 성립이 가능함을 밝히 

고 있는데， 이는 환언하면 佛性이 실체가 아니라 空이기 때문에 도출 

되는f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空의 사상을 고찰해 보면 일정한 주체나 고정된 自我가 없어도 일 

상적 질서와 규범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정 

적인 실체나 틀을 떠나서도 세계 설명의 구도를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며， 이런 점에서 佛性 이론의 응용력은 앞으로도 효용성을 

지널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