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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은 천태지의의 삼인불성을 통해 그의 불성론을 살펴본 것이

다. 국불교도들은 불성론을 모든 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

론으로서 승불교의 가장 뛰어난 교의로 간주했다. 의 국불교학자

들은 종종 불성을 인도불교의 국화와 련해서 논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불성은 생과 부처가 공유하는 형이상학  실체로서 깨달음 자체이자 모

든 생의 최종 인 깨달음을 보장하는 월  실재이다. 이러한 불성은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불교의 연기(緣起)와 립한다. 
불성론은 인도불교로부터의 일탈이자 비불교라는 주장은 이 게 성립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천태지의의 삼인불성을 통해 불성의 의미

에 해 살펴보았다. 지의는 자신의 불교사상이 공사상에 근거한다고 주장

하는 한편, 불성을 승불교의 핵심  교의로 간주했다. 이는 지의가 불성

을 형이상학  실체로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상은 모든 존

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지의의 삼인불성을 통해 사상에 근거한 불성의 의미를 밝혔다.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생과 부처의 불이(不二)를 주장한

다는 것, 수행은 생 자신의 참된 모습을 통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생은 불교의 수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른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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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이 은 천태지의의 삼인불성을 심으로 그의 불성론을 살펴본 

것이다. 불성은 5세기   반열반경이 번역되면서 최 로 국에 

알려졌다. 이후, 국불교도들은 불성을 승불교의 주요 교의로서 

시하면서 그 의미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개했다.
의 국불교연구자들은 종종 국의 불성론을 인도불교의 국

화의 산물로, 그리하여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緣起), 무아(無我), 
공(空)과 양립할 수 없는 이론으로 평가한다.1) 이들에 따르면, 불성은 

생에게 본래부터 내재하는 청정한 마음[眞心]으로 모든 경험 상의 

존재근거이자 경험 상과 독립 으로 존재하는 형이상학  실체이다. 
국불교도들은 불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과연 국불교에서 불

성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로부터 일탈한 이론인가? 이는 무 

일면 이고, 단편 인 평가는 아닐까? 실제로 인도불교와 립하는 

국  불교를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선불교에 주목해서 국불교를 

평가하곤 했다.2)

1) 표 인 이로는 선종의 돈오를 경험 상을 월해 있는 본체로서의 마

음을 직 하는 신비 인 수행법으로 해석했던 D.T.Suzuki나 Paul Demieville

을 들 수 있다.(D.T.Suzuki, Mysticism: Christian and Buddhist, Greenwood 

Press, 1975./ Paul Demieville, “The Mirror of the Mind”, Sudden and 

Gradual, Peter N. Gregory ed.,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87,pp16-7.)

최근의 논의로는 마쯔모토 시로(松本史郞)와 하카마야 노리아키가 주도했

던 일본의 비 불교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불성은 형이상학  실체로서 

붓다의 연기와 모순이며, 모든 존재의 평등성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정의나 

정치참여에 등을 돌려 결국에는 일본불교 승려의 도덕  타락을 가져온 

비불교  이론이다. (연기와 공, 松本史郞 著, 慧謜譯, 서울, 운주사, 

1994. / Sharf, Robert H., ｢무정물의 불성에 하여｣, 한국선 국제학술

회논문집, 1998. 2-3쪽.)

2) 선불교 통 한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D.J. Kalupahana는 선종 내부에 

엄연히 나타나는 형이상학  실체를 인정하는 능가경계통과 이를 부정

하면서 분석  통에 서 있는  강경계통의 두 흐름을 지 하면서 기

존의 선종연구가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선종의 돈오사상을 하나의 원

리로서 설명함으로써 선종에 한 해석이 일면 으로 흐르는 것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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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불교의 모습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 거의 불가능할 만큼 다

양하다. 국불교도들은 서로 다른 교육  배경이나 종 에 따라 불

교의 정체성을 달리 설명했다. 국불교도들의 불성론 한 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을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 하에서 천태지의의 불성

론에 주목했다.
천태지의는 국의 표 인 종 불교인 천태종의 창시자이다. 

국인들은 특정한 경 에 의거해서 불교의 다양한 경 과 논서들을 교

함으로써 화엄종, 선종과 같은 종 불교를 탄생시켰다. 주지하다시

피 교 은 국인들이 인도로부터 래된 다양한 불교이론들을 하나

의 통합된 체계 속에서 이해하기 한 방법론으로서, 국불교의 특

징을 표한다. 
천태지의의 교 은 국불교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체계 이며 포

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불교에 한 기존의 국불교도들의 

이해를 비 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천태종을 확립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두고 의 국불교학자들은 국불교의 분수령으로 평가했

다. 이는 지의의 불교사상이 단순히 인도불교를 수입하고 번역하던 

차원이 아니라 주체 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에 까지 이르 다는 것

을 말해 다. 
지의는 불성을 승불교의 주요 교의로서 간주했다. 이는 그가 모

든 존재의 참된 모습[제법실상(諸法實相)]을 도불성(中道佛性)으로 

정의했던 것에서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는 국에 래된 다양한 불

교경 과 서로 충돌하는 이론들을 교 하는 과정에서, 불성에 한 

주장의 유무에 기 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체계화했다.3) 이는 지의가 그의 사상에서 불성을 

문제를 제기했다. D.J. 칼루 하나, 불교철학사, 김종욱 옮김, 시공사, 

서울, 1996, 366-378쪽.

3) 이에 해 담연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산가교문에서 밝히는 

도에는 오직 두 가지의 의미뿐이다. 하나는 단멸과 상주를 떠난 것으로 

앞의 이교(장교, 통교)가 속한다. 둘은 불성으로 뒤의 이교(별교, 원교)가 

속한다. 불성에 해서도 별교와 원교는 권과 실로 다르다. 다시 말해 즉

(卽)과 리(離)가 있다.” (止觀輔行傳弘決(T.46. 151.c), “自山家敎門所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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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 이론으로 시했다는 것을 말해 다. 

지의는 용수의 공사상을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의 수행론이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4) 용수는 승

불교의 이론  토 인 공사상을 주장한 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존

재는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원불변의 실체가 없는 공이

다. 공은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에[緣起] 자성이 

없다[無我]라고 주장했던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와 동의어이다.  
앞에서 지 했듯이 국불교에서 불성은 종종 원불변의 실체로서 

간주된다. 지의는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하면서도, 불성을 승불교의 

주요 교의로서 평가하고 그의 사상체계에서 극 으로 논의했다. 지

의는 용수의 공사상과 불성을 서로 모순 인 이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용수의 공사상을 오해했기 때문에 불성을 그의 사

상체계에 수용했던 것일까?5) 
국불교사상사에서 용수의 공사상의 자로서 평가되는 불교사상

은 길장의 삼론종이다. 의 천태학자들은 지의의 불교사상을 삼론

종만큼이나 용수의 공사상을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평가했다.6) 이는 

中道.唯有二義. 一離斷常屬前二敎. 二 佛性屬後二敎. 於佛性中敎分權實.故

有卽離.”)

4) “지자 사는 觀心論에서 ‘용수 사에게 귀의한다’고 했다. 용수가 고조

(그의 사상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摩訶止觀(T.46.1.b.) “智 觀心論云 

歸命龍樹師 驗知龍樹是高祖師也.”

5)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용수가 二諦만 설명했고, 三諦에 해서는 설

명하지 않았다는 을 지 하면서 지의의 삼제론을 용수의 의도에 한 

오해 혹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한 것이라고 비 했다. 나아가 용수의 

도는 공과 같은 의미인데 반해 지의는 도를 공을 부정한 뒤에 성립

하는 진리로 주장했기 때문에 지의의 사상은 용수의 공사상으로부터 일

탈했다고 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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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壽記念, 東京, 1964, 141쪽). 이에 해 Paul 

Swanson은 먼  지의의 삼제론이 성립한 국불교의 역사를 언 한 뒤, 

지의가 용수의 공, 가, 을 卽空卽假卽中으로 이해함으로써 용수의 공사

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Paul L. Swanson,  Foundations of 

T’ien-T’ai Philosophy, Asian Humanities Press, Berkeley, 1989, p.2.)

6) 야나기다 세이잔은 천태사상을 인도 승불교의 공의 철학과 그 실천의 

토 인 계승으로 평가했다.(柳田聖山ㆍ梅原猛, 無の探究〈中國禪〉, 角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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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가 불성을 모든 경험 상의 존재근거로서 형이상학  실체로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수의 공사상은 형이상학  실체

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지의가 이해한 불성은 어떤 의미일까?
지의의 불성론은 삼인불성이 표 이다. 삼인불성은 지의가 열반

경의 불성론에 근거해서 그 의미를 분석한 세 가지 범주로서, 정인불

성(正因, direct cause), 요인불성(了因, complete cause), 연인불성(緣因, 
auxiliary cause)을 가리킨다.

본고는 지의의 삼인불성을 통해 사상에 근거한 불성의 의미를 

밝히겠다. 이를 해 먼  정 사 혜원(523-592)의 불성론을 살펴보

겠다. 혜원은 지의와 동시 의 인물로 구유식학 를 표하는 불교사

상가이다. 지의는 혜원이 형이상학  사유에 근거해서 불교를 이해했

다고 비 했다. 혜원의 불성론을 통해, 국불교에서 불성을 원불변

의 실체로서 이해했던 한 를 이해하고, 나아가 불성론에 한 지의

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삼인불성을 심으로 지의의 불성론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지의는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불성을 부처와 생의 불이

(不二)로 주장하고, 나아가 수행의 당 성 한 공에 근거해서 확보했

다는 것을 밝히겠다.

Ⅱ. 열반경에 대한 지의의 태도 

지의의 불성론은 열반경에 따른다. 그는 천태종의 창시자이다. 
주지하다시피 천태종은 승불교의 다양한 경  가운데 법화경을 

소의경 으로 했다. 지의는 법화경을 완 한 가르침으로 평가한 반

면, 열반경은 상 으로 부족한 가르침이라고 보았다. 법화경에는 

불성이란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기존의 천

태불교학자들은 지의의 불교사상을 연구할 때 상 으로 불성론에 

書店, 東京, 1997, 1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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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의는 그가 활약하던 隋代의 여러 국불교도들과 같이 열

반경의 불성을 붓다의 최고의 가르침으로 보았다. 나아가 법화경에
도 불성사상이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지의는 법화경과 열반

경에 공통 으로 나타나는 사상에 주목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했다. 
표 인 가 불성을 일승(一乘), 도(中道)와 동의어로서 주장하는 

것이다. 지의는 열반경을 인용함으로써 이를 논증했다.

열반경 25권에서 말했다. “구경필경이란 모든 생이 얻는 일승

이다. 일승이란 불성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로 나는 모든 생에게 불

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든 생에게 일승이 있다는 [것과 같

다]. 지 의 경 [법화경]은 일승의 가르침이며 [이 에서] 열반경
과 오묘하게 만난다.7)

일승은 표 인 승불교 경 인 법화경의 핵심 인 주제이다. 
기 승불교는 자기 이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해 기존의 상좌부

불교를 소승불교로 폄하했다. 나아가 이들의 가르침을 성문승, 연각승

이라 하여 궁극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 임시  가르침으로 평가했

다. 법화경은 기 승불교가 소승불교에 해 승불교의 우월성

을 배타 으로 주장했던 것을 비 하고, 모든 생들의 보편 인 깨

달음을 강조했다. 법화경의 일승사상은 이 게 성립했다. 
법화경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과 같이 다양한 수 [붓다의 가

르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살승이라는 하나의 수 [一乘]만
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모든 생은 능력에 상 없이 보살승

이라는 하나의 수 에 타고 있으며 궁극 으로는 깨달음이라는 하나

의 목 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법화경의 일승은 모든 

생의 보편  깨달음을 확인하는 이론이다. 
열반경의 불성 한 모든 생의 보편  깨달음을 주장하는 이

7) 法華玄義 (T.33. 803.a.), “又涅槃二十五云. 究竟畢竟 , 一 衆生所得一

乘. 一乘 名爲佛性. 以是義故我說一 衆生悉有佛性. 一 衆生悉有一乘故.  

今經是一乘之敎 涅槃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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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다. 열반경의 불성론은 일체 생실유불성(一 衆生悉有佛性)이 

표 이다. 불성(buddha-dhātu)은 붓다의 본성(Buddha-nature)으로서 

깨달음 자체를 의미한다. 열반경에 따르면, 모든 생은 이러한 불

성을 본래 으로 자기의 본성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 
지의는 법화경에 불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지만, 법화경

의 일승과 열반경의 불성이 모든 생의 보편  깨달음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는 에서 이 둘은 하나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지의뿐

만 아니라 그가 활약하던 隋代의 국불교도들에게 공통 으로 해당

되는 것이었다.8) 

Ⅲ. ‘깨달음의 보편성’의 근거로서 불성

1. 혜원의 불성론

지의에 따르면 불성은 생의 보편  깨달음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깨달음은 불교의 최고선이다. 깨달음은 진리를 통찰함으로

써 이를 수 있다. 진리의 통찰은 지혜[明]에 의해 가능하다. 생은 

무명(無明)의 존재이다. 생은 무명으로 인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마

음은 번뇌에 사로잡힌다. 불교는 생이 무명과 번뇌에 싸여 있지만, 
수행을 통해 무명을 끊고 지혜를 얻어 진리를 통찰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행만 하면 모든 생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수행은 엄청

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여기에는 탁월한 능

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들이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거나,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수행을 하

8) 村上俊, ｢佛性の 問題- 悟と關聯して｣, 禪文化硏究所紀要21号, 禪文化硏

究所, 1995,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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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먼  붓다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믿

지 않는 자들은 수행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 
생 사이에서 보이는 능력의 차이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생

과 부처는 근본 으로 다르다. 생은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존재인데 

반해 부처는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존재이다. 생과 부처는 각각 

어리석음[無明]과 지혜[明]로서 다르다. 생은 부처와 자기 사이의 

단 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열반경의 불성은 이러한 질문에 한 답이다. 불성은 부처의 

본성으로서 깨달음이다. 열반경은 이러한 불성이 생들의 본래

인 본성으로서 생에게 내재한다고 주장했다. 생과 부처의 본성은 

같다. 생은 상 으로 무명과 번뇌에 싸여 생사윤회를 반복한다는 

에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부처와 다르지만, 그 본성에서는 부처

와 같이 깨달은 자[覺 ]이다. 열반경의 불성은 생과 부처가 본성

에서 같다는 것에 근거해서 생의 보편  깨달음의 가능성을 주장했

던 것이다.
국불교사상사에서 불성의 의미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생과 부처가 공유하는 본성이 어떤 의미인가에 있

다. 지의는 본성으로서의 불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의의 설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혜원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불성에 한 

지의의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혜원은 지의와 동시 의 인물로, 그 한 불성을 일승과 같은 의미

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불성을 모든 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정당

화하는 이론으로서 높이 평가했다. 혜원은 불성을 체(體)의 의미와 

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두 번째로 [불성의] 성은 체의 의미를 갖는다. 체는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불인 자체를 불성이라고 한다. 진심식을 말한다. 둘은 

불과 자체를 불성이라고 한다. 법신을 말한다. 셋은 불인불과에 공통

하는 동일한 각성을 불성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보리의 원인과 보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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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하나의 보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이 성은 

원인과 결과[에 걸쳐] 다르지 않다고 알아야 한다. 원인과 결과는 다

르지만 성 자체는 [인과에 걸쳐] 다르지 않다.9)

먼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佛因]을 의미한다.10) 불성은 

생의 본성으로 내재하면서 미래에 생의 깨달음을 보장하기 때문

이다. 혜원에 따르면, 생의 본성[불성]은 진심식이다. 둘째, 불성은 

깨달음으로 결과[佛果]이다. 부처는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을 그 본성

으로 하기 때문이다. 불과로서의 불성은 법신이다. 법신은 원불변의 

진리로서 부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부처는 진리를 통찰함으로써 깨

달음에 이르 다. 셋째, 불성은 깨달음 자체[覺性]로서 이는 인과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 혜원에 따르면, 각성으로서의 불성은 마치 씨앗

으로서의 보리가 알곡으로서의 보리와 원인과 결과로서 다르지만 보

리의 본성은 인과에 걸쳐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상에서 불성은 진심식이자 원불변의 법신이며 원인과 결과로 

변화하는 상에 내재하는 불변의 동일자이다. 혜원이 불성을 변화하

는 경험 상에 내재하는 불변의 동일자로 이해했다는 것은 진심식에 

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실종이란 승 에서 가장 심오하다. 모든 경험 상은 망상 때

문에 있다고 한다. 망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심]에 의존

해서 일어난다. 진심이란 여래장의 본성을 말한다. …이 참된 본성을 

조건으로 하여 생사와 열반이 일어난다. 진심은 생사 열반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 [ 실종]은 참된 본성을 밝히기 때문

에 진종이라고 한다.11) 

9) 승의장(T. 44. 472. a.) “ 二體義名性 說體有四. 一佛因自體 名爲佛性. 

眞識心. 二佛果自體, 名爲佛性. 所 法身. 第三通就佛因佛果 同一覺性 

名爲佛性. 其猶世間麥因麥果同一麥性. 如是一 當知 是性不異因果. 因果恒

別 性體不殊. … ”

10) 불성(buddha-dh tu)의 dh tu는 hetu[因]를 의미한다. (高崎直道, ｢如來藏

思想の 歷史と文獻｣, 講座ㆍ大乘佛敎 6-如來藏思想, 平川彰ㆍ梶山雄一

ㆍ高崎直道 編, 春秋社, 東京, 1982, 20쪽.)

11) 大乘義章(T.44. 483.a), “顯實宗  大乘中深 宜說諸法妄想故有 妄想無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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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란 번뇌로 물든 삶[染汚法]으로서 윤회를 반복하는 생의 삶

이다. 열반이란 윤회를 벗어난 부처의 삶[淸淨法]으로 생은 수행을 

통해 이를 증득한다. 불교는 생의 번뇌가 상에 한 잘못된 분별

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로서 상에 한 분별이 잘못되었다

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이룬다고 했다. 즉 생사와 열반은 모

두 마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마음 한 연기  상으로 설명함으

로써 마음을 생사와 열반을 만들어 내는 형이상학  주체로서 주장하

지는 않았다. 
혜원은 이 마음에서 생사와 열반을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 보다 근

원 인 진심을 세운다. 마음이 상 으로 생사나 열반으로 변화하더

라도 마음의 본체인 진심은 이러한 기 로서 불변이다. 혜원은 진심

의 참됨을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에서 주장했다. 이 진심은 

생의 깨달음의 근거[佛因]이자 부처의 깨달음[佛果] 자체이다. 
혜원에 따르면, 불성은 생과 부처가 공유하는 형이상학  실체로

서 깨달음 자체이자 모든 생의 최종 인 깨달음을 보장하는 월  

실재이다.12) 지의는 진심에 한 혜원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비 했다.

답한다. 지론사들은 일체의 해탈과 미혹, 참과 미망은 법성에 의지

[갖추어져 있다]한다고 말한다. 법성은 진망을 유지하고 진망은 법성

에 의해 있다. 섭 승자는 말한다. 법성은 미혹에 더럽 지지 않고 진

실에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때문에 법성이 유지하고 법성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자는 알라야식이다. 사라짐이 없는 무명이 일체

의 종자를 갖추고 있다. 만약 지론종의 사람에 따르면 마음이 일체법

을 갖추고 있다. 만약 섭론종의 사람에 따르면 조건이 일체법을 갖추

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하나의 극단 인 측면에만 근거하고 있다.13)

起必託眞. 眞  所爲如來藏性. …. 此之眞性 緣起集成生死涅槃. 眞所集故 

無不眞實 辨此實性 故曰眞宗.”

12) Ming-Wood Liu, “The Yog c r  and M dhyamika interpretation of the 

Buddha-nature concept in Chinese Buddhism”, Philosophy East and 

West, 35-2,(1985,4) University of Hawaii Press. p.172.

13) 摩訶止觀(T.46.54.a-b), “答地人云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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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依持 阿

黎耶是也. 無沒無明盛持一 種子. 若從地師則心具一 法. 若從攝師則緣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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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론사는 표 으로 혜원을 가리킨다. 법성은 참과 거짓이 

의지하는 진심이다. 지론종은 세친의 십지경론으로 표되는 유식

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했던 국의 종 불교이다. 유식사상은 모든 경

험 상의 발생을 아리야식으로 환원해서 설명했다. 지론종은 처음부

터 유식사상을 여래장사상[불성]과 히 련해서 이해했다. 그 결

과 이들은 유식사상이 주장했던 아리야식을 모든 경험 상의 존재근

거로서 경험 상과 독립 으로 존재하는 원불변의 청정심[진심]으
로 주장했다.14) 

이에 해 지의는 유식사상이 용수의 공사상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한 방편 인 이론임을 모르고, 마음을 모든 경험 상의 존재근거로

서 형이상학  실체로서 오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 했다.15) 혜원

의 불성론에 한 지의의 비 은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했다. 이는 지

의가 불성을 형이상학  실체로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다. 
그 다면, 지의는 불성, 다시 말해 생과 부처가 공유하는 하나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2. 지의의 불성론

1) 불성은 생과 부처의 불이(不二)를 의미한다.  
불성은 생과 부처의 계에 한 이론이다. 불성은 생과 부처

가 하나의 본성을 공유함을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시모다(下
田)는 일반 으로 불성을 발생론 인 에서 모든 경험 상의 존재

근거로서 이해하는 것에 해, 열반경의 서술구조를 분석한 뒤 불

성은 상주불변으로 화된 법신(法身)이 번뇌의 생과 단 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이 원불변의 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으로써 생과 법신의 만남을 주장하는, 다시 말해 생과 부처의 

계에 한 이론임을 밝혔다.16) 

一 法. 此兩師各據一邊.”

14) 高崎直道, ｢如來藏とア-ラヤ識｣, 講座ㆍ大乘佛敎 6-如來藏思想, 平川彰

ㆍ梶山雄一ㆍ高崎直道 編, 春秋社, 東京, 1982, 152-183쪽.

15) 安藤俊雄, 天台性具思想論, 法藏館, 京都, 1973,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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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은 부처와 생 사이의 단 을 부처와 생이 공유하는 하나

의 본성을 통해 회복하는 이론이다. 혜원은 불성을 상의 기 로 설

명함으로써 둘 사이의 단 을 극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성은 원

불변의 실체를 부정했던 붓다의 연기나 용수의 공사상과 립한다. 
혜원에 한 지의의 비  한 이 지 에 있다. 지의는 부처와 생

이 공유하는 하나의 본성[불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삼법의 묘함이란 묘 가 머무르는 세계이다. 세 가지 법이란 세 가

지 궤로서, 궤란 모범이다. 환언하면 세 가지 법은 [실상을 설명하는]
모범이 된다. 먼  총 으로 삼궤를 설명하면 一, 진성궤, 二, 조

궤, 三, 자성궤이다. 이름은 세 가지이지만 하나의 승법일 뿐이다. 
법화경은 말했다. ‘모든 곳에서 구해도 다른 가르침은 없고 오직 하

나의 불승뿐이다.’ 일불승이 세 가지 법을 갖춘다.  [각각] 제일의제, 
제일의공, 여래장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고정된 셋이 아니고, 세 

가지이지만 하나에 해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고정된 일이 아니고 

하나이지만 세 가지로 설명한다. …  반열반경은 말했다. ‘불성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면서 하나가 아닌 것도 아니

다.’ …17)

묘 란 수행을 통해 이르는 최고의 지 이다. 묘 가 머무는 세계란 

깨달음의 세계, 곧 부처의 세계이다. 이는  일승이고 불성이다. 삼궤

란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범주로, 삼궤는 불성을 가리킨다.

법성의 실상이 정인불성, 반야의 조가 요인불성, [반야바라 을 

제외한] 다섯 바라 의 공덕으로 반야가 작용하게 돕는 것을 연인불성

이라고 한다.18) 

16) 下田正弘, ｢大乘涅槃經の思想構造 - 一闡提の問題について-｣, 佛敎學硏究
27號 ,1989, 81쪽.

17) 법화 의, (T.33. 741.b) “三法妙  斯乃妙位所住之法也 三法 卽三軌

也 軌名軌範 還是三法可軌範已 … 一總明三軌  一眞性軌 二觀照軌 三資

成軌 名雖有三秖是一大乘法也. 經曰十方諦救更無餘乘 唯一佛乘. 一佛乘卽

具三法. 亦名第一義諦, 亦名第一義空, 亦名如來藏. 此三不定三, 三而論一, 

一不定一, 一而論三. … 大經云 佛性  亦一非一 非一非非一. …”

18) 상동, (T.33.802a), 法性實相卽是正因佛性 般若觀照卽是了因佛性, 五度功德



천태지의의 불성론 15
법성은 진리이다. 법성실상은 진리의 참된 모습이다. 반야는 지혜

로서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 바라 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으로 이는 진리를 통찰하는 반야의 작용을 증장하는 

능력이다. 이는 곧 진성궤, 조궤, 자성궤의 삼법이다. 지의는 이를 

각각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의 삼인불성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법성실상, 반야 조, 오도공덕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삼인불성의 의

미를 밝히겠다.

네 번째로 원교의 삼법에 해 설명하겠다. 진성궤는 일승의 본체

이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고 고침이 없기 때문에 성이

라고 한다. 곧 정인불성의 원불변이다. 모든 부처는 이 진리를 말함

으로써 [ 생의] 스승이 되었다. 모든 생은 일승이다. 생이 곧 열

반의 모습이니 결코 다시 소멸하지 않는다. 열반이 곧 생사이니 소멸

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품반야경은 말했다. ‘이 수 는 움직

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 이는 이 일승을 말한 것이다. 조궤란 

진성이 고요하지만 항상 비춤을 지 한 것으로 곧 조란 제일의공이

다. 자성궤란 진성법계를 지 한 것으로 수많은 제행을 갖춘다. 곧 여

래장이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하지도 각각 다른 것도 아니다.19)

진성궤는 일승의 본체이다. 진성궤는 깨달음의 한 모습으로 부처의 

본성[불성]이다.20) 모든 생은 일승을 갖는다. 일승의 본체는 진성궤

이다. 그러므로 생은 진성궤를 갖는다. 지의는 생이 갖고 있는 

진성궤를 정인불성이라고 했다. 정인불성은 생이 본래 으로 갖고 

있는 부처의 본성을 의미한다. 지의의 정인불성은 생과 부처가 공

유하는 본성을 가리킨다.
진성궤로서의 정인불성은 진실이며, 원불변이다. 혜원 한 불성

資發般若卽是緣因佛性.

19) 상동, (T.33.742b-c) “ 四明圓敎三法  以眞性軌爲乘體 不僞名眞不改名性

卽正因常住 諸佛所師 此法也. 一 衆生亦悉一乘 衆生卽涅槃相. 不可復滅. 

涅槃卽生死無滅不生 故大品云 是乘不動不出 卽此乘也. 觀照 秖點眞性寂

而常照 便是觀照 卽是第一義空. 資成 秖點眞性法界, 含藏諸行無量衆具, 

卽如來藏. 三法不一異.”

20) 주17)참조 진성궤는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범주 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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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불변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불성은 변화하는 상의 

기 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에 해 불변이다. 지의는 정인불성의 

원불변을 혜원과 다르게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인불성이 소멸하

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면서 원불변한 것은 생이 곧 열반[衆
生卽涅槃相]이기 때문이다.

생이 곧 부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이 생사 윤회하는 

존재라면 열반은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난 부처의 세계이다. 지의는 

생과 열반의 이러한 차이를 부정하고, 생이 곧 부처[相卽]라고 설

명했다. 혜원은 진심에 근거해서 이들의 같음을 주장했지만, 지의는 

이를 용수의 공사상과 립한다고 비 했다. 지의는 생이 곧 부처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의 마음과 십여시를 통해 삼궤를 설명하겠다. 지  생의 일

념이 십법계를 모두 갖춘다는 것은 [ 상 인] 하나하나의 마음에 모

두 번뇌의 성질과 모습, 악업의 성질과 모습, 괴로움의 성질과 모습이 

있다는 의미이다. 무명과 번뇌의 성질과 모습이 있다면 이는 곧 지혜

와 조의 성질과 모습이다. 밝음에 미혹함으로써 무명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무명을 이해하면 이것이 곧 밝음이다.  열반경은 무명이 

굴러 변하여 밝음이 된다고 했다. 유마경은 무명이 곧 밝음이고, 무
명을 떠나서 밝음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어름이 곧 물이

고 물이 곧 어름인 것과 같다. 범부의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상

인 마음이 십법계를 갖춘다. [이 마음이] 악업의 성질과 모습을 갖지

만, 악의 성질과 모습이 곧 선의 성질과 모습이다. 악에 근거해서 선

이 있고 악을 떠나면 선도 없다. 모든 악을 뒤집으면 곧 선을 이룬다. 
나무에 불의 성질이 있으나 아직 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불의 성질

이 있어도 태우지 않는다. 조건을 만나 일이 이루어지면 악을 태울 수 

있다. 나무에 불의 성질이 있고 불이 나면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

다. 악에는 선이 있고 선이 이루어지면 돌이켜 악을 부수기 때문에 악

의 성질과 모습이 곧 선의 성질과 모습이다. 범부의 마음에는 십계의 

식 명색 등 괴로움의 성질과 모습이 있다. 이 괴로움에 미혹되면[괴로

움을 오해하면] 생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법신에 미혹됨으로써 곧 

괴로움이 성립한다. 괴로움을 떠나 법신이 있지 않다. 남쪽에 미혹됨

으로써 북쪽이 성립하듯이 따로 남쪽이 있지 않다. 생사를 깨달으면 

곧 법신이다. 괴로움의 성질과 모습이 곧 법신의 성질과 모습이라고 

한다. 개 마음이 있으면 모두 삼도의 성질과 모습이 있으니 이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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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의 성질과 모습이다. 그래서 유마경은 번뇌의 짝이 여래의 종자라

고 했는데, 이를 말한다.21)

생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다. 삼도란 번뇌, 악업, 괴로움으로 생

의 세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이에 반해 조, 선업, 법신은 

조궤, 자성궤, 진성궤의 삼궤로서 부처의 세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일념심은 감각기 과 감각 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의 한 순간 한 순간 변화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모두 생의 

마음이므로 번뇌, 악업, 괴로움의 삼도의 모습과 성질을 갖춘다. 
지의에 따르면, 번뇌, 악업, 괴로움의 삼도가 곧 조, 선업, 법신이

다. 무명 번뇌는 지혜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

업을 떠나 선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괴로움은 법신과 독립

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무명 번뇌 때문에 

지혜가 있고, 악업 때문에 선업이 있고 괴로움 때문에 법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명 번뇌와 지혜, 악업과 선업, 괴로움과 법신이 상호

의존 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의존성이란 곧 붓다의 연기이

고, 용수의 공이다.  
용수는 모든 존재들이 조건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 인 실

체가 없이 공하다고 했다. 공사상에 따르면, 모든 존재들은 밝음과 

어두움과 같이 이원 으로 분별할 수 있는 고정된 모습을 갖지 않는

다. 다시 말해 번뇌와 지혜, 악업과 선업, 괴로움과 법신 나아가 생

21) 상동 (T.33. 743.c-744.a), 直就一界十如 論於三軌. 今但明凡心一念卽皆具

十法界, 一一界悉有煩惱性相惡業性相苦道性相.若有無明煩惱性相卽是智慧觀

照性相. 何 ? 以迷明故起無明. 若解無明卽是於明. 大經云無明轉卽變爲明. 

淨名云 無明卽是明. 當知不離無明而有於明. 如氷是水 如水是氷. 又凡夫心

一念卽具十界 悉有惡業性相 秖惡性相卽善性相. 由惡有善, 離惡無善. 飜於

諸惡卽善資成. 如竹中有火性未卽是火事, 故有而不燒. 遇緣事成卽能燒物. 惡

卽善性未卽是事. 遇緣成事卽能飜惡. 如竹有火 火出還燒竹. 惡中有善 善成

還破惡故卽惡性相是善性相也.凡夫一念皆有十界識名色等, 苦道性相. 迷此苦

道生死浩然 此是迷法身爲苦道. 不離苦道別有法身 如迷南爲北無別南也 若

悟生死卽是法身故云苦道性相卽是法身性相也. 夫有心  皆有三道性相卽是

三軌性相. 故淨名云煩惱之儔爲如來種. 此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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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처는 서로 의존 계에 있는 존재로서 실체가 없는 공이다. 
생과 부처는 ‘공’으로서 그 본성이 같다. 생이 곧 부처라는 지의의 

주장은 이 게 성립했다. 
생과 부처가 공유하는 본성은 정인불성이다. 정인불성은 공이다. 

즉 생과 부처는 실체가 없는 공으로서 상즉, 서로 다르지 않다[不
二]. 불이란 부처를 생에 해 독립 인 실체로 세우는 것을 부정

하는 의미로,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한다. 

2) 불성은 모든 생의 수행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정인불성은 공에 근거해서 생과 부처의 단 을 부정하고 생과 

부처의 만남[不二]을 주장한다. 이러한 만남은 생들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에 한 믿음을  수도 있지만 수행의 무의미성으로 나갈 수 

있는 험이 있다. 
그러나 용수의 불이론은 생의 삶 자체에서 떠나 열반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수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용수가 생과 열반의 불이를 주장했던 것은 열반을 월 인 

세계로 이해하는 생의 잘못된 견해를 지 함으로써 올바른 수행

을 확립하기 한 이론이었다.22) 용수의 불이론이 수행을 제하듯

이, 지의 한 불성이 실천  의미를 함의한다고 보았다. 이는 불성

을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의 삼인불성으로 설명하는 곳에서 알 

수 있다. 

생은 정인만 있고 연인은 없다. 지  경 을 듣고 믿고 이해하면 

연인과 정인이 다 갖추어진다. 불지견을 열어 불성을 알고 불법을 보

고 불성을 본다.23)

22) Ruben L. F. Habito, “The Logic of Nonduality and Absolute Affirmation 

/Deconstructing Tendai Hongaku Writings”,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2/1-2, 1995, p.88.

23) 法華文句(T.34.97.a), 然衆生但正無緣 今聞經信解緣正具足 開佛知見知佛

性 見佛法見佛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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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은 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인불성은 법성실상으로서 

공이다. 공은 모든 경험 상의 참된 모습으로서, 상이 있으면 거기

에 공이 있다. 생이 있으면 그 생에게는 정인불성이 내재한다. 그

러나 생은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통

해서 자기에 근거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를 부정하고 다른 곳에서 부처를 추구한다. 그러나 공의 진리를 듣게 

되면 올바른 수행의 길로 들어 갈 수 있다. 연인불성의 성립이다. 여

기서 연인불성은 요인불성을 포함한다.24)

모든 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은 정인불성 뿐만 아니라 연인불성, 
요인불성도 요구한다. 진리로서의 정인불성은 깨달음의 직  원인

[direct cause]이다. 깨달음은 진리를 통찰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

다. 지혜로서의 요인불성은 깨달음을 완성시키는 원인[complete cause]
이다. 진리의 통찰은 지혜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인불성은 

지혜를 증장시키는 그리하여 깨달음의 완성을 도우는 보조  원인

[auxiliary cause]이다. 지혜는 계율의 엄수와 선정을 통한 고요한 마

음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25)

앞에서 지의는 연인불성을 경 공부를 계기로 성립하는 실천으로

서, 그리하여 깨달음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여기서 수행의 계기는 외

부로부터 온다. 지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을 

원불변의 진리에 근거해서 주장으로써, 수행의 계기를 정인불성과 같

이 생 자신에게서 확립했다. 

24) 세존이시여! 부처의 설명에 따르면, 두 가지의 원인 즉 정인과 연인이 있

다. 생의 불성은 어떤 원인인가? 선남자여, 생의 불성 한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정인이고 다른 하나는 연인이다. 정인

이란 생을 말하고 연인은 육바라 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연인이란 

곧 요인이다. 세존은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어두운 가운데 먼  상이 

있고 그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등불로 비춘다. 원래 아무 것도 없다면 

등불은 무엇을 비추겠는가?(열반경(T.12. 775.b.-6.b.), 世 ! 如佛所說 

有二種因 正因緣因. 衆生佛性爲是何因? 善男子. 衆生佛性亦二種因. 一 正

因, 二 緣因. 正因  諸衆生, 緣因  六波羅蜜. …又云 緣因 卽是了

因. 世  譬如暗中先有諸物 爲欲見故以燈照了. 若本無  燈何所照?)

25) Paul L. Swanson(1989),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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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궤란 진성이 고요하지만 항상 비춤을 지 한 것으로 곧 조란 

제일의공이다. 자성궤란 진성법계를 지 한 것으로 수많은 제행을 갖춘

다. 곧 여래장이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하지도 각각 다른 것도 아니다.26)

조궤란 요인불성이다. 요인불성은 진리를 조하는 지혜이다. 이 

지혜는 진리에 근거해서 성립한다. 다시 말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

리를 조하는 지혜가 성립한다.27) 나아가 지혜가 조하기 때문에 

진리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정인불성은 요인불성이 작용하게 하며 

작용한 요인불성은 연인불성을 이끈다. 연인불성은 수행이 진 됨에 

따라 정인불성을 더욱 더 분명히 드러나게[見佛性] 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이 무한히 지속되면서 삼인불성은 서로 연기  계 속에서 일체

화의 길을 걷는 것이다.28) 
삼인불성은 생에게 내재하는 정인불성을 요인불성과 연인불성이 

작용하는 계기로 설명한다. 이는 정인불성을 생의 수행을 이끄는 

능동 인 작용력을 갖는 주체로서 볼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NG 
Yu-Kwan이 그 이다. NG은 지의의 불성론을 용수의 공사상으로부

터 일탈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용수의 공사상에서 공은 제법의 

실상으로 소극 이고, 정 이며, 상주론과 단멸론의 양극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반면, 지의의 불성은 극 이고 역동 이며 내재

인 마음의 본성을 가리킨다. 그는 지의의 불성론을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하기보다 국의 통 인 사유체계인 체용론에 근거한 실체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29)  
그러나 지의는 불성을 객 에 상 하는 주 으로서, 나아가 생을 

수행으로 이끄는 주 의 능동 인 작용력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의

26) 주19)참조

27) 열반경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조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등불의 비

유를 통해 설명했다. 주24)참조. 

28) 久下陞, ｢天台智顗の三因佛性の構造とその現代的課題｣, 天台大師硏究, 天
台學 , 東京, 1997, 131쪽.

29) NG Yu-Kwan, T’ien -t’ai Buddhism and Early M dhyamik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93. pp.2-3.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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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리로서의 정인불성과 지혜로서의 요인불성을 서로 의존하는 존

재로서 실체가 없는 공으로 이해했다. 진리를 통찰해서 깨달음에 이

르는 불교의 수행과 련해서 보면, 진리는 조의 상[境, 所]이고, 
지혜는 조하는 주 [智, 能]이다. 용수에 따르면, 주 으로서의 지혜

와 객 으로서의 진리는 상호의존 이다. 다시 말해 진리 이 에 지

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 이 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의

는 진성궤와 조궤의 이러한 계를 가리켜 실체가 없는 제일의공이

라고 했다. 
지의는 불성을 원인[佛因]과 결과[佛果], 주 [智]과 객 [境]에 근거

해서 정인, 요인, 연인불성으로 분별하는 것은 불성을 수행과 련해

서 설명하기 한 것으로, 진리 자체로서의 불성은 이러한 분별을 넘

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완 한 여여한 지혜가 원인이 되고 다시 결과가 된다. 수행 이 의 

진여가 곧 정인이다. 수행 도 에 진여는 연인이고  요인이라고도 

한다. 수행 후 진여는 완 한 결과이다. 진리에 근거해서 말하면 진여

실상은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없고 후도 없다. 생의 수행에 근거

해서 말하면 후가 있고 나아가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있다.30)

이상에서 지의에게서 불성은 객 에 한 주 으로서 생을 수행

으로 이끄는 주 의 능동 인 작용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과 부

처가 그 본성에서 같음을 주장하는 정인불성은 실체가 없는 공을 의

미한다. 나아가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의 삼인불성은 불성을 

진성[境], 조[智], 자성[行]의 상호 의존 속에 이루어지는 불교의 수

행구조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한 수행의 계기 

한 생 자신에게서 확립함으로써 깨달음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한 이론이었다.31) 한 마디로 지의의 불성은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

30) 법화문구, (T.34,110.c)以圓如實智爲因還以爲果 道前眞如卽是正因 道中眞

如卽爲緣因 亦名了因 道後眞如卽是圓果 就理而論 眞如實相無當因果亦非前

後 若約衆生修行則有前後及以因果也

31) “삼궤가 삼불성이라는 것을 알면 이는 [진리에 근거한] 이불성이다. 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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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리와 수행 두 가지 측면에서 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정당화

한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Ⅳ. 나가는 말

이상에서 지의의 삼인불성을 통해 불성에 한 지의의 이해를 살

펴보았다. 불성은 모든 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지의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삼인불성을 통해 두 가지 에서 정당화했다. 
하나는 부처와 생은 각각 독립 인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처와 생이 각각 깨달은 자와 무명 번뇌의 

존재로 다르지만 이 둘의 참된 모습[實相]은 실체가 없는 공으로 같

다. 지의는 이를 정인불성이라고 했다. 정인불성은 생과 부처의 단

을 극복하고 생과 부처의 만남을 주장함으로써 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정당화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생은 불교수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

달음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교의 수행은 진리를 통찰하는 

조(觀照)이다. 생은 윤회의 삶이 무명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

에, 자신을 부정한 곳에서 진리를 찾는다. 다시 말해 생은 자신이 

곧 진리임을 모른다. 그러나 진리는 생의 삶을 떠나서 있지 않다. 
진리를 통찰하기 한 수행은 생 자신에게서 비롯한다. 수행이 

생 자신에 근거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지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

리를 통찰하는 조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

인불성이 하나이면서 셋이고[一而三], 셋이면서 하나[三而一]라는 지

의의 불성론은 이 게 성립했다. 

은 행[즉]에서 불성을 보고, 육근은 상사[즉]에서 불성을 보고 십주부터 

등각에 이르기 까지는 분진[즉]에서 불성을 보며, 묘각은 구경[즉]에서 불

성을 본다. [삼법]이 오묘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화 의, 
(T.33.744.c), 若知三軌卽三佛性 是名理佛性 五品觀行見佛性 六根相似見佛

性, 十住至等覺分眞見佛性 妙覺究竟見佛性 是故稱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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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경은 모든 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주장하기 해, 생에

게 내재하는 본래  본성으로서 불성을 주장했다. 불성에서 보이는 

이러한 ‘본래 인 본성’의 의미는 국시 부터 문제시되어 온 철학

 주제이자 국  고유 개념인 성(性)이나 ‘본성’과 련해서 종종 

논의되었다. 특히 불교의 국화에 심 있는 학자들은 불성의 불교

의 국화의 표 인 로서 주장했다.32)

국불교도들 부분이 불성을 승불교의 핵심 인 이론으로서 

시했지만, 불성에 한 이해는 자신들의 교육  배경, 종 에 따라 

다양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통  세계 과 다른 불교사상을 수입, 
번역,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인도불교에는 없었던 개념, 설명방식

들을 개발해야만 했다. 이는 국불교사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다양

한 근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불교사상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

렵다는 것을 말해 다. 국불교사상사의 주요한 주제인 불성에 한 

연구도 외가 아니다. 지의의 삼인불성은 그 좋은 이다. 

32) Robert H. Sharf (1998),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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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ddha-nature Theory of T’ian-T’ai Zhiyi 
- through Theory of Threefold Buddha-nature -

Kim, Jung-Hee

This article is an inquiry into the meaning of Buddha-nature in  
Chinese Buddhism through the theory of Threefold Buddha-nature of 
T'ian-T'ai Zhiyi. In general, Buddhist scholars have regarded 
Buddha-nature to be a metaphysical principle which all sentient 
beings share and which ensures their final enlightenment. Here, we 
run across a contradiction: If Buddha-nature means transcendental 
reality, it could not be compatible with Nāgārjuna’s theory of 
emptiness, which denies metaphysical substance free from causes 
and conditions. In regard to this question, this article focused on 
T’ian-T’ai Zhiyi’s theory of Threefold Buddha-nature. The Buddhist 
thought of Zhiyi was based on Nāgārjuna’s theory of emptiness. He 
regarded the Buddha-nature doctrine as being among the principal 
tenets of Mahāyāna Buddhism. It follows from these that Zhiyi 
didn’t consider Buddha-nature as a metaphysical substance. There 
are two ways to analyze Zhiyi’s theory of Threefold Buddha- nature. 
The first way i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Buddha-nature as a 
direct cause of Buddhahood. Second, I examine the relationship of 
Buddha-nature as a direct cause of Buddhahood, Buddha-nature as a 
complete cause of Buddhahood and Buddha-nature as an auxil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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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Buddhahood. According to Zhiyi, the theory of Threefold 
Buddha-nature signifies the theory of nonduality that negates the 
duality of sentient beings and Buddha in terms of soteriological 
context. Negating dualism is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emptiness. 

Keywords: T’ian-T’ai Zhiyi, Buddha-nature, The theory of threefold 
Buddha-nature, theory of nonduality, empt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