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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불성과 영성의 개념을 심층의식의 단계적 설명과 관련시켜

고찰한 방식에 의거하여 후기 중관사상에 나타나는 공성의 개념을 살펴

본 것이다. 불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불성론에,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는 스즈키 다이세츠의 견해에 의거해 살펴보았으며, 그것은 불성론과
스즈키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불교적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불성론에서의 불성은 궁극적인 유적 존재,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존재, 공덕을 지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스즈키의 영성에는 무

차별․무분별의 의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성과 영성의

개념은 의식의 내면적 단계와 관계를 가지는 까닭에, 보다 구체적으로

의식의 단계로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식의 단계적 설명은 후기

중관사상에서 공성에 대한 논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일련의 개념 즉 외

경-형상-유식-무아 개념의 심층적 전개와도 상통하고 있다. 이 후기 중

관사상의 인식론적 논의는 나가르주나의 근본중송에 나타나는 이제설
과 후기불교의 인식론적 고찰이 어우러져 제법의 무자성 논증이 인식론

상에서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같이 불성론의 불성 개

념이나 스즈키의 영성 개념, 그리고 후기 중관의 공성의 개념이 모두

인식론상의 고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까닭에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념을 인식론상의 구조와 관련하여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 고찰의 결과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인식론상의 이해가 분명해졌

고 아울러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심리적ㆍ인식론적 연구의 필요성도 느

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불성․영성․공성

등의 개념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자한다.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46).

** 李泰昇: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tslee@u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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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먼저 본 논문의 주제어인 ‘佛性과 靈性’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기술하기로 한다. 주제어인 ‘불성과 영성’에 있어 불성의 개념은

오랫동안 불교의 사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로서 필자

로서는 그 말의 사용에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물론

불성이나 여래장 사상등과 관련된 불교계의 논쟁에서 불성이란

말이 항상 불교의 正鵠을 찌르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

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불교 교학의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 불성

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앞으로도 많이 사

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영성’이라는 용어는 필

자로서는 지금까지 거의 사용해 본적이 없는 말인 까닭에 실제

그 용어를 쓰는 것에는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불교 교학의 용어로서 그 말이 나

타나지 않는 까닭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곧 앞서

의 불성의 개념은 물론 無我說의 가르침에 있어 我에 해당하는 아

트만의 개념 또한 대표적으로 그러한 영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개념들은 불교사상에서는 논란의

대상으로서 부정되어야 하는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까닭에 크게

천착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더라도 오늘날 한국사회

와 관련해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영성의 개념은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영성이라

는 용어가 갖는 위상에 대해 불교적 해명이라는 또 다른 과제와

관련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영성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 새로운 話頭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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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를 제시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어령 초대 문

화부장관이 아닐까 생각된다. 뛰어난 지식인으로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전장관은 최근 영성과 관련된 일련의 책들을 출

간하고 있다.1) 그 출간된 책을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서 영성은 인

간에게 내재된 神의 속성 즉 神性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영성은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길로서 영성은 인간이 지니는 知

性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성스럽게 받아들여지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는 이러한 기독교에 있어서 영성

혹은 신성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까닭에 더 이상 기독

교적 의미의 영성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전장관의

일련의 책들은 우리사회에 영성의 의미를 깊게 부각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라는 말은 앞

으로도 더욱 빈번히 사용될 것이며, 따라서 그 말의 의미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고의 주제어인 ‘불

성과 영성’을 다룸에 있어 필자는 몇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먼저 불성과 관련해서는 불성과 관련된 불교

의 방대한 문헌을 다루는 것은 필자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

불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불성론에 의거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불성론이 불성을 唯識思想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어 우
리의 의식상태와 관련해 불성 이해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는 근현대 동아시

아 불교계에서 크게 논의된 바가 있는 까닭에 그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근현대 일본 禪學의 大家

1)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간주되는 이어령 전장관이 출간한 영성에

관한 책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열림원, 초판 2010, 3 / 최신 개정판
2013, 11)와 지성과 영성의 만남(홍성사, 초판 2012, 6)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앞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최신 개정판이 나오기 전 2013년
6월까지 83쇄의 발행이 이루어졌고, 뒤의 책 또한 초판 발행 이후 2013년

11월까지 17쇄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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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세계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스즈키 다이세츠(鈴木大拙 187

0-1966)가 영성이라는 말을 불교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곧 스즈키는 태평양전쟁후 日本的靈性이란 책을 출간
해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영향을 끼쳤으며, 자신의 불교적 원점으

로서 그 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가 어떠한 의미에서 영성이란

말을 사용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성의

의미와 비교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불성과 영성에 대한 의미

를 분명히 한 뒤 필자는 後期中觀思想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념에

대해 비교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것은 후기의 중관사상에서

도 唯識思想이나 불교의 인식론적 철학에 영향을 받아 空性에 대

한 이해를 인간의 의식속에서 논의,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관사상의 근본개념으로서 緣起, 공성에 대한 논의가 우리들의

의식과 관련해 논의되는 까닭에 그러한 입장에서 불성이나 영성

의 개념과 비교고찰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불성과 영성이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념에 대

해 후기 중관사상의 입장에서 그 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늘날 불교계의 입장에서 불성과 영성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불성과 영성

1. 佛性論에 나타나는 불성

불성이라는 말이 교학적 용어로 등장하는 것은 인도에서 대승

불교 흥기 이후의 일로서, 특히 대승경전으로서열반경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열반경에 등장하는 “一切衆
生悉有佛性”의 사상적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과 관련을 가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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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렇지만 대승의 불교도는 불성의 개념과 거의 동일한 如

來藏의 의미를 드러내는 대승경전을 제작하여 여래장사상의 흐름

을 형성시킨다. 이 여래장사상을 선양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여래
장경, 승만경등이며, 이러한 여래장의 사상적 의미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논서가 寶性論이다. 이 보성론에 나타나는 여러 개
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동아시아의 불성사상 전개에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이 眞諦(Paramārtha, 499-569)가 번역한 불성
론이다. 진제는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친 大乘起信論을 번역
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불성론은 대승기신론에 비해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같다. 하지만 불성론은 보성론의 내용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사상전개도 시도하고 있어

불성사상의 이해에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필자도 이

불성론에 나타나는 불성의 개념이 동아시아에서의 불성 이해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것에 근거해 불성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성론은 6세기 중반 진제가 번역한 것으로, 내용은 <연기

분> <파집분> <현체분> <변상분>의 4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현체분>과 <변상분>은 보성론의 내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불성론은 이미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보성론의 여래장
사상을 유가행파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술된

것으로 보성론에 대한 유가행파의 주석서로도 간주되기도 한다.
곧 불성론은 불성을 ‘我空法空의 2공으로 특징지워지는 眞如(人

法二空所顯眞如)’로 규정하며2), 그것을 다시 유가행파의 삼성설로

재해석하여 불성을 삼성 가운데 원성실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렇게 불성의 개념을 궁극적인 진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유

가행파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불성의 개념은 인간

내면의식 가운데 가장 깊고 고요한 의식이란 의미를 띄게 된다.

곧 불성론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논서를 짓는 이유를 다음

2) 김성철 역(2013) p. 38 ; 佛性論(TD 31卷, p.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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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이 [여래장의] 본질 등의 열가지 특징은 세가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불성이] 본래 존재하는 불가사

의한 대상인 것을 드러내고, 둘째는 도리에 의해 수행하면 [불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셋째는 이미 얻은 후에는 무량한 공덕

을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논

서를 짓는다.3)

곧 이 말에 의하면 불성이란 ①본래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대상

(本有不可思議境界) ② 수행으로 얻어지는 대상(依道理修行可得) ③

무량한 공덕을 가진 온전하고 궁극적인 것(得已能令無量功德圓滿

究竟)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4) 이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 불

성은 ⓐ궁극적으로 有的인 존재, ⓑ얻어지는 존재, ⓒ공덕을 갖춘

존재의 셋으로 설명할 수 있는 까닭에,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먼저 ⓐ궁극적으로 유적인 존재란 항상 존재하는 常

住의 것이라는 말이다. 곧 불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러한 상주의 의미는 불성론에서는 법신의 개념과 동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불성과 동일한 의미로서 법신에 대해 
불성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신은 본래 없었던 것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었던 것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다. 비록 3세에서 행하지만, 3세에 속하는 법이 아

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지 비로소 지금 있는 것

이 아니다. 3세의 법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상주라고 이름한다.5)

이 불성을 법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성론에서 여래장을 법

3) 김성철 역(2013) p. 254.

4) 佛性論(TD 31卷, pp. 812-813)
5) 김성철 역(2013)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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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여․종성으로 설명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 불성은

법신과 같이 궁극적으로 변화됨이 없이 실재하는 존재라는 의미

를 가진다.

그리고 ⓑ얻어지는 존재로서 불성이란 붓다가 왜 불성의 존재

를 설했는가에 대한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붓다가 일체

존재하는 것은 자성으로서 공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궁극적인 불성을 설한 이유에 대하여, 불성론은 다섯 가지 오류
에서 벗어나고 다섯 가지 공덕을 낳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할 다섯 가지 오류란 ①중생으로 하여금 下劣心

에서 벗어나게 하고, ②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서 벗

어나게 하고 ③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④진실된 법을 비방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⑤아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

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공덕이란 ①바르게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②스승에 대한 존경을 낳고 ③반야를 낳고 ④정

려를 낳고 ⑤대비를 낳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성이 있다고 설한 것은 다섯 가지 오류를 없애고 다섯 가지 공

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불성이 C) 공덕을 갖추고 있는 존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 것이 常樂我淨의 4德이다. 불성론은 불성의 4덕
을 여래의 法身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래의 법신은 모든 번뇌의 습기를 파괴하였으므로 궁극적인 淸淨

이라 이름한다. 자아와 무아에 대한 모든 허망한 집착을 소멸하였으므

로 大我라고 이름한다. 의생신의 인과가 궁극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大樂이라고 이름한다. 생사와 열반의 동일성을 통달하였으므로 大常이

라 이름한다.6)

이렇게 법신과 관련해 불성의 4덕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덕성을 지니는 불성은 본질적으로 청정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6) 김성철 역(2013)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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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變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7) 또 이 불성은 청정한 여래장으로

서, 이 여래장은 갖가지 번뇌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따라서 그

번뇌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인 반면 불성 그 자체는 최

고법으로서 불공(不空)이라고 말하고 있다.8)

이상과 같이 불성론에 나타나는 불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면, 불성이란 여래장․법신․진여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實在

의 대상이며, 수행을 통해 성취되는 대상 그리고 그 자체는 무궁

한 공덕을 가진 불공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불성을

성취하는 정도에 대해 ①불성을 보지 못하는 자는 범부, ②불성을

볼 수 있는 자는 성인, ③그 이치에 직접 도달하여 궁극적으로 청

정한 자를 여래라고 부르고 있다.9) 곧 불성이란 진여와 같이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증득하고 체득하는

여부에 따라 중생과 부처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2. 스즈키 다이세츠에게 있어 영성의 의미

영성이라는 말은 불교교학상 거의 등장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

말이 동아시아 불교계에 적극 통용된 것은 거의 스즈키 다이세츠

(鈴木大拙, 1870～1966)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스즈키는 27세

에 渡美하여 재미 11년간 불교와 관련해 저술, 번역을 행하여 이

름을 알리고, 귀국한 뒤에도 불교학자로서 크게 명성을 얻고 일본

의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스즈키에 대해서는

그가 살았던 근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 근년에도 많은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0), 영성과 관련해서는 그가 태평양전쟁이

7) 김성철 역(2013) p. 205.

8) 김성철 역(2013) p. 251.

9) 김성철 역(2013) p. 198.

10) 末木文美士(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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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기 전인 1944년에 日本的靈性이라는 책을 출간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 연유한다. 스즈키는 이전까지 日本精神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당시 일본의 사상적 풍토를 표현하였지만, 일
본적 영성을 출간한 이후 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일본
정신과는 다른 새로운 정신문화를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한다.11) 1

944년 일본적 영성이 출간된 이후 1946년 再版이 나왔으며, 같

은해 1946년에는 靈性的日本の建設, 1948년에는 日本の靈性化
라는 책을 출간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947년에는 佛
敎の大意라는 책을 출간해 영성 개념을 근본으로 불교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즈키가 주장하는 영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신이라는 말은

정신과 물질의 2元論적 입장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는 까닭에 그

것을 포괄하는 근본 즉 1元의 입장으로서 영성이 제시되어야 한

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신은 말하자면 그것은 반드시

물질과 어떠한 형태로든 대립하는 모습을 가지는 즉 정신은 언제

나 2원적 사상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p. 15)”라고 말하고,12) 또

“말하자면 정신과 물질의 세계의 근원에 지금 하나의 세계가 열

려, 전자와 후자가 서로 모순하면서도 다시 映發하듯이 되지 않으

면 안된다. 이것은 靈性的 直覺 또는 自覺에 의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13).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의 근원에 있는 영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이유로서 스즈키는 영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비

로소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스즈키는

영성에 대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의식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성이라고 말하더라도 특별한 작용을 하는 힘이 무엇인가 있는 것

은 아니지만, 그것은 보통 정신이라고 말하는 작용과는 다른 것이다.

11) 末木文美士(2009) p. 9.

12) 鈴木大拙(1972) p. 15.

13) 鈴木大拙(1972)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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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는 윤리성이 있지만, 영성은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 초월은 부

정의 뜻이 아니다. 정신은 분별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영성은 無

分別智이다. 이것도 분별성을 완전히 몰각하여 거기에서 나온다는 뜻

이 아니다. 정신은 반드시 사상과 논리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의지와 직

각으로 매진하는 일도 있지만, 그리하여 그 점에서 영성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영성의 직각력은 정신보다도 고차원의 것이라 해

도 좋다. 그리하여 정신의 의지력은 영성에 근거함으로써 비로소 자아

를 초월한 것이 된다.14)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영성은 분별의 작용력을 갖는 정신을 초

월한 무분별지의 고차원의 단계에서 전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깊은 의식속에 내재하는 영성을 스즈키는 “영성은 정신의

깊은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작용으로, 그것에 눈을 뜨면 정신의 2

원성은 해소되고, 정신은 그 본체 위에서 감각하고 사유하며 의지

하고 행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

다”15)라고 하여 정신 작용의 근거로서 영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렇게 영성은 모든 정신 작용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영성에 대한

자각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종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스즈

키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별성의 정신과 무분별성의 영성을

골격으로 하여 스즈키는 불교 사상 전체를 그의 불교의 대의에
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대의는 1946년 천황을 위한 강연록에 의거해 저술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제1강 大智><제2강 大悲>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정신과 물질의 2원적 세계로 표현 되었던 것이

감성과 지성의 두 가지 세계로 대비되어 영성의 하나의 세계가

설명되고 있다. 그는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영성적 세계만큼

실재성을 가진 것은 없다”라고 말한 뒤, 감성과 지성의 세계로 만

족될 수 없는 무엇인가 부족한 인간의 삶에 충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영성적 세계의 진실성에 대한 동경’으로 그것이 무

14) 鈴木大拙(1972) pp. 17-18.

15) 鈴木大拙(197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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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으로 인간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6) 그는 이 감성

과 지성의 세계를 차별 혹은 분별의 세계로 영성의 세계를 무차

별 혹은 부분별의 세계로 표현한 뒤 이 양자를 金剛經에 나타나
는 卽非의 논리에 의거하여 무차별의 차별, 무분별의 분별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실제 스즈키의 사상적 논의의 중요한 축이

금강경에 의거한 즉비의 논리로서 스즈키는 영성의 개념과 관
련하여 차별과 무차별의 세계가 서로 상즉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은 차별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것을

진실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성적 세계는 이 지성

적 분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감각의 작용이 강력하

여, 이것을 간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바는

이 차별 또는 분별의 세계는 무분별, 무차별의 세계로 철저하게 꿰뚫

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별의 세계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차별의 광명에 비추어져 깨뜨려질 때 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알려질 때 종교적 생활이 시작됩니다.17)

이와 같이 스즈키에게 있어 영성에 대한 자각은 종교적 생활의

시작임은 물론 그것이야말로 불가사의 해탈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참된 마음이

大慈大悲로서 그러한 마음을 스즈키는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스즈키는 여래장에 대해서도 여래장은 무차별, 무분별의

절대청정의 경계이지만 분별차별망상의 대상계로서 번뇌장에 얽

혀져 있는 것이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별이 곧 무분별이라고 하는 자기동일의 논리 즉 영성적

직각의 입장에서 보면 여래장이 그 본래 청정성을 잃지 않고 더욱이

번뇌장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知慮가 미치는 바

16) 鈴木大拙(1947) pp. 4-5.

17) 鈴木大拙(194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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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며, 영성적 直覺의 분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信 또는

信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18)

곧 스즈키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여래장을 영성이라고 말하

며 그 여래장의 무분별과 번뇌장의 차별이 동일하다는 자기동일

의 논리야 말로 영성적 직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적 직각은 믿음, 신앙의 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이렇듯 스즈키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

립하는 데 중요한 용어로 간주하였으며, 또 그의 영향 아래 일본

에서도 영성의 개념이 불교의 중요한 사상적 개념으로 간주되었

던 것은 당연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무분별, 무차별의 사상

적 개념으로서 스즈키의 영성과 앞서 살펴본 불성론의 불성의
개념을 좀더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불성과 영성의 의미 개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불성론의 불성의 개념은 궁극적인 有
的 존재,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존재, 갖가지 공덕을 내재한 존재

라는 의미를 가지며, 또 그 불성은 여래장․진여․법신 등으로 불

리기도 한다. 이렇게 불성론에서 다양한 덕성을 갖는 궁극적 실
재의 개념으로서 여래장․진여 등으로 불리는 불성의 개념은 스

즈키가 주장하는 영성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즈키는 번뇌장에 속박된 여래장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영성은 무차별, 무분별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

고 이 무차별, 무분별의 경계란 분별과 차별의 속성을 갖는 정

신․지성․감성 등의 의식 영역을 뛰어넘는 경계를 의미한다. 그

18) 鈴木大拙(1947)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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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성과 감성의 차별적인 의식은 무분별의 영성에 대한 자각

을 통하여 종교적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성론
의 불성과 스즈키의 영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불성이나 영성의 개념도 인간 의식의 궁극적인 영역 혹은 최심층

의 의식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곧 궁극적인 의식 혹은 무분별

의 심층의식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불성이나 영성의 개념을 의식의 심층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시오 나오키(樫尾直樹)의 영성 이해와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시오는 문화와 영성이라는 책
에서 심층의식의 단계속에서 영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도표 1>).

<도표 1> 意識階層 모델(井筒唯識 모델 수정판)

이 그림에서의 내용은 가시오도 밝히고 있듯,19) 통합심리학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켄 윌버(Ken Wilber)의 이론에 일본의 대표

적인 언어학자이자 이슬람학 학자인 이즈츠 토시히코(井筒俊彦, 1

19) 樫尾直樹(2012) p. 1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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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993)의 견해를 종합해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이 그림은 불

성과 영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

다고 생각되는 까닭에 이즈츠 토시히코의 견해와 <도표 1>에서

의 의식 단계의 관점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즈츠는 유식사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식의 단계와 관련시

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진여의 개념이나 불성의 개념도 의식의

영역에 대응시키고 있다. 곧 그는 표층의식(A 영역)으로부터 심화

되는 의식의 심층의식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꿈의 이미지의 단

계(M2)와 샤마니즘과 밀교에서 활용하는 神佛의 영적존재가 있는

페르조나를 갖는 가상으로서 머무는 상상적 이미지(M3)의 장소로

서 M 영역, 그리고 융이 말하는 집합무의식의 영역으로 ‘원형’ 성

립의 장소로서 알라야식의 영역인 B 영역, 존재론적 유동 상태인

카오스적 무․의식의 영역인 C 영역의 넷으로 나누고 있다.20) 그

리고 C 영역은 그 궁극에 있어서는 절대적 無分節者인 의식과 존

재의 궁극적 제로 포인트로서의 眞如가 나타나고 있다. 이 이즈츠

의 의식 배열을 근거로 특히 M 영역상 M1의 단계 곧 삶의 가치

와 존재 의미가 개시되는 차원을 추가시켜 가시오가 새롭게 구성

한 것이 <도표 1>의 의식의 배열이다.

이와 같은 의식의 배열상에서 이즈츠는 영성과 불성이 다루어

지는 영역을 C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특히 C 영역에서 의식과 존

재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제로 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제로 포인트에 대해 이즈츠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의 대
승기신론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전현상계의 제로 포인트로서의 진여는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는 단지 一物의 影像 조차 없는 존재의 ‘無’의 極處이지만, 그것은 또

반면 일체만물의 비현실적, 불가시의 본체로서, 일체만물 속에 포장되

고, 그 자체에 내재하는 근원적, 全一的 의미로서 일체존재자를 現出시

키는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존재와 의식의 제

20) 樫尾直樹(2012) pp. 13-14. 井筒俊彦(1991) pp. 214-2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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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인트임과 동시에 존재분절과 의식의 현상적 자기현현의 원점 즉

세계현출의 궁극의 원점인 것이다.21)

곧 이즈츠는 대승기신론에 나타나는 一心의 두가지 문인 眞

如門과 生滅門의 내용설명에 있어 진여의 경계가 분별․무분별의

일체 경계가 사라지는 근원이자 일체의 현상의식을 일으키는 원

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승기신론에서도 진여가 離言
眞如와 依言眞如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부터 이 제로 포인트의 의

식경계로 설명하는 진여는 이언진여이며 그리고 일체를 현출시키

는 의미로서의 진여는 의언진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즈츠

는 의언진여로 설명되는 심진여의 단계, <도표 1>에서의 C 영역

을 佛心 혹은 佛性으로 설명하고 있다.22)

그렇지만 이즈츠의 논의에 근거해 만들어진 <도표 1>의 내용

을 앞에서 살펴본 불성과 영성의 설명과 비교해보면,불성론의
불성의 개념은 <도표 1>에서는 B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된

다. 왜냐하면 알라야식의 B 영역이 궁극적인 유적 존재이면서도

4덕을 갖춘 실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즈키가 영성의 설명으로서 제시한 무차별, 무분별의 의식

경계는 C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이 C의 영역도

언설로 표현되는 경계와 언설과 의식 일체를 떠난 경계 즉 이즈

츠가 말하는 제로 포인트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면에

서 스즈키의 영성은 언설로 표현된 무분별의 경계에 해당됨은 물

론이며 禪의 화두와 같은 파격적인 언설과 행위도 이 무분별의 경

계가 언표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설을 떠

난 무분별의 경계에 대한 자각은 말할 것도 없이 침묵과 같은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정신 내면의 의식 단계로서 영성이나 진여를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 가시오는 이러한 의식계층론적인 설명에 의거해

21) 井筒俊彦(2001) p. 44.

22) 井筒俊彦(200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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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곧 그는 영성

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현상을 단순히 종교문화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종교문화 외에도 임상문화, 환경문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실제 사회적 적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

양한 영성문화는 본고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영성의

개념이 인간의 내면을 넘어 사회적으로 폭넓게 응용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앞서

의식계층론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근거로 하여 후기 중

관사상에 나타나는 불성과 영성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III. 후기 중관사상의 공성과 불성․영성

1. 후기 중관사상이란

인도의 중관학파는 주지는 바와 같이 나가르주나의 사상에 그

출발점을 두며 오랜 기간 인도 대승불교의 철학사상을 대표하여

왔다. 후기 중관사상이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바비베카․찬드라키

르티로 대표되는 중기중관학파의 사상적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유식사상이나 불교논리학파의 사상을 자신들의 철학체계에 받아

들인 후기 중관파의 사상적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즈냐나가르바․샨타라크쉬타․카말라쉴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후기 중관파의 사상가들은 이전의 다양한 불교철학을

자신들의 사상적 체계 속에 받아들이고 융합시키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특히 유식사상을 중요한 사상으로서 자신들의 체계에 받

아들인 까닭에 티베트에서는 瑜伽行中觀派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리어져 왔다. 곧 이들의 사상이 대승불교철학의 2대지주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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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을 융합적으로 통합시켰다는 의미에

서 그와 같이 유가행중관파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이 명칭에 대해

서는 일본의 불교학계에서 중요한 논쟁의 초점이 된 바 있다.23)

물론 그러한 논의는 일단락되어졌지만,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후기 중관사상에 있어 유식사상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그것은 인도의 대표적인 철학체계로서 중관사상에서

강조하는 공성의 의미와 유식사상에서 강조하는 유식성의 입장이

하나의 철학체계로서 조화 융합을 시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중관사상의 핵심으로서 공성이 유식사상의 유식성

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의식의 내면에서 공성과 유식성을 해명하

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성과 유식성의 관계를 해명하는 구체적인 이

유로서 대승불교 초기의 반야경이나 나가르주나의 근본중송
에서 강조되는 自性空의 입장이 후기 중관사상에서도 여전히 견지

되어있으며 또한 그러한 공성에 대한 논증을 위한 교리적 체계도

나가르주나의 근본중송에 등장하는 二諦說에 의거하여 전개되

고 있다. 이러한 이제설에 의거한 공성논증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

내 보이는 것이 샨타라크쉬타의 주저인 중관장엄론이다. 샨타라
크쉬타는 날란다 사원의 학장으로 7,8세기 인도불교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그는 주저인 중관장엄론 외에도 당시 인도의 전사
상을 불교의 입장에서 비판 정리한 타트바상그라하(Tattvasaṁgr
aha)를 저술해 그 이름을 드날렸다. 그의 명성은 티베트에도 전
해져 티베트에 불교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의 사상이 온

전히 갖추어지는 데는 그의 선배격인 즈냐나가르바의 영향이 보

이지만, 후기 중관사상을 대표하는 저술이자 티베트에서 그의 사

상을 유가행중관파라 명명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이 중관장엄론
인 까닭에 그의 중관장엄론에 나타나는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
기로 한다.24)

23) 이태승(2012) pp. 234-241( 유가행중관파에 대한 일본불교학계의 논쟁 ).

24) 중관장엄론에 대해서는 一鄕正道(1985), 남수영 역(2007)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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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관장엄론은 그 저술에서도 나타나듯 일체법이 무자성
인 것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러한 무자성을 밝히는 구체적

인 논증방식으로서 ‘논리에 의한 증명’과 ‘성전에 의한 증명’의 방

식으로 전체 97게송이 전개된다. 이 논리에 의한 증명의 방식에서

샨타라크쉬타는 제1게송에서 일체법이 무자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성이 一者性과 多者性을 떠난다는 離一多性의 證因을 사용

해 다음과 같은 논증식을 제시한다.

自派와 他派가 설하는 이들 실재하는 것은, 진실로서는, 무자성이다

[宗]. 일과 다의 자성을 떠나 있기 때문에[因]. 影像과 같이[喩].

이렇게 일체법무자성의 논증식을 세우고, 자파와 타파가 주장

하는 자성론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제2게송이하 제62게송

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 게송이 실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은 이 논증식의 전개와 그 구체적인 논증의 과정이 ‘진실로서(tatt

vatas)’ 전개되는 것으로, 이것은 달리 말하면 勝義의 입장을 드러

내고 있는 것이다. 곧 논리식에 의한 논증과정이 비록 세속적인

언설을 사용하는 작업이긴해도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 까

닭에 진실된 것, 즉 승의적인 것이다. 이처럼 샨타라크쉬타가 논

리식의 사용을 승의적인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이전의 바비

베카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을 샨타라크쉬타는

그의 다른 저술인 이제분별론세소에서 “승의에 隨順하는 승의(p
aramārthānukūla-paramārtha)”라고 표현하고 있다.25) 이 승의에

수순한다는 말은 승의를 지향하지만 그 실질적인 속성은 세속을

본성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궁극적인 승의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차이를중관장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샨타라크쉬타의 사상과 관련된 후기 중관파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태승(2012) 참조.

25) 이태승(2012) p. 2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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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에 수순하는 까닭에 이것은 승의라 일컬어진다. 그렇지만 진실

에 있어서는 모든 희론과 완전히 떨어져 있다. (제70게)

이 제70게송을 설명하는 가운데 샨타라크쉬타는 “승의제는 유

․무, 생․불생, 공․불공의 일체 희론의 망이 단절된 것이다”라

고 하여 궁극적인 승의제의 경계가 희론을 일으키는 일체의 개념

이 적멸된 무분별의 경계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공과 불공의

상호 대립적인 개념을 떠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가르주나

이래 공성의 개념만이 아니라 불성론 등에서 보이는 불공의 개
념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승의와 관련된 논의

에서 승의에 수순하지만 세속을 본성으로 하는 승의와 궁극적 승

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승의에

수순하는 논리적 작업으로서 무자성의 논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찰의 과정이 승의에 따르는 것이긴 해도 실제로는 세속

적인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승의

의 무자성을 논증하기위한 인식론적 고찰 즉 유식성의 증명이나

공성의 논증이 실제 세속적인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

에서 중관장엄론은 우리들의 인식론상의 고찰 즉 유식성의 논
증과 공성에 대한 확인을 논리적인 방식에 의거해 세밀하게 고찰

해 가고 있다.

이러한 승의와 관련된 논의와 더불어 세속에 대한 설명도 분명

하게 나타난다. 곧 세속에 대해서는 중관장엄론 제64게송에 나
타나듯 “고찰하지 않는 한 즐겁게 인정되는 것, 생멸의 성질을 가

지는 것, 효과적 작용능력을 본성상 갖는 것이 세속이라고 알려진

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세속을 眞實世俗과 非眞實世俗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정신적인 삶이나 외계의

행위적인 삶의 일체가 실질적인 인과의 효력을 갖는 세속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세간일반의 삶으로

서 세속은 앞서 승의에 수순하는 세속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곧 승의에 수순하는 승의로서 논리적 방식은 우리 의식상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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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작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식적인 고찰을 논리식으로 전개하고 있는가를 다음절에

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성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중관파의 사상적 전개에 있어서 공성에 대한 이해

는 승의제의 경계로 간주되고 있다. 곧 근본중송에서 부처님 가
르침의 내용으로서 세속제와 승의제의 이제설에 근거하면(24-8),

언설일반으로 표현된 가르침은 세속제의 경계이며, 그러한 세속의

진리가 지향하는 궁극의 경계가 승의경계로서 공성에 대한 체득

을 가리키고 있다.26) 그리고 이러한 공성에 대한 체득으로서 승의

의 경계에 도달하여야 열반이 얻어지는 것이다(24-10). 이렇게 제

시된 세속제와 승의제의 이제설은 나가르주나 이후 후기 중관파

에 이르는 오래 사상의 역사적 경과 속에서 그 개념이 다양해진

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의 내용이 후기 중관파의 개조에 해당하는

즈냐나가르바의이제분별론 속에 상당수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

다. 곧 그의 이제설에는 나가르주나 이후 즈냐나가르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불교사상가의 견해가 나타나지만27), 그 중에서도 특

히 눈에 띄는 것이 외경 대상의 실재성여부와 관련된 형상에 대

한 논의이다. 이러한 형상에 대한 논의는 특히 다르마카르티로 대

표되는 불교논리학파의 핵심적인 테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서

후기 중관파도 이러한 인식론적 논의를 이제설의 개념에 의거해

정립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을 잇는

샨타라크쉬타의 중관장엄론도 실질적으로 이제설에 의거해 사

상적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으며, 특히 일체법의 무자성에 대한 논

26) 근본중송에 대해서는 이태승 역(2008) 참조.
27) 이태승(2012) pp. 2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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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논리적인 작업을 통해 진행시키고 있다. 이하 중관장엄론
에 나타나는 논리적인 고찰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중관장엄론에서는 일체법에 자성이 없음을 보다 구체적
으로 밝히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계 실재물에 대한 검

토와 우리 내부의 인식을 담당하는 의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시키

고 있다. 이것은 외계대상에 대한 고찰과 내면의 인식론상의 검토

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교리적인 면에서는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

는 제법의 실재성에 대한 고찰과 경량부나 유식학파에서 주장하

는 자기인식에 대한 고찰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관장엄론
의 무자성논증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교학적 전통을 전
승시킨 설일체유부․경량부․유식학파의 사상을 중관철학에 근거

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설일체유부와 관

련된 제법의 개념으로서는 상주하는 것, 무위법 외에 푸드갈라,

공간적 실재물인 허공, 극미 등에 대해 그것이 一者로서 자성을

갖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제

법의 고유한 자성이 찰나와 순간의 경우에도 그 자성을 유지하는

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샨타라크쉬타는 무위법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비판하고 있다.

저 무위법은 知와 동일하게 찰나멸의 것이라고 알려진다. 왜냐하면

앞선 순간의 [지의] 단계에서는 [다음 순간 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

고, 다음 [지의] 단계에서는 [앞선 지의]대상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5게)

이와 같은 비판의 논리로서 고유한 자성을 갖는다는 제법의 개

념을 비판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외경대상에 대한 검토 이후 인

식론상의 검토로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은

본질적으로 자기인식이라는 전제를 제시한다. 곧 인식을 가능케

하는 지식은 소취․능취․인식작용의 세가지 구분을 가지지 않는

一者性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제17게). 이렇게 샨타라크쉬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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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주체로서 지식의 개념을 자기인식의 일자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전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곧 외계 대상의

인식론상의 논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형상의 개념이 多者性인

것에 대한 인식주체의 일자성을 담보하고, 아울러 이러한 지식의

일자성은 인식론상의 심층의식으로서 궁극적인 知識의 개념으로

까지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식의 일자성을 전제로 외경대

상으로서 인식에 표상된 형상의 개념을 논의대상으로 하여 無形象

知識論과 有形象知識論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형상지식론

은 형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설일체유부의 입장을 나타내며,

유형상지식론은 형상을 인정하는 경량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량부는 형상을 인정하더라도 외경대상을 추론의 대상

으로서 인정하는 점에서 유식사상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관
장엄론은 외경의 대상도 철저한 지식의 현현이라고 하는 형상론
자의 논의로서 유식사상의 논의로 나아가 그 형상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 고찰하고 있다. 이것

이 形象眞實論과 形象虛僞論으로 설명되는 유식사상에 대한 고찰

로서, 샨타라크쉬타는 이 유식사상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견해[=유식파의견해]는 뛰어나지만, 그것들 [靑등의 형상]의 본

성 그 자체는 實有한 것인가 아니면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45게)

곧 형상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실유로서 진실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형상의 진실여부의

문제는 일체의 현상을 지식의 현현으로 간주하는 유식사상에 대

한 검토이지만, 이곳에서의 논리적인 고찰은 지식의 일자성과 나

타난 현상으로서 형상의 다자성을 논리적으로 대비하여 논의를

전개시켜고 있다. 곧 형상이 진실이라면 형상이 다자성의 것인 까

닭에 지식도 다자성이 되어야 하며, 또 지식의 일자성이 진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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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형상도 일자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형상을 진실로 인

정한다면 그러한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며(제46～51게). 그리고 형

상을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迷亂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형상허위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물이 분명하게 지각되는가를 묻

고(제53～59게), 그 미란에 의한 것은 의타기로서 有的인 존재가

되는 까닭에 결국 형상을 유로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제60게). 이렇게 유식설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행한 뒤 결론

적으로 일체사물에서는 하나인 자성이 성립하지 않는 까닭에 다

자성도 성립하지 않고(제61게), 그 일과 다 외에 다른 방식은 없

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제62게).

이와 같이 샨타라크쉬타는 자성이 일자성과 다자성을 떠난다는

이일다성의 증인을 바탕으로 일체법무자성을 논증하고 있지만, 실

제 이러한 논증의 체계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외경대상과 형상 그

리고 지식 간의 인식론상 단계적 고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곧 외계의 대상으로서 표상된 형상과 인식의 주체로서 상정

된 지식 사이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식상의 인식관계를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인 단계의 궁극적인

단계와 관련해 샨타라크쉬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因과 果의 관계에 있는 것도 단지 知識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성

립하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제91게)28)

唯心에 의거하여 외경이 無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방식에 의거하

여 그 [유심도] 無我인 것을 알아야 한다. (제92게)

두가지 方規(=중관과 유가행)29)라는 마차를 타고 정리라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 자는 그런 까닭에 생각하는 그대로 대승교도의 지

위에 도달한다. (제93게)

28) 이 제91게송은 티베트에서 샨타라크쉬타를 유가행중관파로 命名한

근거가 된 게송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태승(2012) pp. 40-49 참조.

29) 이태승(2012)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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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샨타라크쉬타는 유심적인 의미를 강조하지만, 유심

즉 유식의 지식조차도 무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 그것은 곧 존재하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지식의 현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지식 그 자체도 실체적인 자

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체법

이 유식성이라는 것이나 그 유식성조차도 무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화된 의식의 심층적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심화된 의식의 단계를 고찰하는 논리적인

작업을 통해 샨타라크쉬타는 궁극적인 승의의 경계를 유․무,

생․불생, 공․불공의 일체 희론을 떠난 경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다.

3. 공성과 불성･영성

후기 중관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샨타라크쉬타의 주저 중
관장엄론에 의거하면 세속제와 승의제의 이제설은 우리 인간의

의식상의 심층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곧 그것은 세속제로

서 승의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의식의 심화단계를 외경대상과

그 대상의 표상인 형상과의 관계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외경의 대상을 인식의 주

체인 지식이 인식하는 것(A)이지만, 보다 진실된 의미로서는 그러

한 대상을 형상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외계의 대상을 우리

의식상에 표상된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계의 대상

을 그 형상을 통해 추론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B).

그리고 더 나아가 외계대상은 우리의 지식이 형상으로서 나타

난 것으로, 그 형상을 진실로서 인정하는 단계(C)와 형상은 허망

하다고 인식하는 단계(D)이다.

형상이 허망한 D의 단계에서는 오직 인식주체인 지식자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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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외경의 일체 존재는 우

리의 지식이 현현한 것이라는 유식의 단계(E)로 나아간다.

이 E의 영역은 일체의 공덕을 내장하고 있는 불성론에서의
불성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식도

그 자체의 자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지식 자체를 떠나

는 경계인 F의 영역이 무아의 개념과 상통하는 공의 단계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F의 단계는 앞서 스즈키가 무분별․무차별의 영역으

로 간주한 영성의 영역에 해당되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F의

영역은 아직도 언설로서의 표현이 가능한 경계인 까닭에, 일체의

언설을 떠난 궁극적인 승의의 경계로서 G를 상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서의 의식의 심화관계 전체를 <도표 1>의 도표와 관

련시켜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 2>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샨타라크쉬타가 유식도 또한 무아라고 주장한 것은 나

가르주나가 근본중송 제18장에서 자아의식을 떠나는 마음의 경
계가 승의제의 공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된

다. 나가르주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외계에 대해서나 내부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든가 ‘나’라는 것이 소

멸할 때 취착은 소멸된다. 그것의 소멸에 의해 생기하는 것도 없어진

다. (18-4)

업과 번뇌가 소멸함으로써 해탈이 있다. 업과 번뇌는 분별로부터

생긴다. 그 분별들은 희론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희론은 공성에서

소멸한다.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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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여러 부처님은 “아트만이 있다”라고도 가설하시며, “아트만이 없다”

라고도 설하시고, “어떠한 아트만도, 아트만이 아닌 것도 없다”라고도

설하신다. (18-6)

언설의 작용이 멈춘다. 마음의 작용 영역이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

다. 실로 법의 성질은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열반과 같다. (18-

7)

이렇게 표현된 공성의 경계에 있어 제18장 제7게송의 “마음의

작용 영역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나가르주나는

자신의 疏로 간주되는 無畏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음의 작용 영역, 색 등을 무자성이라고 보는 까닭에, 언어로 설명

되는 것도 멈춘다. 그것도 승의제에 있어 성립하는 까닭이다. 거기에

서도 여실히 그와 같이 본다면 언어로 설명되는 것은 멈추는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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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제의 지를 얻으면 마음의 작용 영역은 움직이지 않는다.30)

곧 궁극적인 진리로서 승의제의 경계(G)에 들면 일체 언설의

희론을 떠나며 마음의 작용도 멈추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의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는 것은 언설희론의 경계를 떠나 심

층의식의 가장 궁극적인 경계로서, 앞서 이즈츠가 말한 제로 포인

트의 경계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한 가장 깊은 의

식의 경계가 승의제의 경계인 것은 물론 언설을 초월한 경계로서,

그것이 샨타라크쉬타가 말한 유․무, 생․불생, 공․불공의 희론

을 초월한 경계를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의 공성이란 일체의

언설을 떠난 승의제의 경계인 G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은 앞의

<도표 1>에서 설명하는 제로 포인트와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Ⅳ. 결어

본고는 불성과 영성의 개념을 심층의식의 단계적 설명과 관련

시켜 고찰한 방식에 의거하여 후기 중관사상에 나타나는 공성의

개념을 살펴본 것이다. 불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불성론에, 영성
의 개념에 대해서는 스즈키 다이세츠의 견해에 의거해 살펴보았

지만, 그것은 불성론과 스즈키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불교적 입
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근현대의 불교

철학에 크게 영향을 끼친 스즈키의 영성관에 기초한 불교관은 일

본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지만

그 영향 이면에 그의 불교관은 서구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31).

30) 이태승 역(2008) p. 128.

31) 斎藤成也․佐々木閑(2009) p. 235. 구미에서 출간된 스즈키의

대승불교개론은 출간 당시 드 라 발레 푸셍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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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즈키의 무차별․무분별의 의식 영역에 의거한 영성의 개념

은 의식의 궁극적 존재로서 간주되는 불성의 개념과 상통하기도

하지만, 불성론의 불성의 개념에는 궁극적이면서도 공덕을 갖는
면이 있는 까닭에 기본적으로는 분별․차별의 영역을 의미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은 스즈키의 영성관과 차이를 보이

는 면이지만, 실제 불성이 여래장․진여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

는 까닭에 스즈키의 영성관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불성과 영성을 의식의 단계적 과정으로 간주한다면 이것

은 후기 중관사상에 나타나는 일체법무자성의 논증과 관련된 외

경-형상-유식-무아 개념의 심층적 전개와도 상통한다고 생각된

다. 이 후기 중관사상의 인식론적 논의는 나가르주나의 근본중송
에 나타나는 이제설과 후기불교의 인식론적 고찰이 어우러져 제
법의 무자성 논증이 이루어진데서 연유한다. 이 후기 중관사상에

나타나는 무자성의 논증은 인식론적 고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것은 기본적으로 승의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다. 곧 승의

적인 입장에서 무자성 논증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논증의 과

정에서 무형상론, 유형상론, 형상진실론, 형상허위론, 제법유식, 유

식무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서 인식론상

일체가 유식인 것이 증명되지만, 그 유식도 떠난 경계가 무아․공

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언설의 경계를 떠

나는 의미에서 승의의 경계가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인식론적 고찰을 통해 불성과 영성이 공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찰의 결과, 각각의 개념들

에 대한 인식론상의 이해가 분명해졌고 아울러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심리적․인식론적 연구의 필요성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향

후의 과제가 더욱 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간 중요한

개념으로서 간주되었던 불성․영성․공성 등의 개념이 보다 선명

하게 이해된 것을 하나의 의의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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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Spirituality and Buddha-nature in Later 

Madhyamaka Thoughts

Lee, Tae Seung

Uiduk University

The concepts of Spirituality and Buddha-nature are the

controversial and important concepts from the aspects of

society and religion in contemporary tim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Spirituality and Buddha-n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Later Madhyamaka thoughts.

Before entering the Later Madhyamaka thoughts, first

of all, we investigated the concepts of Spirituality and

Buddha-nature from Suzuki's works and Bul-sung-ron(佛性

論) respectively.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we confirmed that the

notion of Spirituality of Suzuki have the relationship with

the very deep and indiscernible consciousness which are

said to be 'indifferent' and 'indiscriminate' in Suzuki's

work and the notion of Buddha-nature in Bul-sung-ron is

something that are Ultimate-being in deep consciousness

and obtainable from the training and full of the merit and

virtue.

Considering the notions of Spirituality and Buddha-na-

ture in Suzuki's works and Bul-sung-ron, the aspect of

consciousness are remarkable and noticeable. Therefore we

can understood that this aspect of the consciousness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Later Madhyamaka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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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Madhyamakālamkara-vṛtti of Śāntar-

akṣita, the representive work of Later Madhyamaka

thoughts, we can find that the concept of Śūnyatā as the

Ultimate-being are presented in the deep aspect of our con-

sciousness and the pursuit of the Śūnyatā with the Logical

method is an ultimate work which functions in inside our

consciousness.

Pursuing the deeping process of the consciousness for

the concept of Śūnyatā, we can find the spectrums of our

consciousness, that is, the sphere of Outer-world, the

sphere of Idea, the sphere of Mind-only, the sphere of

Non-mind. Considering these spectrums of our conscious-

ness in Madhyamakālamakara-vṛtti, we can undestand that

the Mind-only spectrum of our consciousnes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Buddha-nature in Bul-sung-ron and the

Non-mind spectrum of our consciousnes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the Spirituality in the Suzuki's works.

Besides these spectrums relative to the concepts of

Spirituality and Buddha-nature, there is another sphere of

our consciousness, that is, the Ultimate-state that is in-

describable with our word. In concluding, we can easily un-

derstand the difficult concepts of Buddhism such as Śūnyatā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Later Madhyamaka

thoughts and Suzuki's works or Bul-sung-ron.

Keywords: Buddha-nature, Spirituality, Śūnyatā,

Bul-sung-ron, Suzuki Daisetsu, Śāntarakṣita,

Madhyamakālamkara-vṛtti, Idea, Mind-only,

Non-Mind, Relative Truth, Ultimat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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