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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경(涅槃經)의 불성 개념에 대한 영성적 이해
__열반사(涅槃師)의 일천제성불(一闡提成佛)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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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전통적 영성 개념은 인간의 외부에 절대존재를 상정하여 인
격적 하느님의 초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개인이 그러한 절대자에게 복
속하는 것을 기본적 구도로 삼는다. 따라서 서구영성의 종교체험은 인
간 영혼과 하느님과의 완벽한 일치 보다는 관계적 일치를 추구하며, 인
간 영혼이 끝까지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느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 외부에 별도의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교체험에 있어서 서구의 영성관과
다른 길을 모색한다.
현대사회에서 영성이란 일상을 넘어서는 초월적, 종교적 체험 또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
된다. 영성이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초월의 능력 또는 자기초월을 위
한 노력의 체험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영성에 대응되는 것이 불성 개
념이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실천을 격려하여 모
든 중생들이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방편이다. 열반경에 나타난
불성 개념은 일천제성불설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열반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만으로는 성
불이라는 사건이 완성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위자에 의한 선업을 쌓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만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수행의 누적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불성개념은 연인불성이다. 이렇게 볼 때 일천제란 단지
과거의 행적의 결과에 따라서 붙여진 호칭일 뿐 미래에까지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는 현재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
느 정도의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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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글

불성(佛性) 개념과 영성(靈性) 개념은 각각 서로 다른 종교적 배

경 아래 등장한 개념이며, 따라서 그 역사적 맥락이나 형성과정이

다르다. 영성 개념은 서구의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나온 개념으

로서 전통적으로 신에 대한 실체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반면 실

체적 사고를 거부하는 대표적 종교인 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불성

은 인간이 지닌 종교적 성취의 가능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각

종교의 핵심적 사상은 다른 것과 비교 불가능한 독자성과 고유한

완전성을 지닌다. 따라서 두 개념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거나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하나의 종교체계 내지 해당

종교의 핵심 개념이 다른 종교의 핵심 개념과 같은가 다른가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 소모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종교라는 공통의 기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불성과 영성 개념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서로 상이한

종교체계를 견주어보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대사회

의 탈종교적, 초종교적 경향에 힘입어 영성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

고, 두 개념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추출해 내어 비교한다면 두

가지 상이한 종교적 배경에서 출현한 개념들 간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탈근대의 문화에서 영성이란 말은 매우 애매모호하며,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그 용도와 의미 역시 더욱 다

양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영성이란 일상을 넘어서는 초월적,

종교적 체험 또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성 개념이 무엇인

지 밝히기 위해서 먼저 전통적 영성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영성

이 지닌 현대적 함의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다음 불성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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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열반경과 대반열반경집해의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 열반경의 특징적 논의 가운데 하나인 일천제의 성불론에 대
한 도생을 비롯한 중국 초기불교의 열반경 주석가들(이후 涅槃

師로 통칭)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불성이 지닌 종

교 수행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밝힘으로써 현대영성과 불성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Ⅱ. 영성의 현대적 함의

영성(spirituality)1)이란 말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형성되었다. 어원적으로는 영(spiritus)이나 정신(pneuma)의 신령

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에서 유래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삶을 육적-신체적-정신적인 층위로 나누어 이해하는 구분이 담겨

있다. 여기서 영성은 일차적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교 삶

의 다양한 측면을 지칭하거나,2) 철학적으로 물질적, 육체적인 것

1) 영성(靈性)의 원어인 “spirituality”는 라틴어 “spiritualitas”에서 유래한

말로, “spiritus(靈)”라는 명사와 “spiritualis(靈的인)”라는 형용사가 관련된

추상명사이다(김용해 2008; 125). 영(靈)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무(巫)가 옥(玉)으로 신(神)과 소통하는 것(“以玉通神”)을 의미했다.

무(巫)는 인간과 신의 왕래나 신의 의지를 체현하는 사람이며, 옥(玉)은

이들이 신과 소통하는 도구로서 세 개의 입을 말한다.

2) 성서적 신앙은 신을 무에서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사에 개입하는 인격적 실재로 본다. 사도 바오로의

서간을 바탕으로 한 바오로 신학에서 영적인(spiritual) 사람이란 자신의

존재와 삶이 하느님의 영(Pneuma Theou)에 의해 질서 잡히고 인도되며

영향 받는 이를 일컫는다. 반면에 육적인, 혹은 동물적인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하느님의 영에 거스르는 자이다. 따라서 몸도 생혼도

영혼처럼 성령에 의해 인도되면 영적으로 되고, 사람의 영혼과 정신,

의지가 성령에 거스르거나 그저 본능에 머무르고 양심에 어긋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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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비되는 비물질적 본질, 그 존재양식이나 인식양식을 가리킨

다.3) 이처럼 성서적 영성과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이상학

적 영성은 서구의 지배적 영성 전통을 형성하는 두 축을 이룬다.

이러한 영성관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

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활동이다.

과거에는 영성이 주로 특정 종교 전통 내에서 함양되어 왔지만,

현대 영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탈종교적, 초종교적 경향을 보이

고 있다는 데에 있다.4) 20세기 이후, 특히 1960년 2차 바티칸 공

의회 이후 영성은 가톨릭 교회를 넘어서 개신교, 유대교,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주의 영성,

흑인 영성, 생태 영성 등 비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영성을 말하게

되었다.5)

육적으로 되는 것이다. 김용해(2008) p. 125.

3)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서구 영성의 주요 흐름 가운데 하나인

형이상학적 영성의 근간이 된다. 신플라톤주의의 일원론적(monistic)

세계관은 만물을 일자(一者, 즉 신)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아리스토텔레스적 신관은 신을 부동의 제일 원인(causa prima, unmoved

mover)으로 간주한다.

4) 현대의 영성 개념을 살펴보고자 할 때 현대의 영성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켄 윌버(Ken Wilber)의 인간 정신의 발달 단계에 대한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인간의 의식 발단 단계를 인격형성 이전의 단계,

인격의 단계, 초인격적 단계의 셋으로 구분하고, 세 번째인 초인격적

단계야말로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며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구원의 경지라고 보았다. 윌버는 이러한

정신의 세 단계를 인간의 행복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각기 무의식적

지옥, 의식된 지옥, 무의식적 천국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제어되지 못한 욕망이 난무하며 자의식이 발달되기

이전이므로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지옥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의 정신세계는 언어, 자의식, 합리성, 인격이 형성된 단계로서

끝없는 욕망과 갈등이 야기되는 의식되는 지옥의 세계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이러한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고자 의식과 분별적 이성과

개별적 인격 자체를 초월하는 무의식적 천국을 갈망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길희성(2009) pp. 3-4.

5) 조현철(2013)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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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대 영성의 경향은 20세기의 새로운 흐름들인 뉴에이

지 운동,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서구의 신중심이나 인간 중

심의 전통적 사유방식을 거부하고 자연중심의 세계관을 강조한다.

또 이들은 과학과 종교, 정신과 물질을 통합하고자 하며 서구사상

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동양의 종교에서 새로운 영성을 찾아

보려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정신의 주류를 이루어 오던

실체론적 신학과 형이상학 전통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성 중

심의 철학체계를 해체하고자 한다. 이성보다는 직관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영성 계발에 관심을 가지며, 다원성과

열린 정신을 강조한다. 종교다원주의는 우리에게 종교를 대하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며, 보편타당성을 지닌 종교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객관적 시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인

식 주체의 관점과 경험, 그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종교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행동이나

가치, 삶의 양식에서도 다른 기준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이렇듯 종교다원주의는 현 사회에서 이질적인 다양한 종교집

단의 공존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 아래 현대의 영성 역시 그 의미를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일상의 삶을 영

적인 형태로 만들어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이나 그러한 세계

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여기에는

인간행위의 선함과 올바름, 인간의 절대적인 정신적 원리에 대한

인정이나 종교적 의미 등을 포함한다.6) 나아가 영성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한 사람의 행동이 유래된 태도나 정신의 바탕이 되는

어떤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영성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어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영적이라는 말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특징짓는 인간 고유

6) 신승환(200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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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인 인식과 사랑을 통한 자기 초월의 능력을 뜻한다. 따라

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영성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의 확립을 통한 자기초월의 능력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자기초월을 통해 각자가 인식

하는 삶의 궁극적 가치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영성

은 고립이나 자기몰입이 아닌, 자신을 타인에게 개방시키면서 각

자가 인식하는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초월로 자신의 삶을 통합

하려는 의식적 노력의 체험을 가리킨다.

Ⅲ. 불성 개념과 일천제성불설

영성이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초월의 능력 또는 자기초월을

위한 노력의 체험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영성에 대응되는 것이

불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경전의 가르침은 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실천

을 격려하고, 실천 중의 여러 잘못을 바로잡으며, 空의 언어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더욱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 불성론에서
는 불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언하고 있다.

만약 대승을 격렬하게 배척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천제가 되는 이

유이다. ··· 중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경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도리(道理)에 의거한다면, 모든 중생들은 청정

한 불성을 본유(本有)한다. 영원히 반열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가 있

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하기에 불성은 확실히 본유한

다.7)

7) 佛性論(大正藏 31, p. 788 下19-24). “若憎背大乘者, 此法是一闡提因,
爲令衆生捨此法故. ··· 以是義故, 經作是說. 若依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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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이 “본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천제가 실제로 그 자체로

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어떤 사람이 반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다면 그것은 그가 해탈의 길을 배척하기 때문이라고 확언하기 위

한 것이다. 경전에서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성불을 열망하고 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불성이 본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Sally King은 중

생에게 불성이 본래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중생의 실천을

격려하고 그리하여 모든 중생들을 해탈하도록 하는 위대한 목표

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방편(upāya)이라고 말한다.8)

여래장경(如來藏經)의 한 구절을 더 살펴보자. 이 경전은 여

래장 문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한다. 이 경전에서 청정

한 여래장은 평범한 중생의 번뇌에 묶인 몸과 경험 내에서도 오

염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이야기된다. 여기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의 불안(佛眼)으로 모든 중생들을 바라보건대,

그들의 욕망, 분노, 그리고 망상의 번뇌 가운데에서도 여래의 지

혜, 여래의 눈, 그리고 여래의 몸이 있다는 것을 본다. ··· 모든 곳

의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몸 가운데에서도 오염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여래장을 간직하고 있다.”9) 번뇌의 한 가운데 있는 청정

한 여래장은, 단단한 껍질 속에 있는 쌀알, 오염된 장소에 떨어진

황금, 가난한 집에 있는 보배의 창고, 넝마로 싸여 있는 불상 등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도 예시된다.10)

이상의 단락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

관없이 우리 내면에 청정하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어떤 것이 간직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변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一切衆生皆悉本有清淨佛性. 若永不得般涅槃者, 無有是處, 是故佛性決定本有.”

8) King(1997) pp. 183-184.

9) 大方等如來藏經(大正藏 16, p. 457 中28-下3). “我以佛眼觀一切衆生,
貪欲恚癡諸煩惱中, 有如來智如來眼如來身. ··· 一切衆生, 雖在諸趣煩惱身中,

有如來藏常無染污.”

10) 위의 책, p. 457 上-460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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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붓다 됨을 계발함으로써 스스로의 상태를 전환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언

급들 속에서 경전은 깨달음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

하고 있다. Sally King에 따르면, 여래장은 모든 중생의 성불 가

능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즉 여래장의 가르침은 일체의 중생

에 대하여 구원론적 목적으로 시설된 은유인 것이다.11)

이제 열반경에 나타난 불성 개념에 대해 살펴본 다음 열반
경에서 언급하는 일천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열
반경에서는 불성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第一義空12), 中道13),

一切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中道種子14), 中道之法15), 觀智16), 十二因

緣17), 佛18), 如來19), 一乘20) 등을 사용하고 있다. 불성이란 대체로

공(空), 중도(中道),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 및 그러한 이치를

관조(觀照)하는 지혜(智慧)의 의미로 파악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도 불성은 실천수행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首楞嚴三昧21), 十力四

無所畏大悲三念處22), 色受想行識23), 大慈大悲24), 大喜大捨25), 大信

11) King(1997) p. 189.

12) 大般涅槃經(大正藏 12, p. 767 下18-19). “佛性者名第一義空.”
13) 위의 책, p. 767 下24-25. “中道者名爲佛性.”

14) 위의 책, p. 768 上8-9. “佛性者,

即是一切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中道種子.”

15) 위의 책, p. 768 上21. “中道之法名爲佛性.”

16) 위의 책, p. 768 中4-6. “無常無斷乃名中道. 無常無斷即是觀照十二緣智.

如是觀智是名佛性.”

17) 위의 책, p. 768 中11-12. “十二因緣名爲佛性.”

18) 위의 책, p. 768 下9-11. “若有人見十二緣者即是見法. 見法者即是見佛.

佛者即是佛性.”

19) 위의 책, p. 802 下23-24. “佛性者名爲如來.”

20) 위의 책, p. 769 上26. “一乘者名爲佛性.”

21) 위의 책, p. 769 中1-2.

22) 위의 책, p. 770 上19-20.

23) 위의 책, p. 802 上24-中20.

24) 위의 책, p. 802 下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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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26) 등으로도 해석된다. 또 열반경에서 말하는 ‘一切衆生有如來
藏’이란 일체중생이 여래의 태아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며, 중생

은 잠재적 여래로서, 성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27)

열반경의 불성 사상은 경전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걸쳐 내용
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열반경 전반부에서는 중생이 불성
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성을 상(常)과 아(我)로 해석

하고, 무상(無常), 즉 무아(無我)의 설보다 열반경의 아(我)가 더
욱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28) 경전의 후반부로 갈수

록 반야경의 영향으로 유무쌍견(有無雙遣)의 형식을 통해서 공

성(空性)으로서의 불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두드러진다.29)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음에도 열반경에서는 불성이
없는 존재, 또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일천제(一闡提, icchanti

ka)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다. 열반경 사자후보살품
에서는 일천제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일천제란

삼악도에 빠진 자로서,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후세를

믿지 않으며, 악행을 익히기를 즐기며, 선근을 멀리하며, 전생의

25) 위의 책, p. 802 下24.

26) 大般涅槃經(大正藏 12, p. 802 下28.
27) 열반경에서 불성은 대체로 梵語 buddhadhātu의 번역어로 볼 수

있다. dhātu는 古漢譯에서는 ‘界’, ‘因’, ‘種族’ 등으로 번역되므로,

불성의 원어인 buddhadhātu는 佛의 領域, 佛의 成分, 佛의 因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불성이란 佛의 性品이라는 뜻이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의 동의어로 如來藏, 如來(之)性, 如來秘藏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如來藏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경전으로

알려진 如來藏經을 참고할 때, 如來藏은 梵語 tathāgatagarbha의
번역어로 볼 수 있다. garbha는 태아의 의미이며, tathāgatagarbha는

태아 상태에 있는 如來라는 의미이다.

28) 大般涅槃經 如來性品 (大正藏 12, p. 648 下12-15).
“譬如女人爲其子故以苦味塗乳. 如來亦爾. 爲修空故說言諸法悉無有我.

如彼女人淨洗乳已而喚其子欲令還服. 我今亦爾說如來藏.”

29) 大般涅槃經 聖行品 (大正藏 12, p. 687 中13-17).
“佛性無生無滅無去無來. 非過去非未來非現在. 非因所作非無因作. 非作非作者.

非相非無相. 非有名非無名. 非名非色. 非長非短.”



76 ∙ 印度哲學 제41집

악업으로 막혀 있으며,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며, 비구와 비구니,

어머니에게 법이 아닌 행위를 하며, 승가의 물건을 제멋대로 사용

하며, 오부승중에게 시비를 일으키며, 선업과 악업의 과보가 없다

고 항상 말하며,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을 죽이며, 법사의 과오를

들춰내길 좋아하며,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을 뒤바꿔 말하며, 법

의 허물을 구하기 위해 법을 들으며, 부처가 무상하여 영원히 소

멸한다고 말하며, 정법이 무상하여 멸할 것이라 말하며, 승보가

없어질 것이라 말하는 자들이다.30) 이상의 구절들이 설명하는 바

에 따르면, 일천제란 악행을 일삼으며 대승불교를 비방하는 자들

을 일컬음을 알 수 있다.

가라시마 세이시(辛嶋靜志)에 따르면, icchantika라는 말은 대승

열반경, 능가경, 보성론 등 비교적 성립이 늦은 여래장 계
통의 대승불전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는 대승열반경 티벳역본
을 참고하여, 대승열반경에 등장하는 일천제란 스스로 아라한이
라 주장하면서, 방광의 가르침, 실제로는 대승열반경(아마도 古

層부분)을 정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비불설(非佛說)이라 비방하

는 출가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출가자는 신흥 
열반경의 여래상주 여래장설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대승을 신
봉했던 출가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31)

이와 같이 여래장설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대승교도들을 폄

하하고 열반경의 여래장설을 기존의 교설보다 더 높은 위치에

30) 大般涅槃經 卷第三十二(大正藏 12, p. 554 中20-554下5).
“一闡提輩有六因緣. 沒三惡道不能得出. 何等爲六. 一者惡心熾盛故.

二者不見後世故. 三者樂習煩惱故. 四者遠離善根故. 五者惡業障隔故.

六者親近惡知識故. 復有五事沒三惡道. 何等爲五. 一者於比丘邊作非法故.

二者比丘尼邊作非法故. 三者自在用僧鬘物故. 四者母邊作非法故.

五者於五部僧互生是非故. 復有五事沒三惡道. 何等爲五. 一者常說無善惡果故.

二者殺發菩提心衆生故. 三者憙說法師過失故. 四者法說非法非法說法故.

五者爲求法過而聽受故. 復有三事沒三惡道. 何等爲三. 一謂如來無常永滅.

二謂正法無常遷變. 三謂僧寶可滅壞故. 是故常沒三惡道中.”

31) 辛嶋靜志(2012), 一闡提(icchantika)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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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열반경의 입장은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509년
편찬) 가운데 偏敎/圓敎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열반사(涅槃師)들의 주석들 가운데 열반경 이전의 가르침과
열반경의 가르침으로 이분하여 경전의 우열을 가리는 방식을

통해서 더욱 강조된다.

승량이 말하였다. 보살이 가버리자 圓敎 역시 숨어버리고 소승이 무

아로써 교화하나 偏敎는 들어맞음을 잃었으니 ‘곁(傍)’32)이라고 비유한

다.33)

승종이 말하였다. 앞에서 [약의] 비유를 들어 圓敎(열반경의 가르
침)를 밝혔고 지금 독의 비유를 들어 偏敎(열반경 이전의 경전의 가
르침)를 밝힌다.34)

승종이 말하였다. ··· 영원함에 집착하는 병을 앓고 있는 자를 위하

여 偏敎를 설하고, 단멸에 집착하는 병을 앓고 있는 자를 위하여 圓敎

를 설한다.35)

가라시마 세이시의 견해를 존중한다면, 열반사들이 편교와 원

교로써 열반경 이전의 가르침과 열반경의 가르침 간의 우열
을 논한 것은 열반경이 여래장을 설한 의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반경에서는 일천제성불설(一闡提成佛說)과 더불어
일천제불성불설(一闡提不成佛說)도 함께 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성론에서는 일천제불성불설을 설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일천제가 영원히 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은 열반의 성품이

32) 大般涅槃經(大正藏 12, p. 653 中7).
33) 大般涅槃經集解 如來性品 (大正藏 37, p. 463 中13-14). “僧亮曰.
菩薩旣去, 圓敎亦隱, 小乘以無我爲化, 偏敎失中, 譬傍也.”

34) 위의 책, p. 455 下12-13. “僧宗曰. 向擧譬以明圓敎, 今擧毒譬以顯偏敎.”

35) 위의 책, p. 459 下20-21. “僧宗曰.··· 若常病者, 爲說偏敎, 若斷病者,

爲說圓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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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라고 설하였으니 무슨 뜻인가 하면 대승을 비방하는 인연

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밝히는가하면 대승

을 비방하는 마음과 대승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기 때

문이다. 한량없는 때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들

에게 실제로 청정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마침내 청정

한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36)

일천제불성불설을 설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일천제에게 불법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 일체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는 근원적이고 종교

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일천제가 대승의 법을 믿지 않으

므로 그러한 일천제의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일천제에

머물 때에 해탈의 성품이 없다고 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천제가

만약 대승의 법을 믿고 보리의 因을 닦으면 일천제에서 벗어나서 성

불할 수 있다.37)

만일 말하기를 일천제가 능히 선근을 내며 선근을 내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으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 그러므로 일천제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삼보를 비방하지 않

는 줄 알아라.38)

36) 究竟一乘寶性論 卷第三(大正藏 31, p. 831 中5-9).
“向說一闡提常不入涅槃, 無涅槃性者. 此義云何. 爲欲示現謗大乘因故.

此明何義. 爲欲迴轉誹謗大乘心不求大乘心故. 依無量時故, 如是說.

以彼實有清淨性故, 不得說言彼常畢竟無清淨性.”

37) 일천제불성불설이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입장, 즉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는 입장은 法顯 역 泥洹經과 대승 열반경의 티벳역본에는
없고, 曇無讖 역 대본 열반경에만 그 내용이 등장한다. 이점을 들어
일부 학자는 대본열반경이 인도불교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인도에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 인도에서 찬술된

보성론에도 일천제성불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역본 대본
열반경이 인도불교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8) 涅槃經(大正藏 12, p. 580 中28-下2). “若復說言一闡提人能生善根.
生善根已相續不斷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故言一闡提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當知是人不謗三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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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제가 선근을 내고 그런 뒤에서 계속하여 그 선근을 유지한

다면 무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즉 선근이 끊어진 일천제라

하더라도 꾸준한 수행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상태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Ⅳ. 도생(道生)의 일천제성불설

도생(355?-434)은 한역본 대본열반경이 중국에 전해지기에

앞서서 일천제성불설을 주장한 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생의

일천제성불설은 현재 그 온전한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대반열반
경집해에도 도생의 일천제성불 사상과 관련된 부분은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일천제성불의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

려움이 따른다. 다만 여러 사료들에 그의 견해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 대강의 윤곽을 그려보고, 아울러 후대에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열반경 주석가들의
일천제에 대한 견해를 대반열반경집해에 실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승전을 보면 도생이 일천제성불설을 주장하
게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또 여섯 권으로 된 니원경이 먼저 서울에 도착하였다.(418년) 도
생이 경의 이치를 해부하고 분석하여 깊고 미묘한 진리를 통찰하여

들어갔다. 이에 일천제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였다. 이때에 
열반경 대본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담무참이 열반경 대본을 번
역한 것은 421년이고, 이 역본이 강남지역에 소개된 것은 430년이다.-

역주) 홀로 먼저 밝힌 견해를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구학

들은 그의 말이 삿된 주장이라고 비난하며 분개함이 매우 심하였다.

마침내 대중들에게 밝히고 그를 승단에서 쫓아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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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宋)나라 지원(智圓)이 열반현의발원기요(涅槃玄義發源機要)
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도생은 6권본의 니원경(泥洹經)을 연
구하여 14과(科)를 찬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제10과인 衆生有佛性

義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40)

열반경에서 일천제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악행을 하는 사
람에게 선행을 권유하기 위함이지 [불성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니

다.41)

도생은 경전에서 일천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한 것은 악행을 행

하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명승전초의 다음 구절을 보면 도생이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
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도생이 말하였다. 천지 이의의 기를 품은 중생은 모두 열반의 정인

이다. 일천제는 중생의 부류이니 어찌 불성이 없겠는가?42)

중생은 정인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천제 역시 중생의 한 부류

이므로 당연히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천제가 불성을 지닌 이유

가 정인불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조금 후에 살펴볼 열반사

들의 주장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도생에 따르면 중생에게는 모두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39) 高僧傳 卷七(大正藏 50, p. 366 下21-25). “又六卷泥洹先至京師.
生剖析經理洞入幽微. 乃說一闡提人皆得成佛. 于時大本未傳.

孤明先發獨見忤衆. 於是舊學以爲邪說譏憤滋甚. 遂顯大衆擯而遣之.”

40) 涅槃玄義發源機要 卷第一(大正藏 38, p. 19 上14-16). “以六卷泥洹.
先至京都. 生剖析經理洞入幽微. 乃說闡提皆得成佛. 遂撰十四科.

其第十衆生有佛性義云.”

41) 涅槃玄義發源機要 卷第一(大正藏 38, p. 19 上17). “經言闡提無者,
欲擊勵惡行之人, 非實無也.”

42) 名僧傳抄(大日本續藏經 77, p. 360 中15-16). “道生曰. 稟氣二儀者,
皆是涅槃正因. 闡提是含生, 何無佛性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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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정도는 중생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 중

생의 입장에서 말하면 중생이 처한 인연의 상황에 따라서 부처가

응하기 때문이다.

도생법사가 말하였다. 인연을 비추어 應하니 응함은 반드시 智에 달

려 있다. 응함이 반드시 智에 달려 있다는 것은 곧 작심(作心)하여 응

한다는 것이다.43)

부처는 원래 중생과 달라서 모든 것에 무심(無心)하지만 일단

방편으로 사물에 응하게 되면 중생이 처한 다양한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반응한다. 도생은 이를 작심(作心)이라고 하여 그 의

도성을 강조하였다. 성인의 응(應)함은 중생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며, 부처의 중생에 대한 응(應)에는 연인(緣因)의 의미가 있다.

도생의 응유연론(應有緣論)은 인연의 세계에서만이 감응이 이루

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혜달(慧達)의 조론소(肇論疏)에서는
도생의 감응의가 반드시 인연을 기다려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

하고 있다.

도생법사가 말하였다. 감응에는 인연이 있으니 혹은 고통으로 가득

찬 곳에 태어남으로써 슬픔과 근심을 함께 하고 혹은 애욕으로써 굴

레를 함께 하며 혹은 선법(善法)으로써 도(道)를 여는 것으로 돌아간

다. 그러므로 [부처는] 유심(有心)으로 응한다.44)

여기서 ‘함께 한다[共于]’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부자(父子)의 관

계처럼 천성(天性)적인 근원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

이 처한 현실 속의 선악과 고락이 모두 감응의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애욕만을 추구하는 인간인 일천제(一遮案提 : 一遮

43) 大乘四論玄義 卷六(新纂續藏經 46, p. 594 下21-22). "生法師云,
照緣而應, [應]必在智. 此言應必在智, 此卽是作心而應也."

44) 肇論疏(新纂續藏經 54, p. 51 上2-4). "生法師云. 感應有緣, 或同生苦處,
共於悲愍, 或因愛欲, 共於結縛, 或因善法, 還於開道. 故有心而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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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탐욕’의 뜻, 案提는 ‘오로지’의 뜻)일지라도 애욕의 악연(惡緣)

을 빌어 부처를 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생은 아무리 낮은

가능성일지라도 악연은 소멸할 수 있으며, 소멸한 후에는 선연(善

緣)으로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부처로부터 주어진 불성이 있고 이러한 불성은 부처와 마찬가지

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에게 주어진 성불의 가능성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Ⅴ. 대반열반경집해의 일천제성불의와
정인(正因) 연인(緣因)

이제 일천제성불의를 열반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보량(444～509)은 일천제에게 선근이 다시 생겨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량이 말하였다. ··· 중생이 비록 선근이 끊어져 괴로움을 받는 가

운데 있더라도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얻게 되므로 다시 선근이

생기고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니 부처에 이른다.45)

보량은 선근이 끊어진 중생, 즉 일천제라도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 즉 생사의 괴로움을 피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선근이 생긴다고 하였다. 여기서 괴로움

을 싫어하는 마음이란 정인불성을 가리키는 보량 특유의 용어이

다. 즉 정인불성은 선근이 끊어짐과 상관없이 중생에게 항상 있는

45) 大般涅槃經集解(大正藏 37, p. 584 上17-19). “寶亮曰. ···
衆生雖復斷於善根, 而於受苦之中, 得厭苦心發故, 還生善根, 相續不斷,

以至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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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다시 생긴 선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열반에 이

를 수 있다는 것이니 현재의 선근이 끊어졌다는 사실은 중생의

성불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요는 현

재에 불성이 없더라도 미래에 불성이 있게 됨을 설명하였다.

법요가 말하였다. ··· [불성이] 현재에 없으므로 선근이 끊어졌다고

말한다. [불성이] 미래에 있으므로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한다.46)

법요는 선근이 끊어져 불성이 없게 되는 것은 현재의 상태이지

만 선근이 다시 이어지면 미래에는 불성이 다시 있게 되므로 결

국에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요가 말하였다. ··· 선근이 끊어졌으므로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선근이 다시 생기므로 반드시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불성이] 있

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만선이 연인의 성품임을

밝힌다.47)

법요는 선근이 끊어지거나 다시 생김에 따라서 불성이 있고 없

음을 말하는 것은 연인불성과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승종이 말하였다. ··· 끊어진 것은 앞으로 짓게 될 선임을 밝히니

정인의 뜻이 보존된다. 다시 [선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니 이로써

연인의 이치가 충족된다. 또한 인과가 서로 바라보니 중도의 뜻이 상

세히 밝혀진다. 두 가지 성이 서로 이루어지니 오묘한 취지가 드러난

다.48)

46) 위의 책, p. 574 上3-5. “法瑤曰. ··· 以現在無故, 得言斷善根. 未來有故,

得言悉有佛性也.”

47) 위의 책, p. 586 中7-10. “法瑤曰. ··· 斷善根故, 不得言定有也. 善根還生,

不得言定無也. 可言亦有無者, 此明萬善緣因性也.”

48) 위의 책, p. 572 上8-15. “僧宗曰. ··· 明所斷者, 是起作之善故,

則正因之義存也. 釋還生之由, 所以緣因之理足也. 亦以因果相望, 則中道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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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종(438～496)에 따르면 일천제는 선근이 끊어진 것이지 불성

이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중생에게 상존하는 정인불성의 이치가

여기서 드러난다. 또 끊어졌던 선근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연인불

성의 이치를 드러낸다. 이처럼 정인불성과 연인불성의 이치가 중

생에게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불이라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승량이 말하였다. ··· 연인의 선근을 끊은 것이지 정인을 끊은 것이

아니다. 정인의 힘으로 인하여 오래된 선이 다시 생긴다.49)

선근이 끊어졌다고 할 때 연인불성의 측면이 끊어진 것이지 정

인불성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인불성이

잠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인의 힘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근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열반사들은 일천제의 선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정

인불성과 연인불성 개념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열반경에서 불성에 대한 해석 가운데 정인(正因)과 연인(緣

因)은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집해에서는 일천제의
성불 여부에 대해서도 정인과 연인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정인과 연인에 대한 설명은 열반경 사자후보살품 에 나온다.

중생의 불성에도 역시 두 종류의 인이 있다. 첫째는 정인이고, 둘째

는 연인이다. 정인이란 모든 중생을 말한다. 연인이란 육바라밀을 말

한다.50)

내가 두 가지 인을 설하니 정인과 연인이다. 정인이란 불성이라고

二聖相成, 俱顯妙旨.”

49) 위의 책, p. 574 上11-12. “僧亮曰. ··· 斷緣因善根. 非斷正因也. 由正因力故.

久善還生.”

50) 大般涅槃經 師子吼菩薩品 (大正藏 12, p. 775 中28-29).
“衆生佛性亦二種因. 一者正因. 二者緣因. 正因者謂諸衆生.

緣因者謂六波羅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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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다. 연인이란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이 두 인연으로써 아뇩다

라삼먁삼보리를 얻으니 바위에서 금을 추출하는 것과 같다.51)

경문에 따르면 정인은 중생이 지닌 불성을 가리키며, 연인은 보

리심을 내고 육바라밀을 닦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인과 연인에

대하여 여러 열반사들은 열반경의 취지와 기본적으로 같은 입
장을 취한다.

지금 선업이 생기게 하는 바가 곧 불성임을 밝힌다. 불성은 선을 낳

는 이치이다. [선을 생기게 하는] 이치가 만일 없다면 선이 어디로부

터 생기겠는가. 이는 불성이 선업을 짓는 근본이라는 것이다. 불성은

정인이다. 선업은 연인이다.52)

법요에 따르면 정인은 불성을 가리키고, 연인은 선업(善業)을

행함을 가리킨다. 그리고 중생이 선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불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반사들은 연인불성(緣因佛性)을 선업으로 해석함과 아

울러 만선(萬善) 개념으로 설명한다. 보량은 연인에 대한 설명 가

운데 다음과 같이 만선을 언급하고 있다.

緣因이라는 것은 萬善을 요체로 삼는다. 一念의 善 이상부터 모두

수승한 과보(勝果)가 생기도록 도와 緣을 빌어 일어나니 緣因이라고

이름한다. 그런데 이 [연인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고작용에 머

무를 때는 항구적이지 않다가 비로소 생겨나 사라지지 않으니 곧 正因

과는 다르다. 만약 이 緣의 도움이 없다면 [타고난] 본성을 고수하여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정인과 연인의] 두 가지 因은 반드

시 서로 이어져야 한다. 만일 緣因의 작용이 이미 충족되었으면 正因

51) 위의 책, p. 778 上26-28. “我說二因. 正因緣因. 正因者名爲佛性.

緣因者發菩提心. 以二因緣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如石出金.”

52) 大般涅槃經集解 如來性品 (大正藏 37, p. 447 下3-6).
“今明善業所由生者, 即佛性. 佛性是生善之理. 理若無者, 善何由生.

是則佛性是作善業之根本也. 佛性是正因, 善業是緣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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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 역시 만족된다. 두 가지 작용이 갖추어져 원만하니 생사윤회가

소멸한다.53)

보량은 연인을 “以萬善爲體”, “藉緣而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연인이 정인에 대하여 자연(資緣), 즉 조연(助緣)의 의미를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체의 수행은 연인이 되며, 수행

은 선업을 쌓는 것이므로, 연인은 만선인 것이다. 연인을 만선으

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열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승종은 사자후

품 에서, “정인은 神明이고 연인은 萬善이다.”54)라고 하였다. 법요

는 가섭품 에서, “이는 萬善이 緣因性임을 밝힌다.”55)라고 하였

다. 만선이란 선업을 쌓는 여러 가지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하

여 얻은 결과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도생 역시 법화경에 대한 주석 가운데 일념선(一念善)과 유사
한 일호지선(一毫之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승이란 평등한 큰 지혜를 말한다. 하나의 선에서 시작하여 궁극

의 지혜에서 마치는 것이 이것이다.56)

만약 시작과 마지막을 통섭하여 논한다면 한 터럭의 선이 모두 이

것이다.57)

중생에게 과거불의 때에 모든 선근을 심어놓았음을 밝힌다. 한 터

럭의 선을 모두 쌓아 도를 성취한다.58)

53) 위의 책, p. 447 下20-25. “緣因者, 以萬善爲體, 自一念善以上, 皆資生勝果,

以藉緣而發, 名爲緣因也. 然此解者, 在慮而不恒, 始生而不滅, 則異於正因也.

若無此緣助, 則守性而不遷, 是故二因, 必相須相帶也. 若緣因之用旣足,

正因之義亦滿, 二用俱圓, 生死盡矣.”

54) 大般涅槃經集解(大正藏 37, p. 558 下6). “正因即神明. 緣因即萬善.”
55) 위의 책, p. 586 中10. “此明萬善緣因性也.”

56) 法華經疏(新纂續藏經 27, p. 1 中24-1下1). “大乘者, 謂平等大慧,
始於一善, 終乎極慧, 是也.”

57) 위의 책, p. 1 下2-3. “若統論始末者, 一豪之善, 皆是也.”

58) 위의 책, p. 5 中20-21. “明衆生於過去佛, 殖諸善根. 一豪一善, 皆積之成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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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량을 비롯한 열반사들이 연인 개념을 중시하여 선업이나 만

선으로 해석한 것은 그들이 깨달음의 이치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

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불성 개념과 결합시켜 이해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상

과 같이 열반사들은 연인을 선업 또는 만선으로 해석하였으며, 이

를 통해 연인 개념이 현실적인 실천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대반열반경집해의 삼보의(三寶義)와
미래신(未來身)

앞에서 일천제의 성불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천

제의 성불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개념의 도입은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해의 삼보의를 살펴보고자 한
다. 열반경 여래성품(如來性品) 에서는 삼보(三寶)에 대한 용례
가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한다. 삼보는 자기 안의 불성을 어떻게

파악하며, 그러한 불성을 어떻게 체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깊은 관

련이 있다. 대반열반경집해에서는 삼보를 일체삼보(一體三寶)와
별체(別體, 또는 異體, 差別, 別相)삼보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별체삼보(別體三寶)라는 용어에 대한 경전적 근거는 열반경의
다음 구절로부터 찾을 수 있다.

여러 세간을 교화하여 제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각종 차별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니 저 제등과 같다. 이런 까닭에 너는 지금 범부와 어리석

은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삼귀 차별의 상을 받아 지녀서는 안 된

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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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등(梯橙)은 계제(階梯)와 통용되며, 계제란 단계와 구

분을 의미한다. 이체삼보(一體三寶)와 별체(別體, 또는 異體, 差別,

別相)삼보가 함께 쓰인 용례를 집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보량이 말하였다. ···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므로 차별삼보를 말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일체[삼보]일 뿐이다.60)

승종이 말하였다. ··· 옛날에 너희들에게 별체삼보에 귀의하도록 한

것은 삿된 귀의를 대신하려는 것이니 어찌 참된 것이겠는가. ··· 나의

미래의 몸의 일체삼보에 귀의하는 일에는 잘못이 없다.61)

승량이 말하였다. ··· 위에서 미래의 일체삼보에 스스로 귀의하라고

말하였으니 위에서 밝힌 바를 자세히 설명한다. 옛날에 별체의 다른

몸에 귀의하라고 한 것은 성문을 위한 것일 뿐이다.62)

인용문들을 살펴보면, 별체삼보(別體三寶)는 옛날의 가르침(昔

敎, 昔說)이며, 성문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성문의 가르침은 의타

(依他)이므로 이체삼보(異體三寶)가 되며, 지금(今日)에 상주(常住)

하는 일체삼보(一體三寶)를 마음에 세우기만 하면 깨달음을 성취

할 수 있다. 또 自歸未來身中三寶의 용례를 집해에서 더 찾아보
면 다음과 같다.

승량이 말하였다. 내가 곧 불성이며 자기 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고 이미 말하였다. 곧 마땅히 자기 몸 가운데의 삼보에 스스로 귀의하

여 반드시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니 선업의 뜻이 이루어진다.63)

59) 涅槃經 如來性品 (大正藏 12, p. 651 上). “爲欲化度諸世間故.
種種示現差別之相. 如彼梯橙. 是故汝今不應受持如凡愚人所知三歸差別之相.”

60) 大般涅槃經集解 如來性品 (大正藏 37, p. 458 中). “寶亮曰. ···
若爲化生故. 可說差別三寶也. 不然者. 則唯一體耳.”

61) 위의 책, p. 457下-458上. “僧宗曰. ··· 言昔令汝歸別體三寶者. 以代邪歸.

豈是實耶. ··· 歸我來身一體三寶. 事無乖謬.”

62) 위의 책, p. 458中. “僧亮曰. 上說自歸未來一體三寶. 將廣上所明. 先非昔說也.

昔日異體依他者. 爲聲聞耳.”

63) 위의 책, p. 455 上. “僧亮曰. 已說我者, 即是佛性, 自身有之.

便應自歸身中三寶. 必得常樂. 成善業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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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량이 말하였다. ··· 예전에 또 옛날의 삼귀를 버리고 석가의 일체

삼귀에 이르도록 하였다. 오직 미래의 몸 가운데 일체삼보에 스스로

귀의하도록 권한다. 만약 이 마음이 하나로 서면 세 종류의 삼귀가 모

두 성취된다.64)

이상으로 볼 때 보량과 승량의 경우 삼보를 일체(一體)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삼보가 내 몸 안에 갖추어져 있다

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열반경에서 삼보를 분별하지
말라는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경전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부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여

러 성문과 범부의 사람들과 같이 삼보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

하여 대승에는 삼귀를 분별하는 상이 없다. 어째서 그러한가 하면 불

성 가운데에 법과 승이 있지만 성문과 범부를 교화하여 구제하고자

하므로 삼보를 다른 상으로 분별하여 설하신 것이다.65)

또 열반경의 미래신(未來身)에 대한 용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전을 선양하여 말하는 이는 모두 몸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말

한다. 이런 사람은 삼귀의할 곳을 멀리서 구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미

래세에 나의 몸이 삼보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66)

열반경을 믿는 중생은 열반경이 설하는 자기 몸 안의 불성
이야말로 진정한 삼귀의처(三歸依處)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

64) 위의 책, p. 456 中. “寶亮曰. ··· 一往且令舍昔三歸. 及釋迦一體三歸.

唯勸自歸未來身中一體三寶. 若此心一立. 則三種三歸. 悉皆成就也.”

65) 涅槃經 如來性品 (大正藏 12, p. 650 下). “爾時佛告迦葉菩薩. 善男子.
汝今不應如諸聲聞凡夫之人分別三寶. 於此大乘無有三歸分別之相. 所以者何.

於佛性中即有法僧. 爲欲化度聲聞凡夫. 故分別說三寶異相.”

66) 위의 책, p. 651 上. “其有宣說是經典者. 皆言身中盡有佛性.

如是之人則不遠求三歸依處. 何以故. 於未來世我身即當成就三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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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멀리서 삼귀의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세

(未來世)에 내 몸 자체가 그러한 삼보를 성취하기 때문에 성문, 연

각이나 다른 중생들은 모두 나에게 예배(禮拜)를 한다고 설하고

있다. 따라서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수행 후에 미래의 나의 몸에
서 성취할 가능성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나가는 말

서구의 전통적 영성 개념은 인간의 외부에 절대존재를 상정하

여 인격적 하느님의 초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개인이 그러한 절

대자에게 복속하는 것을 기본적 구도로 삼는다. 따라서 서구영성

의 종교체험은 인간 영혼과 하느님과의 완벽한 일치 보다는 관계

적 일치를 추구하며, 인간 영혼이 끝까지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느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나 불교에

서는 인간 외부에 별도의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종교체험에 있어서 서구의 영성관과 다른 길을 모색한다.

중국 초기불교의 열반경 주석가들 사이에 등장하는 미래신

(未來身) 개념은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외재적인 초월적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들에게 종교체험이란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참 자아를 자각하고 실현

하는 것일 뿐이다. 오직 자신의 미래에 구현될 부처에게 경배하라

는 사상은 불교적 영성이 지닌 깨우침과 관조의 성격을 잘 나타

내 준다고 할 수 있다.67)

67) 길희성은 영성을 신앙적 영성, 깨침의 영성, 지혜와 관조의 영성으로

구분한다. 신앙적 영성이 인간과 초월적 실재와의 일정한 거리를 전제로

한 관계적 영성이라면, 깨침의 영성이나 지혜와 관조의 영성은 초월적

실재나 절대적 실재와 완전히 하나 됨을 추구한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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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경에 나타난 불성 개념은 일천제성불설과 관련지어 살펴
볼 때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열반
경에 나타난 미래라는 시간과 불성 개념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불성 〓 성불하지 못한 현재 상태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행의 누적 

     〓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불성

현재불성불 → 불성의 
활동 : 정인＋연인 (조건＋선업을 쌓는 

행위＋수행자) → 미래성불

⁝
현상황에 대한 

진단
  초시간적 ⌎   시간적    ⌏

⁝
미래에 대한 

예측

열반에 대한 초시간적/형이상학적 논의만으로는 성불이라는 사

건이 완성될 수 없다. 반드시 행위자에 의한 구체적인 행위(선업

을 쌓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만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

고 구체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다. 행위하기

에 적합한 조건(시간, 공간, 상황, 상대자 등)이 마련될 때 그에 맞

는 행위가 실천된다.

여기서 수행의 누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성개념은 연인불성

이다. 이렇게 볼 때 일천제란 단지 과거의 행적의 결과에 따라서

붙여진 호칭일 뿐 미래에까지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미

래의 결과는 현재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

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으로, 불확정적인 가능성의 형태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서구의 영성개념이 체험자 바깥의 절대자와 주체와의 관계를

논한다면, 불교의 영성 개념은 체험자와 선한 행위를 주고받는 상

대자와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선업을 쌓는 행위가 성불

이슬람과 같은 유일신 종교는 신앙적 영성을 주로 하는 반면,

동양종교들의 영성은 주로 깨침과 관조의 영성이 주종을 이룬다.

길희성(2007)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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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 요소인데, 그 과정 안에는 행위자와 행위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받는 대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불을

향한 행위는 각자의 불성을 지닌 개체들 간의 선한 행위를 주고

받아 서로의 성불을 도와주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성불의 과정은 결코 홀로 하는 고독한 행위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불을 위해 나는 그에게 선한 행위를 해주고 나는 또 그

의 선한 행위를 받아주는 소통과 교감의 과정이다. 이로써 불교의

가르침은 형이상학적 공론의 세계로부터 복잡다단한 현실의 구체

적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된다.

열반경에 나타난 일천제성불설이 보여주는 대승불교를 비방

하는 자들에 대한 관용적 포용적 태도는 현대적 영성 개념에 부

합하는 불교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열반경
의 불성론은 불성개념에 종교적 수행론을 더한 구원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원론적 성격은 현대영성 개

념의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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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Buddha-nature in 
Nirvāṇa Sutra from the Viewpoint of 
Spirituality : in the Case of Nirvāṇa 

School's Theory of Icchantikas Become Buddha

Ha, Eugene

Geumgang University

Christian spirituality depends on God's grace, and de-

sires the unity with God through the spiritual relationship

with the Holy Spirit. The purpose of Christian spirituality is

pursuing the unity with God, not by human's effort but by

God's grace. Therefore, Christian spirituality has the clear

difference with Buddhism, which is pursuing their

self-salvation.

Speech affirming the aboriginal existence of

Buddha-nature is a method that will encourage practice and

thus contribute to the great end of liberating all sentient

beings. No matter what condition one is in, one always has

within oneself the possibility of turning around one's con-

dition by cultivating Buddhahood. Thus the tathāga-

ta-garbha is a metaphor for the ability of all sentient beings

to attain Buddhahood. The tathāgata-garbha teaching is in-

troduced as a metaphor for soteriological purposes.

In Chinese Buddhism, before the translation of northern

Nirvāṇa Sutra, Dao-sheng(道生) brought up an idea that the

icchantika has Buddha-nature, and they also can become

Buddha, which promote the spread and study of Nirvāṇa

Sutra in China. He also argued that Buddha-nature is a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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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possession or future possession, which is the important

idea in his theory of Buddha-nature.

Keywords: Spirituality, Buddha-nature, Nirvāṇa Sutra,

Dao-sheng(道生), Icchan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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