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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글은 담연의 �금강비론�을 중심으로 무정불성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그의 

불성사상은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에 근거한다. 여기서 불성은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근거를 가리킨다. 불교의 깨달음은 마음

과 관계한다. 마음이 있으면 불성이 있다는 유정불성은 이렇게 성립한다. 담연의 무

정불성에서 무정은 마음이 없다. 무정과 불성은 양립하기 어렵다. 

무정과 불성의 이러한 모순에 대해, 기존 중국불교연구자들 중에는 만물을 일체

로 보는 중국적인 도가(道家)의 자연관에 근거해서 유정과 무정의 상대성을 해소함

으로써 무정불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설명은 유정불성과 무정

불성의 불성이 동일한 의미임을 전제한다. 

담연은 그의 �금강비론�에서 불성에 관한 �열반경�의 가르침이 한 종류만 있지 

않다고 평가한 뒤, 유정불성에 대해 무정불성을 주장했다. 본고는 무정불성 중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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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해서, 무정불성의 의미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불성과 법

성에 대한 담연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무정불성의 불성은 무자성(無自性), 공(空)

의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가 편재하듯이, 불성도 편재한다. 그의 무정불성은 불성의 

편재함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진여와 불성의 관계에 대한 담연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진여는 중생

의 번뇌심과 부처의 깨달음이 공통적으로 근거하는 무자성, 공의 진리로서 불성을 

가리킨다. 진여에 근거하면 불성은 중생의 번뇌심과 부처의 깨달음의 공통적인 모

습으로 중생즉불의 不二論을 의미한다. 담연은 불이론으로서의 불성을 유정불성에 

대해 천태원교의 불성 의미로 주장한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불교사에서 불성이 유식사상과 중관사상과 관

련해서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주제어

담연, 유정불성, 무정불성, 정인불성, 진여, 불이론.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형계담연(荊溪湛然, 711-782)의 �금강비론(金剛錍論)�1)을 중심으로 

무정불성론(無情佛性論)을 살펴본 것이다. 담연은 천태종 6조로서 방대한 저서

를 통해, 천태종의 정체성을 재확립함으로써 관정이후 침체했던 천태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이다. 그는 �금강비론(金剛錍論)�에서 가상의 인물과의 문답을 

통해 무정불성을 주장한다. 

담연에 따르면, 불성은 불교의 종지이자 모든 수행의 목적지이다.2) 그에게 

불성은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이자 최고선인 깨달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성

이 무정에게도 있다는 것이 그의 무정불성이다. 여기서 무정은 담, 울타리, 기

1) 여기서 �금강비론�과 �금강비�는 같은 문헌을 가리킨다. 

2) �금강비�(T.46,781a) “諸法之大旨, 造行之所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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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약돌과 같은 물질적 존재를 가리킨다.

무정불성은 �열반경�에 근거해서 성립한다.�열반경�은 일체중생실유불성으

로 유명하다. 이는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불성은 모든 중생의 깨달음의 가능 근거를 가리킨다. 

담연의 무정불성은 무정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인가?

불교의 깨달음은 마음의 인식작용을 전제한다. 깨달음은 절대자의 은총이 

아니라 번뇌의 제거를 통한 진리의 통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음과 

깨달음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열반경�은 모든 중생에게는 마음이 있고, 마음

이 있는 자는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일체

중생실유불성의 의미로 주장한다.3) 다시 말해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

에서 일체중생은 마음이 있는 자, 즉 유정을 가리킨다. 

�열반경�에 따르면, 무정과 불성은 같이 말할 수 없다. 깨달음의 가능 근거

로서의 불성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담장과 기와

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 그리하여 불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정을 말할 수는 

없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연은 �금강비론�에서 무정불성을 주장한다. 이

는 �열반경�에 대한 오해의 결과인가? 그가 �금강비론�에서 무정불성을 현실

이 아니라 꿈을 빌려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인가?

�금강비론�에는 담연의 무정불성에 대해 유정불성을 대표하는 자로 손님

이 등장한다. 그는 무정불성을 괴이하고, 담연 혼자만의 주장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중국불교사에서, 삼론종의 길장(吉藏, 549-623)은 무정불성을 최초로 

주장하며, 이후 선불교는 무정불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기 까지 한다. 

요컨대 중국불교도들은 인도 �열반경�의 유정불성에 대해 무정에게 까지 불

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마타 시게오(鐮田茂雄)는 무정불성을 인도불교의 중국화로 평가

3) �열반경�(T.12,524c) “衆生亦爾, 悉皆有心. 凡有心者 定當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是義故 我常宣說

一切衆生悉有佛性.”

4) �금강비�(T.46,781b) “盛演斯宗其過雙林最後極唱究竟之談. 而云佛性非謂無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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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에 따르면, 무정불성은 중국적 자연관에 근거해서 만물을 일체로 보는 도

가 및 도가적 사상의 영향 하에 성립한다.5) 이러한 평가는 담연의 무정불성을 자

연친화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현대불교학자들의 주장에서도 보인다.6) 

무정불성에 관한 중국불교의 초기자료들은 무정불성이 ‘자연’에 관한 중국 본

래의 관점이나 동시대의 생태학적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7) 이러한 사실은 담연의 무정불성에도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담연의 �금강비론�

또한  무정으로서의 자연과 유정으로서의 인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   

담연의 무정불성은 어떤 의미인가? 도가의 자연관에 근거해서 무정불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존의 주장은 유정불성과 무정불성에서의 불성 의미가 동

일하다는 이해를 전제한다. 이는 유정과 무정의 차이에 따른 이 둘의 모순성을 

이들의 공통적인 존재근거를 통해 해소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과연 담연은 

무정불성의 불성을 유정불성의 불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가?  

담연은 불성에 관한 �열반경�의 가르침이 한 종류만 있지 않다고 주장하

고8) 나아가 유정불성에 대해 무정불성을 주장한다. 이는 담연이 유정과 무정

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무정불성의 불성의 의미를 유정불성의 불성

과 다르게 주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정불성에서 불성은 어떤 의미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무정불성을 살펴보

겠다. 첫째, 무정불성에서의 불성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불성과 법성의 관계

에 대한 담연과 손님의 문답을 분석함으로써 무정불성에서의 불성이 무자성

(無自性), 공(空)의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밝히겠다. 이를 통해 담연의 무정불

성은 진리가 유정뿐만 아니라 무정에게 까지 편재하듯이, 불성도 모든 존재에

5) 鐮田茂雄,,�中國華嚴思想史の硏究�,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92, pp.435-461.

6) 최동순, ｢담연의 무정불성론과 그 배경 고찰｣, �불교학보�� 45집, 2006,8. 

차차석, ｢천태불성론의 생태학적 탐색｣, �보조사상�, 2006.  

7) Robert H. Sharf,  ｢무정물의 불성에 대하여 (또는 선의 공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1회한국선

국제학술논문집�, 서정형역, 서울 효일문화사, 1999 159쪽. 

Aron K. Koseki. “Prajñāpāramitā and the Buddhahood of the Non-Sentient World: the San-Lun 

Assimilation of Buddha-Nature and Middle Path Doctrine.”,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3/1.1980. 

8) �금강비�(T.46,782a) “故涅槃中佛性之言 不唯一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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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편재함을 주장하는 이론임을 논증하겠다.      

다음은 담연이 무정불성을 주장하는 목적이다. 여기서는 진여(眞如)에 관한 

유정불성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담연의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무정불성이 천태원교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임을 밝히겠다. 이상의 논

의를 통해 담연은 물질적 존재에 까지 깨달음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성이 대승불교의 번뇌즉불(煩惱卽佛)의 불이론(不二論)을 의미한다

는 것을 밝히기 위해 무정불성을 주장했음을 논증하겠다.      

II. 무정불성에서 불성의 의미

담연의 무정불성은 �열반경�에 근거한다. �열반경�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는다[일체중생실유불성]. 일체중생이란 일체법, 제법(諸法)과 동의

어로 경험현상의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주관으로서의 나와 객관으

로서의 모든 인식 대상이 속한다. 객관대상에는 담장과 조약돌과 같은 물질적 

존재, 즉 무정도 포함한다. 담연이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생에 근거해서 

무정불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담연은 무정불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기보다 꿈을 빌려 잠꼬대처럼 웅얼거

린다. �금강비론�에 따르면, 무정불성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은 근거가 없지 않

다. �금강비론�에는 유정불성을 주장하는 손님이 등장한다. 그는 무정불성을 

괴이하다고 비판한 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질문한다. 담연은 이러한 질문

에 대한 답을 통해 무정불성의 타당함을 증명한다. 여기서는 이 둘의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무정불성의 불성 의미를 밝히겠다. 

1. 유정불성에서 불성의 의미

�금강비론�에서 손님은 유정불성을 주장하면서, 불성을 말할 때 무정은 함

께 말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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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찍이 어떤 사람이 진여가 무정에 있으면 단지 법성이라고 하고, 

유정 안에 있어야 비로소 불성이라고 불린다는 �대지도론�의 구절을 인

용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왜 불성이라는 이름을 주장하는가?9)

손님은 무정에게 있는 진여를 법성으로, 유정에게 있는 진여를 불성으로 구

분한다. 여기서 진여는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으로서 진리를 의미한다. 진리는 

무정과 유정의 공통된 모습이므로, 법성은 유정과 무정에 공통한다. 그런데 손

님은 유정과 무정의 상대성에 근거해서 법성과 불성을 구분하고, 유정에 한정

해서 불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손님이 말했다. 당신이 주장하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내가 옛날에 들은 

것과 다르다. 하나의 풀, 하나의 나무, 하나의 기와, 하나의 티끌 각각이 

보편성, 원만성의 불성을 갖추고 각각 인과의 사리를 갖추고 장벽와석 

모두 연인(緣因), 요인(了因)의 두 종류의 불성을 갖춘다고 들었는데, 나

는 이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세간의 초목에는 

생멸이 있고, 세상의 티끌 기와는 수 겁에 걸쳐 생겨나기도 하고[유, 産

生] 소실[無, 消失]하기도 한다. 이는 단지 초목와석이므로 원인을 닦아 결

과를 증득할 수 없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불성의 생멸 즉 불성의 

비영원성을 주장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이렇게 말하고 이를 무

정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무정에는 불성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10) 

�열반경�은 불성을 정인불성(正因佛性), 요인불성(了因佛性), 연인불성(緣因

佛性) 세 가지로 설명한다. 정인불성은 깨달음의 내용인 진리를, 요인불성은 

진리를 비추는 지혜, 연인불성은 요인불성을 도와 정인을 개발하게 하는 모든 

수행공덕을 가리킨다. 손님은 이 가운데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에 한정해서 불

9) �금강비�(T.46,783a) “僕曾聞人引大智度論 云眞如在無情中但名法性, 在有情內方名佛性. 仁何故立佛性

之名?”

10) 상동(T.46,784b) “客曰 仁所立義灼然 異僕於昔所聞. 僕初聞之 乃謂一草一木一礫一塵 各一佛性各一因果

具足緣了. 若其然者僕實不忍. 何者? 草木有生有滅, 塵礫隨劫有無. 豈有不能修因得果, 亦乃佛性有滅有生. 

世皆謂此以爲無情. 故曰無情不應有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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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한다. 

이는 유정불성이 불성을 마음의 작용과 관련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과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불성에 관한 이러한 이해에 근거해서 손님은 무정불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먼저, 초목와석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마음이 없

기 때문에 수행과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수행과 지혜가 없으

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면 불성은 없다. 

마음이 없는 무정에게는 불성이 없다.

나아가 손님은 무정불성이 불성의 영원성을 부정한다고 비판한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지속한다. 중생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 번뇌에 싸여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모

든 중생의 최종적인 깨달음은 지속하는 마음에 그 근거가 있다. 그런데 초목와

석과 같은 무정물은 일정시간 있다고 사라진다. 지속성이 없는 무정에게 불성

이 있다고 하면 이 불성은 영원할 수 없다. 이는 불성이 영원하다는 가르침과 

모순이다. 

 

가섭보살이 부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 불성, 열반은 삼세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라고 합니까? 허공 또한 삼세에 속하지 않는데 왜 유

라고 할 수 없습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선남자여, 열반이 아닌 것에 대

해 열반이라고 하고, 여래가 아닌 것에 대해 여래라고 하고, 불성이 아닌 

것에 대해 불성이라고 한다. 열반이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 모든 번뇌는 

유위법으로, 유위의 번뇌를 부수면 이를 열반이라고 한다. 여래가 아닌 

것이란 일천제에서 벽지불에 이르는 것으로, 일천제에서 벽지불까지를 

부수면 이를 여래라고 한다. 불성이 아닌 것이란 모든 담장, 담벼락, 기

와, 돌멩이의 무정물로서 이러한 무정물과 분리해서 불성이라고 한다.11) 

11) �열반경�(T.12,828b-c) 迦葉菩薩白佛言, 世尊, 如來佛性涅槃非三世攝 而名爲有? 虛空亦非三世所攝, 何故

不得名爲有耶? 佛言, 善男子, 爲非涅槃名爲涅槃, 爲非如來名爲如來, 爲非佛性名爲佛性. 云何名爲非涅槃

耶? 所謂一切煩惱有爲之法, 爲破如是有爲煩惱 是名涅槃. 非如來者謂一闡提至僻支佛. 爲破如是一闡提等

至僻支佛, 是名如來. 非佛性者所謂一切牆壁瓦石無情之物, 離如是等無情之物, 是名佛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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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경�은 담장, 담벼락, 기와 돌멩이와 같은 무정물은 생멸하는 유위법으

로서 불성이 없다고 한다. 유정에게만 불성이 있다는 손님의 유정불성은 이렇

게 성립한다. 손님은 마음과 불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손님이 말했다. … 하나하나의 유정에 마음이 편재하고, 불성이 편재한다.12) 

2. 무정불성에서 불성의 의미

유정불성에 따르면, 불성은 마음을 전제한다. 마음이 없는 무정은 불성과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담연은 무정에도 불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불성은 어떤 의미인가? 

중생의 불성을 말하면 이 불성은 진리의 본성으로서 정인불성일 뿐이다.13)

정인불성은 진리의 본성을 가리킨다. 진리의 본성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

인 무자성, 공이다. 공은 모든 존재들의 공통적인 본성으로서 법성이기도 하

다. 유정불성은 불성을 마음과 관련해서 이해함으로써, 법성과 불성을 구분한

다. 유정불성의 이러한 구분에 대해 담연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 무정에게는 법성이라고만 하고, 불성은 아니라고 한다면, 왜 �화엄

경�｢수미산정게찬품｣에서 “일체법의 자성은 무소유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해하면 로사나불을 본다.”고 하겠는가? 어찌 모든 존재들이 

본래 로사나불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법성은 본래 공

적하니, 가질 수도 볼 수도 없다. 본성의 공함[자성이 없음]이 곧 佛이고 

분별적 사유를 통해 알 수 없다.”고 한다. 또 정진혜보살은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허공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 이는 또 닦을 대상도 

없지만, 대모니(大牟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무성(無性)에 대해 

12) �금강비�(T.46,784b) “客曰. … 亦是一一有情心遍性遍.”

13) 상동(T.46,781b) “ 旣云衆生佛性, 豈非理性正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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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닦음 없이 모니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진실혜보살은 “모든 

존재는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無相]. 이는 곧 眞佛[= 法身]의 본체

이다.”고 한다. 진불의 본체가 모든 존재에게 이미 있으니, 너는 이를 잘 

생각하여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불성의 다양한 의미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란다.14) 

무자성의 법성을 보는 것은 곧 법신불인 로사나불을 보는 것이다. 진리로서

의 부처인 법신불은 부처의 본성으로서 곧 불성이다. 다시 말해 법성과 불성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담연은 법성이 곧 불성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여수연이 곧 불성수연이다. 불(佛), 이 한 글자는 곧 진리 자체의 부처

[法身佛]이다. 법불, 진여는 그 본체는 같고 이름만 다를 뿐이다. �불성론�

제일은 “불성이란 인간과 세계[人法] 둘 모두 자성이 없는 공으로 드러난 

진여이다.”고 한다. 진여가 곧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

다. �화엄경�은 “중생, 비중생 둘 모두에 참된 실체가 없다. 이와 같이 모

든 존재들의 본성은 진실로 모두 있지 않음[非有, 실체가 아님]을 의미한

다.”고 한다. 여기서 중생, 비중생은 어찌 유정 무정이 아니겠는가? 둘은 

모두 수연이며 또 불변이다. 그러므로 모두 실체적 존재[有]가 아니다. 법

계, 실제와 [같은 다른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도] 모두 그러하다. 법성은 

무정 중의 진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15)

진여는 유정과 무정의 공통적인 본성으로 진리 자체인 법성이다. 진여가 곧 

14) 상동(T.46,783a-b)  “若在無情 但名法性非佛性者, 何故華嚴須彌山頂偈讚品云 了知一切法, 自性無所有. 若

能如是解則見盧舍那. 豈非諸法本有舍那之性也? 又云法性本空寂 無取亦無見 性空卽是佛 不可得思量. 又

精進慧云 法性本淸淨 如空無有相. 此亦無所修 能見大牟尼. 豈於無性又云無修能見牟尼. 又眞實慧云一切法

無相 是則眞佛體. 旣眞佛體在一切法, 請子思之, 當免迷敎 及迷佛性之進否也.”

15) 상동(T.46,783b) “故眞如隨緣卽佛性隨緣. 佛之一字卽法佛也. 故法佛與眞如體一名異 故佛性論第一云, 佛

性者卽人法二空所顯眞如. 當知眞如卽佛性異名 華嚴又云 衆生非衆生二俱無眞實 如是諸法性 實義俱非有. 

言衆生非衆生 豈非情與無情? 二俱隨緣並皆不變 故俱非有. 所以法界實際一切皆然 故知法性之名不專無情

中之眞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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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이다. 무정 중의 진여를 가리켜 법성이라고 하고, 유정 중의 진여를 가리

켜 불성이라고 분별할 수 없다. 법성과 불성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유정, 무정 모두에게 편재한다. 진리가 곧 불성이다. 그러므로 무정

에게도 불성은 있다. 담연의 무정불성은 이렇게 성립한다. 담연은 자신의 무정

불성을 �열반경�의 허공 비유를 통해 정당화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열반경�의] 이 문장을 즐겨 인용하여 불성이 무정

에게는 없음을 증명했는데, 나는 [이 문장을 통해] 사람들이 경전의 종지

를 잘 얻고, 진리의 본성에 어둡지 않으며 나의 주장이 경전의 종지에 부

합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지금 나는 중생의 정인불성의 본체가 편재한

다고 주장하는데, �열반경�은 이를 허공에 비유한다. �열반경� 31권 ｢가

섭보살품｣에 “중생의 불성은 허공과 같다.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안

이나 밖을 말하면 어떻게 모든 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 

‘있다[有]’ 이 한 글자를 잘 보기 바란다. 무엇이 허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 그러므로 경전이 오직 안이나, 밖만을 허용하지 않고 안과 밖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아가 허공과 같다고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생의 불성을 

말하면, 이 [불성은] 진리의 본성으로서 정인불성일 뿐이다.16)

�열반경�, ｢가섭보살품｣에서 부처는 중생의 불성을 허공에 비유한다. 이 허

공은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나 무상한 10개의 허공과 달리, 영원하며 모든 존재

에 편재한다. 이러한 허공과 같이 불성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무정에게도 있다.  

담연의 무정불성에서 불성은 정인불성을 의미한다. 정인불성은 곧 진리이

다. 진리는 유정, 무정 모두에게 편재한다. 그리하여 담연의 무정불성은 유정

과 무정 모두에게 진리가 편재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16) 상동(T.46,781b) “今且爲子委引經文, 使後代好引此文證佛性非無情者 善得經旨不昧理性 知余所立善符經

宗 今立衆生正因體遍 經文亦以虛空譬之. 故三十一迦葉品云 衆生佛性猶如虛空 非內非外. 若內外者 云何得

名一切處有. 請觀有之一字 虛空何所不收. 故知經文不許唯內專外 故云非內外等及云如空 旣云衆生佛性 豈

非理性正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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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무정불성의 목적

이상에서 보면, 무정불성과 유정불성은 불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성립

한다고 할 수 있다. 유정불성은 불성을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으로 이해함으로

써 마음이 있는 유정에 한정해서 불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무정불성은 불

성을 진리인 정인불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무정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둘은 깨달음과 관련해서, 전자는 불성을 주관의 인식작용

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후자는 깨달음의 내용인 진리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열반경�은 위의 두 가

지 모두 불성의 의미로 주장한다.  

      

 불성이란 제일의공(第一義空)을 말한다. 제일의공은 지혜를 말한다.17)

제일의공은 깨달음의 내용, 즉 진리로서의 부처를 가리킨다면 지혜는 제일의

공을 통찰하는 지혜로서의 부처를 가리킨다. �열반경�에 따르면, 유정불성과 

무정불성 모두 타당하다. 그런데 담연은 유정불성을 방편교로 무정불성을 진실

교로서 교판하고, 무정불성이야말로 완전한 가르침[圓敎]이라고 평가한다.  

중생에게 본래 정인불성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정인불성의 편재함을 허

공과 같다고 비유한다. 또 말법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가섭의 주장에 따

른다. 부처는 가섭의 근기를 먼저 알고서, 그의 의심을 임시로 설정하여, 

진실을 덮고 방편으로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을 설명한다. [그런데 당신

은 방편교의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이 돌과 기와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인

불성의 편재함을 비판하는데] 이는 당신이 가르침에서 방편교와 진실교

[의 차이]를 알지 못한 때문이다.18)

17) �열반경�｢사자후보살품｣(T.12.767c18-19) “佛性者名第一義空. 第一義空名智慧.”

18) �금강비� (T.46,782a) “欲示衆生本有正性 且云正遍猶如虛空 欲赴末代以順迦葉 豈非迦葉知機設疑 故佛

覆實述權緣了 此子不知敎之權實 故涅槃中佛性之言 不唯一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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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연에 따르면, 방편교는 스스로 방편교임을 알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

편교임을 모르고 진실교로 오해하고 진실교를 비판할 때에는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담연이 유정불성을 방편교로, 무정불성을 진실교로 교판

하고 방편교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담연이 무정불성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진실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유정불성에 대한 담연의 

비판을 통해 무정불성을 주장한 목적을 알아보겠다.   

1. 천태원교의 확립

담연은 무정불성을 주장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재와 미래의 깨달음을 모색하여 원융의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지금, 

불성이 없다는 것이 폐단이 아니라, 진리에 막혀 자유롭지 못함이 문제

다. 본체의 편재함에 근거해서 불성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편벽되게 

청정진여를 가리키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승의 

진리조차 잃어버리게 되니 불성은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이는 이를 보

지 못하고 헛되이 무정에게 불성이 있는지를 논하면서 일가가 세운 목적

의 큰 종지를 깨닫지 못한다.19)

담연의 무정 불성은 불성의 유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해와 관계한다. 

그에 따르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일체유심(一切唯心)에 근거한다.

  

마음뿐임[唯心]을 전제하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은 쓸모가 없다. 마음이 

갖춘다는 심구(心具)를 허용하지 않으면, 원돈의 원리는 헛된 시설이 된

다. 오직 마음이 갖춘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시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를 의심하면, 자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하나의 먼

지 하나의 마음이 곧 일체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의 본성임을 알 수 

19) 상동(T.46,782c). “今搜求現未建立圓融 不弊性無 但困理壅. 故於性中 點示體遍 傍遮偏指淸淨眞如. 尙失小

眞佛性安在? 他不見之 空論無情性之有無 不曉一家立義大旨. 故達唯心 了體具者 焉有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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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 자기 마음만이 있고 없고 하겠는가? 20)

일체유심은 모든 존재를 마음의 작용으로 주장한다. 모든 존재는 유정과 무

정을 포함한다. 유정과 무정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면, 마음의 유무에 근거해

서 유정과 무정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아가 모든 존재는 마음의 작용

이므로, 마음이 있으면 불성이 있다는 �열반경�의 주장21)은 무정에게도 적용

된다. 일체유심에 따르면, 유정과 무정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에게 마음이 있다

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담연은 일체유심에 근거해서 무정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

로 받아들인다. 무정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은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에 따르면, 무정불성의 목적은 원융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무정불성은 진리를 올바르게 드러냄으로써, 유정불성이 편벽되게 청정진여

를 가리키는 것을 막고 최종적으로 일가가 세운 목적의 큰 종지, 즉 천태원교

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이다.   

 

2. 무정불성은 중생즉불(衆生卽佛)의 불이(不二)의 의미이다.  

 무정불성이 주장하는 천태원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먼저 유정

불성에 대한 담연의 비판을 분석하겠다. 그는 진여에 대한 유정불성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열반경�에서 자주 말하는 불성에서 불(佛)은 과보를 얻은 결과인[果人]

을 가리키며, 모든 중생이 이러한 결과인의 본성[불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치우쳐서 불성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미혹

하여 [이러한 불성이] 결과에 근거한다고 [보지] 않고, [유정]중생에게만 

불성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체의 보편성을 잃는다. 여기서 보편성이란 

20) 상동(T.46,782c) “若不立唯心一切大敎全爲無用 若不許心具圓頓之理乃成徒施 信唯心具復疑有無則疑己

心之有無也 故知一塵一心卽一切生佛之心性 何獨自心之有無也.”

21) 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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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심의 본성, 본체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불성의 보편성을 말한 것이

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불성의 보편성을 모르는 것은 번뇌의 본성

의 보편성을 모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유심(唯心)의 말이 어떻게 진심

(眞心)만을 말하겠는가?22) 

유정불성은 불성을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중생에게 내

재하는 깨달음의 가능 근거[원인]로 본다. 담연은 불성에 대한 유정불성의 이

러한 이해가 불성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일체유심에서의 마음을 청정

한 마음[眞心]으로 한정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유정불성은 �열반경�의 불성을 오해한다. 유정불성은 �열반경�

의 불성을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으로 이해한다. 이는 부처가 깨달음을 성취함

으로써 얻는 과덕(果德)으로서의 부처의 속성[불성]을 가리킨다. 이들은 번뇌

를 제거하는 수행의 공덕이자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과덕으로서의 불성은 번뇌로 물든 중생의 마음과 양립할 수 없다. 깨달음은 

번뇌의 제거를 통한 지혜의 통찰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정불성은 

과덕으로서의 불성을 번뇌로 물든 중생의 마음에 깨달음의 가능 근거로서 내

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곧 불성일 수 없고, 불성은 

중생의 마음 중에 부처의 속성을 갖는 청정진여나 진심(眞心)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유심(唯心)의 말이 어떻게 진심(眞心)만을 말하겠는가?”라는 유정불성

에 대한 담연의 비판은 이렇게 성립한다. 

담연은 이와 같이 중생심과 대립적인 유정불성의 불성을 별교로 교판하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마음이 변하여 십법계(十法界)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 별교와 

원교 둘은 유사한 듯하지만 [십법계가 본체를 갖춘다는] 구(具)에 대한 

22) 상동(T.46,783b) “涅槃經中多云佛性者 佛是果人 言一切衆生皆有果人之性 故偏言之 世人迷故而不從果 云

衆生有故失體遍 又云遍者 以由煩惱心性體遍 云佛性遍. 故知不識佛性遍者 良由不知煩惱性遍故 唯心之言

豈唯眞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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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교의 설명은 완전하지 않고, 종구 등의 의미는 여기서 서술할 수 없다. 

별교에서 불성은 구법계(九法界)를 없앤 뒤에 비로소 보인다.23) 

여기서 구법계는 깨달음의 세계인 불법계(佛法界)에 대해 아직 깨달음을 성

취하지 못한 중생계를 가리킨다. 별교는 번뇌를 제거하여 그 마음[情]을 텅 비

게 할 때,24) 다시 말해 구법계를 제거한 뒤에 불법계로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

이 불성이라고 이해한다. 여기서 별교는 방편교로서의 유정불성을 가리킨다. 

담연은 이를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저 [모든 불국토와 몸을 갖추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중생에게 청정한 본성만이 있고, 모든 수행[萬行]을 더하

는 것을 작용[功用]의 본체로 삼는다. 그리하여 결과[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큰 작용이 있다고 한다. 이는 중생이 수행을 통해 성취한 성격

을 부처가 갖춘다는 것을 말할 뿐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25)  

청정한 본성으로 내재하는 불성은 수행을 통해 번뇌를 제거할 때 비로소 드

러난다. 담연은 이를 중생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었을 때 

갖추는 부처의 속성[불성]을 말할 뿐,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의 의미

는 아니라고 비판한다.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은 어떤 의미인가? 

그에 따르면, 유정불성은 불성을 연인불성과 요인불성으로 이해함으로써 

무정에게서 불성을 배제하고 그 결과 불성의 보편성을 잃는다. 이에 대해 그는 

불성을 정인불성에 근거해서 규정함으로써 불성의 보편성을 확립한다. 이것

이 그의 무정불성이다. 

나아가 불성의 보편성에서의 보편성은 번뇌심의 본성의 보편성에 따른 것

23) 상동(T.46,785b) “論生兩敎似等 明具別敎不詮 種具等義非此可述. 故別佛性滅九方見.”

24) 상동 (T.46,785a) “然子所領似虛其情”

25) 상동 (T.46,786a) “有彼性故 故名有性. 若世人云 衆生唯有淸淨之性 加修萬行爲功用體 故至果時方有大用. 

此乃佛有衆生之性 不名衆生有佛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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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26) 주장함으로써 불성과 번뇌심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번뇌심의 본

성의 보편성을 진여와 모든 존재[萬法]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

해 밝힌다.   

모든 존재들[萬法]이 진여이다. 영원불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진여가 

곧 모든 존재들이다. 수연(隨緣)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정에 불

성이 없다고 믿는 것은 모든 존재들에게 진여가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

다. 만법의 이름이 어떻게 작은 먼지를 배제하고, 진여의 본체를 어떻게 

당신과 나만이 독점하겠는가? 이는 물결이 없는 물이 없고, 습하지 않는 

물결이 없는 것과 같다. 습기에서 어떻게 흐림과 맑음을 분별하며, 물결

이 스스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누겠는가?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어도 

그 본성은 하나로 다르지 않다. 멋대로 정보(正報)를 만들고, 의보(依報)

를 만들어도 원리에 근거하면 다른 바퀴자국[법도]는 없다. 수연불변을 

인정하면서, 다시 무정에 불성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말에 모순이다. … 

만약 원리에만 근거하면, 물에 본래 물결이 없다고는 할 수 있어도, 물결

에 물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27) 

천태원교의 심구(心具)에 따르면, 만법은 십법계이다. 십법계는 크게 염오

의 중생계와 청정의 불법계로 나뉜다. 담연은 십법계 모두가 진여에 근거한다

고 주장한다. 더러운 물결과 깨끗한 물결이 깨끗함과 더러움에 차이가 있어도 

이들 모두는 물이라는 하나의 본성을 갖는다. 모든 존재와 진여의 관계도 이와 

같다. 그에 따르면, 진여는 염오의 중생계와 청정의 불법계의 공통적인 본성으

로서, 중생의 번뇌심을 제외한 불법계의 청정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중생에게는 미혹의 현상과 원리가 있고, 부처에게는 깨달음의 현상과 원

26) 주22)참조.

27) �금강비론�(T.46,78c) “故子應知 萬法是眞如 由不變故 眞如是萬法 由隨緣故 子信無情無佛性者 豈非萬法

無眞如耶. 故萬法之稱寧隔於纖塵 眞如之體何專於彼我. 是則無有無波之水 未有不濕之波 在濕詎間於混徵

澄 爲波自分於淸濁 雖有淸有濁而一性無殊 縱造正造依 依理終無異轍 若許隨緣不變 復云無情有無 豈非自

語相違耶.… 若唯從理 只可云水本無波 必不得云波中無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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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 미혹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현상과 원리의 본체는 하나

이다.28) 

미혹의 중생계와 깨달음의 불법계는 현상과 원리에서 차이가 있어도 그 본

체는 하나이다. 여기서 본체란 진여이고, 진여는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인 제

법실상, 공(空)이다. 진여는 중생의 번뇌심과 부처의 청정심이 근거하는 하나

의 본성이다. 다시 말해 번뇌심의 본성은 진여이고, 진여는 부처의 본성이기도 

한다. 모든 존재의 본성으로서의 진여는 중생의 번뇌심에도 부처의 깨달음에

도 편재한다. 그에 다르면, 진여의 편재함이 곧 불성의 편재함의 근거이다.  

담연의 무정불성은 중생의 번뇌심과 부처의 청정한 마음[깨달음]이 같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진여의 편재함은 중생의 번뇌심과 부처의 깨달음이 진여

에 근거해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여가 곧 불성으로서 

모든 존재에게 편재한다는 것이 무정불성이다. 그리하여 무정불성에서 불성

의 편재함은 중생의 번뇌심과 부처의 깨달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담연의 무정불성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깨달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중관사상의 불이론(不二論)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관사상의 용수는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諸法實相]인 공에 근거해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불이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론은 바로 담연

이 무정불성을 통해 확립하고자 했던 천태원융의 진리이기도 하다.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금강비론�를 중심으로 담연의 무정불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무정불성은 불성이 모든 존

28) 상동 (T.46,784c) “是則衆生唯有迷中之事理, 諸佛具有悟中之事理 迷悟雖殊事理體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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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게 편재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무정불성에서 불성은 정인불성이다. 정

인불성은 �열반경�의 삼인불성(三因佛性) 가운데 부처의 깨달음의 대상인 진

리 자체를 가리킨다. 담연은 불성을 마음의 작용을 전제로 하는 연인불성이나 

요인불성이 아니라, 정인불성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인 공, 

진여로 주장한다. 진리로서의 공은 모든 존재에게 편재한다. 그리하여 유정과 

함께 무정에게도 불성은 편재한다. 그의 무정불성은 진리로서의 불성이 모든 

존재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담연의 무정불성은 중생의 번뇌심과 부처의 깨달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무정불성에서 불성은 진리로서의 진여이다. 이러

한 진여는 번뇌로 물든 중생심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으로서의 부처의 

본성이기도 하다. 진여에 근거하면, 중생심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담연은 이

러한 진여가 곧 불성이고, 이를 무정불성의 의미로 주장했다. 이는 담연의 무

정불성이 중관사상의 불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연의 무정불성론은 자연에 대한 관심에 근거해서 생명 없는 대상들에게

까지 깨달음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무정불성은 무자성, 

공의 진리에 근거해서 불성을 정의함으로써, 중생의 번뇌심이 곧 부처의 깨달

음과 다르지 않다는 불이론임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요약하면, 그의 무정불성

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중생심과 부처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29)   

담연의 무정불성의 의미를 두고 기존의 연구들은 �금강비론�에 등장하는 

손님의 정체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30) 중국의 도가적 자연관의 영향과 같은 

29) 장원량(張文良)은 유정불성과 담연의 무정불성의 차이는 ‘마음’에 대한,  나아가 마음과 불성의 관

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張文良, ｢열반경과 중국 당대의 불

성론｣, �동아사아에 있어서 불성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 런민대학불교와 종교학이론연구

소 도요대학동양학연구소 금강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공편, 씨아이알, 2013.)

30) 坂本幸男, ｢非情における佛性の有無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硏究�, 7-2, 1959.

長倉信祐, ｢�金剛錍�の對破者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硏究�, 20, 2005.

大久保良順, ｢金剛錍論と大乘起信論との關係｣, �天台學報�第3号, 天台學會, 1960.

秋田光兆, ｢湛然の眞如觀｣, �天台學報�, 32号, 天台學會, 1990.

張文良, ｢澄觀における法性と佛性｣, �印度學佛敎學硏究�54/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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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의 중국화와 관련해서 논의해왔다. 본고는 기존의 논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에 앞서 먼저 �금강비론�자체의 논쟁에 집중했다. �금강비론�에서 

대론자로 설정한 유정불성론자는 실체가 있는 누구인지, 아니면 무정불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담연이 자의로 설정한 어떤 주장들을 대표하는지 증

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강비론�은 중국불교사에서 불성의 의미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유정불성과 무정불성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은 유식사상 계열과 

중관사상 계열을 대표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31)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은 중국불교도들이 불성을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중시했지만, 불

성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자신들의 교육적 배경, 종파에 따라 다양했다는 것이

다. 이는 중국불교사상사에서 보이는 불성의 의미를 논의할 때, 어떤 종파적 견

해를 전제하고 접근하기보다 문헌에 근거한 엄밀한 논의를 통해 그 다양한 의

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중국불교도들은 일반적으로 

불성을 형이상학적 실체로 오해함으로써 연기사상으로부터 이탈했다는 주장

들이다. 담연의 무정불성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좋은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31) Aaron K. Koseki(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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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is an inquiry into the meaning of Buddha-nature in the theory of 

non-sentient beings' Buddha-nature of Zhan-ran, centering on the Jingangpilun (�金

剛錍論�). Contrasting with the theory of sentient beings’ Buddha-nature, he asserts 

that the non-sentient beings of walls and pebbles also have Buddha-nature.  

According to Zhan-ran, the sentient beings’ Buddha-nature defines the 

Buddha-nature concept with respect to the mind. As a result, it holds that there is 

Buddha-nature only in the sentient beings that have faculties of the mind. And it 

considers the nature of the Buddha as a transcendental reality which is present in all 

sentient beings, with life of the conditioned realm, as their intrinsic pure-mind (眞

心). The idea of the Buddha-nature as intrinsic pure-mind contradicts the first 

principle of emptiness. 

Zhan-ran criticizes that the sentient beings’ Buddha-nature is not based on the 

Buddha-nature concept in the Nirvāṇa-sūtra. Then he interprets the meaning of 

Buddha-nature as the direct cause of Buddhahood, and describes the direct cause of 

Buddhahood as the first principle of emptiness. He integrates the doctrine of 

emptiness in the Mādhyamika and the concept of Buddha-nature in the 

Nirvāṇa-sūtra. Emptiness exists in both sentient beings and non-sentient beings. 

The theory of emptiness negates duality between the polluted mind of all beings and 

the pure-mind of the Buddha. The theory of non-sentient beings’ Buddha-nature of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non-sentient beings' 

Buddha-Nature of Zhan-ran.

Kim Jung-hee
Visiting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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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ran is none other than a re-presentation of the theory of non-duality 

maintained by Nāgārjuna.  

As we saw above, T'ien-t'ai scholar Zhan-ran aims for establishment of perfect 

and sudden teaching of T'ien-t'ai tradition through the theory of non-sentient beings' 

Buddha-nature. 

Keywords 

Zhan-ran,  the theory of non-sentient beings’ Buddha-nature, the theory of sentient beings’ 

Buddha-nature,  the direct cause of Buddhahood, Tathatā, the theory of non-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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