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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디아에서 비롯된 종교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그

들은 Tapas나 Yoga를 닦아 깨달음을 얻어 수행의 목표를 성취한다. 인디아에서 발원한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는 모두 이와 같은 점에서는 공통의 명제를 품고 있다. 2600여년

의 불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많은 불전들은 모두 깨달음에 관한 아름다움을 서술하여 

민중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주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대승기신론�도 그 가운데의 하나이다. 

�대승기신론�은 한마음을 진여법신이라 宣暢하고, 한마음의 성스럽고 위대함을 體･

相･用의 三大로 예찬하고 있다. 한마음을 心眞如門과 心生滅門의 두 문을 열어, 그 성스럽

고 위대함을 논증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심진여문은 탐･진･치의 삼독을 말끔히 소멸시켜버린 순수정신이며, 相對를 초월한 

絶對의 세계이고, 평등･일미이다. 이는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붓다의 세계이며, 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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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이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언어

를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진여와 불공진여를 도입하는 것도 언어의 

표현을 백분 활용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심생멸문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의 세계이다. 이 부문에서는 알라야식을 중

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진망화합식인 알라야식의 해체가 깨달음인 것을 제시한다.

�대승기신론�은 한마음･眞如･如來藏･始覺･本覺･無念･一行싸마디･止觀･空･不空･三

身說･念佛 등, 선수행의 요체를 체계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종의 초석이라

고 볼 수도 있다.

주제어

한마음, 眞如, 如來藏, 알라야식, 無念, 一行싸마디, 始覺, 本覺

I. 들어가는 글

1990년 인디아 뉴델리 자와 하르 랄 네루 대학교(Jawa Har 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로 파견 근무를 하러 갔다. 인디아에 첫발을 디딘 것이다. 그렇

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던 와라나씨 갠지스강을 보러 갔다. 강둑을 따라 

걷다 문득 힌두교의 쌈니야씬(遍歷遊行者)을 목격했다. 맨바닥에 거적만 깔고 

누더기 옷을 걸친 채 평온하게 인생의 최후를 기다린다. 죽음을 예기한 그는 

생･로･병･사를 인간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현상을 거스르지 않

고 평온하게 맞는 모습인 것 같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동전을 몇 닢씩 놓

고 간다. 

그가 숨을 거두면 누군가가 동전을 거두고, 다비장으로 시신을 옮겨 화장을 

해서, 자유로운 영혼의 길을 걷도록 재로 변한 육신을 갠지스강에 뿌린다. 수

천 년 동안 인디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삶의 자취를 본 것이다. 모든 것을 成･

住･壞･空이란 순환의 세계관으로 보는 그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

식되어 있다.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종교생활 속에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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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순환의 원리로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

인디아에서 출발한 종교들은 인간의 마음을 주체로 삼아 수행을 한다. 누구

나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면 진리와 合一/契合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을 해탈

mokṣa이라고 한다. 현존하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모두가 이런 점에서는 공

통이다. 진리와 합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Tapas 또는 Yoga를 닦는다. 

내용이나 형식에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그 근원은 따빠쓰나 요가인 것이다.

샤끼야무니 붓다로부터 비롯된 불교도 이와 같은 인디아의 종교문화를 토

대로 형성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다. 샤끼야무니 붓다는 신

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제하는 인간 중심의 종교를 창시

한 것이다.1)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이다. 샤끼야

무니 붓다의 가르침을 편집한 경전은 깨달음을 열어 안락과 평화를 얻을 수 있

도록 하려는 지침서인 것이다.

2600년의 불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많은 불전들이 모두 그러한 것이므로, 어

느 한 가지 경전만을 가지고 깨달음을 논의할 수 없는 복합성을 함유하고 있

다. 다만 경전이 성립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다른 종교와의 논쟁이나 

불교 안에서의 학파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서술한 것은 사실이

나, 그러한 모든 것들의 초점이 깨달음으로 모인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샤끼야무니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은, 한결같이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왜 깨달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처방전

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사회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불교의 역사는 26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인디아의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 깊고 오묘한 다양한 수행

법들을 함께 음미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佐佐木閑, �犀の角たち� p.163, 日本 大藏出版, 2006

佐佐木閑 교수는, “불교는 과학처럼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을 의지처로 삼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신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태어난 종교이다.”라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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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많은 수행법을 모두 다 釋明하는 것은 지면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래장사상을 간명하고 명료하게 압축 정리한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깨

달음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담론하려고 한다.

II. 모든 것은 왜 진여법신인가?

한마음(ekacitta, 一心)을 진여법신이라 宣暢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대승

기신론�의 중축을 형성하고 있다. 일심의 본바탕을 진여법신으로 보지 않으면, 

마조도일의 스승인 남악회양의 기와를 숫돌에 가는 비유2)나 기독교처럼 원죄

로 인간을 묶어버리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릴 것이다. 

�대승기신론�은 먼저 한마음을 ‘마음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과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3)의 두 갈래로 열어 근본사

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

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과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

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이란 대단원을 만들어 

그 사상을 아주 일관성 있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4) 

아슈와고샤(Aśvaghoṣa, 馬鳴)는, 진여법신을 인간의 본바탕으로 보기 때문

에, 먼저 그것이 얼마나 성스럽고 위대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을 잊

2) �景德傳燈錄�(�大正藏�51, p.240c20), “問曰. 大德坐禪圖什麽. 一曰. 圖作佛. 師乃取一塼. 於彼庵前石上

磨. 一曰. 師作什麽. 師曰. 磨作鏡. 一曰. 磨塼豈得成鏡耶. 坐禪豈得成佛耶. 一曰. 如何卽是. 師曰. 如牛駕車

不行. 打車卽是. 打牛卽是. 一無對.”

3) 이평래, �대승기신론강설� p.90, 민족사, 2016

“마음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心眞如相)은 마하야나(Mahāyāna, 大乘)의 본체를 바로 드러내며(卽

示), 마음의 현상적인 모습(心生因緣滅相)은 마하야나(Mahāyāna, 大乘) 스스로의 본체, 스스로의 특

질 그리고 스스로의 작용을 잘 드러낼 수 있기(能示) 때문이다.”

4) 柏木弘雄, ｢心眞如と心生滅｣, �佛敎學�第九･10號, p.229, 佛敎學硏究會, 日本, 1980

柏木弘雄 교수는,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과 ｢마음이 인연

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을 전개하는 이

유는, 체대･상대･용대의 3대에 관한 것을 교리적으로 논증하여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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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체･상･용, 三大5)의 旗幟를 내걸고, 그에 대하여 명료하

게 서술하고 있다. 대승(중생심=일심=진여)의 성스럽고 위대함을 예찬함으로

서 대승이 대승인 까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것을 통하

여 일심의 성격과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파악할 수 있다.

한마음이 왜 성스럽고 위대한가? 體･相･用, 三大는 그에 관한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體大, 진여의 본바탕인 몸체가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 까닭은 이

러하다. 세간에서의 현상이나 출세간에서의 진리가 모두 진여이며, 깨달은 붓

다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모두 평등이고6), 탐･진･치, 三毒으로 말미암아 줄

거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진여법신의 본바탕인 몸

체는, 번뇌와는 인연을 끊어버린, 그래서 100% 지혜와 자비 그 자체인 깨달음

의 법계이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영역이다.

진리는 보편이므로 범부이든 붓다이든 한결같이 진여를 본성으로 한다. 이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난 절대이고 초월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있는 그대로

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에서는 몸체만을 논의하고, 특질

(相)･작용(用)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이 진여는 인위의 범부이든 과위의 

붓다이든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평등이며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

자면 중생심의 본바탕인 진여는, 인위인 범부의 세계에서도 줄어들지 않으며, 

과위인 여래의 법계에서도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둘째, 相大, 진여의 특질･특성인 相이 성스럽고 위대하다. 體가 理라면 相은 

智를 의미하며, 지혜의 알맹이는 대자대비이므로, 대자대비는 중생을 행복하

고 평화롭게 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중생과의 연결고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래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아울러 또한 Śrīmālādevī-siṃha-nāda- 

sūtra(勝鬘經)로부터 이어받은 위대한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

5) 이평래, �대승기신론강설� p.97, 민족사, 2016

6) 梶山雄一･上山春平, �空の論理�, p.162, 日本 角川書店, 1997

梶山雄一 교수는, “미혹한 인간도 깨달은 여래도 본성으로는 모두 똑같이 空性이다. 이 세간과 구

별되고, 이 세간을 벗어난 곳에서 여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일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범부

와 여래는 이런 점에서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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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갖추고 있는 여래장이어

야 한다는 불교사상사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7) 여래의 

지혜･자비와 같은 법신의 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끊임없이 중생을 미혹과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대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用大, 여래의 중생을 제도하려는 모든 공덕의 작용이 성스럽고 위대하

다. 왜냐 하면 �대승기신론�은 체대와 상대를 하나로 융합시켜 理智不二인 여

래의 법신으로 삼기 때문에, 用大는 여래가 중생의 세간으로 들어와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보신과 응신의 작용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 여래의 작용

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세간과 출세간에서의 선의 원인과 선의 결과를 생

겨나게 하는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III. 진여란 무엇인가?

�대승기신론�의 구성을 보면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보다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을 먼저 논술하고 있다. 그 까닭이 무

엇일까? 유일한 법계에 관한 깨달음의 진실을 중생에게 알려주려는 의지의 반

영이다. 이것은 아슈와고샤의 깊은 명상수행 끝에 나온 창의적 발상이다. 먼저 

붓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고 명상수행에 정진하여 얻은 법열을 논리적 조

직적으로 서술한 信行錄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 아닐까! 깨달음의 세계, 지

혜의 눈에 비친 진여, 완성된 지혜, 진여법신 당체와의 계합/합일, 불가사의한 

공덕, 우주의 실상 등을 보이는 대로 담담하게 기술한 것이다. 또한 아슈와고

샤 스스로가 ｢왜 논문을 쓰는가?(인연분)｣에서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大正藏�12, p.221c16), “世尊, 空如來藏, 若離若脫 若異, 一切煩惱藏. 世

尊, 不空如來藏, 過於恒沙不離不脫不異不思議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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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까닭을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괴로움에

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공덕으로 가장 큰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아슈와고샤 자신이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8)

아슈와고샤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벗

어나서 깨달음의 공덕으로 가장 큰 즐거움(大樂)을 함께 누리려는 발원이며, 

불교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도 있다. 모든 중

생이 다 진여법신이라고 제창함으로서, 낙천적 주체적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 

존재임을 인식시키려는 의취를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불교 수행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은 제일의

제와 속제에서의 제일의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탐･진･치의 삼독을 

말끔하게 소멸시켜버리고 나타난 정신세계를 심진여라고 언표하고, 相對를 

초월한 絶對의 세계이므로 평등이며 일미라고 말한다.

�대승기신론�의 중핵은 일심사상이다. 일심의 극치인 ｢마음의 있는 그대로

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진여,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으랴!(離言眞如)]와 [진여, 그래도 말로 

형용할 수밖에!(依言眞如)]의 둘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진리가 言語道斷･離言絶慮인 것임은 틀림없다. 왜냐 하면 명상수행이 깊어

지면 하나하나의 대상이 사라지고, 언어가 끊어지며, 의식이 사라진 다음에 더

욱 명료하게 남은 진실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마음까지도 작용하지 않는데, 하

물며 어찌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대상이 사라질 때에는 언어의 

대상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인 것

이다. 

8) 이평래, �대승기신론강설�, p.69, 민족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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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如의 원어는 tathatā9)이며 tathā라고 하는 부사로부터 이루어진 추상명사

이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는 뜻이며, 법장은 이것을 “體와 관련되는 것이

며 相과는 관련을 끊은 것이다”10)라고 정의하고 있다. 진여의 體는 있지만, 相

(特質, 特性)을 서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마음의 영원한 모습을 

보면, 마음의 선악･생멸･변화 등의 분별성은 모두 사라지고, 평등한 실재만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一味의 실재가 진여이다.

원효는 一心을 진여와 여래장의 입장으로 해석하면서, �10권릉가경�을 인

용하여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적멸(praśama, 寂滅)은 一心이라 부르며, 一心은 여래장(tathāgatagarbha, 

如來藏)이라 부른다.”11)

원효는 전자의 입장을 진여로 해석하고, 후자의 입장을 여래장으로 해석한

다. 적멸(praśama, 寂滅)은 니르와나를 성취한 것을 가리키므로 가장 순수하고 

청정한 일심이며, 진여이고, 법신이다. 진여는 연기의 세계가 아니므로, 존재

하는 모든 것은 생겨나는 일도 없고 소멸하는 일도 없이 본래 적정(니르와나)

이며, 오로지 가장 맑고 순수한 자성청정심뿐이기 때문이다.

여래장12)도, 그 본성으로 보면 진여이지만, 중생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

9) [SED]p.433c tathatā

tathā indeclinable so, thus, in that manner, also, true

tathatā f. true state of things, true nature, 眞如, 如, 如如

10) �大乘起信論義記�(�大正藏�44, p.251b26), “約體絶相”  

11) �十卷楞伽經, The Laṅkāvatāra sūtra�(�大正藏�16, p.519a), “寂滅者名爲一心. 一心者名爲如來藏”/ 

“praśamam iti eka-agrasya-etad adhivacanam// (25)

tathāgatagarbha sva-pratyāma-ārya-jñāna-gocarasya-etat praveśaḩ//(26)”(常盤義伸著, �ランカ-に入る�

---梵文入楞伽經の全譯と硏究---, p.138, 花園大學國際禪學硏究所, 1994 

12) [SED]p.433c tathāgatagarbha / tathā+gata+garbha

tathā ind. so, thus, in that manner, also, true, 그와 같이, 如

tathatā f. true state of things, true nature, 眞如, 如, 如如.

√gam to go, to come, to die, to cause to understand, 가다, 오다

gata gone, gone away, come 去, 來

tathāgata being in such a state or condition, of such a quality or nature; he who comes and goes in the 



�대승기신론�에서의 깨달음에 대하여   71

이므로, 무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3) 이렇게 볼 때 중생

의 마음은 본성으로는 청정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적인 측면도 있음

을 말해주고 있다.

진여는 깨달음의 세계이며, 법신으로서의 마음의 불변하는 특질을 나타낸 

것이다. 원효는 이와 같은 진여에 관한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은 더

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공통된 특성이며, 공통된 특성 밖에 염법과 정법

이 따로 없으므로 통틀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모든 존재를 포섭

할 수 있다.”14)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은 染法과 

淨法이 공통된 모습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진여는 진리이며, 진리는 普遍

이므로 우주의 어느 것에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진여는, 염법과 

정법이 함께 있으므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섭하는 것

이다. 모든 존재는 연기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므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짓는 karma를 따라서 凡･聖/染･淨의 어

느 것으로든 드러나는 것이 실상이다.15) 모든 존재 즉 현상계의 본질이며 법칙

same way [as the Buddhas who preceded him], Gautama Buddha

[SED]p.371b garbha

√grah=√grabh=√gṛbh=√gṛh to grasp, seize, take(by the hand); to arrest, 붙잡다, 움켜쥐다

[SED]p.349b garbha m. the womb; the inside; a child, 胎, 子宮, 藏, 애기 보, 胎兒. 자궁의 속성은 열 달 

동안 태아를 키우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胎兒라고도 번역한다.

tathāgatagarbha direction how to attain to the inconceivable subject of the tathāgata's qualities and 

knowledge, 如來藏, 거룩한 붓다의 마음자리.

여래장이란, 진여가 미혹한 세계에 갇혀있을 때, 여래장이라고 부른다. 진여가 바뀌어 미혹한 세

계의 사물이 될 때에는, 그 본성인 여래의 덕성이 번뇌와 망상에 뒤덮이게 된다는 점에서 여래장

이라고 한다. 또 미혹한 세계의 진여는 그 덕성이 숨겨져 있을지라도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중

생이 여래의 德性을 含藏하고 있으므로 여래장이라고 한다.

13)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大正藏�12, p.221c10), “여래의 법신이 번뇌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부른다.(世尊, 如是如來法身, 不離煩惱藏, 名如來藏)”

14) �大乘起信論別記�(�大正藏�44, p.227b16), “眞如門. 是諸法通相. 通相外無別諸法. 諸法皆爲通相所攝.”

15) �쑷따 니빠따 Sutta․nipāta�, “날 때부터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날 때부터 브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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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평등이며, 존재자는 저마다 스

스로의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하는 현상이 없으면 淨法이라

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염법과 정법은 공통이고 평등

이라는 논리이며,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

如門)｣은 원리의 관점에서 탐구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원효는  �대승기신

론별기�에서 비유를 들어,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마치 미진(Aṇu, 微塵)이 모든 질그릇의 공통된 특성인 것과 같다. 공통

된 특성 밖에 따로 질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질그릇이 모두 미진에 포

섭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

(心眞如門)｣도 또한 이와 같다.”16)

원효의 진여의 특성에 관한 해석은 명료하다. 예를 들면 모든 질그릇은 모양

이야 어떠하든 모두 미진으로 만든다는 관점으로 보면, 그 본성에 있어서는 같

은 성품이라는 것이다.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오뉴월 땡감이나 동지섣달 홍시

감이나 모두 감이기 때문에 본성으로는 같은 것이다. 다만 같은 감이지만 전자

는 몹시 떫고 후자는 몹시 달다. 이와 같이 떫고 단 것은 현상적으로 다르기 때

문이다. 떫은 땡감 없이는 홍시를 맛볼 수 없다. 

염법과 정법도 존재 그 자체로 보면 보편하는 우주의 진리인 진여를 본성으

로 하기 때문에, 본성으로 볼 때는 평등하다는 논리이다. 범부도 성인도 인간

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본성으로는 모두 같지만, 현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

如門)｣은 본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理法은 포섭하지만, 事法은 

마나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의 까르마에 따라서 비천한 사람도 되고, 브라흐마나도 된

다.(136)”

16) �大乘起信論別記�(�大正藏�44, p.227b16), “如微塵是法, 器通諸相. 諸相外無別瓦器. 瓦器皆爲微塵所攝. 

眞如門亦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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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하지 않으며,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

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은 현상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

에, 事法은 포섭하지만, 理法은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원효는 그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 가운

데에서는 理法은 포섭하지만 事法은 포섭하지 않는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

滅門)｣ 가운데에서는 事法은 포섭하지만 理法은 포섭하지 않는다.”17)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은 본성을 

나타내는 진리･이치･원리를 의미하므로 理法만을 포섭한다는 것이다. 理法은 

불변의 진리를 의미하며, 그대로 진리이므로 모든 망상을 소멸시킨 것을 특성

으로 하여 스스로를 나타낼 뿐이다. 그렇지만 理法은 현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理法이 아니라, 현상의 理法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잊

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

(心眞如門)｣은 모든 존재의 理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

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섭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

하는 부문(心生滅門)｣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현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지칭하

는 것이므로 事法을 포섭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성하고 소멸하는 현

상계도 이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법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법과의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理法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 �大乘起信論別記�(�大正藏�44, p.227b25), “眞如門中, 攝理而不攝事. 生滅門中, 攝事而不攝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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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이 해석할 때, 두 문이 모두 理･事를 포섭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문에서의 理･事의 같음(同)･다름(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원효

는 이에 대하여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

門)｣에서의 理와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에서의 理와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 가운

데에서 말하는 理法은, 진여를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또한 얻을 수 없으

며, 그렇다고 또한 無는 아니다. 붓다가 계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본성

(svabhāva, 性)과 현상(lakṣaṇa, 相)은 상주이며, 변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 가운데에서는 거짓으로 진여･실제 등의 이름

을 붙인 것인데, 이것은 大品系統의 모든 쁘라갸경(prajñā Sūtra, 般若經)에

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

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 가운데에 포섭되는 理法

은, 理法의 體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고 상주의 본성을 지키지는 못한다. 無明의 연을 따라서 생사에 유전하면

서, 실로 더럽게 물이 든다고 하여도 자성은 청정이다.  이 ｢마음이 인연

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

(心生滅門)｣ 가운데에서는 거짓으로 불성･본각 등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것은 니르와나경(Nirvāṇa Sūtra, 涅槃經)･화엄경 등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18)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에서의 이

법과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

18) �大乘起信論別記�(�大正藏�44, p.227c22), “眞如門中, 所說理者, 雖曰眞如, 亦不可得, 亦非無. 有佛無佛, 

性相常住, 無有變異, 不可破壞. 於此門中, 假立眞如實際等名, 如大品等諸般若經所說. 生滅門內, 所攝理者, 

雖復理體離生滅相, 而亦不守常住之性, 隨無明緣, 流轉生死. 雖實爲所染, 而自性淸淨. 於此門中, 假立佛性

本覺等名, 如涅槃華嚴經等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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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부문(心生滅門)｣에서의 이법이 어떤 관점에서 같고 또 어떤 관점에서 

다른가를 해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마음의 두 

측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진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의 있는 그대로

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의 입장이며, 둘째는 여래장을 중

심으로 하는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

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의 입장이다.

진여는 법신이고, 마음의 본바탕이며, 그것은 불가득이고, 상주이며, 파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物 그 자체’･‘物의 그 본성’･‘物이 物이게 하는 

본성’이다. 그것은 붓다가 계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법으로서 확정

되어 있으며,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19) 원효는,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

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에서의 이법은 바로 진리성인 것을 드러

내어 불교의 근본정신을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

하는 부문(心生滅門)｣에서의 理法은 중생계와 관계를 맺는 여래장의 입장이므

로 무명과의 관계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사람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무명에 염오되어서 생사에 유전한다. 그것은 그 자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원효의 여래장연기설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대승기신론�에서의 진여는 마음의 진여(心眞如)이다.  柏木弘雄 교수는, 

�섭대승론�에서의 진여는 ‘법의 진여’를 강조한 것임에 대하여, �대승기신론�

에서의 진여는 ‘마음의 진여’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20) 사람의 

사람다운 본성을 한마음, 진여, 법신, 여래장, 자성청정심, 깨달음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心眞如相)’과 ‘마

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心生滅因緣相)’

이라고 하는 두 관점으로 논술하고 있다.21)

19) 增谷文雄, �佛敎槪論� p.14, 日本 筑摩書房, 1965

20) 柏木弘雄, ｢大乘起信論における法と義｣, �平川彰博士還曆記念論集; 佛敎における法の硏究�, 日本 春秋

社, 1975

21) 柏木弘雄, ｢心眞如と心生滅｣, �佛敎學� 第九･十特集號, 佛敎學硏究會, 日本,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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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수행에 전심전력으로 정진하여 알라야식을 해체하고 구경각을 

성취하면 드디어 망심이나 망념은 소멸되고, 無念･離念･離心이 현성한 우리의 

본바탕 진여법신이 드러난다. 이것을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이 인연에 따

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

의 알라야식이 해체되면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

(心眞如門)｣으로 곧바로 들어간다(卽入)고 논술한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

찰하는 부문(心生滅門)｣으로부터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우리의 주체적인 태도

를 밝힌다.”22)

IV.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여에 대하여

진여는, 第一義諦로서 언어를 넘어선 초월성･절대성의 유일한 법계이며,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이 의지하는 

본바탕이고, 일심 자체이다. 이것은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평등이고 무차

별이며, 과거･미래･현재의 3世를 벗어난 불생불멸이다. 허망분별이 없는 마음

은 청정이고, 진실이며, 絶相인 것이므로 언어로 드러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니

다. 범부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아(自我)･법(世界), 피･차, 性･相, 너･나 등의 

주관과 객관으로 분열된 현상이다.

이와 같이 주･객으로 분열된 유위･속제에서의 언표는 언어의 유희에 지나

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언어를 빌리지 않으면 진여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하게 할 길이 없으므로, 그것을 빌려서 진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것을 �대승기신론�가운데에서는 “말(正語)을 빌려 말(妄語)

22) 이평래, �대승기신론강설�, p.418, 민족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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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파한다.”라고 논술하고,23) 원효는, “소리(眞言)로써 소리(妄言)를 멈추게 

한다.”고 해석한다.24) 진여는 초월성･절대성인 것이므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방편으로서 그것을 빌리지 않을 수 없으며, 집착의 대상이 아

님을 요지해야 한다. 나가르주나도 언어의 세계를 허구라고 전제하고, 진실로 

있는 것은, 인간의 언어에 의한 이해 이전의 ‘발가숭이의 현실’그것 하나뿐이

라고 한다.25) 그 현실은 언어에 의해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며, 언어의 허구

인 희론을 부정함으로서, 거꾸로 그것이 최고의 진실인 것을 드러낸다는 논리

이다.

V. 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진여에 대하여

�대승기신론�이 언어를 빌려서 드러내는 공･불공의 진여사상은, �슈리말

라데위씽하나다경(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공의은복진실장(空義隱覆眞實章)에서의 공･불공의 여래장사상을 이어받은 

것이 확실하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이 공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나이

다. 세존이시여, 공여래장은, 본디 법신과 관계가 없으며 깨달음의 지혜

와도 분리된 모든 번뇌가 없나이다. 말하자면 공(ṡūnyaṃ, 0%)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불공여래장은, 법신과 밀착･불가분이며, 깨달음의 지혜와 

분리할 수 없는 바의,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가

사의한 거룩한 붓다의 덕성을 본디 갖추고 있나이다. 말하자면 불공

(aṡūnyaṃ, 100%)이옵니다.”26)

23) 이평래, �대승기신론강설�, p.117, 민족사, 2016

24) �起信論疏�(� 大正藏�44, p.207b27), “猶如以聲止聲也”

25) 梶山雄一･上山春平, �空の論理�, p.154, 日本 角川書店, 1997

26)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大正藏�12, p.221c16), “世尊, 有二種如來藏空智. 世尊, 空如來藏. 若離

若脫若異, 一切煩惱藏. 世尊, 不空如來藏, 過於恒沙不離不脫不異不思議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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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여는 진리이며, 모든 존재의 實相이고, 법성이므로 언어를 여읜 것이며, 

또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은 80% 이상이 언어로 이루어지므로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진여도 

언설을 빌려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

어로 진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空śūnytā과 不空aśūnytā이다. 柏木弘雄 교수

는, “니르와나와 생사, 여래장과 객진번뇌와의 관계로 보면, 이것을 공(śūnytā, 

空)과 불공(aśūnytā, 不空)을 빌려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고 서술한다.27) 

이것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은, 가명･가설(假名, 假說, prajñapti, upacāra)의 입

장으로서, 세속제인 언어를 빌려서 서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가르주나

(Nāgārjuna, 150~250, 龍樹)도 �중론�에서 이와 같은 까닭을 다음과 같이 논술

하고 있다.

“두 가지 진리(二諦)에 의하여 모든 붓다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세간에 

관한 이해를 위한 진리(世俗諦)와 최고의 진실에 관한 진리(第一義諦)이다.

이 두 가지 진리의 구별을 모르는 사람은 붓다의 가르침에 있어서의 심오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언어습관에 의하지 않으면 최고의 진실에 관한 진리(第一義諦)를 말할 수 없

다. 최고의 진실에 관한 진리(第一義諦)를 따르지 아니 하고서는 니르와나

(nirvāṇa, 涅槃)를 깨달을 수 없다.”28)

세속제인 언어를 빌리지 않고서는 제일의제에 관한 참뜻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빌려서 제일의제를 따르게 함으로서 비로소 니르와나를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7) 柏木弘雄, ｢心眞如と心生滅｣, �佛敎學� 第九･十特集號, 佛敎學硏究會, 日本, 1980

28) �中論�(�大正藏�24, p.32c16), “諸佛依二諦　爲衆生說法 一以世俗諦　二第一義諦(8) 若人不能知 分別於二

諦 則於深佛法　不知眞實義(9) 若不依俗諦　不得第一義 不得第一義 則不得涅槃(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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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진여란 무엇인가? 심진여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가 0%(ṡūnyaṃ, 

空)라는 의미이다. 깊은 수행 끝에 탐･진･치, 삼독을 모두 소멸시켜, 구경각을 

성취한 우리의 가장 맑고 깨끗한 한마음을 空(ṡūnyaṃ, 0%)이라고 논술하는 것

이다. 심진여는 불지(佛智)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번뇌는 0%이며, 맑고 깨끗한 

마음뿐이므로 자성청정심29)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는 공(ṡūnyaṃ, 0%)이

란 번뇌의 공(ṡūnyaṃ, 0%)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불공진여란 무엇인가? 심진여는 지혜와 자비가 100%인 법신이라는 

의미이다. 불공(aṡūnyaṃ, 不空)은 지혜와 자비가 100%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번뇌를 벗어버린 그 자리에는 청정･불변의 공덕이 

충만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진여는 진리 그 자체이므로 번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탐･진･치는 0%이며, 지혜와 자비가 100%라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상

(常, nitya)･낙(樂, sukha)･아(我, ātman)･정(淨, śubha), 네 가지 덕(四德)30)의 논리

를 빌려, 불변의 수승한 특질을 갖추고 있는 진여를 예찬하는 것이다.

진여를 번뇌와 성공덕, 악과 선의 상대적 개념으로 대비시켜 진여가 참으로 

진여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여, 그래도 말로 형용할 수

밖에!(依言眞如)]도 상대적인 가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빌리

지 않고서는 진여의 수승한 점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을 빌려 말을 떨

쳐버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며, [진여, 그래도 말로 형용할 수밖

에!(依言眞如)]의 설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의취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9) 이평래, �新羅佛敎如來藏思想硏究�, p.202, 민족사, 1996

30) 원효지음･이평래옮김, �열반종요�p.12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상(常, nitya)･낙(樂, sukha)･아(我, ātman)･정(淨, śubha);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

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 四念處(=四念住=四念處觀)를 닦는다. 곧 色身은 不淨하며, 受는 苦이고, 心

은 無常이며, 法은 無我라고 觀想한다. 여기에서 不淨･苦･無常･無我는 正義로써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常･樂･我･淨을 주장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대반열반경�이나 �대승기신론�에서의 常･樂･我･淨이란 말을 빌려 법신을 예찬하고 있을 뿐이

다. 법신은 진리이므로,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예찬을 

아무리 하더라도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常, nitya)･낙(樂, sukha)･아(我, ātman)･정(淨, 

śubha)이란 말을 빌려 법신을 예찬하더라도 초기불교에서의 사념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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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알라야식은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은 시간을 

초월한 깨달은 일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심의 體･본질･본성에 관한 것

을 논의한다. 生滅･去來하는 현상은 영원한 진실 앞에서는 소멸되고, 진리의 

실상만을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범부의 마음에는 현재 번뇌가 있지만, 만

일 그가 보디쌋뜨와의 수행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닦으면 드디어는 소멸하여 

번뇌는 0%가 된다. 그리고 또 범부의 마음에는 마음의 청정한 본성은 감추어

져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원한 진실 

앞에서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 일심의 體를 관조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

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은 일심의 相(性･相에서의 相)･변화･현상･

윤회에 관한 것을 논의한다. 생멸이란 시간의 세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본성으로는 순수한 마음이지만 번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붓다의 마음은, 번뇌는 0%이고, 지혜와 자비가 100%이므로, 

중생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향한 길을 닦도록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있다.31)

그렇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작용을 할 때, 중생의 번뇌와 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붓다는 스스로는 시간을 

초월하면서도, 시간의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둑을 잡

으려면 도둑의 소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다. 그와는 반대로 범부의 자성청

정심은 번뇌와 결합하여 있으므로, 그 마음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진망화합식

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범부의 마음은, 끄샤나 끄샤나(kṣaṇa, 刹那) 분별작용을 

쉬지 않는 망념인 상태이다.

인간은 과거나 미래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으며 현재에 살고 있다. 무

31) 이평래, �대승기신론강설�, p.214, 민족사, 2016

“붓다가 중생을 구제하는 불가사의한 작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사의업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

사의업상은 붓다의 후득지이고, 본각의 지혜가 중생에게 작용하는 붓다의 이타행이며, 보신･응

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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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일을 하든, 그것을 할 때는 현재이다. 우리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재와 시간

을 부리면서 사는 현재, 두 가지 의미의 현재를 상정할 수 있다. 전자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 위에 성립하는 현재로서, 이것은 1끄샤나 밖에 안 되는 

것이다.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이다. 후자의 현재

는 언제나 지금 있는 현재이며, 움직이지 않는 현재이다. 전자는 망념이 만들

어내는 현재이며, 윤회를 반복하는 미망의 시간이다. 후자는 늘 그 자리의 현

재로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닌 마음에 자리를 잡은 영원한 

세계이다.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대상을 집착하지 않으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현재에서 살 수 있다.

붓다는 일심의 삶이기 때문에 본디 시간이 없고, 그것을 초월한 세계에서 마

음이 살고 있다. 붓다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중생에게 시혜를 하더라도, 그 시

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은 시간을 벗어

난 무애자재인 것이다, 그러나 그 시혜를 받고 있는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붓다

도 마치 시간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붓다가 지혜를 바

탕으로 펼치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선교방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생성하고 소멸하는 마음에서 시간의 세계는 만들어지며, 마음의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심진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탐구하기 위

하여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

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을 가설하는 것이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의 관점은, 마음

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머무는 일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마음의 體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없다. 마음의 相을 중심으로 논리를 펴는 것은, 말하자면 性･相에서

의 相으로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는 ｢마음의 있는 그대로

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이 마음의 총상(大總相)을 드러내

는 것이라면,32)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32)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6a08), “心眞如者, 卽是一法界, 大總相, 法門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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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은 마음의 別相을 드러내는 것이다.33)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것이 진여이므로, 알라야식에서 覺義

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진여는 시간과 결합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음/진여는 심진여의 한길의 세계이어서, 체가 없는 무명은 진여

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실체가 없는(ṡūnyam, 0%) 무명은 구경각을 성취하면 알

라야식이 해체되어 소실하기 때문에, 그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

리석은 마음의 상속도 차단되며, 붓다의 법신이 드러나는 것이다.34)

VII. 선종의 초석으로서의 �대승기신론�에 대해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존재일까? 보편적인 학설을 빌려서 간단하게 

서술하면 현재와 같은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10만 년도 되지 않는다. 태

양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지구나 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한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138억 년 전에는 태양도 없었고35) 46억 년 전에는 지구나 달도 없

었다. 불교에서는 우주Cosmos를 成(vivarta-kalpa, 成劫)･住(sthiti-kalpa, 住劫)･壞

(saṃvarta-kalpa, 壞劫)･空(saṃvarta-sthāyin-kalpa, 空劫)의 반복적인 순환논리로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없던 우주가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는 

존재의 방식을 꾸준히 바꿔가면서 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천문학자들

은 46억 년 뒤에는 지구나 달도 사라질 것이고, 138억 년 뒤에는 태양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33)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5c24), “是心生滅因緣相, 能示摩訶衍, 自體相用故.”

自體相用에서의 自는 體相用에 모두 걸리는 것이므로, 自體, 自相, 自用이라고 읽어야 한다. 自는 하

나하나의 중생의 개체를 가리키므로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은 別相이라는 것이다. 

34)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6c07), “智淨相者, 謂依法力熏習, 如實修行, 滿足方便故, 破和合識相, 滅相

續心相, 顯現法身, 智淳淨故.”

35) Yuval Noah Harari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Sapiens/ 호모 사피엔스 / 슬기로운 사람� p.18, 김

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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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면 현대 인류와 아주 비슷한 동물이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에 출현한 것을 약 25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으므로36)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긴 것도 아니다. 인류학자들은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출현을 약 7만 년 

전으로 기술하고 있다.37) 그런 인류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은 무엇보다도 뇌가 커서(1200~1400cm3) 사유할 수 있고,38) 직립으로 보행을 

할 수 있으며,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류는 계속적으로 진화하여 불을 이용할 줄 알아 火食을 할 수 있게 되고39), 

더 나아가 그것을 이용하여 문화를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처음에 자연을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힘을 숭배의 대상으

로 삼은 것이다. 소위 종교의 시작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지가 더욱 발전함

에 따라서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이 인간 자신을 성찰하기

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종교가 가장 먼저 출현한 곳이 인디아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 출현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고도로 계발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길

을 찾은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을 찾는

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구도

의 길을 걷는 종교인 브라흐만교가 BCE 1500년경부터 인디아의 숲에서 발원

한다. 그 결과 고행과 요가를 닦는 수행자들이 수 없이 많이 출현한 것이다. 종

교문화의 환경이 이와 같이 형성된 BCE 6C 무렵에 고따마 씻다르타(Gotama 

Siddhārtha)가 출현하여 불교를 창시한다. 불교는 사성계급을 부정하고 자유와 

36) Yuval Noah Harari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Sapiens/ 호모 사피엔스 / 슬기로운 사람� p.23, 김

영사, 2016

37) Yuval Noah Harari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Sapiens/ 호모 사피엔스 / 슬기로운 사람� p.19, 김

영사, 2016 

38) Yuval Noah Harari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Sapiens/ 호모 사피엔스 / 슬기로운 사람� p.26, 김

영사, 2016

39) Yuval Noah Harari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Sapiens/ 호모 사피엔스 / 슬기로운 사람� p.32, 김

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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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깃발을 내걸고, 인디아의 국경을 넘어 동남서북으로 뻗어나간다.

인디아로부터 불교가 中國에 처음 전래된 것은 BCE 2년,40) 韓國에 처음 전래

된 것은 372년,41) 日本에 처음 公傳된 것은 538년42)이라 한다. 불교가 韓･中･日, 

동양 3국의 공통의 종교로 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며, 오늘날까지 그 전통

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아에서의 대승불교는 중관파(Mādhyamika, 中觀派)와 요가행파(Yogacāra, 

瑜伽行派) 밖에 없지만, 중국은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벌써 漢字를 중심으로 

하는 老莊思想이나 儒家思想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실천적으로 신

행하는 한편 교학적으로 연구하는 풍토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결과 여러 학

파가 형성되어 敎相判釋을 내세우고 서로 우열을 주장하는 쟁론이 왕성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달은 못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

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운 실천불교운동을 벌린 것이다. 바로 선종이 그것

이다. 그 전에도 참선수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不立文字 敎外別

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기치를 내걸고 오로지 참선에만 전념한 것이다. 

�릉가아발다라보경�을 중심으로 출발한 보디다르마(Bodhidharma, 菩提達

磨)의 선종은, 그것이  四祖  雙峯 道信(580~651)43)까지는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44) 왜냐 하면 쌍봉 도신의 저술인 �入道安心要方便門�에는, 나의 가르침

은, �릉가아발다라보경�의 諸佛心第一45)을 근본으로 하고 또 �문수사리소설

40) 吳德新著, 주호찬 옮김, �한 권으로 읽는 불교� p.23, 웅진씽크빅, 2008

41) 김영태, �한국불교사� p.21, 경서원, 1997

42) 石田瑞麿, �日本佛敎史� p.13, 日本 岩波書店, 1997

43) 印順著, 伊吹敦譯, �中國禪宗史� p.47, 日本 山喜房佛書林, 1997

四祖 道信(580-651)은 기주蘄州의 黃梅(現在 湖北省 黃梅縣)에서 서북쪽으로 30여리 떨어진 雙峯山에

서 수행하고, 五祖 弘忍(602-675)은 黃梅의 북쪽으로 25리 떨어진 빙묘산憑墓山에서 수행을 하였는

데, 憑墓山은 雙峯山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東山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은 지연으로 雙峯 道信, 

東山 弘忍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4) 印順著, 伊吹敦譯, �中國禪宗史� p.17, 日本 山喜房佛書林, 1997

45) �楞伽阿跋多羅寶經�

“諸佛心第一”(�大正藏�16-481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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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경�의 一行三昧46)를 근본으로 한다. 붓다를 염하는 마음이 붓

다이며, 망념이야말로 범부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47)

이와 같이 선종이 �릉가아발다라보경�을 중심으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동

산 홍인(602~675)의 법문이 세상에 널리 퍼짐에 따라 �금강반야바라밀경�과 

�대승기신론�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혜능이 �릉가아발다라

보경�을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대체했다는 신회(670-762)의 주장은 역사

적 사실이 아니다.48) �육조단경�의 중요한 곳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의 법을 말

씀하다.”라는 글은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의 말씀이지.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회가 �남종정시비론�에서 마하반

야를 금강반야로 바꿔버린 것이다.49)

꾸마라지와(Kumarājīva, 鳩摩羅什, 344-413)가 한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을 修禪者들이 중시하게 된 까닭은, 문장이 수려할 뿐 아니라, 분량이 너무 길

지도 않고 알맞은데다, 最上乘無相의 법문에 아주 잘 계합하며, 수지의 공덕에 

대한 찬탄이 강렬하고, 또한 수지하기가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

로 불교계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반야경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유포되었

기 때문에, 남종이든 북종이든 모두 시류에 따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중시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릉가아발다라보경�의 諸佛心第一과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

밀경�의 一行싸마디를 하나로 묶어 融攝/通攝/會通할 수 있는 �대승기신론�의 

등장은 선종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한마음(eka-citta, 一心)을 大本으로 하여 진여법신을 宣暢하고 있는 �대

승기신론�은, 인간은 물론 우주 자체를 통째로 진여법신으로 규정한다.

북종 신수(~706)는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

46) �文殊師利所說摩訶般若波羅蜜經�

“復有一行三昧”(�大正藏�8-731a24)

47) 印順著, 伊吹敦譯, �中國禪宗史� p.62, 日本 山喜房佛書林, 1997

48) 印順著, 伊吹敦譯, �中國禪宗史� p.200, 日本 山喜房佛書林, 1997

49) 印順著, 伊吹敦譯, �中國禪宗史� p.201, 日本 山喜房佛書林,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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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을 바탕으로 하여 始覺에서 究竟覺으로 

向上하는 관점을 취하는데 대하여, 남종 혜능(638~713)은 ｢마음이 인연에 따라

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門)｣의 

本覺(心性本淨)에 의거하여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

문(心眞如門)｣으로 곧바로 직접 들어가는 관점을 취하는 차이점을 볼 수는 있

으나, 모두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그들의 禪理를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

서는 공통이다. 또한 한마음(ekacitta, 一心)･眞如･如來藏･無念50)･離念51)･離

心52)･一行싸마디･眞如싸마디･止觀･始覺･本覺･空･不空, 三身說･念佛 등, 禪修

行53)의 요체를 체계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종의 초석으로써 필

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

하는 부문(心生滅門)｣에서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

문(心眞如門)｣으로 곧바로 들어간다(卽入)”54)는 것은, 드디어 구경각을 이루어 

50) �大乘起信論�

能觀無念者. 則爲向佛智故.(�大正藏�32-576b27) 

無有初相可知. 而言知初相者. 卽謂無念. (�大正藏�32-576b27)

若得無念者. 則知心相生住異滅. 以無念等故. 而實無有始覺之異.(�大正藏�32-576c01)

所謂心性常無念. 故名爲不變.(�大正藏�32-577c05) 

復次顯示從生滅門, 卽入眞如門. 所謂推求五陰色之與心. 六塵境界畢竟無念.(�大正藏�32-579c20) 

若能觀察知心無念. 卽得隨順入眞如門故(�大正藏�32-579c24)

51) �大乘起信論�

若離於念, 名爲得入(�大正藏�32-576a22)

亦無有相可取. 以離念境界, 唯證相應故.(�大正藏�32-576b06)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無所不遍.(�大正藏�32-576b12)

以遠離微細念故. 得見心性. 心卽常住, 名究竟覺.(�大正藏�32-576b25)

相續未曾離念故. 說無始無明.(�大正藏�32-576c01)

假以言說引導衆生. 其旨趣者皆爲離念. 歸於眞如.(�大正藏�32-580b12)

52)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7b17), “離心則無六塵境界.”

53) 柳田聖山･梅原猛, �無の探求�, p.125, 日本 角川書店, 1997

柳田聖山 교수는, “�大乘起信論�이 실제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들고 있는 것은 止觀과 念佛 두 가지

이다. 특히 止의 수행으로서 좌선을 권장하며, 오래도록 이것을 닦아 잘 성숙하면, 바로 진여싸마

디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진여싸마디에 의하여 비로소 근원적인 유일한 진리인 法界一相을 관하며, 

모든 붓다의 법신과 衆生身과의 평등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一行싸마디라고 부른다. 근원적

으로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이 prajñā pāramitā와 상응하는 一行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54) �大乘起信論�(�大正藏�32, p.579c20), “復次, 顯示從生滅門, 卽入眞如門. 所謂推求五陰, 色之與心. 六塵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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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야식이 해체되면 자성청정심이 드러나며, 번뇌애(kleṣa-āvaraṇa, 煩惱碍)･

지애(jñeya-āvaraṇa, 智碍)는 0%이고 지혜･자비가 100%인 한마음이 현현하는 

깨달음･頓悟･圓頓成佛의 현성인 것이다.

VIII. 나오는 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자기 관조/성찰로부터 출발하는 종교는 인디아에

서 비롯된다. 그들은 Tapas나 Yoga를 닦아 깨달음을 얻어 수행의 목표를 성취

한다. 인디아에서 발원한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는 모두 이와 같은 점에서는 

명제가 공통이다. 2600여년의 불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많은 불전들은 모두 깨

달음에 관한 초월성을 서술하여 민중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주고, 또한 그것

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승기신론�도 그 가운데의 하나

이다.

�대승기신론�은 한마음(ekacitta, 一心)을 진여법신이라 宣暢하고, 한마음의 

성스럽고 위대함을 體大･相大･用大의 세 가지로 예찬하고 있다. 한마음을 ｢마

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과 ｢마음이 인연

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生滅

門)｣의 두 문을 열어, 그 성스럽고 위대함을 논증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心眞如門)｣은 탐･진･

치, 삼독을 말끔하게 소멸시켜버린 순수정신이며, 相對를 초월한 絶對의 세계

이고, 평등･일미이다. 이는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붓다의 세계이며, 진여법

신이므로 실제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지만 중생을 깨우치

기 위해서는 正語를 빌려서 妄語를 논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진여와 불

공진여를 도입하는 것도 언어의 표현을 백분 활용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전자는 번뇌가 0%이고, 후자는 지혜와 자비가 100%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界, 畢竟無念. 以心無形相, 十方求之, 終不可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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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空妙有라는 禪語도 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

하는 부문(心生滅門)｣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시간/변화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는 알라야식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구경각을 성취하여 진망화합식인 

알라야식을 해체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대승기신론�은 한마음(ekacitta, 一心)･眞如･如來藏･無念･離念･離心･一行싸

마디･眞如싸마디･止觀･始覺･本覺･空･不空･三身說･念佛 등, 선수행의 요체를 

체계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종의 초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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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s which began the question “Who am I?” originated in India. They teach 

that the goal is attained by practicing tapas or yoga. Buddhism, Jainism and 

Hinduism all have this common proposition. All Buddhist texts, compiled since 

2600 years ago, elaborate on the beauty of enlightenment which brings peace, and 

also presents ways to attain enlightenment. The Mahayana text, The Awakening of 

Faith is an example. 

The Awakening of Faith promulgates ekacitta or one mind as tathatā dharma-kāya, 

and admires its sacredness from three aspects: quintessence, characteristic and 

function. The Awakening of Faith is about opening two gates of the mind: the mind 

gate of suchness that observes the true nature of the mind as it is, and the mind gate 

which continually arises and ceases while watching various developed phenomenal 

features in accordance with the connections of the mind. 

The first mind gate is pure spirit which entirely cleans up the tri-doṣa: desire, 

hatred and ignorance, the absolute world beyond relative and equality. It does not 

have an actual method of expression, because that is the world of the Buddha and 

tathatā dharma-kāya. However, false words have to be confuted with true words in 

order for sentient beings to awaken. 

The second mind gate is a world of time and change as formation and extinction. 

Here, the theory of ālaya-vijñānais resolved: the vijñāna of truth and falsehood is 

Abstract

On the Enlightenment in The Awakening of Faith

Lee, Pyongrae
Emeritus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2   불교학연구 제55호

the accomplishment of ultimate enlightenment. 

The Awakening of Faith is a foundation text of the Zen school. It is a syst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ssence of Zen practice: ekacitta, tathatā, tathāgatagarbha, 

abandoning false or misleading thoughts, abandoning false mind, ekavyūha-samādhi 

or samadhi for realizing that the nature of all Buddhas is the same, tathatā-samādhi, 

śamatha-vipaśyanā, the process of actualization of enlightenment, śūnya, aśūnya, 

the theory of Dharmakāya, Sambhogakāya and Nirmāṇakāya, and repeating the 

Buddha’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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