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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는 법상(法上, 490-580) 찬 ｢교적의(敎迹義)｣와 이를 저본으로 작성된 �대승의장

(大乘義章)� ｢중경교적의(衆經敎迹義)｣의 텍스트 비교 연구이다. 고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경교적의｣는 법상｢교적의｣의 문구를 답습하면서도 세세한 수정을 가하였다. 

그 수정은 법상｢교적의｣의 내용을 진전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법상｢교적의｣가 세밀하게 고안하였던 의도들을 훼손시키는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었

다. 그러한 개변에는 법상｢교적의｣의 내용을 진전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결

과적으로 법상｢교적의｣가 세밀하게 고안하였던 의도들을 훼손시키는 내용들이 나타

나게 되었다.

2) 법상｢교적의｣는 “어떤 이의 설(一云)”로서 돈점 5시7계교와 일음교를 제시하였으

나, ｢중경교적의｣에서는 돈점 5시7계교를 남조 논사 유규의 설로, 일음교를 지론학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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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였던 보리유지의 설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돈점 5시7계교가 유규의 설이 아

닌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조에서 유행한 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리유지는 

일음교 뿐 아니라 반만교를 설하였지만 ｢중경교적의｣는 마치 일음교만이 보리유지의 

설이고 반만교는 자설(自說)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이는 ｢중경교적의｣가 법상｢교적의｣

의 텍스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맞지 않은 오해 내지는 왜곡을 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중경교적의｣는 대승경전이 모두 궁극적인 교설을 담고 있다는 법상｢교적의｣의 

입장을 따라가면서도 문장의 가필이나 수정 과정에서 본래 지니고 있었던 텍스트의 정

합성을 훼손시켰다. 전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전의 설시(說時)를 추가하였고, 법상｢교적

의｣의 텍스트를 변형하여 ‘각 경전에 종취의 구분이 있다’는 설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중경교적의｣의 내용은 법상｢교적의｣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문헌적, 사상적 통

일성을 훼손시킨 불완전한 문헌이 되었다. 그러나 후대의 사상적 영향력은 ｢중경교적

의｣가 압도적이었고, 후대의 논사들은 ｢중경교적의｣를 통해서 남북조시대의 경전관을 

이해하게 된다.

주제어

지론종(地論宗), 교적의(敎迹義), 대승의장(大乘義章), 법상(法上), 정영사 혜원(淨影寺 

慧遠)

I. 들어가며

논자는 최근 연구에서 지론학파의 학장이었던 법상(法上, 490-580) 찬 ｢교적

의(敎迹義)｣가 지닌 사상적 특징과 그 철학적 의의를 고찰하였다.1) 그 주요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상민, ｢누가 경전을 지었는가? - 법상(法上, 490~580) 찬 ｢교적의(敎迹義)｣의 경전관(觀) -｣, �禪文

化硏究� 28(서울: 선리연구원, 2019), pp.7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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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상은 당시의 경전관2)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1) 돈점교(頓漸敎) - 남조 논사 유규(劉虯, 436-495)의 설(?) : 돈교(頓敎)는 

�화엄경(華嚴經)�에, 점교(漸敎)는 각 경전을 부처의 생애에 대응시키

는 5시7계교(五時七階敎)에 대응한다.3)

2) �열반경� 요의설 - 남조의 열반사 혜탄(慧誕, ?-?)의 설(?)4) : �열반경�

만이 요의설이고 나머지 경전은 모두 불요의설이다. 따라서 돈점의 구

분도 없다.

3) 일음교(一音敎) - 보리유지의 설 : 부처는 원음으로 모든 경을 일체에 

설하고 그것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이해할 뿐이다. 돈점의 구분은 

없다.

2. 법상은 각 경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1) 일음교에 대한 비판: 부처가 원음으로 설한다는 것은 옳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단박에(頓) 깨칠 수 있는 사람과 점진적으로(漸) 깨칠 수 

2) 이하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흔히 쓰이는 “교판(敎判)”을 “경전관”이라는 용어로 사

용한다. 주지하다시피 교판에는 경전에 대한 분류법 뿐 아니라 특정 사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해석학적 입장 또한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론학파 내에서도 다양한 교판론이 발생하

였으며, 그 사상적 결은 본고의 주요소재인 �교적의�의 내용이 다 담을 수 없다. 이와 반해 �교적

의�의 논의는 그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적(敎迹)” 즉 불교의 성전(聖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

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해당 논의의 핵심을 “경전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원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법상｢교적의｣에 나타난 돈점 5시7계교의 구도는 이상민, 앞의 논문, p.87에 정리되어 있다. 재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5시 7계 가르침 대응경전

一代敎 頓敎 시기 배정 없음 - - �華嚴經�

漸敎 제1시(성도 직후) 제1계 人天敎 �提謂波利經�

제2시(~12년) 제2･제3･제4계 三乘別敎 �阿含經�

제3시(~30년) 제5계 空宗
�般若經�, �維摩經�, �思益經�

(※�無量義經�)

제4시(~40년) 제6계 一乘 �法華經�

제5시(~열반) 제7계 涅槃 �涅槃經�

4) 법상｢교적의｣와 ｢중경교적의｣는 공히 해당 설을 “誕公”의 설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혜탄으

로 본 것은 선행 연구에 따른 것이다. 리우밍우(廖明活), ｢淨影寺慧遠的判敎學說｣, �中華佛學學報� 第

6期, (臺北: 中華佛學研究所, 1993) p.223 참조. 다만 해당 설을 혜탄의 것으로 규정할 만한 추가적인 

전거는 없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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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류가 나뉘므로 돈점은 폐할 수 없다.

2) 5시7계교와 �열반경�요의설에 대한 비판: 부처의 생애를 기준으로 시

기에 따라 작성된 경전을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① 경전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② 모든 경전이 점교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며 ③ 대승

경전은 모두 불설(佛說)이라는 관점에서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요의설(了義說)이기 때문이다.

3. 이장설(二藏說)의 제시: 이상의 비판 후, 법상은 자설(自說)로서 이장설을 

세워 새로운 경전관을 제시한다. 이장설이란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에 근거한 것으로 경전군을 성문장(聲聞藏)과 보살장(菩薩藏)으로 이분하

는 관점을 말한다. 또한 이장설은 경전의 성립에 있어 편집자의 존재를 부

각시키는데, 즉 경전의 말씀은 부처가 원음으로 설한 것이지만, 이것을 

경전으로 편집한 것은 부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상은 남조불교에서 형성된 5시7계 교판을 비판하고 설법의 

주체인 부처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르침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일음설(一

音說)과 텍스트로서의 경전이라는 입장에서는 성문장(聲聞藏)과 보살장(菩薩

藏)의 이장설(二藏說)을 제시하였다. 법상 찬 �교적의�는 당시 남북조에서 이

루어진 동아시아 불교계의 교판론, 나아가 지론학파의 종조인 보리유지(菩提

流支, Ssk. Bodhiruci, ?-508-535-?)의 교설을 총합하여 실증적이고 논증적인 분

석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대승경전의 무차별성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상적 탁월함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상사(史)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 사상이 지닌 탁월함보다 중요

한 것은 그 사상의 실제로 당시 사상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의 여부이다. 

희대의 철학적 성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용되고 활용되지 않았다면 사상사

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반대로 특정 사상의 탁월성이나 

정통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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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비로소 사상사로서의 연구적 가치가 있게 된다. 나아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텍스트가 2차, 3차로 인용되는 과정에서 원 텍스트는 후대의 해석과 새

로운 교리를 통해 애초에 지니지 못했던 논리적 완결성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

는 반면, 종종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는 다른 형태의 논의로 왜곡되거나 

원 텍스트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특정 인물이나 텍

스트에 대한 고찰이 그 전후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이다.

후대 동아시아 불교계에 널리 알려진 남북조 시대의 교판론에서 법상의 

｢교적의｣가 일종의 기반 텍스트로 기능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미 지적

된 것처럼, 법상의 ｢교적의｣(이하 “법상｢교적의｣”)는 애초에 독립적인 텍스트

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의(智顗, 538-597)의 만년, 그의 제자 관정(灌頂, 

561-632)이 스승의 학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묘법연화경현의(妙法蓮華

經玄義, 이하 “�법화현의�”)� 권10말에 인용되어 있던 것이다. (�大正蔵� 33, 

812b-813c) 또한 그의 제자였던 정영사 혜원(淨影寺 慧遠, 523-592)은 �대승의

장(大乘義章)� 권1 서두의 ｢중경교적의(衆經敎迹義)｣(이하 “｢중경교적의｣”)가 

그 대부분의 내용을 법상｢교적의｣에서부터 원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처럼 지론학파에서 고안된 ｢교적의｣ 텍스트는 비단 동시

대의 인물 뿐 아니라 수당대의 여러 논사들에게까지 전해져 새로운 담론 형성

에 기여하였다.

한편 후대의 논사들이 법상｢교적의｣를 기원으로 하는 텍스트를 사용한다

고 해서 그들이 법상이라는 인물과 그의 사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 상술한 �법화현의�를 제외한다면 법상｢교적의｣를 

직접 인용한 사례는 거의 확인할 수 없고 후대의 영향력은 법상｢교적의｣를 토

대로 작성된 ｢중경교적의｣의 영향력 쪽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교적

의｣의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것과는 별개로, 후대 동아시아 불교 지성사에서 법

상의 이름은 오히려 그를 인용한 정영사 혜원에 압도되어 사라져 버렸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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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상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논자는 법상이라는 ‘인물’이 아닌 ｢교적

의｣라는 ‘텍스트’를 중심에 놓고 그 전파 양상을 추적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

히 사상적인 유사성이나 영향에 기인한 작업이 아니라 ｢교적의｣의 문구를 자

세하게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그 사상사를 살펴봄을 의미한다. 텍

스트의 변천사라는 측면에서 해당 문제를 고찰해 본다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

았거나 암시되었던 내용들을 새롭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법상｢교적의｣에서 ｢중경교적의｣로의 변용을 고

찰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이미 선행 연구에 의해서 일부분 수행되었지만5), 오

카모토의 연구를 제외한다면 그 목적이 법상｢교적의｣와 ｢중경교적의｣에 대

한 직접적인 비교라기보다는 천태나 길장(吉藏, 549-623) 등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것이기에 그 고찰 또한 다소 단편적이다. 따라서 아직 규명이 미진한 부

분과 고찰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차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교적의｣ 자체의 사상 연구 뿐 아니라 ｢중경교적의｣를 수록하

고 있는 �대승의장�에 대한 연구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 결론을 미리 

밝히면, ｢중경교적의｣는 몇 가지 수정을 통해 법상｢교적의｣가 지니고 있었던 

원의를 왜곡하거나 희석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다시 말해 후대의 

여러 논사들이 지론학파의 대표 텍스트로 간주해왔던 �대승의장�이 실제로

는 지론학파의 사상적 원의를 왜곡시켜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법상 ｢교적의｣와 정영사 혜원 ｢중경교적의｣를 비교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스에미츠 

야스마사(末光愛正), ｢�大乘義章�｢衆經敎迹義｣に於ける淨影寺慧遠撰の問題―吉藏著書との對比―｣,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3(東京:曹洞宗宗務庁, 1981년), pp.217-233면; 사카모토 코하쿠(坂本

廣博), ｢化法四敎と二藏敎判｣, �印度學佛敎學研究� 36(1)(東京: 日本印度学仏敎学会, 1987), pp.94-100;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浄影寺慧遠の二蔵説の形成 : 達摩鬱多羅｢釈敎迹義｣と慧遠�勝鬘義記�｣, 

東洋学研究, 54(東京: 東洋大学東洋学研究所, 2017, 이하 “2017a”)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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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례(1): 돈점 5시7계교와 유규의 7계교

먼저 지적할 것은 ｢중경교적의｣의 기술 중 법상｢교적의｣의 내용을 오해하

거나 혹은 원의와 다르게 왜곡한 사례로, 구체적으로는 서론에서 정리한 법상

｢교적의｣의 내용 중 첫째 부분인 기존의 경전관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중경교적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진나라 무도산의 은자 유규(劉虬=劉虯)는 설하였다. “여래의 일대 교화

로 설한 바는 돈과 점을 벗어나지 않는다. �화엄경�등이 그 돈교이며 나

머지는 점교이다. 점교 가운데 5시와 7계가 있다.

다섯 시기란, 첫째, 부처께서 성도(成道) 후 제위(提謂) 등을 위해 오계(五

戒)와 십선(十善)이라는 인천교(人天敎)의 법문을 설한 것이다.

둘째, 부처께서 성도 후 12년간 삼승(三乘)의 차별교라는 법문을 설하셨

으니, 성문(聲聞)을 구하는 이를 위해 사제(四諦)를 설하고, 연각(緣覺)을 

구하는 이를 위해 인연(因緣=緣起)를 설하시며, 대승(大乘)을 구하는 이

를 위해 육바라밀을 설하셨다. 또한 계율을 제정하셨으되 공리(空理)는 

설하지 않으셨다.

셋째, 부처께서 성도 후 30년 동안 �대품(大品)�의 공종반야(空宗般若), 

�유마경(維摩經)�, �사익경(思益經)�의 삼승동관(三乘同觀: 삼승을 차별

없이 보는 관법)을 설하셨으나, 아직 파삼귀일(破三歸一)의 일승(一乘)을 

설하지 않으시고 또한 중생이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음을 설하지 않으셨다.

넷째, 부처께서 성도 후 40년 후 8년 중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시어 파

삼귀일(破三歸一)의 일승(一乘)을 설하셨으나 아직 중생이 동등하게 불

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하지 않으셨고 다만 여래께서 이전에 항하사를 넘

는 [기간동안 머무르셨고] 미래에도 그 배[가 되는 기간 동안 머무를 것

임을] 설하셨을 뿐 부처의 상주성을 설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불요교(不

了敎)이다.

다섯째, 부처께서 멸도에 드시어 하루낮 하루밤동안 대열반(大涅槃)을 

설하시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신(法身)이 상주함을 설

하였으니, 이것이 요의(了義)이다. 이 것이 다섯 시기이니, 일곱 단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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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두 번째 시기 중 삼승의 구분을 합쳐 일곱 가지라 설한 것이다.”6)

상기한 내용은 법상｢교적의｣에 기록된 5시7계교에 대한 설명과 자구적으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경교적의｣는 해당 설이 남조의 재가 

불교학자였던 유규(劉虯, 436-495)의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상｢교

적의｣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법상｢교적의｣에서는 “어떤 이는 ｢석가모니

의 일대교(一代敎)는 돈(頓)과 점(漸)을 벗어나지 않는다. 점(漸) 중에 일곱 단계

[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다섯 시기(七階五時)가 있다｣고 말한다. 세간 사람들

이 모두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이것을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7)고만 기록되

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법상｢교적의｣에서 5시7계교를 언급하는 뉘앙스는 

이것이 남조 불교의 논사였던 유규의 설이라기보다는 법상이 활동하였던 시

기 북조 불교계에서 널리 퍼진 설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돈점교를 제시

하고 다시 점교 가운데 5시7계교를 나누는 경전관은 유규의 설과 일치하는가?

먼저 5시 7계교의 내용을 전하는 유규의 �무량의경서(無量義經序)�의 내용

을 살펴보면 위의 5시 7계교와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중생의] 근기가 달라 가르침[의 내용 또한] 다르니, 그러한 가르침에는 

일곱 단계가 있다.

먼저 파리(波利) 등을 위해서 오계를 설하니, 이른 바 인천[에 태어나는]

의 선근[을 심는] 것이 첫 번째이다.

다음으로 아야교진여(=拘隣) 등을 위해 사제(四諦)의 법륜을 굴리니, 이

른바 성문승(聲聞乘)을 가르치신 것이 두 번째이다.

6) �大乘義章�卷1(�大正藏�44, p.465上), “晉武都山隱士劉虬說言: ‘如來一化所說, 無出頓漸, 華嚴等經, 是其

頓教, 餘名爲漸. 漸中有其五時七階.’ 言五時者: 一, 佛初成道, 爲提謂等, 說五戒十善人天教門. 二, 佛成道已

十二年中, 宣說三乘差別教門. 求聲聞者, 爲說四諦, 求緣覺者, 爲說因緣, 求大乘者, 爲說六度. 及制戒律, 未

說空理.  三, 佛成道已三十年中, 宣說大品空宗般若, �維摩��思益�三乘同觀, 未說一乘破三歸一, 又未宣說

眾生有佛性. 四, 佛成道已四十年後於八年中, 說法華經, 辨明一乘破三歸一, 未說眾生同有佛性, 但彰如來前

過恒沙未來倍數, 不明佛常. 是不了教. 五, 佛臨滅度, 一日一夜, 說大涅槃, 明諸眾生悉有佛性法身常住. 是其

了義. 此是五時. 言七階者, 第二時中, 三乘之別, 通餘說七.”

7) �法華玄義�卷10( �大正蔵�33, p.812下), “一云: ‘釋迦一代不出頓漸. 漸有七階五時.’ 世共同傳, 無不言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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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급의 근기[를 가진 중생]을 위해서 십이인연을 연설하셨으

니, 이른바 연각승(緣覺乘)을 가르치신 것이 세 번째이다. 

다음으로 상급의 근기[를 가진 중생] 위해서 육바라밀(六波羅密)을 거론

하셨으니, 이른바 대승(大乘)을 가르치신 것이 네 번째이다. 

모든 가르침을 융합하여 의심을 품은 무리들을 인도해야 하니 다음으로 

�무량의경�을 설한다. … 중략 … [이것이] 다섯 번째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이 일승을 드러내고 삼승을 제거함을 이어 주창한다. 

저 진실(=一乘)을 구하는 마음에 따르고 이 방편(=三乘)을 시설하는 명칭

을 없애니, 여섯 번째이다. 

비록 방편이 열려 진실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불성의] 상주(常住)라는 바

른 뜻은 가려져 있었다. 사라쌍수에서 임종할 때에 이르러 [불성의] 아

(我)와 정(淨)이라는 현음을 펼치신 것이 일곱 번째이다.8)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중경교적의｣와 �무량의경서�의 내용이 구도상으

로는 유사하지만 ① 돈교에 �화엄경�을 배치하고 돈교와 점교를 완전히 분리

했다는 점 ② ｢중경교적의｣에는 5시 7계교에 �무량의경�의 언급이 없다는 점 

③ 경전의 설시(說時)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9) 특

히 ①에 대해서는 ｢중경교적의｣의 내용이 유규의 사상적 스승인 도생(道生, 

360-434)의 돈오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중경교적의｣는 유규의 본래설

이 아니라 지론종의 영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0) 실제로 �무량

의경서�에서도 �무량의경�이 7계 중 제5계에 해당된다고 분류한 후에 다시 당 

경전 또한 돈교임을 주장한다.

8) �出三藏記集� 卷9(�大正藏�55, p.68上), “根異教殊, 其階成七. 先爲波利等說五戒, 所謂人天善根, 一也. 次

爲拘隣等轉四諦, 所謂授聲聞乘, 二也. 次爲中根演十二因緣, 所謂授緣覺乘, 三也. 次爲上根舉六波羅蜜, 所

謂授以大乘, 四也. 衆教宜融群疑須導, 次說無量義經. 既稱得道差品, 復云未顯眞實, 使發求實之冥機, 用開

一極之由序, 五也. 故法華接唱顯一除三, 順彼求實之心, 去此施權之名, 六也. 雖權開而實現猶掩常住之正義, 

在雙樹而臨崖, 乃暢我淨之玄音七也.”

9) 후세 코가쿠(布施浩岳), �涅槃宗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73) p.278. 

10) 하유진, ｢남조(南朝)의 교판(敎判)사상 - 열반학(涅槃學)의 교판론을 중심으로 -｣, �철학논집� 39(서

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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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량의경�또한 무상(無相)을 근본으로 한다. 만약 실상을 증득하

는 곳이 다르다면, 어찌 무상이라 하겠는가? 만약 반야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다면 어찌 점(漸)이라 하겠는가? [본래는] 점(漸)이 아니지

만 점(漸)이라 한 것은 비밀스러운 방편의 텅 빈 가르침일 뿐이다. 여래께

서도 “빈손으로 아이를 희롱한다”고 하셨으니, 이것으로 중생을 교화하

는 것이다. 미묘한 문구로 거친 것에 접하니, [�무량의경�을] 점교의 설

이라 해도 옳지만, 형상을 잊고 뜻을 얻는다면 [�무량의경�또한] 돈교의 

뜻이라 함이 더 옳다 하겠다.11)

즉 유규가 비록 5시7계교에 대한 분석의 기원이 된다고 해도, 그 또한 돈오

설에 입각하여 점교에 배당되는 각각의 경전들이 또한 돈교의 가르침으로 해

석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화엄경�만을 돈교로 설정한 ｢교적의｣

의 경전관과는 심각한 사상적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교적의｣ 텍스트

에 전하는 5시7계교는 유규의 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교적의｣에 제시된 돈점 5시7계교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남조

의 문헌이 아닌 북조 찬술 문헌에서 발견된다. 바로 돈황사본으로 전하는 

P.2908이 그것이다. .2908은 6세기 극초반 찬술 문헌으로 추정되는 교리집성문

헌으로, 511년 �십지경론(十地經論)�의 역출 이전 북위 낙양기의 불교사상을 

전하는 귀중한 실록이다. 당 문헌은 남조의 성실열반학에 다대한 영향 하에 성

립했으며, 당시 지론학파 이전 북지에서 이루어진 불교연구의 상황을 풍부하

게 담고 있기도 하다. 주목할 것은 상기 문헌 또한 “敎迹義(교적의)”라는 명칭

의 장(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교와 돈교의 논의가 ｢교

적의｣ 텍스트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과 호응한다는 것이다.

11) �出三藏記集� 卷9(�大正藏�55, p.68下), “今無量義, 亦以無相爲本. 若所證實異豈曰無相? 若入照必同寧曰

有漸? 非漸而云漸, 密筌之虛教耳. 如來亦云: ｢空拳誑小兒｣, 以此度眾生. 微文接麁漸說或允, 忘象得意頓義

爲長.” 해당 구절은 유규의 돈오설을 대표하는 구절로 하유진, 앞의 논문, p.192와 엔도 유스케(遠

藤祐介), ｢六朝期における頓悟説の展開 : 劉虬と蕭衍の頓悟説｣, �武蔵野大学仏教文化研究所紀要� 31

(東京: 武蔵野大学仏教文化研究, 2015), p.7에서도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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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大聖)께서 성도하시어 중생을 위해 십이부경을 설하셨는데, 석가

모니께서는 한꺼번에 응화(應化)하셨으나 중생들의 이해는 달랐다. 가

까운 것만 보는 이는 석가모니를 보매 ‘백정왕(白淨王)의 가문에서 태어

나 나무 아래 땅, 풀자리 위에서 성도하시니, 세계의 이름은 사바(娑婆)

요, 그 분의 이름은 석가(釋迦)이다.

수왕(樹王)에서 성도하신 후 첫 번째 칠일 동안 설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칠일 후에 제위(提謂)와 파리(波利)를 위해 오계(五戒)와 십선(十

善)을 설하셨으며, 

세 번째 칠일 후에는 아야교진여[阿若居隣] 등 다섯 사람을 위해 사제법

륜(四諦法輪)을 설하셨으며

12년 후에는 단(斷)과 상(常)을 계탁하는 병폐를 깨뜨리셨고

두 번째로 30년 동안 공종반야(空宗波若)를 설하시어 상(相)에 집착하는 

병폐를 깨뜨리셨으며

세 번째로 30년 후에 일승(一乘)을 설하시어 삼승(三乘)에 집착하는 병폐

를 깨뜨리셨고

네 번째로 대열반(大涅槃)을 설하시어 중생들이 생멸을 계탁하는 병폐를 

깨뜨리셨다.

이것은 곧 근기가 작은 중생을 위해서 점교법륜(漸敎法輪)을 설하신 것이다.

…중략…

돈교(頓敎)에서는 중생이 석가께서 바라문(波羅門) 가문에서 태어남을 

보며, 금은지(金銀地), 칠보수(七寶樹), 금은사자좌(金銀師子坐)를 본다. 세

계의 이름은 연화장(蓮華藏)이니 이것은 정토(淨土)라. 마갈(摩竭)의 도량

에서 성도하셨으며 부처의 명호는 노사나(盧舍那)이다.

[석가께서] 처음 정각(正覺)을 이루시고, 보리수에서 일어나지 않으신 채

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보현보살이 일생보처(一生補處)를 위해 

｢세간안정품(世閒淨眼品)｣과 ｢노사나품(盧舍那品)｣을 설하셨다. 이것이 

제1회(第一會)이다.  

… 중략 …

기원정사(祇桓精舍)에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를 위하여 ｢입법계품(入法

界品)｣을 설하셨다. 이 때의 기원림(祇桓林)은 모두 이 정토(淨土)이니, 여

래께서 빛을 놓아 시방의 보살들을 소집하였다. 이 [설법]회에 오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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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먼저 있었음에도 듣고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검

증하여 알 수 있으니, 이전의 일곱 자리는 모두 돈교(頓敎)의 설이다….12)

상기 P.2908의 구절이 법상｢교적의｣의 내용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 

P.2908에서는 7계교 중 첫 번째에 석가가 성도 한 후 침묵하였던 일주일을 제1

계로 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6바라밀을 설한 제4계는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상 유규의 �무량의경서�와 상당부분 호응하며 

법상｢교적의｣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논자가 확

인한 한 5시7계교와 돈점교를 결합하는 경전관을 담고 있는 법상｢교적의｣ 이

전 문헌은 P.2908이 유일하다.13)

다시 법상｢교적의｣로 돌아가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법상은 돈점 5시7계교

가 당시에 널리 퍼져있는 경전관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법상이 ｢교

적의｣를 저술할 당시 그의 주변에도 돈점 5시7계교를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했

었음을 의미하며, 그 실례가 바로 P.2908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

렇다면 법상이 “一云”이라 설한 돈점 5시7계교는 실제로는 남조의 논사 유규

의 설이 아니라 북조에서도 널리 퍼진 경전관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

연스럽다.

물론 돈점교나 5시 7계교 공히 남조불교에 그 사상적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

은 분명하다. 애초에 돈점 5시7계교의 경전관을 제시한 P.2908이 남조의 성실

12) P.2908 181-208행: “大聖成道, 爲衆生說十二部經. 釋迦一應, 衆生見則不同. 近見之徒, 見釋迦從白王家生, 

見在木樹下土地, 草坐上成道. 世界名娑婆, 人名釋迦. 在樹王成道, 一七日不說, 二七日後爲提謂波利說五戒

十善, 三七日後爲阿若居隣五人等說四諦法輪訖, 十二年後破計斷常患, 第二三十年中說空宗波若, 破執相患, 

第三三十年後說一乘, 破執三之患, 第四說大涅槃, 破衆生計生滅之患, 此乃爲小根衆生, 說漸敎法輪. …중

략… 頓敎中, 衆生見釋迦從波羅門家生, 見金銀地, 七寶樹, 金銀師子坐. 世界名蓮華藏, 此是淨土, 在摩竭道

場成道, 佛號盧舍那. 初成正覺, 不起道樹, 威神加備, 普賢菩薩爲一生補處說｢世閒淨眼｣, ｢盧舍那品｣. 此是

第一會. …중략… 祇桓精舍, 普賢菩薩爲善財童子說, ｢入法界品｣. 時祇桓林中, 悉是淨土, 如來放光, 召集十

方菩薩. 此會有五百聲聞, 先住於此, 不聞不見. 以此驗知, 向來七處是頓敎說.” 텍스트는 池田将則 정리, 

�藏外地論宗文獻集成�(서울:CIR, 2012), pp.141-145에 수록된 녹문을 저본으로 활용하였다.

13) 또한 P.2908에서는 돈교에 위찬경전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을 �화엄경�과 함께 제시

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지만, 본고의 논의에서는 생략하였다. 북조 불교의 �화엄경�

존숭 경향과 �보살영락본업경�의 인식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그 사상적 특징은 별고로 논의할 만

한 가치가 있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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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학의 영향 하에 성립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진 것처럼 돈교에 

�화엄경�을 배대하는 형식은 남북조시대 뿐만 아니라 수당대에도 공히 나타

나는 통상적인 이해이기 때문이다.14) 남북조시대에 많은 불교 문헌들이 산실

되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 문헌 중에 돈점 5시7계교를 설한 것이 존재

했을 수 있으므로 원론적으로 법상이 인용한 돈점 5시7계교가 남조의 것이었

는지, 북조의 것이었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자료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논자는 법상｢교적의｣에 언급된 돈점 5시7계교의 보다 직접적인 전

거는 북조불교계의 경전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개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사

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해석이 남조불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

14) 이하 본 절의 단락은 본 논문의 심사자의 지적에 의해 계발된 부분임을 밝힌다. 당 심사자는 법상

｢교적의｣ 및 P.2908 ｢교적의｣에 제시된 돈점 5시7계교가 남조의 여러 이론들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조에서 독창적으로 창안된, 북조에서(만?) 유행한 경전관이라는 주장은 뒷받침되기 힘

들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돈점 5시7계교의 경전관이 남조의 교판론에 기원하고 있다는 것

은 논자 또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당 심사자께서는 주로 돈점 5시7계교가 유규의 설이거나 적어도 남조의 설일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제시하시고 본고가 “법상｢교적의｣의 '일운'의 설에 대해서 법상 자신이 북조의 설로서 또

는 남조의 설로서 거론했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북조의 설, 따라서 당연히 법

상 자신은 이 설이 유규의 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한다.”고 판단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는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다만 법상｢교적의｣에 언급된 돈점 5시7계교가 ‘유규의 것과

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상기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유규가 “�무량의경� 또한 

돈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이상, 법상이 유규의 설을 법상｢교적의｣의 내용과 동일시한다면 내

용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상｢교적의｣가 제시한 돈점 5시7계교가 유규의 것과 다른

지 같은지를 법상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후술할 것과 같이 

법상의 “一云”은 오히려 그러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수사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논자는 최초 원고에서 법상｢교적의｣와 ｢중경교적의｣의 제1계에서 “제위(提謂, Trapuṣa)와 

파리(波利, Bhallika)를 위해 오계와 십선을 설하였다”는 구절을 북조 찬술 위찬경전인 �提謂波利經�

으로 추정하였는데(�제위파리경�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츠카모토 센류(塚本善隆), �塚本善隆著

作集� 제2권, ｢中国の在家仏教特に庶民仏教の一経典―提謂波利経の歴史―｣(東京: 大東出版社, 1974), 

pp.187-240을 참조하라.), 당 심사자께서는 이것이 유규의 �무량의경서�에서도 “先爲波利等說五戒, 

所謂人天善根, 一也.”라는 구절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거가 약함을 지적해 주셨다. 실제로 두 인물

이 붓다의 최초 설법을 들은 자라는 기록은 후한시대 번역경전인 �修行本起經� 卷2(�大正蔵�3, 

p.472中) “提謂, 波利, 授三自歸, 及與五戒, 為清信士.”라는 구절에서 이미 나타나기에, 이것이 반드시 

경전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은 논자 또한 동의한다. 다만 북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위

파리경�과 동일시 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法華玄義�卷10 (�大正藏�33, p.801中), “北地師亦作五時

敎, 而取�提謂波利�爲人天敎, 合�淨名��般若�爲無相敎. 餘三不異南方.”과 같은 구절이 대표적인 예이

다. 그러나 천태의 기술이 실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요구되므로 본

고에서는 일단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세심한 심사로 본고의 개선에 도움을 주신 심사자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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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형식적인 유사성을 따진다면 돈점 5시7계교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P.2908 

｢교적의｣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P.2908이 남조 성실열반학의 논

의를 나름의 방식대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상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생각해 보았을 때 P.2908 ｢교적의｣의 내용 또한 P.2908의 저자의 해석이 들

어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15) 또한 법상｢교적의｣가 남조 불교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P.2908 ｢교적의｣의 내용에 근거하는 한 그가 

“세간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설을 말한다.”고 한 것은 단순히 유규를 기원으로 

하는 남조불교의 경전관 뿐 아니라 남조불교의 경전관을 받아들여 구축된 북

조 불교의 경전관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경교적

의｣가 이것을 유규의 설로 명기한 것은 법상이 “一云”으로 제시한 맥락을 왜곡 

내지는 오해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사례(2): 일음교와 반만교

서두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법상｢교적의｣는 당시에 유행하던 세 가지 경전

관 중 마지막을 일음교(一音敎)로 제시하였다. 후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보리유지의 설인데, 보리유지는 또한 반만교(半滿敎) 혹은 이장설(二藏說)을 

제시하였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사실상 그의 경전관은 법상｢교적의｣의 내용

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16) 나아가 법상｢교적의｣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세 가지 

경전관을 모두 “一云”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도 일음교에 대한 그의 논의가 보

리유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돈점교의 구분을 긍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중경교적의｣는 일음교를 보리유지의 설로 명시하여 공격하는 한 

15) P.2908이 남조불교의 논의 뿐 아니라 북조에서 고안된 논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선행 연구

로는 大竹晉, ｢地論宗の煩惱說｣, �地論宗の硏究�(東京: 國書刊行會, 2017), pp.141-144 참조.

16) 이상민, 앞의 논문,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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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보리유지의 또 다른 경전관인 반만교는 자신의 설처럼 제시하고 있다.

보리유지가 말한 “부처께서는 일음으로 온갖 근기에 화답하니 돈과 점

을 판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여래께서는 비록 일음으로 온갖 

[근기에] 화답하시지만, [돈과 점은] 중생을 따르기에 점과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①어떤 중생은 얕은 곳에서 점차 심원한 데로 나아가니 부처

께서는 이들을 위해 점교를 설하시고, 어떤 중생은 단박에 [단계를] 뛰어

넘어 대승을 이해하니 부처께서는 이들을 위해 돈교를 설하신다. 어찌 

돈과 점이 없겠는가. [기존 경전관의] 잘못을 분석한 것이 이와 같다.

올바른 뜻을 드러냄: …중략… [성문장과 보살장의 이장설을 제시한 후] 

②이 두 가지는 또한 대승과 소승의 반만교라 이름한다. 성문장의 법은 

협소하고 열등함을 ‘작다’라고 하고 궁극적이지 못함을 ‘반’이라 한다. 

보살장의 법은 넓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만’이라 

한다.17)

법상｢교적의｣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②는 전술한 것과 같이 일음교와 반만교는 모두 보리유지에 기원을 두

고 있는 경전관인데, ｢중경교적의｣는 두 설을 분리하여 하나는 비판의 대상으

로 하나는 자설(自說)로서 수용하였다. 반만교에 대한 언급은 법상｢교적의｣에

는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여타의 기록에 따르면 반만교가 보리유지에 기원

한 설임은 명백해 보인다.18) 그런데 ｢중경교적의｣는 일음교를 설한 주체를 보

리유지로 명기함에 따라 마치 반만교는 보리유지의 교설이 아닌 것처럼 묘사

된 것이다.

다음으로 ①은 일음교를 인정하면서도 돈점교 또한 폐할 수 없다고 하는 논

17) �大乘義章�卷1(�大正藏�44, p.466下), “菩提流支言. “佛一音以報萬機判無漸頓”, 是亦不然. 如來雖復一音

報萬, 隨諸眾生, 非無漸頓. 自有眾生, 藉淺階遠, 佛爲漸說. 或有眾生, 一越解大, 佛爲頓說. 寧無頓漸. 辨非如

是. 次顯正義…중략…此二亦名大乘小乘半滿教也. 聲聞藏法, 狹劣名小, 未窮名半. 菩薩藏法, 寬廣名大圓極

名滿.

18) 보리유지의 반만교에 대한 연구는 오오타케 스스무(大竹晉), ｢菩提留支の失われた三著作｣, �東方学� 

102(東京 : 東方学会, 2001), pp.34-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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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데, 법상｢교적의｣의 구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형태이다. 법상｢교적의｣

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무릇 돈과 점을 논함은 대개 행해지는 대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만

약 여래(如來)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실로 대승과 소승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지 시간적인 전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르침이] 행해지는 대

상으로서의 사람들은 [각각의] 이해가 같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부처의 

가르침을] 즉각적으로[頓] 수용하고, 어떤 이는 점진적으로[漸] [대승에] 

들어간다.19)

중생에 따라서 돈과 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상｢교적

의｣에서 돈과 점이란 어디까지나 수용자인 중생의 관점에서 나뉘는 것이다. 

부처는 일음으로 모든 경전을 설하시고 그것을 듣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돈과 

점이 있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다.20) 그런데 �대승의장� ｢중경교적의｣에 따르

면 부처는 돈교와 점교에 맞는 근기를 지닌 ‘중생에게 각각 개별적인 가르침을 

설하는 것(自有眾生, 藉淺階遠, 佛爲漸說. 或有眾生, 一越解大, 佛爲頓說)’으로 이해

된다. 이러한 해석은 일음교를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돈점교를 인정하려고 했

던 법상｢교적의｣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일 뿐 아니라, �대승의장� ｢중경교적

의｣가 기본적으로 법상｢교적의｣의 내용을 변용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정합

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법상｢교적의｣에서 이장설의 골자 중 하나

는 성문장과 보살장이란 부처가 개별적으로 설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성제자

들이라는 매개를 거쳐서 성립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시 돈교와 점교가 ‘중생

의 근기에 따른 붓다의 개별적인 설법’이라면, 텍스트 전체의 논리적 정합성

도 흔들리게 된다. 사소한 수정이 전체의 정합성에 해를 끼친 사례이다.

19) �法華玄義�卷 10(�大正蔵�33, 812c), “凡論頓漸, 蓋隨所爲. 若就如來, 實大小並陳, 時無前後. 但所爲之人, 

悟解不同, 自有頓受, 或從漸入. 隨所聞結集, 何得言‘無頓’也? 但不可定其時節、比其淺深耳.”

20) 이상민, 앞의 논문, pp.91-94 참조. 논자는 법상｢교적의｣가 지닌 사상적 탁월성 중 하나는 경전과 

붓다의 설법을 동일시하지 않고 대단히 입체적인 관점에서 경전의 성립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라

고 생각한다. 돈점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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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교가 보리유지의 설이라는 것은 동시대의 저작들은 물론 후대의 기술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처럼 널리 알려진 정보를 정영사 혜원이 몰랐다고 생

각하기는 어렵다. 혹 이것이 정영사 혜원과 보리유지의 사상을 구분하려는 목

적에서 의도적으로 추가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대승의장�에 얽힌 문

제들은 보다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중경교적의｣는 

�대승의장�의 첫 번째 장으로서 그 사상적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서 보리유지

를 비판하는 형태를 취했던 것은 아닐까. 

IV. 사례(3): 내용의 추가와 수정

｢중경교적의｣는 법상｢교적의｣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세부적

으로 수정이나 가필에 의한 내용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내용들

이 종종 사실과 어긋나거나 법상｢교적의｣가 지니고 있었던 논리적 완결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논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돈점 5시7계교를 ‘시간적 경전관’이라 명명하고 이

에 대한 법상의 대응은 ‘비시간적 경전관’에 입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21) 이 

때 비시간적 경전관은 여러 층위의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대승경전은 모두 궁극적인 가르침이기에 경전 

간에 깊고 얕음은 없다’는 법상의 선언이다.

또한 응당 알아야 한다. 모든 대승경전이 지시하는 것과 귀결되는 곳이 

다르지 않고, 다만 [그러한 가르침에] 적합한지에 따라 다를 뿐임을. “화

엄(華嚴)”, “무량의(無量義)”, “법화(法華)”[와 같은 경전명들은] 모두 삼매

의 이름이고, “반야(般若)”란 큰 지혜를 말하며 “유마(維摩)”가 부사의해

탈(不思議解脱)을 설한 것이 바로 해탈[을 말한 것이며] “대열반(大涅槃)”

21) 이상민, 앞의 논문,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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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경멸(究竟滅)[을 말한 것이고] “문수문보리(文殊問菩提)”가 원만한 

도(滿足道)를 말한 것과 같이 것과 같이 모두 불법(佛法)이며 불법에는 우

열이 없다. 이러한 것 중에서, 이 중에서 과(果)를 밝힌다면 모든 [경전이] 

부처라는 과보를 밝히는 것이고 인(因)을 밝힌다면 모두 십지(十地)라는 

수행[을 밝히는 것이며], 이치를 밝힌다면 모든 [경전이] 이 법성(法性)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을 듣는]이다. 대상은 모두 보살(菩薩)이다. 지목하

는 것에 다름이 있을 리 없다. 저 사람들은 어째서 억지로 우열을 붙이려 

하는가.22) 

논자는 이러한 법상의 선언이 이후 원효(元曉, 617-686)가 주창한 화쟁(和爭) 

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경전의 형성을 

임의적으로 부처의 생애에 대응시키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각 경전의 가르침

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논의는 일견 체계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남북조 후

기에 들어섰을 때 한역된 경전은 특정 몇몇 경론으로 소급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나아가 특정 수준의 가르침에 경전을 대응시키는 견해는 그 경전이 

가지고 있는 원의를 왜곡할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 법상｢교적의｣에서 여러 방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적 경전관은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

지 못한다. 그의 글에서 제시된 경전 중 부처의 생애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으

로 인정된 경전은 경문 안에 “성도 후 40년”에 설해졌다고 명확한 기록된 �법

화경�23)과 부처 최후의 시기에 설해진 �열반경�뿐이었다. 또한 ‘부처의 임종’

이라는 �열반경�의 배경은 �장아함경(長阿含經)�의 ｢유행경(遊行經)｣에서도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기에, 경전의 찬술시기와 각 경전의 사상적 심천(深淺)은 

확정될 수 없다. 이에 법상은 모든 대승경전이 담고 있는 사상은 불설이라는 

22) �法華玄義�卷10 (�大正蔵� 33, 813中), “復應當知諸大乘經指歸不殊, 但隨宜爲異耳. 如｢華嚴｣｢無量義｣｢

法華｣皆三昧名, ｢般若｣是大智慧, 維摩說不思議解脱是解脱, 大涅槃是究竟滅, 文殊問菩提是滿足道, 悉是佛

法, 法無優劣. 於中明果, 皆是佛果. 明因, 皆是地行. 明理, 皆是法性. 所爲, 皆是菩薩. 指歸不當有異? 人何爲

強作優劣. 若爾, 誕公云‘雙樹已前, 指�法華經�. 悉不了.’豈非誣誷也?”

23) �妙法蓮華經�卷5(�大正藏�9, p.41下), “如來爲太子時, 出於釋宮, 去伽耶城不遠, 坐於道場, 得成阿耨多羅

三藐三菩提, 從是已來, 始過四十餘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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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에서 동등하게 궁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승의장� ｢중경교적의｣는 법상｢교적의｣와 마찬가지로 5시7계교

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정될 수 없으며 모든 경전이 궁극적인 진리임을 설하

고 있다. 

제5계는 여래가 마지막에 이르러 �대열반경�을 설하셨으니, 오직 이것

이 궁극적인 요의설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열반경�이 [여래의] 마지

막 순간에 설해진 것이라 해도 [�열반경�의 내용이] 반드시 마지막이며 

이것만이 요의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쌍림[에서 열반에 드시기] 이전에 

선설하신 �승만경(勝鬘經)�, �능가경(楞伽經)�, �법고경(法鼓經)�, �앙굴

마라경(鴦掘摩羅經)�, �보녀경(寶女經)� 등도 모두 궁극적인 요의경이니, 

어찌 �열반경�만이 요의설이라 할 수 있는가. 

부처께서 [성도하신 지] 첫해에 설하신 �보녀경(寶女經)�과 �니건자경

(尼揵子經)�, 2년에 설하신 �광박엄정경(廣博嚴淨經=阿惟越致遮經)�, 5년

에 설하신 �마하반야경(摩訶般若經)�, 7년에 설하신 �반주삼매경(般舟三

昧經)�, 9년에 설하신 �앙굴마라경(鴦掘摩羅經)�과 �법고경(法鼓經)�, 10

년에 설하신 �여래장경(如來藏經)� 이와 같은 경들은 모두 완전하고 궁극

적인 요의설이니 어찌 �열반경�만이 요의설이라 하겠는가.24)

상기 문구는 법상｢교적의｣에 대응하는 논의가 없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

지, 즉 모든 경전이 요의경이라는 메시지는 원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열거된 경명이 다르고 후반부에는 다시 경전 각각에 설시(說

時)를 부여하고 있는데, 아마도 �금강선론�의 문구25)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

24) �大乘義章�卷1(�大正藏�44, p.466下), “第五階云: 如來垂終說大涅槃, 獨爲究竟了義之唱. 然實涅槃垂終所

說, 未必垂終, 偏是了義. 如雙林前, 宣說�勝鬘��楞伽��法鼓��如來藏經��鴦掘摩羅寶女經�等, 皆是圓滿究

竟了義. 何獨涅槃偏是了義. 如佛初年說�寶女經�及�尼揵子�, 二年宣說�廣博嚴淨�, 五年宣說�摩訶般若�, 

七年宣說�般周三昧�, 九年宣說�鴦掘摩羅�及�法鼓經�, 十年宣說�如來藏經�. 如是等經, 皆是圓滿究竟了

義, 何獨涅槃偏是了義?”

25) �金剛仙論�卷1(�大正蔵�25, p.801上), “如來即成道日, 在寂滅道場說�十地品�, 第二七日, 在他化自在天中

說. 如�十萬偈般若�, 如來成道五年說. 經有成文. 餘七部般若但云一時, 皆不知何年說也. �如來藏經�, 佛成

道十年說. 如�大集�｢寶幢品｣, 佛成道一年, 王舍城迦蘭陀竹園說. ｢陀羅尼自在王品｣, 成道十六年. 在欲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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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는 당 구절은 사실 몇몇 경전을 제외하면 그 설시의 설정에 전거가 불

분명하다.26)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법상｢교적의｣에서 비판받는 시간적 경전

관을 새롭게 긍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처의 생애에 따른 경전의 

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법상의 주장을 희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중경교적의｣ 말미에 각 경전에는 개별적인 주장(宗)이 있다는 설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경전들의 종취(宗趣)는 또한 다르다. 종취는 비록 다양하나 요약하

면 두 가지이니 설해진 것과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설해진 것이란 행덕

(行德)이고 표현된 것이란, [경전은] 모두 [부처의] 법을 표현하는 것이지

만 다만 법은 밝히기 어려우니, 덕(德)에 의지해 드러낸 것이다. 법을 드

러내는 덕의 문이 구별됨은 한량이 없으니, 때문에 경전들의 종취 또한 

각각 다르다. 

�발보리심경(發菩提心經)�등은 발심(發心)을 종취로 삼는다.

�온실경(溫室經)�등은 보시를 종취로 삼는다.

�청정비니(清淨毘尼)�,�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등을 계(戒)를 종취로 삼

는다.

�화엄경�, �법화경�, �무량의경�등은 삼매를 종취로 삼는다.

�반야경�등은 지혜를 종취로 삼는다.

�유마경�등은 해탈을 종취로 삼는다.

�금광명경(金光明經)�등은 법신(法身)을 종취로 삼는다.

�방등(方等)��여문(如門, ?)�등의 경은 다라니를 종취로 삼는다.

�승만경(勝鬘經)�등은 일승(一乘)을 종취로 삼는다.

�열반경(涅槃經)� 등은 부처의 원적묘과(圓寂妙果)를 종취로 삼는다. 이

러한 경전들이 밝히는 것은 각기 다르지만 그 설해진 것은 모두 대승의 

연기(緣起)인 행덕의 궁극적인 요의설이다.27)

二界中間說. 經有明文者即便可知, 經無明文者即不可知也.”

26) 해당 문구에 대한 논의는 末光愛正 앞의 논문, pp.225-228 참조.

27) �大乘義章�卷1(�大正蔵�44, p.466下), “諸經部別, 宗趣亦異. 宗趣雖眾, 要唯二種. 一是所說, 二是所表. 言

所說者, 所謂行德. 言所表者, 同爲表法, 但法難彰, 寄德以顯. 顯法之德, 門別無量, 故使諸經宗趣各異. 如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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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구에 반영된 경전관은 각 경전 간의 사상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궁극

적으로는 모든 경전이 요의설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법상｢교적의｣

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각 경전이 지닌 주장의 차이점

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서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8) 그

런데 상기 인용문에 밑줄친 “�화엄경�, �법화경�, �무량의경�등은 삼매를 종

취로 삼는다(華嚴法華無量義等, 三昧爲宗).”는 구절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화엄경�의 종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적어도 �법화경�

은 일승(一乘)을, �무량의경�은 무상(無相)을 종취로 삼는다고 보는 것이 통상

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29) 이러한 해석이 제시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앞서 

제시한 법상｢교적의｣의 구절인 “�화엄(華嚴)�, �무량의(無量義)�, �법화(法華)�

는 모두 삼매의 이름이다(如華嚴無量義法華, 皆三昧名).”라는 구절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법상｢교적의｣는 각 경전의 명칭에 대한 논의였으나 이

를 전용한 ｢중경교적의｣는 그것을 각 경전의 종취로 서술하여 사상적인 통일

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상기 문구에서는 일승(一乘)을 종취로 삼는 경전으로 

�법화경�을 제외하고 �승만경�만을 들고 있는데, 이는 ｢중경교적의｣ 앞의 구

절에서 �법화경�을 “파삼귀일(破三歸一)”을 설한 것으로 명기되고 있는 것과 

대치된다. 결국 이러한 해석은 텍스트 전체의 구조를 일관적이기 않게 만드는 

�發菩提心經�等。發心爲宗. �溫室經�等, 以施爲宗. �清淨毘尼��優婆塞戒�, 如是等經, 以戒爲宗. �華嚴�

�法華��無量義�等, 三昧爲宗. �般若經等, 以慧爲宗. �維摩經等, 解脫爲宗. �金光明等, 法身爲宗. �方等如

門, 如是經等, 陀羅尼爲宗. �勝鬘經等, 一乘爲宗. �涅槃經等, 以佛圓寂妙果爲宗. 如是等經, 所明各異, 然其

所說, 皆是大乘緣起行德究竟了義.”

28)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당 부분을 지적한 논의로는 馮煥珍, ｢淨影寺慧遠判教觀的再考察｣, �佛學研究

中心學報�第8期(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佛學研究中心, 2003), pp.85-96 참조. 그는 이러한 불일치가 

결국 眞識이라는 관점에서 회통된다고 주장하였다. 

29) �법화경�의 종취가 일승(一乘)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후술할 것처럼 ｢중경교적의｣ 안에 내

적 전거로 가지고 있다. 한편 �무량의경�의 종취가 무상(無相)이라는 것은 ｢중경교적의｣ 내에 별

도의 언급이 없으나, 예를 들어 앞서 확인한 유규의 �무량의경서� “�出三藏記集� 卷9(�大正藏�55, 

p.68下), “今無量義, 亦以無相爲本.” 및 원측(圓測) 찬 �무량의경소(無量義經疏)� 卷上 제7지, “今此一

部, 隨病部別. 約時弁宗, 卽以無相爲所詮宗.”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측 �무량의경소�의 텍스트는 

동국대학교(편), �사이쿄지소장 원측찬 무량의경소�(大津: 大津市歴史博物館, 2018)의 영인본에 따

른다. 원측의 �무량의경소�에도 ｢중경교적의｣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가 서술한 교적(敎

迹) 내용과 사상은 후속 연구에서 별도로 고찰할 것이다.



84   불교학연구 제63호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V. 나가며

이상 법상｢교적의｣에서 ｢중경교적의｣로의 변용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논

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경교적의｣는 법상｢교적의｣의 문구와 대체적으로 상응하나, 형식상 

내용상의 개변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개변에는 법상｢교적의｣의 내용을 

진전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법상｢교적의｣가 세

밀하게 고안하였던 의도들을 훼손시키는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 법상｢교적의｣는 “어떤 이의 설(一云)”로서 돈점 5시7계교와 일음교를 제

시하고 있으나, ｢중경교적의｣에서는 돈점 5시7계교를 남조 논사 유규의 

설로, 일음교를 지론학파의 종조였던 보리유지의 설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돈점 5시7계교가 유규의 설이 아닌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

조에서도 유행한 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리유지는 일음교 뿐 

아니라 반만교를 설하였지만 ｢중경교적의｣는 마치 일음교만이 보리유

지의 설이고 반만교는 자설(自說)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이는 ｢중경교적

의｣가 법상｢교적의｣의 텍스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맞지 않은 

오해 내지는 왜곡을 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법상｢교적의｣는 5시7계교에 담겨 있는 시간적 경전관을 극복하는 비시

간적 경전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승경전이 모두 궁극적인 교설을 

담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중경교적의｣ 또한 법상｢교적의｣의 기본적인 

태도는 따라가면서도 문장의 가필이나 수정 과정에서 본래 지니고 있었

던 텍스트의 정합성을 훼손시켰다. 전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전의 설시

(說時)를 추가하였고, 법상｢교적의｣의 텍스트를 변형하여 ‘각 경전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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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의 구분이 있다’는 설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전에 대한 보편적인 이

해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예가 그것이다. 결국 그 사상사적 영향력

에도 불구하고, ｢중경교적의｣의 내용은 법상｢교적의｣가 본래 지니고 있

었던 문헌적, 사상적 의의를 희석시킨 텍스트가 되어 버렸다.

이상과 같이 ｢중경교적의｣에는 특이한, 혹은 정영사 혜원의 것이라고 보기

에는 의심스러운 서술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중경교적의｣의 

최종 저자는 혜원이 아니라는 유추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대승의장�은 정

영사 혜원 자신의 독자적인 저작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논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30)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돈점 5시7계교에 대한 해석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

이 법상｢교적의｣의 돈점 5시7계교는 유규의 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

히려 북조 불교의 한 경전관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경교적의｣는 어째서 해당 설이 유규의 것이라고 명기했는가. 

가장 단순한 답은 5시7계교의 기원이 유규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보

았던 것처럼 유규는 “여래의 일대 교화로 설한 바는 돈과 점을 벗어나지 않는

다. �화엄경�등이 그 돈교이며 나머지는 점교이다. 점교 가운데 5시와 7계가 

있다.”고 설한 적이 없다. 만약 정영사 혜원이 돈점 5시7계교와 유규의 7계교

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면, 그의 학문적 수준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

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상｢교적의｣에서 지적되었던 돈점 5시7계교가 북조에서 

30) �대승의장�진찬 문제는 특히 본고의 소재인 ｢중경교적의｣, 그리고 �대승의장�중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팔식의(八識義)｣에 집중되어 있다. ｢팔식의｣는 진제(眞諦, 499-569)의 �섭

대승론석(攝大乘論釋)�을 인용하는 등 여타 정영사 혜원의 저술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대승의장�

은 제호(題號)에도 “遠法師撰(혜원 법사가 짓다)”으로 되어 있는데, 여타 정영사 혜원의 저작은 모

두 “慧遠述(혜원 지음)”이라 하여 자신을 직접 법사로 존숭하는 경우는 없다. 상세한 논의는 오카

모토 잇페이(岡本一平), ｢浄影寺慧遠の著作の前後關係に關する試論｣, �地論思想の形成と變容�(東京:

國書刊行會, 2010), pp.207-208 및 p.212 참조. 본고의 고찰 결과 또한 오카모토의 주장에서 벗어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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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이후 ｢중경교적의｣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정영사 

혜원이 스승 법상의 ｢교적의｣에 기록된 돈점 5시7계교가 실제로 북조에서 고

안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중경교적의｣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그

와 가장 유사한 유규의 설로 규정하였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그 또한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흔히 법상과 정영사 혜원이 사승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두 인물의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지

만, 실제로는 법상의 생애가 490-580년, 정영사 혜원의 생애는 523-592년으로 

사실상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상이 목도했던 북조불

교의 돈점 5시7계교가 동시대의 인물인 정영사 혜원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설

이었다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상｢교적의｣에 인용

된 경론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한역된 �문수사리보살문보리경론(文殊師利菩薩

問菩提經論)�의 역출이 535년으로31) 법상｢교적의｣의 찬술 상한선 또한 535년

이 된다. 정영사 혜원의 저술활동이 대개 538년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 542년에

는 법상 등을 모시고 구족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거한다면,32) 그리고 정영사 

혜원의 초기 저작으로 추정되는 �승만경의기(勝鬘經義記)�에 법상｢교적의｣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를 감안한다면33) 정영사 혜원이 법

상｢교적의｣를 접한 것은 그것이 찬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해

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영사 혜원이 법상｢교적의｣에 언급된 돈점 

5시7계교가 실제 북조에서도 유행한 경전관이었음을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정영사 혜원은 법상의 제자이며, 법상-혜원으로 이어

지는 계보는 지론학파의 사상적 정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승의장� ｢중

31) �貞元新定釋教目錄�卷9(�大正藏�55, p.839中), “文殊師利菩薩問菩提經論二卷. (一名伽耶山頂論. 婆藪盤

豆菩薩造. 天平二年在鄴城, 殷同寺出. 僧辯, 道堪筆受.” 논자는 앞의 논문, p.100에서 법상｢교적의｣의 

“文殊問菩提”(�大正藏�33, p.813中)를 “문수가 보리를 묻는다”로 번역하였는데, 상기한 것과 같이 

“文殊問菩提”는 경전의 명칭이므로 지면을 빌려 정정한다.

32)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浄影寺慧遠における初期の識論｣, �地論宗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2017), pp.533-534.

33) 岡本一平, 앞의 논문(2017a), pp.7-14. 해당 논문에서 오카모토는 법상｢교적의｣의 찬술시기를 “未詳”

이라고 말하였는데, 본고의 분석과 같이 당 문헌의 작성 상한선을 535년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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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적의｣에 나타난 기술들은 해당 텍스트가 법상｢교적의｣가 지닌 본래의 시

대적 맥락에 무지하거나 오해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정영사 혜원 

본인이 스승인 법상의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중경교

적의｣는 정영사 혜원 이후의 인물들이 편집한 것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대승의장� 전체가 정영사 혜원의 진찬이 아닐 가능성으로

도 확장되지만,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

므로 본격적인 연구는 별고를 기약한다. 무엇보다 ｢중경교적의｣의 저자 문제

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며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결과야 어

쨌든 ｢중경교적의｣는 나름의 입장에서 법상｢교적의｣의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도 명확하다. 그러나 결국 법상｢교적의｣에 담겨있

는 세심한 논의와 맥락들이 ｢중경교적의｣의 변용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후대의 논사들은 ｢중경교적의｣의 기술에 준하여 돈점 5시7계

교가 유규의 설, 즉 남조불교의 논의로, 일음교를 북조의 논의로 대별시켜 이

해하게 되었고, 이는 법상｢교적의｣가 지녔던 본래의 의도 뿐 아니라 역사적 사

실과도 맞지 않게 되어 버렸다.

한편 후대 논사들은 ｢중경교적의｣를 통해 남북조시대의 경전관을 이해하

고 비판하며 각자의 시대와 사상에 맞는 새로운 논의들을 만들어 갔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교적의｣ 텍스트는 중국 본토의 승려 뿐 아니라 신라 승려들에게

도 영향을 끼쳤는데, 예를 들어 원효는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의 말미에 

“明敎迹(교적을 밝힘)”이라는 챕터를 두어 ｢중경교적의｣를 인용하고 있으며, 

원측(圓測, 613-696) 또한 ｢중경교적의｣를 인용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전개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 사상사의 의의는 두 문헌 간의 

철학적 우열을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가 시대와 인물을 

거쳐서 변화되는 양상의 추적 그 자체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

미에서 인류의 지성사는 오해를 통해서 풍부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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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trace the textual and ideological transformations of the view 

on the Buddhist sacred texts from Fashang (法上)’s Jiaojiyi (敎迹義, “The Meaning 

of the Teachings of the Buddha”, henceforth “JY”) to Jingying Huiyuan (淨影慧

遠)’s Zhongjingjiaojiyi (衆經敎迹義, “The Meaning of the Teachings of the Buddha 

in the various Sūtras”, henceforth “ZhJY”); both were written in late 6
th
 Century 

China.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ZhJY is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JY. While the text of ZhJY 

provides more elaborate sentences which were refined from JY, the main argument 

of JY seems to be distorted through the revision.

ZhJY inserted new but false information that JY did not consider. It resulted in a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facts reflected in JY. In addition, JY claim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uddhist Sūtras since they are all derived from the Buddha 

himself, but in the process of recounting these contents, ZhJY claims that the 

teachings conveyed by all scriptures are different. As a result, ZhJY has become a 

less consistent and incomplete work compared to JY.

Incidentally, it was ZhJY that had had a more powerful impact on later Buddhists  

of East Asia in spite of its structural imperfection. Therefore, the Buddhist monks in 

the Tang Dynasty have come to encounter and criticize the thoughts of their former 

generation through the ZhJY which cannot be assessed as an accurate descri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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