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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원측 찬 �무량의경소�와 원효 찬 �열반종요�를 통해, 지론학파의 저술인 

｢중경교적의｣가 후대에 수용되고 변용된 양상을 추적하고 그 사상적 의의를 고찰

하였다.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측 찬 �무량의경소�에는 중국과 인도의 경전관을 열거하면서 ｢중경교적의｣

가 인용되고 있지만, ｢중경교적의｣가 논파 대상으로 삼았던 돈점 5시7계교와 

일음교를 재인용할 뿐 ｢중경교적의｣의 본래 논의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오

히려 그의 논의는 3시교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논쟁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

는데, 이는 원측의 시대에 있었던 최신예의 교학적 논쟁이었다.

2. 원효 찬 �열반종요�는 ｢중경교적의｣의 문구를 원용하여 남북조 시대의 경전관

을 소개하고 ｢교적의｣ 특유의 비시간적 경전관 또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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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는 ｢중경교적의｣의 주장 또한 돈점 5시7계교와 대립하는 극단의 설로 재

해석하고 있으며, 이처럼 재구성된 양극단의 관점을 극복하는 화쟁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3. �무량의경소�와 �열반종요�에 나타난 ｢중경교적의｣의 인용 태도를 통해 우리

는 하나의 텍스트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적의｣ 텍스트를 작성한 모든 논사들은 같은 지향점, 즉 

양극단을 떠난 중(中, Madhyama)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측이나 

원효와 같은 후대의 논사들은 전대의 논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대가 요청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과거의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혹은 극

복해야할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4. 다른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변용은 그 텍스트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무량의경소�가 청변과 호법의 3시교를 제시하고, �열반종요�가 양 극단을 벗

어난 교판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교적의｣ 텍스트는, 하나의 텍스트가 

변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중경교적의(衆經敎迹義), 법상(法上), 정영혜원(淨影慧遠), 원측(圓測), 원효(元曉), �무

량의경소(無量義經疏)�, �열반종요(涅槃宗要)�

I. 들어가며

지론학파의 학장 법상(法上, 490-580)은 그의 글 ｢교적의(敎迹義)｣(이하 “법

상｢교적의｣”)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의 경전관1)을 진일보시키는 탁견

을 제시하였다. 그는 주요 경전의 성립순서를 석가모니의 생애에 대응시키는 

시간적 경전관(돈점 5시7계교)을 문헌비평의 방식으로 반박하는 한편, 어떠한 

1) 이하,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교판(敎判)”이라는 용어 대신 “경전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판에는 경전에 대한 분류법 뿐 아니라 특정 사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해석학적 입장 또한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와 달리 ｢교적의｣는 그 제목에서 나타난 것

처럼 “교적(敎迹)” 즉 불교의 성전(聖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해당 논의

의 핵심을 “경전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원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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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도 두지 않는 비시간적 경전관(일음교) 또한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나

아가 그는 경전의 성립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 즉 경전의 화자와 청자, 편집자

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에서 경전의 성립을 조망하였고, 최종적으로 성문장(聲

聞藏)과 보살장(菩薩藏)의 이장설(二藏說)을 제시하였다.2)

법상｢교적의｣에 나타난 사유는 그의 제자인 정영사 혜원(淨影寺 慧遠, 

523-592) 찬 ｢중경교적의(衆經敎迹義)｣(이하 “｢중경교적의｣”)로 이어졌다.3) 

｢중경교적의｣는 법상｢교적의｣의 내용과 논조를 대체적으로 답습하면서도 독

자적인 해석을 부여하여 차별을 꾀하였다. 예를 들어 법상이 일운(一云)으로 

그 전거를 모호하게 제시했던 돈점 5시7계교와 일음교(一音敎)의 기원을 각각 

남조의 논사인 유규(劉虯, 436-495)와 지론종의 종조인 보리유지(菩提流支. 

?-508-535-?)로 명기하였고 법상이 부정하였던 시간적 경전관을 다시금 제시

하였을 뿐 아니라 각 경전의 가르침을 “宗”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등이 그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필은 종종 법상이 세심하게 고안하였던 논의의 정합성

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돈점 5시7계교는 현존하는 

문헌에 한하는 한 유규의 설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돈황사본으로 남아 있는 북

조불교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일음교를 보리유지의 설로 규

정하는 한편 이장설을 위시한 반만교(半滿敎)를 자설(自說)처럼 서술하고 있으

나, 이 또한 보리유지가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법상｢교적의｣는 경전이 모두 

붓다의 요의설이라고 선언한 것에서 멈추었지만 ｢중경교적의｣는 새롭게 설

시(說時)와 종(宗)의 차이를 서술하면서 법상｢교적의｣의 원의와 차이를 보이

게 된다.4)

2) 법상｢교적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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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2를 참조하라.

3) 이하, 법상｢교적의｣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텍스트를 “｢교적의｣ 텍스트”라 명명한다. 

4) 법상｢교적의｣와 ｢중경교적의｣를 비교한 연구로는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淨影寺慧遠の二藏

説の形成 : 達摩鬱多羅｢釋敎迹義｣と慧遠�勝鬘義記�｣, �東洋學研究� 54(東京: 東洋大學東洋學研究所, 

2017) pp.1-26; 이상민｢｢교적의(敎迹義)｣ 텍스트의 변천 연구(1) - 법상｢교적의｣에서 �대승의장� ｢

중경교적의｣로의 변용을 중심으로 -｣, �불교학연구� 63(서울: 불교학연구회, 2020), pp.63-92를 참

조하라. 또한 ｢중경교적의｣의 내용에 입각하여 이것이 정영사 혜원의 진찬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

한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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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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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적의｣ 텍스트는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었을까? 후대에 

｢중경교적의｣가 수록되어 있는 �대승의장(大乘義章)�이 널리 퍼짐에 따라 논

사들은 이를 통해 남북조 시대의 경전관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법상｢교적

의｣에서 ｢중경교적의｣로의 변천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

으로 후대 논사들이 인용한 ｢중경교적의｣는 이를 활용하는 논사의 목적에 대

응하여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그러한 변용을 통해 ｢중경교적의｣ 또한 본래의 

맥락과는 다른 지평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원측(圓測, 613-696)의 �무량

의경소(無量義經疏)�(이하 “�무량의경소�”)5)와 원효(元曉, 617-686)의 �열반경

종요(涅槃經宗要)�(이하 “�열반종요�”)에서 인용된 ｢중경교적의｣의 내용을 살

펴보고자 한다.6) 전자는 최근 원측의 저술로 확정된 텍스트로, 저자 문제나 그

를 증명할 수 있는 간략한 분석 이외에 해당 문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후자는 원효의 대표작 중 하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교

적의｣ 텍스트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논해진 바가 없다. 이하, 

상기 두 문헌에서 ｢중경교적의｣가 인용된 구절을 제시하고 각 텍스트의 사상

적 지평에서 ｢중경교적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원측 찬 �무량의경소�에 인용된 ｢중경교적의｣

�무량의경소�(전 3권, 895년 서사?7))는 일찍이 일본 승려 린쇼(憐昭, 생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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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pp.217-233를 참조

하라. 

5) 이하, �무량의경소�의 텍스트는 동국대학교(편) �사이쿄지 소장 원측찬 무량의경소�(大津 : 大津

市歴史博物館, 2018)의 사진판을 저본으로 하였다. 아울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역주팀의 선암 

스님으로부터 해당 문헌의 녹문을 제공받아 참조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6) �무량의경소�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원측의 대표작 �해심밀경소�, 그리고 원

효 �열반종요�가 ｢중경교적의｣에 언급된 돈점5시7계교를 인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로는 후

세 고가쿠(布施浩岳), �涅槃宗之硏究�(東京: 國書刊行會, 1973), p.300 참조.

7) �무량의경소�卷上의 지어(識語)는 다음과 같다. �無量義經疏�卷上(西敎寺本, 第53紙), “無量義經䟽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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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 원측의 저술임이 확정된 문헌

이다.8) 일본 오츠시 사이쿄지(西敎寺, 시가현 오츠시) 구장(舊藏) 문헌으로, �무

량의경(無量義經, *Mahānirdeśa-sūtra)�의 경문을 자세히 해석하는 한편 관련 교

리의 설명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일종의 교리 강요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량의경소�의 많은 부분이 원측의 저술로 전하는 �해심밀경

소(解深密經疏)�나 �인왕경소(仁王經疏)�등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에

도 논자 또한 당 문헌이 원측의 저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검토할 �무량의경소�의 구절은 당서 권제1에서 

‘경(經)’의 의미를 서술한 부분 중 “소의(所依)” 즉 의지처로서의 경전에 관한 

내용이다.9)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소의(所依)”란, 성인(=여래)의 가르침은 비록 여러 가지이나 그 핵심을 

말하면 이장(二藏)과 삼장(三藏)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장은 성문(聲

聞)과 보살(菩薩)이다. 이른바 삼[장]이란 소달람(素怛纜=Sūtra) 등이다. 

삼장의 뜻에 대한 해석은 �별장(別章)�에서 자세히 [논한 것과] 같다.10)

내용적으로 보자면, 상기 문구는 �무량의경�이 경전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다양한 설을 열거

第一 / 寬平七年歲次乙卯 靑天令小師良恩寫取之以浩天兩交一覽了猶多所疑耳 / 延曆寺總持院沙門憐昭記 / 

如來藏 / 寬文元【辛丑】九月五日脩補之 / 江州栗太郡蘆浦觀音寺舜興藏 / 號般若坊” 

8) �무량의경소�의 저자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타이라 료쇼(平了照), ｢四祖門下憐昭記�無量義經疏�に

ついて｣, 福井康順(編) �慈覺大師研究�(東京:天台學會, 1964), pp.423-438; 기츠카와 도모아키(橘川智

昭), ｢円測新資料･完本�無量義經疏�とその思想｣, �불교학리뷰� 4(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

소, 2008), pp.67-108; 同, ｢憐昭�無量義經疏�と円測�無量義經疏�｣, �印度學佛敎學研究� 58(2)(東京: 日

本印度學佛敎學會, 2010), pp.659-663 참조. 

9) 전반부가 결락되어 있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용문 중 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해심밀경

소� 서품(序品)의 문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소의(所依)”를 논하는 구절 또한 해심밀경 권1의 

첫 과단(“將欲釋經四門分別. 一敎興題目. 二辨經宗體. 三顯所依爲. 四依文正釋.” �卍續藏�21, p.171中)과 

마찬가지로 “顯所依爲”라는 제명 하에 이루어진 논의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문구 

아래에는 “소위(所爲)”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며 오성각별설과 일승(一乘)에 대한 논의가 서술되고 

있다. �無量義經疏� 卷1(西敎寺本, 第9-10紙) 참조.

10) �無量義經疏�卷上(西敎寺本, 第7紙), “言所依者, 聖敎雖衆, 以要言之, 不出二藏及三藏等. 二藏卽是聲聞菩

薩. 所言三者, 素怛纜等, 釋三藏義, 具如�別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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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부분이다. 먼저 경전의 분류로 이장설, 삼장설 등11)을 제시한 후, 당

시 원측이 활동하던 시대에 알려진 경전관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동아시아 논사들에 의해 고안된 일음교와 돈점 

5시7계교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래께서 일세에 [설하신]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이 땅(=중국)

의 논사들이 나누거나 모으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혹은 일음(一音)을 설하니 �무구칭경(無垢稱經)�[의 설]과 같다.

혹은 이교(二敎)를 설하니 이른바 점교(漸敎)와 돈교(頓敎)이다. 【돈교는 

�화엄�등의 경전이고, 점교는 나머지 경전이다. 점교 중 �열반경�이 완

전한 뜻(요의了義)의 가르침이고 나머지는 완전하지 않은 것(不了)이다. 

못하다. 탄공(誕公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혹은 점교와 돈교를 설하며 점교 중에 다섯 시기[를 나누고] 혹은 일곱 단

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들은 그 뜻이 통상적인 해석과 같다. 무도산

의 은사 유규(劉虯)가 말하였다, “�화엄� 등의 경이 돈교이고 점교 가운

데 5시와 7계가 있다.

5시란 첫째, 부처께서 성도(成道) 후 제위(提謂)와 파리(波利) 등을 위해 

오계(五戒)와 십선(十善)을 설한 것이니 곧 인천교(人天敎)의 법문이다. 

둘째는 부처께서 성도하신 후 12년 간 세 가지 승(三乘)을 구분하여 법문

을 설하신 것이니 차례대로 [성문승을 위한] 사제(四諦), [연각승을 위한] 

연기(緣起), 그리고 [보살승을 위한] 6바라밀행임을 알아야 한다. [제2시

에는] 아직 공(空)의 이치는 설하지 않으셨다. 

셋째는 성도하신 후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공종(空宗)의 �반야�, �유마

(維摩)�, �사익�등을 설하신 것이니, [제3시에는] 아직 일승(一乘)의 파삼

귀일(破三歸一)함을 설하지 않으셨다. 

넷째 성도하시고 40년 후 8년 간 �법화경�을 설하시고 일승의 뜻을 해석

하시어 삼승을 깨뜨리고 일승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제4시에는] 

11) 상기 인용문 끝에 “十二部中契經所攝”이라는 구절을 보면 이 때 “등”이란 12부경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해심밀경소�의 상응 부분에 “”聖敎雖多, 總相不出二藏三藏十二部經.“(�卍續藏�21, 

p178中)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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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불성(佛性)을 설하지 않으셨고 부처의 항상됨을 밝히지 않으셨으

니, 이는 완전하지 않은 가르침(不了敎)이다.

다섯째는 부처께서 장차 멸도하실 때에 하루 낮 하루 밤동안 �열반경�을 

설하신 것이니 [이를 통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며 법신(法身)이 

상주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이 완전한 가르침이다. 일곱 단계라는 것

은 제2시에서 세 가지 승(乘)을 위한 가르침을 [세 단계로] 나눈 것이다”

원(遠)법사가 말하길, “[돈점 5시 7계교에서] 설한 시간 배정은 모두 정당

한 경문[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12)

이 부분은 ｢중경교적의｣의 내용을 참조한 구문이다. 다만 법상｢교적의｣나 

｢중경교적의｣의 주요 내용이었던 돈점 5시7계교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부

분은 제외되어 있고 일음교에 대해서는 �유마경�의 설을 따른 것이라는 평 이

외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원측은 당 구절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영사 혜원의 말을 빌려 “시간 배정은 모두 정당한 경문이 없

다(所說年月, 皆無正文.)”고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적, 사상적 변

화에 따라 담론의 중심이 이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법상이나 

정영사 혜원의 경우 돈점 5시7계교가 당대의 주류 학설로서 널리 받아들여지

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한 경전관으로서 이장설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측의 시대에 와서

는 이장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5시 7계교는 그저 과거의 주장이었기 때문

에 시대적, 사상적 맥락상 돈점 5시7계교의 논의 또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

이다.

12) �無量義經疏� 卷上(西敎寺本, 第8紙), “然如來一代聖敎, 此地諸師, 開合不同. 或說一音, 如�無垢稱�. 或說

二敎, 所謂漸頓.【頓謂�花嚴�等經, 漸卽餘經. 漸中�涅槃�爲了義敎, 餘皆不了, □(->誕?)公作如是說.】或

說漸頓, 漸中五時, 或開七階, 如是等說, 義如常釋. 武都山隱士㔁虬(->劉虯?)云, �花嚴�等經, 以爲頓敎, 漸

中五時七階. 言五時者, 一佛初成道. 爲提胃波利, 說五戒十善. 卽是人天敎門. 二佛成道已十二年中, 說三乘

差別敎門. 如次應知四諦, 緣起, 及六度行. 未說空理. 三佛成道已三十年中, 說空宗�波若��維摩��思益�. 未

說一乘破三歸一. 四成道已卌年後於八年中, 說�法花經�, 弁一乘義, 破三歸一. 未說佛性, 未明佛常. 是不了

敎. 五佛將滅度, 一日一夜說�涅槃經�, 悉有佛性, 法身常住, 是了義敎. 言七階者, 第二時中, 開三乘敎也. 遠

法師云, 所說年月, 皆無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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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무량의경소�는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관을 일음교부터 오교(五

敎)까지 붓다의 가르침을 증수(增數)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제 서방(=인도) 여러 논사의 주장을 서술한다.

어떤 이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장한다. 이른 바 일음(一音)이다. 그러므

로 �유마경�에 말하길, “부처께서 한 음으로 법을 연설하시니, 중생들이 

부류에 따라 각자 이해를 얻는다”고 하였다. 보리유지가 이와 같은 설을 

지었다.

어떤 이는 ‘두 가지 가르침’을 주장한다. 이른바 반만교(半滿敎)이다. 그

러므로 �열반경�에 말하길, “반교(半敎)와 만교(滿敎)가 있다”고 하였다. 

담무참(曇無讖) 등이 이와 같은 설을 지었다.

어떤 이는 ‘세 가지 가르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삼륜(三輪)이니, 그러

므로 �해심밀경�에 말하길 “세 가지 법륜이 있으니, 이른 바 사제(四諦)

와 무상(無相) 요의(了義)이다”라고 하였다. 대당삼장(大唐三藏=玄奘)이 

이와 같은 설을 지었다.

어떤 이는 ‘네 가지 가르침’을 주장한다. 첫째는 사제, 둘째는 무상, 셋째

는 법상(法相)으로 �능가경�등과 같다. 넷째는 관행(觀行)이니 �화엄경�

등에서 42현성 등의 관행법문을 자세히 변별한 것과 같다. 진제삼장(眞

諦三藏)이 이와 같은 설을 지었다.

어떤 이는 ‘다섯 가지 가르침’을 주장한다. 이른바 사제, 무상, 관행은 앞

의 설과 의미가 같다. [넷째는] 안락대승(安樂大乘)으로 �열반경�등과 같

다. [다섯째는] 수호대승(守護大乘)으로 �금광명경(金光明經)� 등[과 같

다.] 파파삼장(婆頗三藏, *Prabhākaramitra)이 이와 같은 설을 지었다.13)

상기 문구에 열거된 “인도의 논사들(西方諸師)”은 사실 인도에서 수학한 그

의 스승 현장(玄奘, 602-664)을 포함하여 인도 출신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역경

13) �無量義經疏� 卷上(西敎寺本, 第8-9紙) “今述西方諸師所說. 有說一敎, 所謂一音. 故�維摩�云, ｢佛以一音

演說法, 衆生隨類各得解.｣ 菩提留支作如是說. 有說二敎, 所謂半滿. 故�涅槃�云, 有半滿敎. 曇無懺等作如是

說. 有說三敎, 謂三輪. 故�深密�云, 有三法輪, 所謂四諦無相了義. 大唐三藏作如是說. 有說四敎. 一者四諦, 

二者無相, 三者法相, 如�楞伽�等. 四者觀行, 如�花嚴�等, 廣弁卌二賢聖等觀行法門. 眞諦三藏作如是說. 有

說五敎, 所謂四諦, 無相, 觀行, 義如前說. 安樂大乘, 如�涅槃�等. 守護大乘, �金光明�等. 婆頗三藏作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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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것은 원측이 여전히 동아시아 불교

적 지평에서 담론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중 “보리유지가 설한 일음교”는 해당 문구가 ｢중경교적의｣ 텍스트를 활용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14) 애초 법상｢교적의｣와 ｢중경교적의｣는 기존의 설

로서 돈점 5시7계교와 함께 일음교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경교적의｣는 

이것이 보리유지의 설로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원측이 ｢중경교적의｣의 텍스

트를 변용하여 중국 논사들과 인도 논사들의 설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①에 

본래 ｢중경교적의｣에 언급되었던 일음교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인용

문 ②에 보리유지의 일음교를 배치함에 따라 마치 일음교를 주장한 중국의 논

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은 내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상기 구절에서 원측이 가

르침의 단계를 구분하는 관점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법상

｢교적의｣가 돈점 5시7계교를 비판할 때, 경전은 “모두 불법이며, 불법의 우열

은 없다(悉是佛法, 法無優劣. �大正藏�33, 813中)”고 선언한 것과는 사뭇 다른 맥

락이다. 다시 말해 경전이 붓다의 생전 특정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견해를 폐기

한다고 하더라도, 붓다의 가르침에 모종의 차등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긍정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부터는 논의의 중심이 경전관에서 교판(敎判)에 대

한 논의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법상｢

교적의｣와 ｢중경교적의｣는 교판 자체보다는 일음교와 돈점 5시7계교로 대별

되는 관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경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논의의 중심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경전을 요의설로 규정하는 법상｢교적의｣와는 달리, ｢중

14) 한편 �해심밀경소�에는 일음교를 주장한 이를 구마라집(鳩摩羅什)으로 적고 있는데(�解深密經疏�

卷1(�卍續藏�21, p178中), “有說一敎, 所謂一音, 如羅什等.”) 구마라집 또한 일음교를 주장했다는 기

록이 있으므로 �해심밀경소�가 일음교를 구마라집의 설로 기록한 것 또한 문제는 없다. 구마라집

과 보리유지의 일음교에 대해서는 이후의 고찰을 기약한다. 일음교를 구마라집의 설로 본 예는, 

징관(澄觀(737-838) 찬 �大方廣佛華嚴經疏�卷1(�大正藏�35, p.508上), “一後魏菩提流支云, 如來一音同

時報萬, 大小並陳. 二姚秦羅什法師云, 佛一圓音平等無二.” 등을 참조하라. 보리유지가 주장한 일음교

에 대해서는 오오타케 스스무(大竹晉), ｢菩提留支の失われた三著作｣, �東方學� 102(東京 : 東方學會, 

2001), pp.34-37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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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적의｣에서부터 이미 경전의 “종(宗)”의 차별을 열거하는 내용이 새롭게 

나타난다.15) 또한 이는 단순히 경전의 작성 시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교설에 대한 깊이의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원측의 의도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인 경전의 순서가 아니라 가르침 자체에 집중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구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당대 인도

의 논쟁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앞의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서방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청변보살이 여러 �반야경�과 용맹(龍猛=龍樹)의 종지에 근거하

여 세 가지 가르침을 세웠다. 첫쩨는 사제의 가르침이니 앞서 설명한 것

과 같다. 둘째는 법상대승(法相大乘)이니, �해심밀경�과 같다. [�해심밀

경�의 설은] 유소득(有所得)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구경대승(究竟大乘)이

니, 여러 �반야경�을 가리킨다 [�반야경�의 가르침은] 무소득(無所得)이

기 때문이다. �해심밀경�이 [자신의 가르침을] 완전하다고 한 것은 모든 

법상(法相)을 설했기 때문에 궁극적이라 한 것이지 이치의 구경(究竟)이

기 때문에 궁극적이라 한 것은 아니다. 

둘째는 호법 등이 �해심밀경�과 미륵(彌勒) 등의 종지에 의거하여 세 가

지 가르침을 세웠다. 앞서와 같이 가르침의 흥기함은 이치상 실제로 무

상(無相)이기에 [가르침 사이에] 얕고 깊음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해심밀

경�이 요의라 한 것은, 여러 부의 �반야경�은 종지로서 무상(無相)을 밝

히며 소집성(所執性)에 어긋나기에 요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심밀

경�은 삼성(三性)을 모두 설하기에 요의라고 한 것이다. 

지금 이 한 부(=무량의경)는 이장 가운데 보살장에 해당하고 삼장에서 

소달람장(sūtrapiṭaka)이며 12부경 중 계경(契經)에 포섭되고 세 가지 가

르침 등에서 무상(無相) 등에 해당한다.16)

15) 이상민, 앞의 논문(2020), pp.82-84.

16) �無量義經疏� 卷上(西敎寺本, 第9紙) “然前三敎, 西方兩釋, 一淸辯菩薩, 依諸般若及龍猛宗, 立有三敎. 一

四諦敎, 如前已說. 二法相大乘, 如�深密�等有所得故. 三究竟大乘, 謂諸般若無所得故. 而�深密經�爲了義

者, 說諸法相故說了義, 非理究竟故名了也. 二護法等, 依�深密經�彌勒等宗, 立有三義. 如前敎興, 理實無相, 

更無淺深. 而�深密經�爲了義者, 諸部般若宗明無相, 違所執性故說不了. �解深密經�具說三性故說了義. 今

此一部, 二藏之中菩薩藏攝, 三藏之內素怛纜藏, 十二部中契經所攝, 三敎等中, 無相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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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절에서 �무량의경소�는 �해심밀경�에 기반한 3시교17)에 대한 인도 중관논

사인 청변(淸辨, Bhāviveka, 500-570?)과 유식논사인 호법(護法, Dharmapāla, 6세기)의 견

해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구절에 따르면 두 논사의 입장 차이는 3시교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즉 청변은 사제-법상(=해심밀경)-요의설(=반야경)로 해석하였지만, 호법은 

�해심밀경�과 마찬가지로 사제-무상(=반야경)-요의설(=해심밀경)로 보고 있다는 것

이다. 이 중 해당 구절의 마지막에는 다시 �무량의경�을 3시교 중 “無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측 또한 호법-현장으로 이어진 3시교의 해석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원측이 속한 교학적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18) 또한 �해심밀경�의 가르침을 법상대승(法相大乘)의 제2시로 보고 �해심밀경�이 

스스로를 요의설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상대승을 완전히 밝혔다는 의미로 

한정한다는 청변의 해석은 여타의 원측의 저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자료

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19) 한편 마지막 부분에서 원측은 �무량의경�을 무상(無

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당 경전을 반야계통의 경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측은 경전의 해석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견해를 소개한 후, 이것을 

당시대 인도에서 발발한 공유(空有) 논쟁으로 귀결시키는 구도로 서술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량의경소�에 ｢중경교적의｣가 인용되고 있

17) �解深密經� 卷2(�大正藏�16, p.697上中), “世尊, 初於一時在婆羅痆斯仙人墮處, 施鹿林中, 惟爲發趣聲聞

乘者, 以四諦相轉正法輪. 雖是甚奇, 甚爲希有, 一切世間諸天人等, 先無有能如法轉者. 而於彼時所轉法輪, 

有上, 有容, 是未了義, 是諸諍論安足處所. 世尊, 在昔第二時中, 惟爲發趣修大乘者, 依一切法皆無自性, 無生, 

無滅, 本來寂靜, 自性涅槃, 以隱密相轉正法輪. 雖更甚奇, 甚爲希有, 而於彼時所轉法輪, 亦是有上, 有所容受, 

猶未了義, 是諸諍論安足處所. 世尊, 於今第三時中, 普爲發趣一切乘者, 依一切法皆無自性, 無生, 無滅, 本來

寂靜, 自性涅槃, 無自性性, 以顯了相轉正法輪. 第一甚奇, 最爲希有. 于今世尊所轉法輪無上無容, 是眞了義, 

非諸諍論安足處所.”

18) 제2시와 제3시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견해 차이와 이를 회통하고자 하는 원측의 해석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3시교 논쟁에 대한 원측의 해석과 그 사상적 의의, 그리고 이에 대한 선행연

구의 정리는 장규언, ｢제2시와 제3시 설법의 관계에 대한 원측(圓測) 인식의 특징―�해심밀경소�

티벳어역 속 신발굴자료에 대한 소개를 겸해｣, �불교학연구� 제40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4)

를 참조하라.

19) 비슷한 구절이 화엄논사인 법장(法藏, 643-712)의 글에 나타나지만, 그 사상적 영향 관계는 명확하

지 않다. 예를 들어 �華嚴經探玄記�卷1(�大正藏�35, p.112上)“第二智光論師遠承文殊龍樹, 近稟提婆清

辯, 依般若等經中觀等論亦立三敎. 謂佛初鹿園爲諸小根說小乘法, 明心境俱有. 第二時中爲彼中根說法相大

乘, 明境空心有唯識道理, 以根猶劣未能令入平等眞空故作是說. 於第三時爲上根說無相大乘, 辯心境俱空平

等一味, 爲眞了義.” 다만 이때의 “無相”이 �무량의경�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무량의경소�에

서도 청변의 요의설은 �반야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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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교적의｣ 텍스트가 지니고 있었던 태도, 즉 이장설을 중심으로 

기존의 경전관을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이미 원측의 시대에는 더 이상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측에게 있어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대에 진행되고 있었던 논의였다. 후대에 ‘공유논쟁’이라 불리는 당

대 인도불교의 철학적 담론으로 귀결되는 상기 인용문은 ｢교적의｣ 텍스트가 

후대에도 여전히 참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적의｣에 담긴 논의

는 반영되지 못하고 새로운 담론의 토대로서만 기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원효 찬 �열반종요�｢명교적｣에 인용된 ｢중경교적의｣

�열반종요�는 �대승의장�의 ｢열반의(涅槃義)｣ 등에서 과단 및 구절 등을 차

용하는 등 지론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온 논서이다.20)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 보면, 당서 말미에 “明敎迹(명교적, 가르침의 자취를 밝힘)”

이라 하여 ｢중경교적의｣를 전용한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

당 구절은 그간 원효의 교판론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이 

구절이 ｢중경교적의｣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미 지적되었으나21) ｢명교적｣

과 ｢중경교적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

었다. 본 장에서는 ｢중경교적의｣와 ｢명교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원효가 

20) �열반종요�에 미친 정영사 혜원의 영향에 대해서는 키무라 센쇼(木村宣彰), ｢元暁の涅槃宗要-特に

淨影寺慧遠との関連｣, �佛敎學セミナー� 26(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1977), pp.47-60 ; 후지이 쿄코(藤

井敎公), ｢元暁�涅槃宗要�における引用文の検討｣, �印度學佛敎學研究� 63(2)(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

會, 2015), pp.811-818 등을 참조하라. 키무라는 �열반종요�가 “혜원의 열반학을 계승하고 있다”(木

村宣彰, p.53)고까지 이야기한다. 아울러 본고의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키무라의 논문이 木村宣彰, 

�中国仏教思想研究�(京都: 法蔵館, 2009)에 재수록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으나, 현 상황의 한계로 직

접 당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면을 빌려 미흡한 자료 제시에 사과를 올린다.

21) ｢중경교적의｣와 �열반종요�｢명교적｣의 관계에 대한 가장 자세한 분석은 김준형, �元曉의 敎判論 

硏究�,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대학원, 1985) 제3장 제1절 ｢南北方의 敎判論爭과 元曉의 破斷｣ 

pp.25-43을 참조하라. 또한 키무라, 앞의 논문(1977) p.57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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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의｣ 텍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명교적｣과 ｢중경교적의｣의 구문 대조표를 제시한다. 다만 ｢명교적｣ 

부분이 ｢중경교적의｣보다 생략된 부분이 많고 문단의 배치 순서도 약간 다르

기 때문에 ｢명교적｣의 문구 순서를 기준으로 그에 대응하는 ｢중경교적의｣의 

구문을 첨부한다. (밑줄 친 부분은 ｢명교적｣이 ｢중경교적의｣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 과단과 괄호 숫자, 박스 표시는 논의를 위해 임의로 부여)

《｢중경교적의｣ �열반종요�｢명교적｣ 문구 대조표》

�열반종요� ｢명교적｣ 

(�大正藏�38, p.255上中)
�대승의장� ｢중경교적의｣

① 第四明敎迹者, 昔來□□□□

南土諸師多依武都山隱士㔁[利-禾+(ㄙ/虫)]

義云, 如□□□□說無出頓漸, 花嚴等經是

其頓敎, 餘名漸□□□內有其五時.

一佛初成道已爲提胃等說五戒十善人天敎門.

二佛成道已十二年中, 宣說三乘差別敎門, 未

說空理.

三佛成道已三十年中, 說空無相�波若��維

摩� �思益�等經。雖說三乘同觀於空, 未說

一乘破三歸一,

四佛成道已四十年後於八年中, 說�法花經�

廣明一乘破三歸一, 未說眾生皆有佛性. 但

彰如來壽過塵數未來所住復倍上數, 不明佛

常, 是不了敎.

五佛臨涅槃說�大涅槃�, 明諸眾生皆有佛性

法身常住, 是了義經. 

南土諸師多傳是義.

言異說者, 異說非一.

晉武都山隱士劉虬說言, “如來一化所說, 無

出頓漸. 華嚴等經是其頓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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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善人天敎門.

二佛成道已十二年中, 宣說三乘差別敎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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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了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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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正藏�44, p.465上)

② 北方師說般若等經皆了義, 但其所宗各不同耳.

如�般若經�等智惠爲宗.

�維摩經�等解脫爲宗.

言定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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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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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불교학연구 제65호

상기 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③의 말미에 �법화론(法華論)�을 

새롭게 배치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명교적｣의 대부분은 ｢중경교적의｣의 구

문을 거의 원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또한 원효는 ｢중경교적의｣의 내

용을 통해 5시교를 남지(南地)의 설로 정리하고 있는데, 논자는 일전에 이것이 

�法花經�者一乘爲宗.

�大涅槃經�妙果爲宗.

皆是大解起行德究竟大乘了義之說, 即破前

說五時敎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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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階漸之言, 不應輒論. 敎迹

之義略之云爾.(�大正藏�44, p.466下-467上)

③ 如�大品經�｢往生品｣中, 諸比丘聞說般若

讚歎檀度, 遂脫三衣以用布施. 論中釋言, 佛

制三衣, 不畜得罪, 何犯戒爲行施耶. 以此在

於十二年前佛未制戒, 是故不犯. 是以文證, 

非局在於十二年後.

又彼�論�云, 須菩提聞說法花, 舉手低頭皆

成佛道, 是故今問退不退義, 以是文證般若

之敎未必局在於法花已前. 破斷五時即爲謬

異. 

又復若言�般若�敎中, 不破三乘淺化者, �大

品經�中舍利弗問, 若都不退定復不異, 何故

得有三乘差別, 不唯一乘? 須菩提答, 無二無

三, 若聞不怖, 能得菩提. 此與�法花�無三言

何別而分淺深耶.

又若�般若�不說佛性淺者, �涅槃經�說佛性

亦名般若波羅蜜, 亦名第一義空. 所(+說?)

般若及空即是佛性. 何得說云不明佛性? 又

�大品�說眞如法性. 論主釋云, 法名涅槃, 不

戲論法, 性名本分. 種如黃石金性白石銀性. 

一切眾生有涅槃性. 此與佛性有何差別, 而

不說故是淺耶。

又�法花論�云, 所成壽命復倍上數者, 此文

示現如來常命. 以巧方便顯多數量不可數知

故. 又言, 我淨土不毀而眾生見燒盡者, 報佛

如來眞淨土第一義諦之所攝故. 既顯常命及

眞淨土, 而言是不了說者不應道理.

然�般若經�, 佛成道已五年便說, 云何定言

在三十年? 又�大品經�｢往生品｣中, 諸比丘

等聞說般若讚歎檀度, 遂脫三衣以用布施. 

龍樹釋言, 佛制三衣, 不畜得罪, 何故不重尸

波羅蜜, 犯戒行施. 以此在於十二年前佛未

制戒。是故不犯. 以是證文。非局在於三十

年中。

龍樹菩薩釋�大品經�云, 須菩提聞說法華。

舉手低頭。皆成佛道。是故今問退不退義. 

以此文證. 前後不定.

若言�般若�不破三乘淺�法華�者。�大品

經�中舍利弗問, 若都不退, 空復不異. 何故

得有三乘差別, 不唯一乘? 須菩提答, 無二無

三, 若聞不怖, 能得菩提. 此與�法華�無二無

三, 其言何別而言非是破三歸一. 又龍樹云, 

當知�般若�於�華手經��法華經�等無量經

中, 最以爲大, 云何言淺?

若言�般若�不說佛性淺於�涅槃�者, �經�

說佛性亦名般若波羅蜜, 亦名第一義空. �大

品�所說般若及空即是佛性. 云何說言不明

佛性? 又�大品�中宣說眞如, 實際, 法性. 龍

樹釋言, 法名涅槃, 不戲論法, 性名本分. 猶

如黃石金性白石銀性. 一切眾生有涅槃性. 

此與佛性有何差別, 而言不說佛性. 既齊淺

深之言無宜暫施. 

又�維摩經�以不思議解脫爲宗, 斯乃十解脫

中, 初解脫門. 當知此是頓敎法輪, 云何言是

不了義經? �思益�亦爾.

(�大正藏�44, p.465下-466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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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유규의 저술이 아닌 북지에서 찬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황사본 

P.2908 ｢교적의｣의 경전관임을 논한 바 있다.22) 이것을 정영사 혜원이 남조의 

논사 유규의 설로 규정하였던 것이 원효에까지 전해졌고, 원효의 시대에는 남

조의 교판으로 확정되게 된 것이다.

한편 ｢명교적｣이 ｢중경교적의｣의 원문을 자구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해

도, 내용의 취사와 문단의 재구성을 통해서 본래 지니고 있었던 의도와 맥락이 

변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명교적｣ ①의 부분을 살펴보면, ｢중

경교적의｣에서 돈점 5시7계교에서 돈교의 내용과 7계교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하였다. 또한 ｢교적의｣ 텍스트에서는 공히 기존의 설로서 돈점 5시7계교와 함

께 보리유지의 일음교, 열반사 혜탄(慧誕, ?-?)의 �열반경�요의설 등을 들고 있

으나, 여기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이것은 남조 논사의 설로 제시된 오시교를 

통하여 시간적 경전관, 즉 단계적인 가르침의 의도를 가지고 경전이 지어졌다

는 교판론을 설정하고자 하는 원효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효는 북지의 설로서 이러한 시간적 경전관과는 반대되는 비시간적 

경전관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 의도는 ②와 ③의 문단 배치에서 드러난다. 

｢중경교적의｣에서 ②와 ③의 순서는 반대이며, ②에 대응하는 부분이 가장 말

미에 배치되어 있다. 사실 종(宗)의 차이를 서술하는 부분(②)은 법상｢교적의｣

와 비교했을 때 ｢중경교적의｣의 독자적 해석이다. ｢중경교적의｣는 모든 경전

이 요의경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설해지는 방식에 의지해 드

러나기 때문에 모든 경전의 종취가 각각 다르다(“但法難彰, 寄德以顯, 顯法之德, 

門別無量. 故使諸經宗趣各異.” �大正藏�44, p.466下, 상기 대조표 ②｢중경교적의｣ 

4-5행 부분)는 주장을 첨가하고 있다. 아마도 ｢중경교적의｣는 모든 경전이 요

의설이라는 주장이 자칫 각 경전의 구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각 경전의 가르침에 종취의 차이가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

였을 것이다. 그런데 ｢명교적｣은 ｢중경교적의｣ 중간 부분에서 모든 경전이 요

22) 이상민, 앞의 논문(2020), pp.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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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설임을 논증하는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여 역으로 ‘모든 경전이 요의

설이다’라는 주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구문의 순서 변경에는 북지의 교판론

을 극단적인 경전 일원론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원효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중경교적의｣의 취사 인용을 통해 남지=분절적이고 시간적인 

경전관, 북지=일원적이고 비시간적 경전관이라는 양 극단의 설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원효의 의도를 이처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명교적｣

의 다음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질문: 남북의 두 설(=남지의 분절적 경전관과 북지의 일원적 경전관)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대답: 한쪽에 집착하여 오로지 옳다고 여긴다면 두 설이 모두 잘못되었

다. 만약 한 쪽을 따르되 그러한 뜻(=집착하는 뜻)이 없다면 두 설

이 모두 긍정된다. 왜냐하면 부처께서 �반야� 등의 여러 가르침을 

설하신 의도는 매우 깊고 매우 넓어 [가르침의] 깊고 얕음에 대해 

다시 한 쪽으로 한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23)

분절적으로 보는 견해도, 그렇다고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도 경전의 깊고 넓

은 가르침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양극단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집

착하지 않는 원효 특유의 화쟁(和爭)적 입장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원효가 남지와 북지의 설을 서로 대별되는 극단의 입장으로 해석했다

면, 위 인용문 다음에 언급되는 “4종(四宗: 네 가지 종취)”이라는 개념 또한 이

에 맞추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명교적｣은 최후에 천태대사와 신인(神人)의 

문답을 통해(전거 미상) 상기 문구의 취지를 재서술하고 있는데, 이때 북지의 

설(=｢중경교적의｣의 설)을 “4종”이라고 규정한다.

또 수나라 때 천태지자(天台智者)가 신인(神人)에게 묻기를 “북쪽에서 세

23) �涅槃宗要�卷1(�大正藏�38, p.55下), “問南北二說何者為得為失? 答若執一邊謂一向爾者, 二說皆失. 若就

隨分無其義者, 二說俱得. 所以然者, 佛說般若等諸教意廣大甚深淺通復不可定限於一邊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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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4종(四宗)의 뜻이 경전의 의도에 부합합니까” 하자 신인이 답하기를 

“잃을 것은 많고 얻을 것은 적다”고 하였다. 또 묻기를 “성실론사들이 세

운 5교(五敎)는 부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하자 신인이 답하기를 “사종

에 비해 약간 나으나 여전히 잘못이 많다.”고 하였다.24)

대개 “북지의 4종”이라 하면 인연종(因緣宗)/입성종(入性宗), 가명종(假名宗)/

파성종(破性宗), 부진종(不眞宗)/파상종(破相宗), 진종(眞宗)/현실종(顯實宗)으

로 이루어진 지론학파의 4종판(四宗判)을 가리킨다.25) 지론학파의 4종판은 차

례대로 그 가르침의 심천을 구분하는 교판론으로, 인연종은 아비달마를, 가명

종은 �성실론�을, 부진종은 �반야경�을 진종은 �열반경�및 �화엄경�을 배대

시킴으로서 5교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전의 가르침에 차등이 있음을 밝히는 

해석이다.26) 천태 또한 이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도 ｢명교

적｣에 언급된 4종을 지론학파의 4종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견 그 쪽이 자연

스러워 보인다.27)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명교적｣이 양 극단을 극복하는 화쟁의 의도를 가

지고 있다면, ｢명교적｣에서 언급된 4종을 통상적인 지론학파의 4종으로 이해

할 경우 논리적 정합성에 문제가 생긴다. 지론학파 전통의 4종판 또한 가르침

의 단계, 혹은 층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지와 북지의 경전

관은 모두 순차적인 가르침이 되어버리므로 양 극단의 설이 아니게 된다. 만약 

24) �涅槃宗要�卷1(�大正藏�38, p.55中下), “又如隨時天台智者問神人言, 北立四宗會經意不. 神人答言失多得

少. 又問成實論師立五敎稱佛意不, 神人答曰小勝四宗猶多過失.”

25) 4종판을 비롯한 지론학파의 다양한 교판론에 대해서는 요시즈 요시히데(吉津宜英), ｢淨影寺慧遠の

敎判論｣, �駒沢大學佛敎學部研究紀要� 35(東京: 駒澤大學, 1977), pp.205-226을 참초하라.

26) 4종과 경전을 배대시키는 설은, 예를 들어 길장(吉藏, 549-623) 찬 �中觀論疏�卷1(�大正藏�42, p7中), 

”如舊地論師等辨四宗義. 謂毘曇云是因緣宗. 成實爲假名宗. 波若敎等爲不眞宗. 涅槃敎等名爲眞宗.“ ; 智顗 

說/灌頂 記, �妙法蓮華經玄義�卷10(�大正藏�33, p801中), “佛馱三藏, 學士光統所辨四宗判敎. 一, 因緣宗. 

指毘曇六因四緣, 二, 假名宗. 指�成論�三假. 三, 誑相宗. 指�大品��三論�, 四, 常宗. 指�涅槃�, �華嚴�等常

住佛性, 本有湛然也.” 다만 4종판 각각에 대응하는 경전을 제시하는 설은 지론학파의 종조인 광통

율사 혜광(慧光, 468-537)에 기원한 설이며, 현존하는 정영사 혜원의 저술에서는 “4종판에 대응하

는 구체적인 경론의 이름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吉津宜英, 앞의 논문, pp.213-216 및 김준형, 앞

의 논문, pp.36-37 참조.

27) 김준형, 앞의 논문, p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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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가 5교와 상반되는 경전관으로서 4종을 제시했다면 이때의 4종은 전통적

인 지론학파의 4종판과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분절적이고 순차적

인 남지의 5교와 대별되는 한 극단의 견해가 되기 위해서, 북지의 5종은 무분

별적이고 일원론적인 경전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명교적｣에서 ｢중경교적의｣의 문장 순서를 바꾸어 인용

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상기 대조표의 ②에서, ｢명교적｣은 ｢중경교적의｣

에서 다양한 경전의 종취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차용하되 가장 대표적인 네 ̇ ̇ ̇ ̇ ̇ ̇ ̇

가지 경전의 종취̇ ̇ ̇ ̇ ̇ ̇ ̇ , 즉 �반야경�, �유마경�, �법화경�28), �열반경�으로 간략화

하였다. 그렇다면 외적 전거들을 제외하고 ｢명교적｣의 내적 논리에 집중할 경

우, 원효가 말하는 “북지의 4종”이란 통상적인 지론학파의 4종판이 아니라 대

표적인 대승경전의 종취가 모두 요의설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북지의 4종”이 “남지의 5교”와 정반대의 관점을 지닌 설이 된다.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중경교적의｣가 ‘모든 경전은 요의설이다->그러나 각 경전

의 종취는 다르다’라 제시한 논리는 ｢명교적｣에서 ‘각 경전의 종취는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경전은 요의설이다’라는 논리로 변경된다. 이처럼 원효는 ｢중경

교적의｣의 내용을 개변하여 4종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야 ｢명교적｣에 반영된 원효의 의도가 분명해진다. 두 극단

의 교판을 극복하는 화쟁적 관점, 혹은 중도적 관점의 천명이다. 

IV. 텍스트의 변용이 지니는 사상적 의의

이상 후대 ｢중경교적의｣가 인용된 사례로서 �무량의경소�와 �열반종요�

28) 텍스트의 변용과 관련하여, �열반종요� ｢명교적｣에서 �법화경�이 一乘을 종취로 삼는다는 기술

은 본래 ｢중경교적의｣에서 �승만경�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상기 대조표 ②의 구문 참조). �승만

경�에서도 一乘이 언급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一乘을 대표하는 경전이 �법화경�임을 보았을 때 

이러한 배대는 다소 생소한 것이다. 논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것이 법상｢교적의｣에서 ｢중경교

적의｣로 변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긴 다소 정합적이지 못한 기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을 

원효는 다시 �법화경�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 앞의 논문(2020), pp.8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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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교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논서가 공히 인용하고 있는 돈점 5시 

7계교가 법상｢교적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법상｢교적의｣→｢중경교적

의｣→�무량의경소�/�열반종요�로 이어지는 텍스트적 연속성의 상정이 가능

하다.

그러나 특정 텍스트가 수용되었다는 것이 원 텍스트의 문제의식과 논의, 철

학적 입장 또한 수용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텍스트는 작성자의 손을 떠

나 여러 시대와 인물에 의해 활용되며 살아남는 것이 그 운명이며, 이 과정을 

통해 작성 시점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특정 인물이나 텍스트에 대한 고찰이 그 변천 과정 전체를 통해서 이

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무량의경소�에서 ｢중경교적의｣의 역할은 전대의 경전관을 제시하는 것이

었다. 원측은 ｢중경교적의｣의 비판 대상인 일음교와 돈점 5시 7계교를 서술하

였으나 정작 그에 대한 비판내용은 단지 “시기적 구분에 타당한 경증(經證)이 

없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였을 뿐이다. 그 이외에 보리유지의 일음교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구문에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29) 해

당 구절이 여러 경전관을 열거하기만 할 뿐 원측 자신의 석평(釋評)을 거의 반

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의 학문을 수용한 원

측이 유가행파의 정설인 이장설을 표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법상이나 정

영사 혜원의 자세한 논증을 재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의 

시선은 전대의 경전관이나 교판론이 아니라 현장을 통해 알려진 당대 인도의 

논쟁을 향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절 후반부에 �해심밀경�의 3시교

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견해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호법의 논의를 긍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원효의 �열반종요� ｢명교적｣은 �무량의경소�에 나타난 것보다 한층 적극

적으로 ｢중경교적의｣를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중경교적의｣의 문구를 충실

29) 다만 �해심밀경소�및 �무량의경소�에는 부처의 일음(一音)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일음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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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논의의 결이 원효 자신의 화쟁적 의도

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명교적｣을 통

해 남지와 북지의 설로 재정리된 경전관은 각각 경전의 가르침에 위계가 있다

는 분절적인 관점과 모든 경전이 요의설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평 위에서 원효는 한 극단을 취하지 않는 화쟁적 해석을 제시

한다.

흥미로운 것은 원효가 남북조의 교판을 양 극단의 설로 규정하고 그것의 극

복을 천명하는 태도가 결국 ｢교적의｣ 텍스트군의 기원인 법상｢교적의｣의 태

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법상은 당시 유행하던 경전관을 돈점 5시7계교와 

�열반경�요의설을 한 축으로,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일음교를 설정하고 있

었다. 이 또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관점, 완전한 분절과 완전한 통합이라는 

두 개의 극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교적의｣에서도 5시7계교의 시

간적 경전관을 비판하는 한편 돈점의 구분조차 구분하는 일음교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다만 일음교는 지론학파의 종조인 보리유지가 주창한 설이었기에, 

일음교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구분을 ‘경전의 편집자’라는 개념을 통해 

해소한다. 법상｢교적의｣에서 주장하는 이장설은 이처럼 양 극단의 견해를 회

통하는 결론이었다.

｢중경교적의｣가 각 경전의 종취를 열거하는 해석을 부가한 것도 동일한 맥

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전술한 것처럼 법상｢교적의｣에서는 시간적 경전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전이 요의설이라고 선언하였고, 정영사 혜원은 그 

과정에서 자칫 무시될 수 있는 경전 간의 구분을 강조하고자 종취의 차이를 해

설한 것이리라. ｢중경교적의｣에서 경전을 “언어로 표현된 것(所說)”과 “드러

내고자 하는 것(所表)”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즉, 법상｢교적의｣가 ‘경전에 우열이 없다’고 한 주장이 자칫 경전의 다양한 내

용을 무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각 경전에서 설해진 종취는 

다르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원측은 어떠한가? 상기 �무량의경소�의 구절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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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교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대립을 해석하는 원측의 입장도 법상｢교적의｣의 

관점과 놀랍게 유사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원측은 제2시인 무상(無相), 즉 �

반야경�과 제3시인 요의(了義), 즉 �해심밀경�을 대표하는 �반야경� 또한 요

의설임을 인정하고 제2시와 제3시의 우열은 없다고 선언하였다.30) 결국 대립

되는 두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취하지 않는 태도는 이제까지 살펴본 논사들의 

태도 속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쩌면 동아시아 불교사상에서 이처럼 면면히 내려오는 태도, 즉 양 극단을 설정

하고 그것을 회통하거나 극복하려는 변증법적 지향이야말로 텍스트 변용의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텍스트의 변용 문제를 떠나서 보면, ｢교적의｣ 텍스트를 작성한 모든 논사들

이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는 것은 동아시아 불교를 관통하는 사상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사유를 극복하고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인류 지성사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의 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 즉 기원이 같은 전승을 공유하는 집

단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법상에서부터 원효에까지 모든 논사들은 ‘붓다’의 

말씀이라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전통의 기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는 

추동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의 문제의식에는 붓다가 고락중도

(苦樂中道)를 설시한 이래 불교 전통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중(中, 

Madhyama)의 가치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中)의 추구’라는 동일 목적을 인정한다면 시대의 변천에 따른 텍

스트의 변용은 역설적으로 그 텍스트에 현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어떠한 텍

스트의 원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 텍스트가 작성될 당시의 사상적 

지평 위에서만 가능하다. 시대가 요청하는 문제의식과 담론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논의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아무리 탁월한 철학적 견해를 제시한

30) 원측의 3시교 해석에 대한 선행 연구 정리는 장규언, 앞의 논문, pp.88-92를 참조하라. 아울러 장규

언은 상기 논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측이 호법 계의 3시교 해석을 더 상위의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본고에서 다룬 �무량의경소�의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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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가 필요한 시대적 맥락을 벗어난다면 그저 ‘과거의 

텍스트’로서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정된 텍스트는 또 다

른 방향에서 ‘중(中)의 추구’에 기여하게 된다. 즉,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해

석자가 기존의 대립되는 관점을 극복하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

의 텍스트는 한 극단을 주장하는 형태로 해석̇ ̇ ̇ ̇ ̇ ̇ ̇ ̇ ̇ ̇ ̇ ̇ ̇ ̇ ̇ ̇ ̇ ̇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원 텍스트가 지니고 있었던 의도나 고민은 쉽게 망각되어 버린다. 텍스트 

자체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몇 구절을 제외

시키고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사소한 수정으로도 정교하게 고안된 철학적 구

조는 무너지고, 극복해야 할 구세대의 변견(邊見)으로 이해된다.31) 

동아시아 불교는 약 천년에 걸쳐서 실로 다양한 사상과 그러한 사상이 처한 

시대적 맥락의 변천을 겪어왔다. 그 안에서 저술된 문헌들은 당연히, 각자가 

처하였던 시대와 장소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가 변

화함에 따라 당대에 해결해야 한 논의들 또한 변화하고, 오랜 기간 전승되는 

텍스트들은 새로운 맥락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본고의 고찰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후대의 논사들은 ｢교적의｣의 원의를 생략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용하였고, 이러한 인용 태도는 결국 ｢교적의｣의 사상을 완전히 다

른 관점에서 이해하게 만들었다. 법상｢교적의｣가 5시7계교를 비판하고, ｢중

경교적의｣가 경전의 종취를 구분하며, �무량의경소�가 청변과 호법의 3시교

를 제시하고, �열반종요�가 양 극단을 벗어난 화쟁의 관점을 선언하는 과정에

서 사용된 ｢교적의｣ 텍스트는, 하나의 텍스트가 변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

명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용에 의해 과거의 텍스트는 ‘중(中)의 

추구’라는 불교 전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31) 지론학파가 원측이나 원효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도 이러한 

변용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특정 사상을 공유하는 불교 집단이 존재할 경우, 그 집단의 종조로 

여겨지는 인물의 사상은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종파인식과 

종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연식,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 종파 논의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 종

파불교�(서울 : 민족사, 2016), p.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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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으며

이상으로 본고는 지론학파에서 작성된 ｢교적의｣ 텍스트의 수용양상을 특

히 원측의 �무량의경소�와 원효의 �열반종요�를 중심으로 논하고 그 사상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측 찬 �무량의경소�에는 중국과 인도의 경전관을 열거하면서 ｢중경교

적의｣가 인용되고 있지만, ｢중경교적의｣가 논파 대상으로 삼았던 돈점 5

시7계교와 일음교를 재인용할 뿐 ｢중경교적의｣의 본래 논의는 거의 고려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논의는 3시교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논쟁을 소

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는 원측의 시대에 있었던 최신예의 교학적 

논쟁이었다.

2. 원효 찬 �열반종요�는 ｢중경교적의｣의 문구를 원용하여 남북조 시대의 

경전관을 소개하고 ｢교적의｣ 특유의 비시간적 경전관 또한 제시하고 있

었다. 그러나 원효는 ｢중경교적의｣의 주장 또한 돈점 5시7계교와 대립하

는 극단의 설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처럼 재구성된 양극단을 극복하는 

화쟁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3. �무량의경소�와 �열반종요�에 나타난 ｢중경교적의｣의 인용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텍스트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교적의｣ 텍스트를 작성한 모든 논사들은 

같은 지향점, 즉 양극단을 떠난 중(中, Madhyama)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었

다. 그러나 원측이나 원효와 같은 후대의 논사들은 전대의 논사들이 어떠

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그들에

게는 그들의 시대가 요청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과거의 텍

스트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혹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

었다.

4. 다른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변용은 그 텍스트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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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량의경소�가 청변과 호법의 3시교를 제시하고, �열반종요�가 양 

극단을 벗어난 교판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교적의｣ 텍스트는, 하

나의 텍스트가 변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

다.32)

32) 최초 본 연구는 지론학파의 사상이 후대에 왜곡되어 전승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기

획되었는데, 연구 과정에서 오히려 동아시아 불교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어 이 부분을 더 강조하

는 논의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심사자 중 한 분께서 본고의 내용이 “정작 다루어야 

할 배경, 과정, 의의 등에 대해서는 아주 소략한, 표면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다. 심사자 분의 고견에는 논자 또한 통감하는 바이나, 본고는 논문의 제목

에서 명기한 것처럼 ‘텍스트의 변용’에 나타난 사상적 의의를 논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나

아가 하나의 텍스트가 변용되는 과정에서 원 텍스트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사라짐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단순한 오해나 무지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지닌 변용이었음을 밝히고자 하

였다. 심사자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측이나 원효의 사상 전체에서 지론학파의 영향을 

조망하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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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trace the textual and ideological transformation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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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ater writings written by the 

eminent Silla monks, that is, Wuliangyijing Shu (無量義經疏, “A Commentary to the 

Mahānirdeśa-sūtra”) of Woncheuk (圓測) and Yeolban Jongyo (涅槃宗要, “The 

Core Teachings and Essentials of the Mahāparinirvāṇa-sūtra”) of Wonhyo (元曉). 

Both texts selectively quote sentences of the Zhongjingjiaojiyi and reform it for 

their own purpose and discussions. Since Woncheuk and Wonhyo were focusing on 

the doctrinal problems and discussions in their time,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Zhongjingjiaojiyi was ignored. In the result, the philosophical structure of the 

Zhongjingjiaojiyi had faded away. 

These examples reveal the peculiarities of Buddhist thought thorough the 

transformation of a text. Regardless of the times, Buddhist monks pursued the 

middle (madhyama) beyond two extremes. This applies not only to Woncheuk and 

Wonhyo but also to the previous monks. However, one text can only be fully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era in which the text was written. A text that was 

directed towards the madhyama of yesterday, comes to be understood as an extreme 

argument of today. However, the transformed text is still playing a rol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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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tradition, as a source being used to identify the Middle of the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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