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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대승기신론�은 현재까지 2가지 번역본으로 전해진다. 두 문헌은 모두 서문과 함

께 존재하지만, 본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서문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특히 실차난타(實叉難陀) 역은 본문에 대한 관심도 적을 뿐

만 아니라, 서문 역시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관점에서 S본 서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2가지 점이다. 첫째, S본 서문이 찬술된 시기와 

지역. 둘째, 서문의 사상적 배경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여러 불전(佛典) 목록들과 

나라(奈良)시대 고문서에 나타난 서지사항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새롭게 번

역된 �기신론�의 서문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전래 초기부터 본

문과 함께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문 안에 거론된 불교 문헌

들을 조사하여 법장(法藏)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기신론의기�와 �탐현기�

를 주목하여 본 서문이 작성되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탐현기�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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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한 것이 742년 무렵이고, �기신론의기�에 대한 강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서문은 신라에서 저술되었을 것이

라고 추정하였다.

S본 서문이 가진 사상사적 의의 역시 적지 않다. 첫째, 8세기 신라에서도 법장의 

십중유식(十重唯識)을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심식론(心識論)을 두고 논쟁이 심

화되었다는 점. 셋째, 현장의 번역서들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후 다른 문헌들을 통해 이러한 사상사적 의미를 심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기신론�, 실차난타, 신라, 법장, 심식론

I. 서론(S本 序文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하 �기신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헤아

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원문의 번역에서부터 문헌학적 검토, 각 주석서에 

대한 사상사적 의미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대체로 진제

(眞諦, 499-569) 역이라고 평가되는 구역(舊譯, 이하 P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그 진위(眞僞) 문제를 둘러싼 해명이 주요 논제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에 반해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 역인 신역(新譯, 이하 S본)은 주로 구역과

의 문구 비교를 위한 대교본(對校本)으로 활용되어 졌다. 따라서 S본의 서문(序

文)에 대한 관심도 희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본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서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재고되

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헌의 저술 배경과 사상사적 의도가 

간과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문에는 그 글을 작성한 인물과 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또 다른 사상사적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고는 S본의 서문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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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기존 선행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대표적인 인물별로 각자의 주장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C초 �기신론�의 위작설을 제기한 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亨)는 S본 서

문 역시 사료(史料)로서 신용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서문에는 대주(大周) 성력

(聖曆) 3년 계해년(癸亥年) 10월에 동도(東都)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화엄경

(華嚴經)�이 역경되었고, 그에 이어 S본이 번역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기사가 

크게 3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간지(干支)를 잘못 표기했다

는 것이다. 실차난타가 번역한 80권 �화엄경�은 성력(聖曆) 2년 기해년(己亥年)

에 역출된 것이라고 �화엄경�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를 S본 서문에서 그대

로 답습하면서도 2년을 3년으로 표기하거나, 실제 해당 연도의 간지인 경자년

(庚子年)이라 쓰지 않고 기해년을 계해년으로 적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다. 둘째, 법장(法藏, 643-712)의 �화엄경�신역 이후 행적과 S본 서문의 내용 간

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법장의 문도(門徒)인 정법사(靜法寺) 혜

원(慧苑, 673?-743?)과 징관(澄觀, 738-839)은 저서 �간정기(刊定記)�와 �연의초

(演義鈔)�에서 법장이 �화엄경�의 신역을 마친 뒤 불수기사에서 80화엄의 강

의를 시작했다고 밝힌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기신론�번역에도 참여했다는 

것은 시간적 한계가 발생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셋째, 실차난타가 

과연 불수기사까지 이동해서 S본을 번역했을까 하는 점이다. 80권본 �화엄경�

이 번역된 곳은 대변공사(大遍空寺)이고, S본이 역출된 곳은 불수기사이다. 당

시 불수기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했던 법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실차난

타가 S본을 위해 직접 불수기사로 이동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모치즈

키는 서문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그는 서문을 통해 S본의 성립 경위가 유추된

다고 덧붙인다. S본 서문에서는 �기신론�의 진망호훈설(眞妄互熏說)을 비판한 

�성유식론(成唯識論)�추종자들을 재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현장(玄奘, 

602?-664)과 규기(窺基, 632-682) 이후의 법상가(法相家)들이 등장하면서 나타

난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기신론�중국 찬술설이 

그들에 의해 다시 대두되었고, 진찬(眞撰)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차난타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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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S본 서문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라고도 설명한다.1)

다음으로 가시와기 히로오(柏木弘雄)는 대체로 모치즈키의 지적을 수용하

면서도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신론�이 거론된 가장 이

른 시기의 문헌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이하 �개원록�)과 S본 서문의 내

용 간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두 문헌에는 S본을 번역하는데 참여했던 필수

(筆受)･철문(綴文)･증의(證義) 등이 거론되어 있는데, 그 인물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적 후대 문헌인 종밀(宗密, 780-841)의 �대승기신론주소(大乘起

信論註疏)�(이하 �종밀소�)에서도 S본 서문을 참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도 지적한다. 둘째, 일본 나라시대 문인(文人)인 오우미노 미후네(淡海三船, 

722-785)는 �대승기신론주(大乘起信論注)�(이하 �기신론주�)라는 책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S본의 서문과 유사한 내용이 남아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두 가

지 점에 근거해 그는 S본 서문의 성립이 �개원록�편집 이후였을 것이라고 추

정한다. 그리고 종밀은 이를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저서에서 반영하

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2)

마지막으로 요시즈 요시히데(吉津宜英)는 S본 자체가 실차난타와는 무관한 

것으로, 실차난타 입적 후 �개원록� 성립까지 약 12년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유행하던 유식(唯識) 교학과 �기신론�

주석서들을 참조해 P본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목적이었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더불어 S본 서문에서는 법장이 성력 3년인 700년 �기신론� 번역에 관여했다

고 말하지만, 706년경 찬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입능가심현의(入楞伽心玄

義)�에서 P본 만을 인용한 것은 의아하다고 밝힌다.3)

1) 望月信亨, �講述大乘起信論�(東京: 富山房, 1938), pp.19-28.; 望月信亨 저, �佛敎經典 成立의 硏究�, 김진

열 역 (서울: 불교시대사, 1995), pp.563-566.

2) 柏木弘雄, �大乘起信論の硏究: 大乘起信論の成立に觀する資料的硏究� (東京: 春秋社, 1981), pp.275-27

6.; 柏木弘雄, �佛性論･大乘起信論(舊･新二譯)� (東京: 大藏出版, 2005), pp.501-513.

3) 吉津宜英, ｢�大乗起信論�実叉難陀譯(S本)の成立｣, �仏教と文化: 多田孝正博士古稀記念論集� (東京: 山

喜房佛書林, 2008), 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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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S본 뿐만 아니라 서문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사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거론되고 있는 법장과

의 관련성 역시 부족하다고 보는 듯하다. 따라서 후대의 인물인 종밀 역시 이를 

참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어째서 일본 나라시대

에는 이 같은 해석이 수용되었는지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법

장과의 관련은 전혀 없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S본이 성

립된 이후에 그 전래 과정 속에서 �개원록�에 기록이 남게 되었고, 현행본의 서

문은 중국과는 다른 지역에서 편찬된 것이라면, 기존의 관점을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해 본고에서는 먼저 S본의 유통 경위와 서지사항을 통

해 서문이 언제, 어디서 성립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문 내에 거론

된 인용 문헌들을 검토해 법장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S본 서

문의 성립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S本의 유통과 서지사항

S본 서문은 독립된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S본과 관련하여 유통과 서지사항

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P본이 함께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비

교를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S본을 최초로 거론한 문헌인 �개

원록�을 중심으로 S본과 P본의 서지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에서 거론된 바 있는 �종밀소�4)와 현일(玄逸, ?-?)이 작성한 �대당개

원석교광품력장(大唐開元釋敎廣品歷章)�(이하 �광품력장�)5), 정원(貞元) 16년

4) 조윤호는 �종밀소�가 823년에 지은 �원각경대소(圓覺經大疏)�(이하 �대소�)보다도 먼저 성립되

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첫째, �종밀소�안에 �원각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둘째, �종밀소�에

서 오교판(五敎判)을 거론하며 �화엄경(華嚴經)�을 중시하지만, �대소�에서는 오히려 �원각경�을 

�화엄경�보다 중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종밀소�가 �대소�보다 후대에 찬술되었다면 문헌 

안에 �원각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므로, 찬술 시점은 �대소�이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종밀소�의 찬술 연대는 찬호(撰號)에 거론된 초당사(草堂寺) 시절(821년)부터 �대소�

성립(823년) 이전까지로 파악된다고 한다. 曺潤鎬, ｢宗密�大乗起信論疏�の成立について｣, �印度学仏

教学研究� 43卷 2號 (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会, 1994),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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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년)에 원조(圓照, ?-?)에 의해 편집된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教目

錄)�(이하 �정원록�)6)을 함께 살핌으로써 당시 S본의 정황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5) 데지마 잇신(手島一真)에 따르면 현존하는 �광품력장�은 일부 산일(散逸)되었으나, 그 순서가 �개

원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가 밝힌 �광품력장�의 특

징으로 크게 2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개원록�과 달리 목록 상에 품명(品名)을 열거한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공성지본(共城紙本)과 포주지본(蒲州紙本)의 매수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

자를 통해 공성(共城) 즉 하남성(河南省) 지역과 포주(蒲州)의 산서성(山西省) 일대의 종이 규격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개원록�은 그 중 포주지본의 정보와 일치하고 있고, �광품력

장�에는 공성지본의 매수만 기록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편자인 현일은 적어도 공성지본만은 

실견(實見)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광품력장�의 편집 시기도 추정하고 있다. 문헌 내

에는 ‘見開元錄’이라는 문구가 빈번히 보이는데, 이것은 본서가 �개원록�보다 후대에 만들어졌음

을 의미한다고 한다. 더불어 현종(玄宗, 685-762)대 말에는 안사(安史)의 난이 있었으므로 그것보

다는 이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手島一真, ｢�大唐開元釈教広品歴章�につ

いて｣, �法華文化研究� 29卷 (東京: 法華経文化研究所, 2003), pp.24-30. 참고.

6) �정원록�은 �개원록�을 거의 계승하면서 일부 부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된다. 伊東ひろ美, ｢法

隆寺一切経にみる｢貞元新定釈教目録｣｣, �同朋大学仏教文化研究所紀要� 21卷 (愛知: 同朋大学佛教文化

研究所, 2002), p.79. 

<표 1> 목록류와 �종밀소�에 나타난 P본･S본의 서지사항

제목 권수
내용

제목 역자 권수 매수 구성

�衆經目錄�7) 券1 起信論　 陳世真諦譯 一卷 23 -

�大唐內典錄�8)
卷6 起信論 陳真諦譯 - 23 -

卷9 起信論 陳真諦譯 - 23 -

�개원록�9)

卷19
大乘起信論 真諦三藏譯 一卷 25 -

大乘起信論 實叉難陀譯 二卷 24 -

卷20

大乘起信論 - 二卷 27 -

大乘起信論 真諦三藏譯 一卷 25 -

大乘起信論　 實叉難陀譯 二卷 24 -

�광품력장�10) 卷17

大乘起信論 真諦譯 一卷

29

(供城)
-

25

(蒲州)

大乘起信論 實叉難陀譯 二卷

28

(供城)
-

24

(蒲州)

大乘起信論 真諦三藏譯 一卷 27

起信論序11)

(沙門智愷作)

大乘起信論一卷

(梁代真諦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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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점이 눈에 띈다. 첫째, P본의 경우 기존

에는 23매로 유통되다가 �개원록�을 전후로 25매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것은 

�광품력장�의 포주지본과 동일한 매수이므로, 후대의 �정원록�도 이것을 따

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어째서 2매의 증량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현

일의 기록에 따르면, P본의 공성지본은 29매를 이루고 있었는데, �광품력장�

다른 곳에서 이를 27매로 적시하고 본문 앞에 서문이 붙어 있음을 적고 있다. 

비록 두 기록 간에 매수의 차이는 보이지만 현일이 실견한 P본은 서문과 함께 

7) 靜泰, �衆經目録�卷1(�大正藏�55, p.186上)

8) 道宣, �大唐内典録�卷6(�大正藏�55, p.295下); 道宣, �大唐内典録�卷9(�大正藏�55, p.321中)

9) 智昇, �開元釋教録�卷19(�大正藏�55, p.690下); 智昇, �開元釋教録�卷20(�大正藏�55, p.700下); 智昇, 

�開元釋教録�卷19(�大正藏�55, p.714中)

10) 玄逸,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卷17(�金版藏�098, p.337上; p.359上-下)

11) P본의 서문 성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모치즈키가 지적한 바 있다. 서문의 저자로 알려진 지개(智愷, 

518-568)는 혜개(慧愷)를 잘못 필사한 것으로, 도선(道宣, 596-667)의 �속고승전(續高僧傳)�권1 진

제(眞諦)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P본 서문은 �속고승전�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

한다. 그리고 서문은 승성(承聖) 3년 계유(癸酉)년에 진제역이 역출되었다고 기록하는데, 법장은 �

의기�에서 이것을 승성 3년 갑술(甲戌)년으로 고친다고 한다. 즉, 서문의 작성 하한선은 �의기�이

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근거하면, P본 서문의 성립 시기는 645-687년이 된다. �의기�의 성립 시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김천학의 의견처럼 �종밀소�에서 찬호(撰號)를 서태원사(西

太原寺)로 표기하기 때문에, 687년을 하한으로 두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반면, 다니엘은 �의기�에

서 제운반야(提雲般若, ?-?)가 번역한 �무차별론(無差別論)�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해 하

한선을 689년으로 두고 있다. 즉, �의기�는 늦어도 689년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望月信亨, 앞의 책 �講述大乘起信論�, pp.12-14.; 伊吹敦, ｢�続高僧伝�の増広に関する研

究｣, �東洋の思想と宗教� 7卷(東京: 早稲田大学東洋哲学会, 1990), p.58.; 김천학, ｢法藏과 宗密 ｢起信論

疏｣의 流傳과 思想的 相違｣, �보조사상� 제51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8), pp.87-88.; Wickstrom 

Daniel, ｢賢首大師法蔵の研究｣, 博士學位論文(龍谷大學校大學院, 2019), pp.33-34. 참고.

12) 圓照, �貞元新定釋教目録�卷29(�大正藏�55, p.1038上)

13) 宗密, �大乘起信論疏�卷1(�乾隆藏�141, p.89上)

<표 1> 목록류와 �종밀소�에 나타난 P본･S본의 서지사항

제목 권수
내용

제목 역자 권수 매수 구성

大乘起信論 實叉難陀譯
一部

二卷
28

大乘起信論卷上

大乘起信論卷下

�정원록�12) 卷29
大乘起信論 真諦三藏譯 一卷 25 -

大乘起信論 實叉難陀譯 二卷 24 -

�종밀소�13) 卷1
- 真諦 一卷 24 -

- 實叉難陀 兩卷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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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2매는 서문에 해당한다고 생각된

다. 둘째, S본은 서문 없이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개원록�에 의하면, S본은 24

매와 27매로 구성된 두 가지 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광품력장�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포주지본은 24매, 공성지본은 28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8매로 구성된 공성지본이 권상(卷上)과 권하

(卷下)로만 이루어져 있고, 서문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시 

유통되던 S본의 두 종류는 모두 서문을 담고 있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셋

째, �정원록�과 �종밀소�등 후대의 S본 역시 모두 서문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두 본은 모두 자신이 참고한 S본을 24매라 기록하고 있다.이것은 앞

서 언급한 포주지본과 같은 양으로, 서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대정장(大正藏)�의 S본을 보면, 각주에서 송･원･명대의 대장경에도 서

문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쓰고 있다.14) 즉, 730년 �개원록�이 편찬된 이후 줄

곧 S본 서문은 중국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S본 서문은 어디에서 성립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선 일본 나라시대 고문서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본은 심상(審祥, ?-742)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고,15) 이후 사경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별로 기록을 정리해 보

면 아래와 같다.

14)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3), “此序宋元明三本倶不載.”

15) 堀池春峰, �南都仏教史の研究(上): 東大寺 篇� (東京: 法藏館, 1980), p.424.

<표 2> 나라시대 고문서에 나타난 �기신론�의 서지사항

연도
저서

매수 비고
저서명 권수

天平 9년(737)16) �大乘起信論� 二卷 - 送下上收

天平 9년(737)(?)17) �大乘起信論� 一卷 25 -

天平 15년(743)18) �大乘起信論� 二卷 24(上下) -

天平 15년(743)19) �起信論� 二卷
50(上卷) 天平 15년 5월20) 

�起信論疏� 50(上) 32(下)33(下卷)

天平 16년(744)21) �大乘起信論� 一卷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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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도 보이듯 S본에 대한 기록은 737년 이후부터 등장한다. 김천학

16) 天平 9년(737) 2월 28일 <寫經請本帳> (�大日本古文書�7, p.63).

17) 天平 9년(737) 6월 9일 <寫畢經勘定帳> (�大日本古文書�24, p.55).

18) 天平 15년(743) 7월 26일 <寫疏校正帳> (�大日本古文書�24, p.211).

19) 天平 15년(743) 5월 <一切經間校帳> (�大日本古文書�8, p.200).

20) 天平 15년(743) 9월 28일 <一切經校生手實帳> (�大日本古文書�8, p.269).

21) 天平 16년(744) 2월 29일 <經師等行事手實帳> (�大日本古文書�8, p.437).

22) 天平 16년(744) 6월 12일 <經師等行事手實帳> (�大日本古文書�8, p.445).

23) 天平 16년(744) 7월 17일 <經師等行事手實帳> (�大日本古文書�8, p.448).

24) 天平 16년(744) 7월 23일 <間本經充舊帳> (�大日本古文書�24, p.278).

25) 天平 16년(744) 7월 27일 <雜書充裝潢帳> (�大日本古文書�8, p.306).

26) 天平 16년(744) 9월 22일 ･ 9월 26일 <間本經充舊帳> (�大日本古文書�24, p.278).

27) 天平 16년(744) 10월 13일 <雜書充裝潢帳> (�大日本古文書�8, p.307).

28) 天平 16년(744) 12월 24일 <寫書所解> (�大日本古文書�8, p.526).

29) 天平 20년(748) 5월 27일 <經疏奉請帳> (�大日本古文書�10, p.279).

30) 天平勝寶 3년(751) 5월 25일 <華嚴宗布施法定文案> (�大日本古文書�11, p.563).

31) 天平勝寶 3년(751) 8월 16일 <寫書布施勘定帳> (�大日本古文書�12, p.140).

<표 2> 나라시대 고문서에 나타난 �기신론�의 서지사항

연도
저서

매수 비고
저서명 권수

天平 16년(744)22) �大乘起信論� 一卷 23 -

天平 16년(744)23) �起信論�

一卷 舊 26

-
二卷 今

16(上)

14(下)

天平 16년(744)24) �大乘起信論� 二卷
13(上)

-
11(下)

天平 16년(744)25) �大乘起信論� 二卷 24(上下) -

天平 16년(744)26) �大乘起信論� 一卷
29

-
32

天平 16년(744)27) �起信論� 一卷 32 -

天平 16년(744)28) �起信論�

二部

二卷
51(舊) -

一部

二卷
24 -

天平 20년(748)29) �新譯起信論� 一卷 - -

天平勝寶 3년(751)30) �大乘起信論�
一卷 26

-
二卷 29

天平勝寶 3년(751)31) �大乘起信論�
一卷 26

-
二卷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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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처럼 이를 통해 그 이전에는 일본에 S본이 전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744년에는 구본(舊本)과 금본(今本)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때를 기점으로 S본을 신역으로 인식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748년 양권

으로 나누어져 있던 S본을 단권으로 명시한 사례도 눈에 띈다.32) 하지만 기록 

간에 매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지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

재로서는 고문서 기록과 해당 문헌들을 대응해 열람할 수 없으므로, 근사치를 

이루는 정보들을 비교해 그 의미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25매로 이루어진 1권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에 ‘天平九

年カ’라는 문구가 보인다.33) 이것은 737년의 기록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하

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743년의 2권본도 상권이 50매, 하권

이 33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른 기록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같은 해 5월의 기

록에서 유사한 문구가 보이는데, 이것은 S본의 상･하권이 아니라 주석서인 소

(疏)를 가리키므로 해당 기록도 오사(誤寫)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744년에

는 구본(舊本)이 2부 5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 또한 소(疏)

의 오사인지 아니면 25･26장 등의 분권을 합한 것인지는 현재 알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제외하면, 수치 간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P본은 23

장 혹은 26장으로 구성되었고, S본은 24장 혹은 29･30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744년에 29장과 32장으로 된 1권본이 있는데, 29장은 S본, 32장은 소(疏)

의 하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P본과 S본은 크게 

두 계통의 분량으로 구분되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하나 있다. 중국의 기록과는 달리 일본의 경

우, S본이 P본 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김천학, ｢일본고대 화엄종의 �대승기신론� 및 그 주석서 수용｣, �大同哲學� 제64집 (대구: 대동철

학회, 2013), p.51.

33) 天平 9년(737) 6월 9일 <寫畢經勘定帳> (�大日本古文書�24,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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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포주지본과 고문서 기록, 대장경에서의 P본･S본

P본 S본 비율

서문 본문 서문 상권 하권 P본/S본

중국

(포주지본)
25紙 - 24紙 1.04

일본
23紙

?
24紙 0.9583

26紙 29紙 0.8966

�대정장�
1단 24단+4줄

1단+22줄

(1.76)

12단+7줄 10단+12줄 S서문O S서문X

22단+19줄 (22.66)
1.0299 1.1094

25단+4줄 (25.14단) 24단+12줄 (24.41)

�고려장

(高麗藏)�

-

(1.6)

33장+14줄

(33.6)

2장+17줄

(2.74)

18장+12줄 15장+19줄 S서문O S서문X

34장+8줄 (34.35)

0.9490 1.024733장+14줄 (33.6)

(서문 있을시 35.2)
37장+2줄 (37.09)

글자수
482자 10,727자 869자

5,843자 4,920자 S서문O S서문X

10,763자
0.9636 1.0414

11,209자 11,632자

<표 1>에서 본 것처럼 중국 내에서의 P본은 S본에 비해 매수가 많거나 또는 

같았다. 실제 본문의 글자수를 비교해 보면, P본은 10,727자, S본은 10,763자로 

수치상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문의 482자가 추가되면서 P본이 1장 

더 많이 기록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런데 어째서 나라시대 고문서에서는 S본

의 양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일까? 현재 열람 가능한 �대정장�과 �고려장�을 대

교본으로 삼아 살펴보면, �대정장�은 P본이 S본 보다 많은 단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4) 하지만 �고려장�의 경우는 결락(缺落)되어 있는 P본의 서

문을 추가한 뒤 S본과의 비율을 계산하면,35) ‘35.2(P본)/37.09(서문이 있는 S

34) �대정장�과 �고려장�의 P본을 비교해보면, 후자보다 전자에서 빈번하게 문단을 옮기고 있다. 예

를 들어 문(問)과 답(答)의 구조에서 �고려장�은 물음이 끝나는 부분에 이어 곧바로 답을 전개하

나, �대정장�은 문단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에 반해 �대정장�의 S본은 P본에 비해 문단의 이동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송도 �고려장�은 한 줄에 세 구(句)씩 배치하고 있지만, �대정

장�은 두 구(句)만을 적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대정장� P본의 양이 S본이나 �고려장�보다 

많아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대정장� P본에 근거한 단수 비교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35) �고려장�은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당 23(행)×14(자) 즉, 총 322자로 구성되어 있다. 단, 첫 페이지

는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2줄을 제외한 21(행)×14(자) 294자로 이루어져 있다. S본의 서문은 482

자로 되어 있으므로 첫 장의 294자를 빼면, 188자가 남는다. 여기서 다시 한 줄에 14자씩 구성되므

로 14를 나누면, 약 13.42라는 수치가 나온다. 따라서 �고려장�에 P본의 서문을 싣는다고 치면, 1단

+14줄로 이루어질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14줄은 한 단이 23줄로 이루어진 것에 의해 6/1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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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0.9490’, ‘35.2(P본)/34.35(서문이 없는 S본)=1.0247’이라는 수치가 도출된

다. 이것은 글자수 간의 통계(0.9636, 1.0414)와도 유사한 결과라 생각된다. 여

기에 앞서 살펴본 나라시대 고문서의 매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사본의 경우, ‘23장(P본)/24장(S본)=0.9583’과 ‘26장(P본)/29장(S본)=0.8966’

이라는 결론이 나오므로, 수치상 S본의 서문이 붙여진 것에 가깝다고 판단된

다. 즉, 나라시대에 유통된 S본은 중국과는 달리 서문이 포함된 채로 전승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오우미노 미후네의 �기신론주�일문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있다. 

고토 아키오(後藤昭雄)는 조슌(藏俊, 1104-1180)이 쓴 �대의초(大意抄)�의 일문

에서 �기신론주�가 인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신역기신론주서

(新譯起信論注序)’로서 S본 서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신론주�

의 것이 S본 서문보다도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란 추정도 덧붙였다. 미후네

의 생몰연대가 721-785년으로 본 저작이 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을 것이란 그

의 주장까지 따르면,36) S본 서문이 이미 일본에서 참고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III. S本 序文에 인용된 문헌과 法藏의 唯識觀

전장을 통해 S본 서문이 중국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에 유통되었

음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간과되었지만, 서문 내에 서술

되고 있는 경론(經論)들을 고찰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S본 서문이 법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법장

의 사상이 오히려 반영되고 있진 않은지도 찾아보고자 한다.

하므로, P본 서문은 1.6단이라고 환언할 수 있다.

36) 後藤昭雄, ｢中国へ伝えられた日本人の著作: 淡海三船の｢大乗起信論注｣｣, �日本歴史� 610卷 (東京: 日本

歷史學會, 1999),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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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는 총 11번의 경전과 논서가 인용되어 있다. 일부는 구체적인 경전명

이 거론되어 있지 않아서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같은 구절을 인용한 다른 문헌에서 전거를 밝히고 있

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가시와기의 조사를 참고하면,37) 서문에서는 �열반

경(涅槃經)� 5회, �밀엄경(密嚴經)� 2회, �법화경(法華經)� 1회, �승만경(勝鬘經)� 

1회, �능가경(楞伽經)� 1회,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1회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본 문헌들은 여래장 계통의 것이므로 서문의 저자가 본 사상을 

특히 중시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로 이 전거를 찬자 자신

이 직접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헌을 참고해 쓴 것인지가 거론된다. 만

약 다른 전적과의 관계 속에서 경증을 두고 특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면, 서문

을 쓴 사람은 그 문헌에 의거해 논지를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문의 인용문과 동일한 전거를 사용한 여러 저술 가운데 법장의 것만을 대

조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37) 柏木弘雄, 앞의 책 �佛性論･大乘起信論(舊･新二譯)�, pp.508-511.

<표 4> S본 서문과 법장 전적의 인용문 비교

S본38) 법장 문헌

故經云。唯佛與佛乃能究盡諸法實相。 -

故勝鬘經云。由有如來藏。令厭生死苦樂求

涅槃。

故勝鬘經由有如來藏能厭生死苦樂求涅槃也。

(�義記�39))

此釋經中由有如來藏故能厭生死苦。樂求涅槃

也。(�義記�40))

又經云。闡提之人。未來以佛性力故。善根

還生。

涅槃經云。闡提之人未來佛性力故。還生善

根。(�義記�41))

又涅槃經云。一闡提人。雖斷善根。以佛性力

故。令未來善根還生。(�無差別論疏�42))

故經云。佛性常故非三世攝。虛空無故非三世攝。 -

故經云。隨其流處有種種味。 -

又楞伽經云。如來藏為無始虛偽惡習所熏。名為

識藏。 

又云。如來藏者。為無始虛偽惡習所熏。名為

識藏。(�義記�43))

故楞伽云。如來藏為無始惡習所薰習故名為識

藏。(�探玄記�44))

密嚴經云。佛說如來藏。以為阿賴耶。惡慧不

能知。藏即賴耶識。

密嚴經云。佛說如來藏。以為阿賴耶。惡慧不

能知藏即賴耶識。(�探玄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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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에서처럼 총 11개의 인용문 가운데 법장의 문헌과 동일한 구절이 

사용된 것으로 7곳이 발견된다. 그 중 �의기�와 �탐현기�, �무차별론소�가 빈

번하게 목격된다. 하지만 �무차별론소�는 �열반경�을 인용할 때 서문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밀엄경�을 가져올 때 하나의 경문을 두 개로 독

38)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p.583下-584上)

39) 法藏, �大乘起信論義記�卷中末 (�大正藏�44, p.261下)

40) 法藏, �大乘起信論義記�卷下本 (�大正藏�44, p.270中)

41) 法藏, �大乘起信論義記�卷下本 (�大正藏�44, p.270中)

42) 法藏, �大乘法界無差別論疏� (�大正藏�44, p.72中)

43) 法藏, �大乘起信論義記�卷中本 (�大正藏�44, p.251下)

44)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 (�大正藏�35, p.347上)

45)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 (�大正藏�35, p.347上)

46) 法藏, �大乘法界無差別論疏� (�大正藏�44, p.69中)

47)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 (�大正藏�35, p.347中)

48) 法藏,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 (�大正藏�42, p.215下)

49)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卷2 (�大正藏�45, p.485上)

50) 法藏, �入楞伽心玄義� (�大正藏�39, p.431中)

51) 法藏, �大乘法界無差別論疏� (�大正藏�44, p.69中)

52)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 (�大正藏�35, p.347上)

<표 4> S본 서문과 법장 전적의 인용문 비교

S본38) 법장 문헌

密嚴經云。佛說如來藏。以為阿賴耶。惡慧不能

知。藏即賴耶識。如來清淨藏。世間阿賴耶。如

金與指環。展轉無差別。(�無差別論疏�46))

故經云。然藥真味停留在山。猶如滿月。 -

又云。雖處五道受別異身。而此佛性常恒不變。 -

故梁攝論云。智慧極盲暗。謂真俗別執。

論云智障極盲闇。謂真俗別執。(�探玄記�47))

論云。智障極盲闇。謂真俗別執。

(�宗致義記�48))

是故論云。智障極盲闇謂真俗別執。

(�敎分記�49))

故密嚴經云。如來清淨藏。世間阿賴耶。如金

與指環。展轉無差別。

密嚴經云。如來清淨藏世間阿賴耶。如金與指

環展轉無差別。(�玄義�50))

密嚴經云。佛說如來藏。以為阿賴耶。惡慧不能

知。藏即賴耶識。如來清淨藏。世間阿賴耶。如

金與指環。展轉無差別。(�無差別論疏�51))

又云如來清淨藏。世間阿賴耶。如金作指環。

展轉無差別。(�探玄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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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킨 서문의 예와는 달리, �무차별론소�는 한 문장으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

서 서문의 저자가 �무차별론소�를 직접 참고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오히려 

�의기�와 �탐현기�에서 본 구절들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탐현기�의 사례이다. 그 인용구가 한 곳에 집

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문과 �탐현기�의 구절을 표로 나타내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

<표 5> 서문과 �탐현기�의 인용문 비교

S본53) �탐현기�54)

故經云。唯佛與佛乃能究盡諸法實相。豈可輒

以凡心貶量聖旨。夫真如者。物之性也。備

難思之業用。蘊不空之勝德。內熏妄法令起厭

求。故勝鬘經云。由有如來藏。令厭生死苦

樂求涅槃。又經云。闡提之人。未來以佛性

力故。善根還生。如彼淨珠能清濁水。是勝

義之常善。異太虛之無記。故經云。佛性常

故非三世攝。虛空無故非三世攝。豈執事空以

齊真理。夫論妄者。依理故迷真性。隨流為

妄漂動。故經云。隨其流處有種種味。◯A又

楞伽經云。如來藏為無始虛偽惡習所熏。名為

識藏。◯B密嚴經云。佛說如來藏。以為阿賴

耶。惡慧不能知。藏即賴耶識。雖在纏而體

淨。不變性而成迷。故經云。然藥真味停留

在山。猶如滿月。又云。雖處五道受別異

身。而此佛性常恒不變。若言真不熏妄妄不熏

真。真妄兩殊豈會中道。◯C故梁攝論云。智

慧極盲暗。謂真俗別執。今則真為妄體。妄

假真成性相俱融一異雙遣。◯D故密嚴經云。

如來清淨藏。世間阿賴耶。如金與指環。展

轉無差別。聖教明白。何所致疑。良由滯相

而乖真。尋末而棄本。言越規矩動成戲論。

自貽聖責深可悲哉。

六轉真成事故說唯識。謂如來藏不守自性。隨

緣顯現八識王數相見種現。◯a 故楞伽云。如

來藏為無始惡習所薰習故名為識藏。◯b 密嚴

經云。佛說如來藏。以為阿賴耶。惡慧不能

知藏即賴耶識。◯d 又云如來清淨藏。世間阿

賴耶。如金作指環。展轉無差別。又勝鬘經

寶性論起信論皆說此義成證非一。

七理事俱融故說唯識。謂如來藏舉體隨緣成辨

諸事。而其自性本不生滅。即此理事混融無

礙。是故一心二諦皆無障礙。起信論云。依

一心法有二種門。一心真如門。二心生滅

門。然此二門皆各總攝一切法。勝鬘經云。

自性清淨心。不染而染。難可了知。染而不

染。亦難可了知。解云。不染而染。明性淨

隨染舉體成俗。即生滅門也。染而不染。門

即染常淨本來真諦。即真如門也。此明即淨之

染不礙真而恒俗。即染之淨不破俗而恒真。是

故不礙一心雙存二諦。此中有味深思當見。經

云於諦常自二。於解常自一。◯c 論云智障極

盲闇。謂真俗別執。皆此義也。

�탐현기�의 해당 부분은 ｢십지품(十地品)｣ 가운데 제6현전지(現前地) ‘삼계

는 허망하여 다만 일심의 작용이다(三界虛妄但是一心作)’라는 구절을 해설한 

53)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p.583下-584上)

54)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 (�大正藏�35, p.347上-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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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흔히 십중유식(十重唯識)55)으로 알려진 본 사상은 법장의 유식관(唯識

觀)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장은 특히 자신의 교판에 의거해 유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총 10단계 중 1-3까지는 시교(始敎)로, 4-7까지는 종교(終敎)･

돈교(頓敎)로, 8-10까지는 원교(圓敎) 중 별교(別敎)로 나누어 사상적 심화를 도

모한 것이 특징이다.56)

이 가운데 본 구절은 제6･제7유식에 해당한다. 또한 논거로서 �기신론�이 

거론되어 있거나, �보성론(寶性論)�등과 함께 �기신론�이 해당 유식관에 속한

다고 서술하기 때문에 이상의 4가지 경증과 �기신론� 간에는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법장은 종교와 돈교로서 �기신론�을 이해했고, 본 논거

들을 통해 자신의 유식관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S본 서문의 편자도 이러한 법장의 십중유식관에 의거해 �기신론�을 이해했

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일한 문구와 전거를 인용한 것도 그렇지만, �의기�

의 설명을 보면 �탐현기�의 주장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A-1] 처음 일심(一心)이라고 함은 하나의 여래장심(如來藏心)에 두 가지 

뜻을 포함한 것이다. 첫째, 체(體)에 의거할 뿐 상(相)을 끊은 뜻이니 곧 진

여문(眞如門)이다. (중략) 둘째, 연(緣)에 따라 일어나고 멸하는 뜻이니 곧 

생멸문(生滅門)이다. 훈습함에 따라 전변하고 움직여 염정(染淨)을 이룬

다. 염정이 비록 이루어졌으나 성품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단지 부동(不

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염정을 이룬다. (중략) 그리고 [능가경]에 이르

길, ‘여래장은 무시(無始)이래로 허망한 악습의 훈습됨이 되어서 장식(藏

識)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하였다.57)

55) 법장의 십중유식은 독자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진영유(본각)에 따르면, 기(基)의 오중유식

(五重唯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법장이 제기한 십중유식은 징관(澄觀)에게도 수용

되었지만, 이 삼자(三者) 간에는 사상적 차이가 다소 보인다고 한다. 법장은 십중유식을 통해 추

(麤)에서 세(細)로, 이사무애(理事無礙)에서 사사무애(事事無礙)로 점차 나아가고자 했다고 설명한

다. 陳永裕, ｢｢華厳十重唯識｣の注釈に見られる凝然教学の特色｣, �駒沢大学仏教学部論集� 20卷 (東京: 

仏教学部研究室, 1989), pp.287-290.

56)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大正藏�35, p.347中-下), “上來十門唯識道理, 於中初三門約初教說. 次四門約

終教頓教說. 後三門約圓教中別教說.”

57) 法藏, �大乘起信論義記�卷中本 (�大正藏�44, p.251中-下), “初中言一心者, 謂一如來藏心含於二義. 一約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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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지혜의 체(體)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염오(染汚)됨이 

없으므로 지금 비로소 깨끗해질 것도 없기 때문에 본각의 지혜는 일찍이 

이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염법(染法)이 드러났으나 물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중략) 이 본각 가운데 항하사

의 성덕(性德)이 적은 바가 아니다. 또 중생에게 내훈(內熏)의 인(因)을 지

어 생사(生死)를 싫어하게 하고, 열반(涅槃)을 즐거이 구하게 한다. 그러

므로 �승만경�에서는 ‘여래장이 있으므로 능히 생사의 고(苦)를 싫게 하

고, 열반을 즐거이 구하게 한다.’라고 하였다.58)

[A-3] 두 번째 깨끗한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 이는 생멸문(生滅門) 가운데 

본각진여(本覺眞如)이다. 따라서 훈습의 뜻이 있으니 진여문(眞如門) 가

운데에는 곧 이 뜻이 없다. 이 본각 안에서 불각(不覺)을 훈습하여 염구

(厭求)함을 이루게 하고, 흐름을 거슬러 진실됨에 따르게 하므로 용(用)이

라고 이른다. (중략) �열반경�에 이르길, ‘일천제의 사람은 미래 불성(佛

性)의 힘 때문에 선근(善根)을 돌이켜 일으킨다.’라고 하였다.59) 

이상의 내용은 서문과 공통된 인용을 사용한 �의기�부분이다. 여기서 법장

은 여래장에 진여와 생멸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하며, 염법의 훈습에 의해 생멸

심이 전개되나 본성 자체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진

여의 정훈습(淨熏習)에 의거해 본각을 이루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것은 

서문에서 ‘진(眞)은 망(妄)의 체(體)이며 망(妄)은 진(眞)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양자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서로 의존한다’60)는 설명과 일치한다. 그리

고 ‘진여란 중생의 성품으로서 사유하기 어렵고, 수승한 덕을 갖추고 있다’61)

絕相義, 即真如門也. (중략) 二隨緣起滅義, 即生滅門也. 謂隨熏轉動成於染淨. 染淨雖成, 性恒不動, 只由不

動, 能成染淨. (중략) 又云, 如來藏者, 為無始虛偽惡習所熏, 名為識藏.”

58) 法藏, �大乘起信論義記�卷中末 (�大正藏�44, p.261下), “智體不動者, 以本無染, 今無始淨, 是故本覺之智未

曾移動. 又雖現染法, 不為所染, 故云不動. (중략) 此本覺中, 恒沙性德, 無所少也. 又與眾生作內熏之因, 令厭

生死, 樂求涅槃. 故勝鬘經, 由有如來藏, 能厭生死苦, 樂求涅槃也.”

59) 法藏, �大乘起信論義記�卷下本 (�大正藏�44, p.270中), “二有淨用者, 此是生滅門中本覺真如. 故有熏義, 真

如門中, 則無此義. 由此本覺內熏不覺, 令成厭求, 返流順真, 故云用也. (중략) 涅槃經云, 闡提之人, 未來佛性

力故, 還生善根.”

60)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4上), “今則真為妄體, 妄假真成, 性相俱融, 一異雙遣.”

61)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3下), “夫真如者, 物之性也. 備難思之業用, 蘊不空之勝德,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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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과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한 �탐현기� 중 제6･제7유식에서는 여래장

연기를 강조하며, 체(體)와 연(緣)에 의해 모든 사태가 발생한다고도 말한다.62) 

이는 곧 이사무애(理事無礙)의 경지로 설명되면서 특히 �기신론�이 강조되는

데,63) 이를 통해 세 전적 간에 사상적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리하면 S본 서문의 인용문 11개 중 7개는 법장의 �탐현기�와 �의기�에서 

발췌한 것이라 생각된다. 세 전적 간에 사상적 유사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

히 법장은 �기신론�에 나타난 심식론(心識論)을 종교와 돈교로 해석했는데, 이

를 서문의 찬자가 그대로 수용했다고도 보여진다. 모치즈키가 제기한 것처

럼,64) 서문에는 당시 �성유식론(成唯識論)�에 집착한 자들이 �기신론�의 진망

호훈설(眞妄互熏說)을 비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65) 법장의 사상을 통해 이

를 재차 반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판단된다. 

IV. S本 序文의 성립문제와 사상사적 의미

이상의 장을 통해 S본 서문의 성립이 중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론

하였다. 오히려 일본에서 S본의 유통과 함께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법장과 무관하다고 여겨져 왔던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탐현기�와 �의기�

의 �기신론�해석에 근거해 논지가 전개되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써 S본 서문을 저술한 사람이 신라 또는 일본에서 활동했고, 사상적으로 법장

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서문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사상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熏妄法令起厭求.”

62)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 (�大正藏�35, p.347上), “六轉真成事故說唯識, 謂如來藏不守自性, 隨緣顯現八

識王數相見種現. (중략) 七理事俱融故說唯識, 謂如來藏舉體隨緣成辨諸事.”

63) 法藏, �華嚴經探玄記�卷13 (�大正藏�35, p.347上-中), “即此理事混融無礙, 是故一心二諦皆無障礙. 起信論

云, 依一心法有二種門. 一心真如門, 二心生滅門. 然此二門皆各總攝一切法.”

64) 望月信亨, 앞의 책 �講述大乘起信論�, p.26.

65)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3下), “故使偏見之流, 執成唯識, 誹毀此論真妄互熏.”



실차난타 譯 �대승기신론� 서문의 편찬 배경과 법장의 영향   79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두 문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문의 찬술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신라에

서 만들어졌다면 700년에서 737년 사이에 성립되었다는 것이고, 일본에서 쓰

여졌다면 737년부터 744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서문에서는 

대주(大周) 성력(聖曆) 3년 즉, 700년에 S본이 번역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서

문이 그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말하므로 그 상한선은 700년이 된다. 그리고 앞

서 언급한 것처럼 S본은 심상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고, 기록상 가장 이른 것

이 737년이므로 하한선은 737년이 된다. 따라서 신라에서 찬술되었다면, 

700-737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고문서 기록 중 

744년에 구본과 신본이 각각 26매와 30매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S본이 

P본 보다 양적으로 많다고 적시되는 것은 서문의 길이 때문이라고 이미 앞에

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744년 전에는 서문이 서술되어 본문과 함께 유통되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필자의 견해로서는 신라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서문 내에는 서술자 본인과 

당시 환경에 대한 단서가 보이는데, 그 내용상 �기신론�과 �탐현기�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다.66) 먼저 저자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기

신론�을 즐겨 읽었고, 20여 회에 걸쳐 강의를 행했다고 서술한다.67) 이는 달리 

말하면 �기신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수학했고, 또 전법을 했다고 볼 수 

66) 본문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서문을 작성할 당시에 이미 P본과 S본의 문헌학적 검토가 이루어졌

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보인다. ‘P본을 번역했을 때와 [비교해] 글자 간의 출입이 보이는데, 이것은 

역자의 뜻과 범본의 차이 [때문](然與舊翻時有出沒, 蓋譯者之意又梵文非一也.)’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글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문을 쓴 사람은 두 역서(譯書)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역자의 이해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본 듯하다.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3

下)

67)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4上), “余少小以來, 專心斯論, 翫味不已, 諷誦忘疲, 課拙傳揚

二十餘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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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불어 �탐현기�의 십중유식을 수용해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 역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 �화엄경�과 �탐현기�가 처

음 강의된 것은 교넨(凝然, 1240-1321)의 기록에 따르면, 덴표 14년 즉 742년이

다.68) 742년부터 744년 사이에 �탐현기�를 숙지해 서문까지 쓰는 것이 전혀 불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시간적 한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특히 법장

의 �의기�가 이 시기에 같이 강의 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당시 일본 내

에 �성유식론�을 중시해 �기신론�을 비판한 인물들이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둘째, S본을 전하고 �화엄경�등을 강의한 심상이 서문을 작성했다고 하면, 스

승 법장이 S본 번역에 실제로 참석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심상이 당(唐)에 가서 

법장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 받았다는 것은 교넨의 저작에도 서술되어 있다.69) 

따라서 스승의 전법을 받고 S본을 일본에 직접 전한 그가 서문을 직접 작성했다

는 가정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즉, 심상이 서문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 가운데 법

장에 관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문 내에는 법장

이 S본 번역에 참가했다는 언급이 보인다.70)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S본 자체

가 실차난타의 진역(眞譯)이었을 때에만 가능한 설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재까지 �기신론�을 바라보는 학계의 중론(衆論)은 이와 반대이다.71) 그러므로 

서문이 심상 또는 그의 문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시 신라에서는 S본 서문과 비슷한 사상사적 모습이 나타난다. 최

연식에 의하면, 8세기 이후 신라에서는 �기신론�과 화엄 사상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등장하는데 이는 의상계 화엄과는 다른 모습으로 법장과 원효(元曉, 

68) 凝然, �三國佛法傳通緣起�卷中 (�大藏經補編�32, p.662下), “圓證大德以為複師, 請十六德為其聽眾. 首尾

三年講六十經, 一年二十卷, 三年之中終六十卷, 以探玄記講六十經. 審祥禪師三年終經, 天平十四年壬午奄

焉卒矣.”; 최재석, ｢8세기 東大寺 조영과 통일신라｣, �한국학연구�제9집 (세종: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97), p.285.

69) 凝然, �三國佛法傳通緣起�卷中 (�大藏經補編�32, p.662中), “審祥即往大唐隨香象大師學華嚴宗, 即是親承

高祖之名哲也.”

70)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3下), “與義學沙門荊州弘景崇福法藏等, 以大周聖曆三年歲

次癸亥十月壬午朔八日已丑, 於授記寺, 與花嚴經相次而譯. 沙門復禮筆受, 開為兩卷.”

71) 요시즈의 지적처럼 법장의 저술 내에 S본이 인용되지 않은 것은 역장에 그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법사(靜法寺) 혜원(慧苑)도 �기신론�을 인용할 때, S본에 의거하지 

않고 P본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S본과 법장의 관계에 다소 괴리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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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86)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72) 전장(前章)에서 살펴본 것

처럼 서문은 �탐현기�의 십중유식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조 속에서 화

엄 안에 �기신론�을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신라승 

둔륜(遁倫 또는 道倫, ?-?)이 705년을 전후로 찬술한 �유가론기(瑜伽論記)�73)에

서도 �기신론�의 진망호훈설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 주목된다. 박인석의 정리

에 따르면, �기신론�과 당시 유식학파에서 이해되던 심식론 간에 모순점이 있

음을 혜경(慧景, ?-?)이 제기했고, 이를 도륜이 자신의 관점에서 절충하고자 했

다고 말한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는 제8식이 유루(有漏)의 생멸식

(生滅識)이라고 거론한 것에 반해, �기신론�은 불생불멸(不生不滅)과 생멸(生

滅)의 화합식(和合識)으로 묘사하므로, 양자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

다. 그러나 도륜은 이 역시 법문상의 차이일 뿐,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삼아

선 안된다고 역설한다.74) 도륜의 이 같은 주장은 당시에 �기신론�과 �유가사

지론�등을 중심으로 심식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기신론�

의 진망화합식이 문제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당시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S본의 서문에서도 �성유식론�에 집착해 

�기신론�의 진망호훈설을 비판하는 무리가 있음을 적고 있는데,75) 이것은 당

72) 최연식,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 제12집 (서울: 불교학연구

회, 2005), pp.265-268.; 최연식,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전개｣, �불교

학리뷰�제1집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6), p.67.

73) �유가론기�를 찬술한 둔륜이 신라 출신 승려라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저술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唐云’ 또는 ‘新羅○法師’라

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둔륜이 어디서 책을 지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저서 안에는 ‘至今大周長安五年乙巳之歲, 已經一千七百五年.’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저술 시점을 말

해주는 본 구절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장안 5년’이라는 것 때문이다. 해당 연도

인 705년의 당 연호는 신룡(神龍) 원년(元年)이다. 그 해 2월 신룡혁명(神龍革命)에 의해 중종(中宗, 

656-710)이 복위(復位)하고 당(唐)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연호 역시 측천(則天, 624-705)의 ‘장안 5

년’으로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개원록�등에서도 ‘신룡 원년’으로 표기되고 있

고, ‘장안 5년’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둔륜이 장안 5년이라고 적시한 것은 그 서술 시점이 705년 

2월 이전이었거나, 중종의 즉위를 모르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정재훈, ｢당(唐) 중

종시기(中宗時期)(705-710) 대외(對外) 정책(政策)과 돌궐(突厥)의 대응(對應)｣, �中國史硏究�제87집 

(대구: 중국사학회, 2013), p.107.

74) 박인석, ｢道倫의 唯識 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 �철학사상�제45집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

구소, 2012), pp.29-48.

75)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3下), “故使偏見之流, 執成唯識, 誹毀此論真妄互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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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사조가 반영된 기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신라인이 찬술한 문헌과 사

상적 접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S본 서문 역시 신라와 유관한 장소에서 만들

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S본 서문이 700-737년 사이 신라 찬술의 가능성이 있음

을 고찰해 보았다. 중국의 목록류와 대장경 등에서 서문이 발견되지 않지만, 

�고려장�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것 역시 이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된다.76) 

그렇다면 이러한 서문의 존재는 사상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한 것일까? 

가장 두드러지는 3가지 점으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장의 유식관이 통

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탐현기�의 십중유식을 수용하는 모습이 보이

므로, 그의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기신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이른 시

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심식론, 특히 아뢰야식을 두고 �기신

론�과 유식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뢰야식이 진과 망이 혼재

해 나타난 것인지 오직 생멸식일 뿐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본 논거

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현장의 번역서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은 없었다는 것

이다. 서문에는 당시 일부 집단에 의해 방등감로(方等甘露)의 번역이 오히려 독

약이 되었다는 말이 보인다.77) 방등감로란 불전(佛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

반경�에 등장하는 단어이다.78) 뿐만 아니라 혜립(慧立, 615-?)이 스승인 현장의 

일대기(�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慈恩寺三藏法師傳)�)를 기록하면서도 본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79) 당시 현장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서문의 저자 역시 이

를 몰랐을 리 없었다고 판단되며, 방등감로의 번역이란 곧 현장의 역서를 의미

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찬자는 현장의 업적이 일부 세력에 의해 곡해되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당시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76)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高麗藏�17, pp.701下-702中)

77) 實叉難陀 譯, �大乘起信論� (�大正藏�32, p.583下), “故使偏見之流, 執成唯識, 誹毀此論真妄互熏, 既形於

言, 遂彰時聽, 方等甘露翻為毒藥.”

78) 曇無讖 譯, �大般涅槃經�卷8 (�大正藏�12, p.409上), “善男子, 方等經者, 猶如甘露, 亦如毒藥.”

79) 慧立, �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1 (�大正藏�50, p.225上), “以是畢命西方, 請未聞之旨, 欲令方等甘露不但獨

灑於迦維, 決擇微言庶得盡沾於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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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서문에 나타난 연대의 오류 

등을 통해 S본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당시 신

라에서는 본문만 유통되던 S본을 진본(眞本)이라고 판단하여,80) 이를 자신들

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81) 따라서 사료적 가

치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당시 신라 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V. 결론

이상으로 S본 서문의 편찬 배경과 그 속에 나타난 법장의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논의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는 서문이 갖는 의의를 단순히 S본 진위 

여부 판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서문 내에 오기(誤記)된 연대는 S본 자체의 위

작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고, �성유식론�에 대한 비판은 실차난타 가탁(假

託)의 주된 목적으로 이해되었다. 가시와기는 모치즈키의 주장을 존중하면서

도 서문이 중국불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일본에서 참고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서문의 성립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법장의 사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를 고

찰할 목적으로 본고에서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80) 신라에서 본문과 서문이 붙여진 채로 중국에 전해졌다면, 본문만 유통되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된

다. 오히려 본문만 전승되었기 때문에 신라에서 서문이 붙여진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81) 모치즈키는 당 혜균(惠均, ?-?)과 신라 진숭(珍崇, ?-?)이 �기신론�위작설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

하였다. 그러나 최연식의 주장처럼 혜균이 쓴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에는 보희(寶憙), 

오로(吳魯), 탐라(耽羅) 등 백제와 관련된 단어가 보인다. 이를 통해 그가 백제(此間)에서 본 저술을 

남겼던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혜균 역시 백제 승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

라에서는 익히 �기신론�을 위작으로 평가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한다면, 서문의 찬

자는 �기신론�이 위작임을 알면서도 현장계 유식학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본 저술을 남겼다고

도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역사적 사실인가 판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차후 연

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望月信亨, 앞의 책 �講述大乘起信論�, pp.17-19.; 최연식, ｢백제 찬술문

헌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한국사연구�제136집(서울: 한국사연구회, 2007),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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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문의 성립을 살피기에 앞서 S본 자체의 유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

다. 8C 중국에서 편찬된 문헌 목록과 �종밀소�의 서지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S본이 주로 24매의 구성으로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광품력장�의 

기록에서 서문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종밀소�가 성립된 9

세기 초반까지는 S본 서문이 중국에 없었을 것이라 추정 가능했다. 그리고 �대

정장�에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 보아 S본 서문은 이후 송･원･명대 대장경까지

도 편입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반면 나라시대 고문서에서는 737년 S본이 처음 기록된 이래로 일정하지 않

은 매수를 띄고 있었다. 특히 기록 연대가 부정확하거나 주석서를 S본으로 잘

못 기입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도 있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배제하면

서 결국 S본이 24장 또는 29장(혹은 30장)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었

다. 문제는 P본과 S본의 분량상 중국의 기록과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

에서는 P본과 매수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P본 쪽이 많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

다. 그러나 나라시대에는 S본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록 간 비교가 필요

해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본 서문의 유무를 중심으로 P본과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나라시대 고문서에서 S본의 양이 많았던 것은 서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문이 일본에서는 포함된 채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서문 내에 인용된 경전과 논서를 검토함으로써 법장의 전적들과 비

교해보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서문에 나타난 총 11개의 전거 중 7개가 법장의 

문헌에서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의기�에서 

3개, �탐현기�에서 4개의 전거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탐현기�의 경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십중유식으로 익히 알려진 부분 가운데 제6

유식과 제7유식에서 본 전거들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법장이 오교

판에 근거해 유식을 구분한 것이 특징인데, 제6･제7유식은 종교와 돈교에 해당

하는 부분이었다. 더불어 �기신론�도 전거로 거론되는 등 그 관련성이 주목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의기�와 서문에서도 경증이 제시되는 전후 맥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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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통적으로 여래장연기가 강조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문의 

찬자는 �탐현기�의 십중유식과 �의기�의 여래장사상에 근거해 서문을 작성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서문은 법장의 유식관에 기반한 문헌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 서문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남

는다.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치하고 신라와 일본의 두 경우만

을 가정하면, 전자는 700-737년, 후자는 737-744년 사이에 성립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탐현기�의 강의가 742년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742-744년 사이에 서문이 작성되어야 하는 시간

적 한계가 따른다. �의기� 또한 이 시기에 같이 강의가 되었는지도 불분명하

다. 그리고 법장에게 수학한 심상이 직접 서문을 서술했다고 하면, 스승의 행

적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서문의 성립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였다.

S본 서문이 신라에서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사상사적 의의가 

함께 도출된다. 첫째, 법장의 �탐현기�중 십중유식이 이른 시기부터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심식론 특히 제8식을 두고 �기신론�과 �성유식론�등 유

식학적 해석에 논쟁이 심화되었다는 점. 셋째, 법상종(法相宗)으로 상징되는 

현장의 번역 활동이 맹목적으로 비판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필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S본 서문이 갖는 가치가 단순 부정되어선 

안된다는 점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S본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서문을 이

해했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

했다. 그러나 본 문헌이 신라의 것으로 판정된다면, 이를 통해 새로운 사상사

적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사료로서 재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이 필

자의 궁극적인 입장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한계는 남

는다. 일본의 S본 사본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

고 법장 이후 8C 초･중반의 신라와 일본 불교사 동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

다는 점이다. 이것은 차후 연구를 통해 보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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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e text of The Awakening of Faith (起信論) translated by Śikṣānanda 

drew less interests, and the preface was judged to have no historical value.

There are two points to be noted in this paper: First, when and where the preface 

of the Śikṣānanda version was compiled? Second, what i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preface? The first ques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list of 

various Buddhist literatures and the information from the ancient documents of the 

Nara period in Japa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reface of the newly 

translated The Awakening of Faith was not circulated in China, but was distributed 

with the text from the early days of the introduction to Japan.

The second question required to examine the Buddhist literatures mentioned in 

the preface and the relationship with Fazang (法藏).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preface was written with reference to Qixinlun-yiji (起信論義記) and Tanxuanji 

(探玄記). In Japan, the Tanxuanji was first lectured around 742, but it was difficult 

to know when the lecture on the Qixinlun-yiji was started. Therefore, considering 

this situation in Japan, it was assumed that this preface was written in Silla period in 

Korea.

Besides, Śikṣānanda version preface is also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It shows that first, in the 8th century, Silla was accepting the Faza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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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ñapti-mātratā (唯識思想), and second, the debate intensified over the theory of 

mind and consciousness (心識論).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epen this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meaning through other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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