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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는 돈황사본 S.524R �승만경소�의 텍스트를 교정하고, 이를 통해 당 문헌에 나타

난 낙양기(494-534) 불교의 몇가지 사상적 특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S.524R의 녹문은 �대정장�권85에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본과 비교한 결과 적

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사본을 전면 검토하여 총 206건의 수정 소요

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본의 오류 중에서는 S.524R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필사

된 문헌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2) S.524R의 필사년도는 “延昌四年”, 즉 515년이지만, 원본 �승만경소�의 찬술은 511

년 �십지경론�이 번역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S.524R은 『십지경론』 번역 이전 성립문헌인 P.2908에 인용되고 있으며 5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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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된 �승만의기�와 상호 대조되는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본 �승만

경소�의 저자인 조(照)/초(招) 법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문헌 내의 인용관계를 보았을 때 북조에서 활동하였던 학장으로서 남조

불교와도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승만경소�는 심식설이라는 측면에서 �성실론�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그 사례 중 하나가 “相應”을 “四心同緣一境”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해석

은 이후 지론학파에서도 수용되었다. 

4) �승만경소�는 �승만경�의 “心法智”라는 용어에서 “心”을 意根으로, “法智”를 의근 

중 空解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경문 해석은 이후 心法智를 제7알라야식으로 이해

한 지론학파에게도 이어졌다. 

5) �승만경소�는 �승만경�의 십수(十受)를 보살지의 삼취정계로 해석하는데, 이러

한 해석법은 현존 북조 찬술 �승만경�주석서 중 S.524R이 최초이며 낙양기 보살

지 연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낙양기(494-534) 불교, 돈황사본, 보살지지경, 성실론, 승만경, 승만경소, 조(照)/초(招)법사

I. 들어가며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라는 지평 위에서 특정 경전의 수용양상은 두 가지 측

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경전의 수용과 해석 과정 자체에 주목

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 경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당 경전에 대한 동아시아 불교계의 이해가 진전되어 가는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것을 특정 시기의 ‘해석자’ 즉 특정 경전에 반영된 당대

의 교학적 특징들에 주목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각 시대와 

지역의 주석서들운 그러한 이해를 도출해내는 당시 논사들의 문제의식과 담

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논자는 현재 ‘낙양기 불교사상의 재구성’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이때 “낙양기 불교”란 북위(北魏)가 낙양(洛陽)을 수도로 삼았던 494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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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년 사이, 약 40년에 걸쳐 전개된 북위 말기의 불교를 지칭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 국가적인 불교 장려정책으로 많은 불교사업이 일어났으며 인

도의 역승들에 의해서 새로운 경론이 번역되고 전파되었다. 북조 말기를 대표

하는 지론학파 또한 낙양기의 �십지경론�번역(511)을 기원으로 한다. 그러나 

그 이전, 즉 제1차 폐불이 이루어졌던 북위 태무제(太武帝, 423-452) 이후부터 

지론학파 성립까지 북조에서 어떠한 형태의 불교 연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

한 논의는 극히 드물다.1) 따라서 논자는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조에서 이루어

진 불교연구를 조망하기 위해 당시에 저술되었던 북조불교의 문헌들을 수집

하고 그 사상적 특징을 밝히는 작업을 기획하였다.

이 작업의 시작으로, 논자는 낙양기 찬술 문헌 중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

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T12, no.353, 이하 “�승만경�”)�의 주석서

들의 개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승만경�은 436년2) 역출된 직후부터 지속

적으로 동아시아 불교계에 적지 않은 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경전이

다.3) 비록 당 경전을 소의로 하는 특정한 학파나 종파가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

1)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시기의 문헌들이 대부분 전후가 결락된 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어 

구체적인 시대확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문헌의 내용이 역출 직후부터 곧바로 

그 시대와 지역의 사상에 반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십지경론�의 역출시기인 511년을 

기점으로 사상적 특징을 전후로 나누는 것은 다분히 편의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십지경론�의 역출 이후에도 지론학파 형성 이전의 낙양기 불교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문헌들이 

찬술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일단 본고에서는 �십

지경론�의 역출과 지론학파의 성립을 동일시하기로 한다.

2) �貞元新定釋教目錄｣(T55, 7:824c23-24)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一卷(第二出與寶積勝鬘夫人會等

同本元嘉十三(二?)年八月十四日於丹陽郡出寶雲傳譯惠觀筆受兼製序見道慧僧祐李廓等錄)”

3) �승만경�은 역출 직후부터 남조불교계에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도유(道猷/攸, 元徽[473-6]년간 71

세 몰)는 �승만경�이 스승 도생(道生, 355-434)가 주창한 돈교(頓敎)의 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고(�高僧傳� ｢釋道猷傳｣(T50, 7:374c10-14) “釋道猷. 吳人. 初爲生公弟子. 隨師之廬山. 師亡後隱

臨川郡山. 乃見新出勝鬘經. 披卷而歎曰. 先師昔義闇與經同. 但歲不待人. 經集義後. 良可悲哉. 因注勝

鬘. 以翌宣遺訓. 凡有五卷. 文頻不行.” cf. �出三藏記集� ｢勝鬘經序｣(T55, 9:67b24-28), “經出之後, 披
尋反覆既悟深旨, 仰而歎曰: ‘先師昔義闇與經會, 但歲不待人經襲義後. 若明匠在世剖析幽賾者, 豈不使

異經同文解無餘向者哉.’ 輒敢解釋兼翼宣遺訓, 故作注解, 凡有五卷.”) 한편으로는 남조 논사들의 교

판론에도 영향을 주었다. 오쵸 에니시(橫超慧日)는 “[돈점5시교로 합의되었던 남조 불교계에] �법

화경�의 일승(一乘), �열반경�의 불성과 같은 입장으로 보이는 일승과 여래장(如來藏)을 주장하는 

�승만경�이 나타났다. 이 경은 �법화경�이나 �열반경�과 같이 붓다의 최후 설법도 아니며 �화엄

경�과 같이 처음 성도하셨을 때의 설법도 아니”라며 �승만경�이 돈점교라는 당시 교판론의 범주

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경전으로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비슷한 견지에서 논의를 전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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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1권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담겨 있는 일승(一乘), 여래장(如來藏), 자성청

정심(自性淸淨心), 주지번뇌(住地煩惱) 등의 교설은 오히려 각 지역의 여러 논사

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실제로 낙양기에 출현하였던 지론학파는 �승

만경�의 교설에 입각해 알라야식을 위시한 8식설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활용

하였다. 그들은 인도 유식학에 기원을 둔 8식설에서 제8식을 여래장으로, 제7

식을 무명주지로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그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심식

설과 번뇌론을 구축하게 된다.4)

그러나 아직 인도 전래의 여래장 사상이나 유식 사상이 북조의 논사들에게 

수용되기 이전, 그들은 �승만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을까. 그리고 그에 반

영된 낙양기 불교의 사상적 특징은 무엇일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조 찬술 �승만경�주석서로는 다음이 있다.5)

① 사본의 정보 등으로부터 지론학파 성립 이전 찬술이 확정되는 문헌

S.1649 (夾註)勝鬘經 (假題. T85, no.2763 수록, 5세기 말?)

S.2660 勝鬘義記 (T85, no.2761 수록, 504년 필사)

S.524 勝鬘經疏 (T85, no.2762 수록, 515년 필사)

② 내용적으로 지론학파 성립 이전 찬술 가능성이 있는 문헌

S.2430 勝鬘經疏 (假題. �속집� 286-296 수록)

BD4224 / BD5793 勝鬘義疏本義 (假題)

낙양기 �승만경� 이해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헌 모두를 

루타 카즈히로(古田和弘)는 당시 논사들이 �승만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에 입각해 돈교나 점교에 

포섭되지 않는 제3의 범주로서 부정교(不定敎)를 세우고 이것이 남조 교판의 주류가 되었다고 지

적하고 있다. 古田和弘 1976, 684-687에도 나타난다. 후루타에 따르면 �승만경�에 입각해 부정교를 

세우고 삼교판을 주장한 것은 僧柔(431-494), 慧次(434-490)를 기원으로 한다.

4) �승만경�이 동아시아 불교사상에 본격적으로 교학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인도 유가행파 

이론의 수용과 관계되어 있다. 유가행파 이론의 첫 번째 수용집단으로서 지론학파의 사상과 �승

만경�의 관계에 대해서는 大竹晉, 2017; 이상민, 2018, 167-225 등을 참조하라.

5) 북조에서 찬술된 �승만경�주석서의 개관은 藤枝晃 1969, 332-34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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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하지만 일단 본고에서는 상기 문헌 중 S.524R에 필사된 

조(照) 법사 찬 �승만경소(勝鬘經疏)�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문헌들이 대개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는 반면 S.524R은 거의 전문이 남아있다는 점, 사상적으

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동시대의 승만경 주석서와 대조

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문헌은 �승만경�에 관한 

초기 주석서로서 일본에서 몇몇 고찰이 이루어졌지만 북조불교의 사상을 재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6) 이에, 본고는 

S.524R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그 안에 반영된 낙양기 불교의 사상적 특

징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II. S.524R의 기본 정보와 교정

S.524R은 남북조기에 작성된 권자본(卷子本) 형태의 사본이다.7) 뒷면에는 

정영사 혜원(淨影寺 慧遠, 523-592) 찬 �관무량수경의기(觀無量壽經義記)�(S.524V)

가 중반까지 서사된 상태로 붙어 있다. 총 31지 851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8) 

각행 당 문자는 20여자에서 30여자까지 가변적이다.

본서에는 말미에 지어(識語)가 기록되어 있어 해당 문헌의 필사연도와 지

역, 찬자를 확인할 수 있다. 

황유(皝有:의미불명) 조법사의 소(疏)

연창 4년 5월 23일 수도 영명사에서 �勝鬘疏�한 부를 서사하였다. 고창의 

6) 특히 북조 불교계와 S.524R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로는 藤枝晃 1969 ; 古泉圓順 1976 ; 楊玉飛 2016 

등을 참조하라. 이외에는 주로 쇼토쿠 태자의 �勝鬘經義疏�와의 관련성 상에서 S.524R이 연구되었

다. 예를 들어 花山信勝 1944, 336-344; 金治勇 1985(1975), 147-168을 참조하라.

7) 서지사항을 포함한 문헌의 개략적인 소개는 Giles Lionel 1935, 817-818; 矢吹慶輝 1980(1930), 

50-53; 藤枝晃 1969, 338-340 등을 참조하라.

8) 기존 연구에서는 S.524R의 행수를 782행(藤枝晃 1969, 338; 楊玉飛 2016, 154)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 실제 사본을 검토한 결과 상기한 것처럼 다소 차이가 있었다. S.524R의 전체 교정 녹문과 역주

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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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得受가 비용을 내고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을] 자격을 갖춘 것이다.9)

皝有　照法師疏

延昌四年五月二十三日於京永明寺寫勝鬘疏一部高昌客道人得受所供養許 

(S.524R, 849-851행)

이 사본의 필사자로 추정되는 “得受”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10) “연창(延

昌)”이라는 연호는 중국 역대 연호 중 북위와 고창국(高昌國)이 공히 사용했던 

연호이나, 본서가 낙양 영명사(永明寺)에서 서사되었다는 점, 그리고 필사자가 

고창에서 유학을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 사본의 필사연대는 북위의 연창 5

년, 즉 515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11) S.524R의 서사지가 고창국이라면 영명

9) 특히 “得受所供養許”의 해석에 대해서는 藤枝晃 1969, 339 참조. 

10) 본고의 심사자 중 한 분께서 559년 필사된 �觀世音菩薩普門品 �의 제기(題記)에 “康 得受”가 있으며 

범어 등에서 “得受”라는 인명으로 번역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다. 

그러나 논자가 확인한 한 “得受”로 번역될 수 있는 범어인명의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아울러 해당 

심사자 분으로부터 본고의 고찰방법이나 용어 선택, 그리고 이후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지적을 

받을 수 있었다. 귀한 조언을 해주신 본고의 심사자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1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고이즈미(古泉圓順 1976, 708) 참조. 永明寺는 북위의 수도였던 낙양에 宣

武帝(483-515)가 세운 사찰로, �洛陽伽藍記� 권4에 그 명칭과 내력이 전해지고 있다. 즉, “於京永明

寺”(※ �대정장� 권85에 번각된 “承明寺”는 “永明寺”의 오기)는 “수도 영명사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 “延昌”이라는 연호를 쓰고 낙양을 수도로 삼았던 국가는 북위 뿐이므로, S.524R은 

북위의 수도 낙양의 서쪽에 위치한 영명사에서 515년 5월 23일에 필사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다만 선행 연구 중 후지에다와 양유페이는 해당 연호를 고창국의 연호, 즉 564년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후지에다는 S.524R의 서풍(書風)이 다소 이질적이라는 점(藤枝晃 1969, 339)을, 양유페

이는 �승만경소�의 저자인 조법사가 후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楊玉飛 2016, 154)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S.524R의 서풍이 당시 찬술되었던 여타의 문헌들과 다르다는 점은 

S.524R이 564년에 찬술되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에 찬술된 문

헌군이 충분한 대조본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혹은 S.524R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들이 동일한 서체

로 쓰였을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후지에다가 열거하고 있는 북조 �승만경�주석서 문헌

들 중 유독 S.524R만 서체가 생경하다고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당시의 북조 찬술문

헌의 서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S.524R 안에서도 서풍이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서풍

이 생경하다는 후지에다의 주장은 그의 생각보다 사본의 시대를 배정하는 ‘주요한 요인’(藤枝晃 

1969, 339)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양유페이의 주장 또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는 “照法師라는 사람이 이 주석서의 찬자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 照法師가 어디의 사

람인지, 어느 때의 사람인지, 완명(完名)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延昌四年｣이라는 

지어는 고창국의 연창 4년, 즉 서기 564년으로 해석해야 한다(照法師なる人がこの疏の撰者である

ことが明白であるが、その照法師がどこの人か、いつの人か、完名は何というのか、全く知ること

を得ない。そして、｢延昌四年｣の識語は高昌國の延昌四年、つまり西紀564 年と解すべきである。

楊玉飛 2016, 154)”고 말하고 있는데 照法師라는 인물의 정보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延昌”을 고창

국의 연호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불교 논사들 기록이 전부 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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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위치한 낙양을 “수도(京)”라 말할 이유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유

학생(客道人)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S.524R은 �대정장�권85에 수록되어 있다.(no.2762, 261c-278b) 그러나 

금번 논문을 준비하여 국제 돈황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본의 화상 이

미지12)와 대조해 본 결과 총 206건의 교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항목 중

에는 복수의 글자를 교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문자당 교정 건수는 그 이상이

다.(본고의 부록 《S.524R �승만경소� 교정표》 참조) 수정 내용의 대부분이 �대

정장�권 85의 녹문에 나타난 오류로서 원 사본에 대한 오독(誤讀)이나 교정부

호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지만,13) S.524R의 필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으며 종

종 �승만경�의 원문과 비교하였을 때 오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

는 “名爲尊長不必耆年也”→“名爲尊長不必者年也”(교정표 22번)처럼 오독으로 

인해 의미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나 “今身生次第不受根起(6자 사본에서 삭제 표

기)”→“今身生次第不受根起”(교정표 190번)처럼 사본의 삭제 기호를 반영하지 

않고 번각하여 글의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정장�권85본 텍

스트를 참조할 때 주의를 요한다.

또한 S.524R에는 불필요하게 중복 서사된 글자도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문

헌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재서사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446행: 為大力明力用各異。第三從又如取緣以下訖即是無明住地明二種煩

惱潤生有別第

전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1차 폐불 이후 지론학파 성립 이전까지의 북조의 불교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드물다. 더욱이 후술하겠지만, ‘照法師’라는 인물은 다른 돈황사본에서도 

인용될 뿐 아니라 후대에도 그의 학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유페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2) 검토에는 http://idp.bl.uk/database/oo_scroll_h.a4d?uid=121582037218;recnum=524;index=1에서 제공

하는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였다. 

13) �대정장�권85 일문(逸文)편은 새롭게 발굴된 문헌들을 수록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지만, 실제 텍스트 번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대정장�권85에 수

록된 �仁王般若實相論�(no.2744)은 341행이 현존하는 단편이지만, 원본과 대조해 보면 약 110건 정

도의 오기가 발견된다. 어쩌면 �대정장�권85의 텍스트 전체를 재교감하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왕반야실상론�의 텍스트 교정은 이상민 2018, 41-4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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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행: 第四從羅漢最後身菩薩以下訖解脫味正舉二智釋異五從無明住地不

斷以下訖

② 681행: 有二種智也是如來空智者者亦有二種空一者煩惱藏體是可空之法

③ 724행: 也於心相續滅邊愚闇故不知剎那遷謝故起常見也也此明心上計

①의 경우 “第”가 전 행의 마지막과 다음 행의 첫 부분에 중복서사되었다는 

점에서 필사과정에서 행을 바꿀 때 일어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②와 

③은 단일 행에 불필요한 글자가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S.524R의 

서사 대상에서 ①과 비슷한 경위로 생긴 실수가 있었던 것을 S.524R에서 그대

로 필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자형의 경우는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정표의 73

번, 149번, 151번 등 S.524R에는 “體狠/貇”이라는 용어가 총 5회 나타나는데, 의

미를 알 수 없어 일단 “體根”으로 통일하였다. 다만 본 사본의 다른 곳에서는 

“根”자를 명확히 쓰고 있다는 점, “體根”이라는 용어가 불교용어로서는 다소 

생소하다는 점에서 후대에 알려지지 않은 개념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러한 사례들은 교정표에 사본의 해당 자형 이미지를 첨부하여 여러분들의 가

르침을 구하고자 한다. 

III. 원본 �승만경소�의 찬술 시기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본 �승만경소�, 즉 저자인 “조법사(照法師)”가 직접 찬술한 ‘원

형의 �승만경소�’는 언제 찬술된 것일까. S.524R이 서사된 515년은 �십지경론

�이 번역된 511년보다 4년 이후이므로, 사본의 필사년도만을 고려한다면 지론

학파의 성립 시기 이후에 �승만경소�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원

본 �승만경소�의 작성은 아마도 �십지경론� 번역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S.524R의 내용 중 지론사상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지만, 사상적 특징만으로 문헌의 찬술시기나 선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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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승만경소�의 찬술시

기를 추정할 수 있는 주변 자료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본 �승만경소�의 찬술시기는 S.524R의 서사년대보다는 

빨라야 할 것이다. 대개 현존하는 사본들은 재차, 삼차에 걸쳐서 재필사된 문

헌들이며, 전술한 것처럼 S.524R에 나타난 몇몇 필사 오류의 흔적들은 당 문헌 

또한 수 차례의 필사를 거친 문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북조 찬술 돈황사본 P.2908의 �승만경소� 인용을 근거로 원본 

�승만경소�가 �십지경론� 번역 이전에 찬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2908은 장제(章題)로 구분한 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소위 ‘교리집성문헌’으

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십지경론�이 역출되기 거의 직전 찬술된 불교 문헌이

다.14) 당 문헌의 ｢오주지혹의(五住地惑義)｣ 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

데, 여기에서 “초(招)법사”의 교설을 인용되어 있다.

[�승만경�의 경문인 “무시무명주지(無始無明住地)”와 “기번뇌(起煩惱)”

를 해석하며] 초법사(招法師)의 해석에 의거한다면, 삼계(三界) 바깥의 한 

마음인 신식(神識)이 홀연히 일어나나 그 자취를 알 수 없고 [또한] 나에

게 시작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無始)”고 한다. 법(法)의 모습을 식

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명(無明)”의 체(體)이다. 능히 뒤의 [번뇌를] 

낳는 것을 “지(地)”라 하며 뒤의 [번뇌가] 다시 앞의 [번뇌에] 의지함을 

“주(住)”라 하니, 그러므로 “無明住地”라 한다. 이 지(地) 위에 일어나는 것

을 기번뇌(起煩惱)라 한다.15)

이 구절은 S.524R의 다음 구절과 호응한다. 

14) �집성�, 105-106. 본 사본의 해제에 따르면, P.2908은 “故猛都: 작고하신 맹(猛) 도유나”의 설을 인

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499-515년 사이에 입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위의 惠猛(?-?)을 가리킨다. 따

라서 P.2908의 찬술은 혜맹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성립한 문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15) P.2908 572-575행(�집성� 180-181): “依招法師解時, 三界外一念神識, 忽爾而起, 莫知所從, 更無始於

我者, 故曰｢無始｣. 不了法相, 即是｢無明｣體. 能生後名｢地｣, 後來依前曰｢住｣, 故言｢無明住地｣. 於此地

上起者, 名｢起煩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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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서] “세존이시여,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이라 한 것은 삼계 바

깥의 번뇌를 해석함이다. “시작이 없다(無始)”는 것은 神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일어난다면 대상에 의지한다. 대상에 의지하되 명료하

지 못한 것을 “무명”이라 하니, 결코 [무명보다] 선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

에 “시작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 한 순간의 무명이 능히 이후의 번뇌를 

일으킴을 “지”라 하고, 이후에 일어난 번뇌가 끊어지지 않음을 “주”라 하

며, “주[지번뇌=4주지번뇌]”의 기반(地)이 되기 때문에 “무명주지”라 한

다. 이후 거기에서 생긴 번뇌를 “기번뇌”라 한다.16)

두 구절에서 ① 신식(神識)의 일어남을 “무시”로 규정했다는 점 ② 무명→지

→주의 순서로 자구를 풀고 있다는 점 ③ 각 자구에 대한 해석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P.2908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招) 법사”의 설이 바로 조(照) 법사가 찬

술한 �승만경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17) 따라서 원본 �승만경소�의 성립

연대는 511년 이전 6세기 극초기에 찬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P.2908보다도 선

행한다.

원본 �승만경소�의 찬술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S.524R 안에 

있는데, 바로 �승만경�의 마지막 장인 ｢승만장(勝鬘章)｣ 주석 부분 서두의 구

절이다.

[경문에서] “그 때에 승만부인이~” 이하는 제15장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별도의 ｢勝鬘章｣ 문구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설법하

는 사람이 바로 승만부인이기 때문이다. 

[답변] 만약 그렇다면 앞서 [승만부인의 설법을] 들은 사람이 “진자(眞

子)”이니, 또한 [｢진자장｣이라는] 별도의 문구도 없어야 할 것이다.18)

16) S.524R 453-455행(cf. T85, 1: 270b2-6) “｢世尊心不相應｣者, 解三界外煩惱. ｢無始｣者神識不起則已, 

起則託境. 託境不了名曰｢無明｣. 更無有先故曰｢無始｣. 剋此一念無明能生後或名｢地｣, 後生煩惱不斷名

｢住｣, 與住為地故曰｢無明住地｣. 後煩惱從此上生名為｢起煩惱｣.”

17) �집성�, 106.

18) S.524R 832-833행(cf. T85, 1: 278a7-10) “｢爾時勝鬘｣以下第十五章. 有解云. 無別勝鬘章文句. 何以然者, 

上來能說之人即是勝鬘故. 若爾者前來聽之人即是真子, 亦不應別有文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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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절은 어떤 이의 말을 빌려 �승만경�내에 ｢승만장｣ 부분이 없다는 주

장을 소개한다.19) 그리고 설법의 주체가 승만부인이기 때문에 ｢승만장｣이 없

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그렇다면 설법의 대상은 곧 부처의 ‘진실한 자식들’

이기 때문에 제14장인 ｢진자장(眞子章)｣ 또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

한 견해를 부정한다.

그런데 실제로 북조에서 찬술된 �승만경� 주석서 중에는 제15장 ｢승만장｣

에 경문이 없다고 명기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504년 필사된 

S.2660 �승만의기(勝鬘義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15경(經=章)은 별도의 문구가 없다. 앞서 설한 것으로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20)

�승만의기�의 경우 현행본 �승만경�의 경문과 대조해 보았을 때 ｢승만장｣

의 앞부분21) 만을 주석대상으로 삼고 있고 유통분(流通分)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이 생략되어 있다. 혹 이것이 당시 북조에서 유통되던 �승만경�

중에 유통분이 없는 버전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존

하는 �승만경�사본 중 유통분이 생략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를 상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무리가 있다. 아마 두 문헌의 논쟁은 �승만경�의 장(章)을 구분할 

때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본과는 달리 ｢승만장｣을 별도의 장으로 나

누지 않고 제14장인 ｢진자장｣에 포함시킨 버전이 유통되었다는  의미일 가능

성이 크다고 생각한다.22) 따라서 해당 문구의 의미는 ｢승만장｣에 대응하는 경

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승만장｣”이라는 장을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

는 견해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S.524R보다 후대에 지어진 �승만경�주

19) 이 구절은 矢吹慶輝 1980(1930), 52에서 먼저 언급된 바 있다.

20) �勝鬘義記�(T85, 1: 261b20): “第十五經無別文. 自總上所說以為多也.”

21) �승만경� ｢승만장｣(T12, 1: 223a6-9) “時勝鬘夫人與諸眷屬, 合掌向佛觀無厭足, 目不暫捨. 過眼境已踊躍

歡喜, 各各稱歎如來功德, 具足念佛.”

22)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上宮義�에는 �승만경�이 14장으로 분장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矢吹慶輝 1980(193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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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서 중 �승만경�의 분장을 논한 문헌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만경

소�와 �승만의기�가 주장하는 상호 논쟁적 견해는 6세기를 전후로 북조에서 

이루어졌던 �승만경�연구의 현장감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照) 법사와 초(招) 법사를 동일인물이라고 하였을 때, 법운(法雲, 

465-527)의 �법화경의기(法華經義記)� 권2 협주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의미심

장하다.

이 복난(伏難)은 광택법사(光宅法師=法雲)가 사사(謝寺)의 차법사(次法師)

를 이어 받은 것이고 차법사는 또 강북의 초법사(招法師)를 이어 받은 것

이다. [복난에 대한] 해석이 당대의 학장들이 전한 것이라면 후대에 배우

는 이들이 존중하고 받들어야 한다.23)

상기 문구는 일견 “법운이 혜차에게 전하고, 또 혜차가 강북의 초법사에게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차법사”가 법운의 스승이

었던 혜차(慧次, 434-490)라는 점에서 “법운이 스승인 혜차에게 �법화경�에 대

한 교학적 해석을 이어 받았고, 이 교학적 해석은 ‘강북의 초법사’라는 인물로

부터 기원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24) 그렇다면 당시 강북에서 

활동하던 초(招) 법사는 남조의 명승이었던 혜차에게도 사상적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말이 된다. 나아가 원본 �승만경소�의 저자인 조

(照) 법사, P.2908에 언급된 초(招) 법사, 그리고 �법화경의기�의 초(招) 법사가 

동일인이라면, 그는 당시 남조 불교계와도 긴밀하게 교류하였던 북조 불교계

의 주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이것은 극히 단편

적인 기록에 근거한 억측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제시하고

자 한다.

어쨌든 이상의 논의에 따라 조(照)/초(招) 법사가 찬술한 원본 �승만경소�의 

23) �法華經義記� (T33, 2: 586c23) “然此伏難是光宅法師傳謝寺次法師, 次法師又傳江北招法師. 解既名匠所

傳, 後生學士實宜遵奉也.” 번역은 칸노의 일본어역(菅野博史 1996, 109)을 따른다.

24) 이러한 해석은 菅野博史 1996, 109에서도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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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시기를 추정해보면, 이것이 이것이 『십지경론』 번역 이전, 아마도 6세

기를 전후하여 북조에서 유통되었던 문헌이라는 점은 틀림없을 것이다.

IV. �승만경소�와 낙양불교 교학의 일면

원본 �승만경소�가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조불교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보

았을 때, 해당 문헌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들은 주목할만하다. 지론학파로 대표

되는 6세기 북조불교가 인도 여래장 사상과 유가행유식학에 의거한 사상을 구

축하기 이전, 북조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교학적 해석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승만경소�의 내용 중 후대의 �승만경�주석서

에도 영향을 준 사례들을 지적하고 그 사상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상응(相應)”의 의미와 “네 가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반연함(四心同

緣一境)”

우선 지적할 것은, �승만경소�에 나타난 성실열반학의 영향이다. “성실열

반학(成實涅槃學)”이란 구마라집(鳩摩羅什, 344-413/4) 사후부터 양무제(梁武

帝,464-549)에 이르기까지 대승 �열반경(涅槃經)�과 �성실론(成實論)�을 중심

으로 남조에서 이루어진 교학을 의미한다.25) 이 남조의 교학은 아마 5세기 후

반에는 북조에도 전해져 주요한 교리 해석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

황은 �승만경소�에도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승만경� 경문의 “상

응(相應)”을 해석하는 부분이다.

�승만경�에는 무명주지(無明住地)에 사주지(四住地), 즉 유애주지(有愛住地), 

색애주지(色愛住地), 욕애주지(欲愛住地), 견일처주지(見一處住地)를 더한 번뇌

론을 제시하면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해탈은 사주지만을 끊어 분단생사(分

25) “성실열반학(成實涅槃學)”이라는 용어는 船山徹, 2010에 기원한다. 



186   불교학연구 제67호

段生死)를 벗어났을 뿐 아직 무명주지는 끊지 못했기 때문에 변역생사(變易生

死)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때 “사주지번뇌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찰나심과 상응하고 무명주지는 찰나심과 상응하지 않는다”26)는 설명이 부연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S.524R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상속하며 전전하는 [번뇌는] 점차 거칠어져 삼계(三界)에 가까

워진다.

최초 형상을 띄지 않는 한 순간의 번뇌를 일으킴을 “유애주지(有愛住地)”

라 하며, 이후에 이 한 생각을 따라 그 위에 일어나는 것을 “기번뇌(起煩

惱)”라 한다.

이와 같이 전전[하는 번뇌가] 점차 거칠어져 색계(色界)의 부류와 가까워

지고 [색계] 4선(四禪)의 번뇌와 비슷해지니, 이후에 최초 한 순간의 색계

[의 번뇌]를 일으킨다면 “색애주지(色愛住地)”라 하며, 이후에 이것을 따

라 이 한 생각 위에 생긴 번뇌를 “기번뇌”라 한다. 

나아가 욕계(欲界)의 한 순간[을 짓는다면] “욕애주지(欲愛住地)”라 하며, 

이후에 이것 위에 일어나는 것을 “기번뇌”라 한다. 

이와 같이 욕계의 거친 [번뇌는] 능히 대상을 추구하게 되니, 비로소 한 

순간의 신견(身見)[이 일어나는 것]을 “견일처주지(見一處住地)”라 하며, 

또한 그 후에 [이 번뇌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것을 “기[번뇌]”라 한다. 이

와 같다면 곧 다섯 가지 주지번뇌가 있다. 

삼계에서는 네 가지 마음(識･想･受･行)이 모두 [같은 대상에] 반연하기 

때문에 “찰나[심과] 상응한다.”고 하지만, 삼계 바깥의 [신식(神識)이 일

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마음은 모두 [대상을 취함에] 명료하지 않아 

네 가지 마음이라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찰나]심과 상응하지 않고 시

작도 없는 무명주지”라 하는 것이다.27)

26) �승만경� ｢一乘章｣(T12, 1: 220a5-6), “此四種住地, 生一切起煩惱. 起者剎那心剎那相應. 世尊, 心不相應

無始無明住地.”

27) S.524R 456-436행(cf. T85, 1: 270b8-19), “如是相續展轉漸麁隣近三界, 始起非相一念之惑, 即以為｢有愛

住地｣. 後從此一念背上生者名為｢起煩惱｣. 如是展轉漸麁隣近色界種類, 與四禪煩惱相似, 復始起一念色界

者即以為｢色愛住地｣. 後者從此一念上生作｢起煩惱｣. 乃至欲界一念者名｢欲愛住地｣, 後從脚上生者名為｢

起煩惱｣. 如是欲界麁便能推求覓境, 始一念身見以之為｢見一處住地｣. 亦以後生者為｢起｣. 如此便有五住地

煩惱. 三界之中四心同緣故得為｢剎那相應｣. 三界之外前後之心都是不了. 無有四心之別故言｢心不相應無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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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용문에서 경문의 “상응(相應)”을 “네 가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반

연한다”고 해석한 것은 성실열반학의 영향을 보여준다. �승만경소�자체에는 

이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구절은 한 찰나의 인식에 네 가지 심리작

용, 즉 識-想-受-行이 계기적으로 대상과 상응하는 것이라는 �성실론� 특유의 

교설에 입각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성실론�권5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범부의 식이 [대상에] 반연을 지을 때, 네 가지 법이 반드시 차례대로 식

(識)을 낳고, 다음으로 상(想)을 낳고 다음으로 수(受)를 낳고, 다음으로 

사(思)를 낳으며 사(思)는 슬픔과 기쁨 등에 미친다. 이를 따라 탐(貪), 에

(恚), 치(癡)가 생기기 때문에 곧 ‘생(生)’이라 설한다.28)

권오민에 따르면, 이 구절은 �성실론�의 논주가 심(心)과 심소법(心所法)을 

나누는 설일체유부의 교설에 반대하며 인식은 오직 변화 상속하며 순차적으

로 일어나는 심작용 뿐이라 주장하는 부분이다.29) 이에 따르면 인식은 심과 심

소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識-想-受-思(行)으로 계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S.524R은 상기 �성실론�의 구절, 내지는 그러한 구절에 입

각한 사상을 활용하여 “번뇌가 찰나심과 상응한다”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은 길장(吉藏, 549-623) 찬 �승만보굴(勝鬘寶窟)�에서도 소개되

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응에 관한 주요한 이론으로 받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경문의 “상응”에 대하여] 어떤 이는 �성실론�의 해석을 가지고 住地에

서 일어나는 번뇌가 점차 거칠어져 다시 식(識), 상(想), 수(受), 행(行)이라

는 네 가지 다른 마음이 상(想)과 수(受)를 전후하여 하나의 대상에 함께 

無明住地｣也.”

28) �成實論� ｢非相應品｣(T32, 5: 277c16-19), “凡夫識造緣時, 四法必次第生識, 次生想, 想次生受, 受次生思, 

思及憂喜等, 從此生貪恚癡, 故說即生.”

29) 해당 구절과 관련한 �성실론�의 구체적인 심식설은 권오민 1994, 154-16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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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하기 때문에 “상응”이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해석의 의미는 

오직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식(識)은 이 대상의 실법(實法)을 얻고, 상(想)

은 이 대상의 가명(假名)을 얻으며, 상(想) 다음으로 수(受)가 일어나 대상

의 호오(好惡)를 알고, 다음으로 行이 대상에 대해 선악을 일으킨다. 전후

의 네 마음이 동일한 대상에 반영하기 때문에 “상응”이라 한[다는 뜻이]

다.30) 

실제로 �승만경소�이외에도 ‘상응’을 �성실론�의 교설을 활용하여 해석하

는 방법은 전술한 P.2908 및 지론학파 성립 이전(추정)31) 북위에서 찬술된 교

리집성문헌 P.218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석한다. [즉심(卽心)과 이심(異心)이라는] 두 가지 미혹이 일어남은 

모두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다만 반드시 [무명주지에] 의지해서 4주[지번

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4주[지번뇌]에 가탁하지 않아도 이 무명은 존재

한다. 그러므로 4주[지번뇌]에는 “시작이 없다”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

다. 4주[지번뇌]의 번뇌는 식음(識陰)과 상음(想陰)에 말미암아 일어나고, 

행(行)에 이르러 바야흐로 완성되며 네 가지 마음(識･想･受･行)이 화합하

여 모두 한 가지 대상에 반연하기 때문에 [경전에서] “상응한다.”고 하였

다. 무명에 대해 말하면 네 가지 마음이 모두 고르게 되어 알지 못하는 곳

이 하나라 마음과 대상의 다름이 있지 않다.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구분

이라는 뜻이 없다면 어찌 [무명주지에] 상응을 변별하겠는가. 그러므로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한다.32)

30) �勝鬘寶窟� (T37, 2: 51c25-52a1), “有人用成實論釋, 欲明從地起煩惱轉麁, 便有識想受行四心之異, 前後想

受, 同緣一境, 故言相應. 此釋意. 唯是一境, 識得此境上實法, 想得境上假名, 次想後起受, 領境上好惡, 次行

於境起善惡. 四心前後, [+同]緣一境, 故名｢相應｣.”

31) 해당 문헌이 수록된 �집성�에서는 P.2183을 “북위 내지는 동서양위의 시대에 북지에서 성립한 문

헌”(�집성� 51)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인용된 문헌이나 해석의 대상이 전형적인 성실열반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위의 문헌이 아닐까 추정된다. 해당 문헌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32) P.2908 549-554행(�집성� 179), “又解. 二惑之生, 同莫知其原, 但必藉起於四住, 終不假四住, 有此無明. 是

故四住沒無始之稱. 四住煩惱, 起由識想, 至行方成, 四心應和, 同緣一境, 故曰｢相應｣也. 無明而言, 四心俱

齊, 不知處一, 無有心異境殊. 既無別意, 寧辨相應, 故言｢心不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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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6의식이라면, 전 [찰나의] 마음에 기탁함을 원인으로 삼고 

허공에 의지함을 조건으로 삼아 의식을 낳고, 識은 다음으로 想을 낳으

며, 想은 다음으로 受를 낳고 受는 다음으로 行을 낳으니, 네 가지 마음이 

상응한다.33) (P.2183 120-122행)

이상의 여러 문헌에서 “四心同緣一境=相應”이라는 해석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조불교에서 �성실론�의 사상적 영향하에 교학적 탐구

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四心同緣一境=

相應”이라는 이해는 지론학파의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교설이 지론학파가 성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상응’의 해석방식으로 활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론학파의 �십지경론� 주석서인 �대승오문십지

실상론(大乘五門十地實相論, BD3443)�에서는 �승만경소�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四心同緣一境=相應”이라는 이해가 나타난다.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삼계 [중에서] 색과 욕의 두 계(界)는 네 가지 마음

이 함께 반연하니 “상응한다”고 이름한다. 윗 단계의 계(=무색계)는 [四

心이] 함께 반연하지 않으니 “상응하지 않는다”고 이름한다.34) 

상기 인용문이 욕계/색계와 무색계를 각각 상응과 불상응으로 나눈다는 점

에서 �승만경소�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성실열반학에 입각한 교학이 낙양기에 북조에 수용되어 지론학파가 성

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

인다.

33) �집성� 71, “如第六意識, 託前心爲因, 藉虚空爲緣. 託因藉緣, 而生意識, 識次生想, 想後生受, 受次生行, 四

心相應.”

34) �대승오문십지실상론� 154-156행 (�집성� 465), “欲･色･無色等三界：色欲二界，四心同緣，名“相

應.”上界不同緣，名不相應.“



190   불교학연구 제67호

2. “六識及心法智”의 해석 

또 하나의 �승만경소�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심식설과 관련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승만경� ｢자성청정장(自性淸淨章)｣에는 여래장이 실재함을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증하는 부분이 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여래장(如來藏)이 없으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식(六識)과 심법지(心法智)에서, 

이 일곱 가지 법은 찰나에도 머물지 않으니, 온갖 苦를 심지 않고 苦를 싫

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습니다.35)

현상적 인식은 찰나에 소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苦)를 받지도 릭(樂)

을 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염고구락(厭苦求樂), 즉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희구하는 작용이 있기 위해서는 여래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 인용문에서 밑줄 친 “육식(六識)과 심법지(心法智)”에서 “심법지”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찰나멸하는 마음이 “일곱 가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선

행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이 구절은 번역 중에서도 합치된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36) 菩提流志(?-693-722) 역에는 “所知”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식

의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37) 이 문구에 따르면 일곱 가지 法이란 인식의 

주체로서의 6식과 그러한 인식의 대상을 합쳐 일곱 가지라고 지칭한 것이 된다. 

티벳역은 해당 부분이 “rnam par shes pa gag lags pa(*yadivijñāna / *yat vijānāti, 高

崎直道 1978, 354)” 즉 “인식하는 것”이라는 뜻이니, 이에 따르면 일곱가지 법이

란 전6식과 인식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38) 이처럼 경문의 단계에서부터 나타

35) �승만경� ｢自性清淨章｣(T12, 1: 222b14-17), “世尊, 若無如來藏者. 不得厭苦樂求涅槃. 何以故. 於此六識

及心法智, 此七法剎那不住, 不種眾苦, 不得厭苦, 樂求涅槃.”

36) 心法智 해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高崎直道 1978(1974), 353-356, 그리고 이에 대한 동아시아 논사들

의 해석은 鶴見良道 1975를 참조하라. 다만 츠루미의 연구는 해당 구절에 대한 정영사 혜원의 해석

과 이를 비판한 길장의 주장에 집중되어 있다.

37) �大寶積經� ｢勝鬘夫人會｣(T11, 119:  677c16-19): “世尊, 若無如來藏者, 應無厭苦樂求涅槃. 於此六識及以

所知如是七法, 剎那不住不受眾苦, 不堪厭離願求涅槃.” 

38) 티벳역 �승만경�(ŚSS 148, 1-10): bcom ldan ’das gal te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ma mchis na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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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더하여, 동아시아 논사들 또한 각자의 이해에 따

라 해당 구절을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S.524R의 이해 방식은 다음과 같다.

“六識”이라는 것은 육근(六根)에 의지해 생기는 마음이다. “及心”이란 의

근(意根)이다. “法智”란 의근 중의 공해(空解)이다. “이 일곱 가지 법”은 변

화하며 저절로 사라져 찰나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六識과 심(心)은 

온갖 고(苦)를 심을 수 없고 법지(法智) 또한 苦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39) 

이 해석에 보이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승만경소�는 “心法智”라는 용

어를 제6식을 낳는 토대로서의 의근(意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해석은 역설적으로 티벳역의 “인식하는 것” 즉 인식의 주체 혹은 능견(能見)

으로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40)

두 번째 특징은 �승만경소�가 “心法智”라는 용어를 ‘心’과 ‘法智’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法智란 바로 “의근 중 공해(空解)”라고 하고 

있다. �승만경소� 안에서 공해는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이 중에서 별개의 마

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고 대부분 깨달음의 한 속성과 관

련되어 사용되고 있다.41) 다시 말해 �승만경소�는 ‘心法智’를 제6 의식(意識)의 

sdug bsngal la skyo ba dang / mya ngan las ’das pa la ’dod cing don du gnyer ba dang smon yang ma 

mchis par ’gyur ro / de ci’i slad du zhe na / bcom ldan ’das rnam par shes pa drug po gang lags pa ’di dag 

dang / rnam par shes pa gang lags pa ’di dang / bcom ldan ’das ’di ltar chos dbun po ’di dag ni mi gnas po 

dang / skad cig pa dang / sdug bsngal rnams myong ba ma lags pas chos de dag ni sdug bsngal la skyo ba 

dang / mya ngan las ’das pa la ’dod cing don du gnyer ba dang smon par mi rigs so /(세존이시여, 여래장

이 없다면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추구하고 희망하고 발원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왜인지를 말씀

드리면,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섯 가지 인식이라 불리는 것과 이 인식이라 불리는 것,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일곱 가지 法은 머무르지 않고 찰나[에 사라지]니 고통을 맛보지 못하기에 고통을 싫어

하고 열반을 추구하고, 희망하고 발원할 수 없습니다)” 

39) S.524R 782-783행, “｢六識｣者依六根生心. ｢及心｣者意根也. ｢法智｣者意根中空解也, ｢此七法｣化化自滅剎

那不住故云｢六識及心不種眾苦. 法智亦不得厭苦樂求涅槃｣也.”(cf. T85, 1: 277a8-11)

40) 이처럼 心法智를 의근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승만경� 주석서인 돈황사본 柰93에도 언급되

어 있다는 것이 高崎直道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그에 따르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及心法智者, 意根

能傳解與識, 故稱爲知也.”(高崎直道 1978, 354) 다만 해당 사본은 금번 조사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어 

본고의 논의에서는 생략하였다. 북조기 승만경 주석서 전반에 대한 조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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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가 되는 의근과 의근 중에 포함되는 공(空)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 본다는 

것인데, 이처럼 육식 이외의 마음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고 십팔계(十八界) 중 

의근(意根)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은 �승만경소�에 나타나

는 독자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心法智”를 둘로 나누어 해석하는 방식은 지론학파에서 알라야

식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론학파의 �승

만경� 주석서인 돈황사본 S.6388과 정영사 혜원 찬 �승만경의기(勝鬘經義記)�

에 나타난 “六識及心法智”의 해석을 보자.

“그리고 心法智”라는 것은 제7심 중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기에 “법

지”를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이 있게 되는 것이다.42) 

“이 六識과 心法智에서”란 망심(妄心)을 든 것이다. “六[識]”이란 사식(事

識)이며 “及心法智”는 제7식이다. 미혹된 때는 “心”이라 하고 해혹(解惑)

함을 “法智”라 한다. 이 일곱 가지는 [스스로] 머무르지 못하니, 진실을 떠

난다면 거짓된 체(體)가 세워지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사식(事識) 여섯 

가지와 망심(妄心) 하나를 함쳐 “일곱가지 법”이라 하였다.43)

상기 인용문에서 “제7심”이란 초기 지론학파 특유 7식설을 반영하고 있

다.44) 초기 지론학파에서 제7알라야식은 전6식과는 구분되며, 동시에 염분(染

分)과 정분(淨分)이 공존하는 여래장 사상에 입각하여 이해되었다. 이러한 이

해는 S.524R에서 ‘心’과 ‘法智’를 구분하여 해석한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

이다. S.6388의 “明法智”, “二名”이라는 문구에서도 해당 부분을 “心”과 “法智”

41) 예를 들어 S.524R 177-8행, “空解關心生善為調, 滅惡名伏.” ; 478-9행, “亦可因三界實空解故, 彼處受生故

言｢無漏業因｣.” ; 595-6행, “｢以一智｣者, 三界之中治道空解, 能摧四諦麁惑.”

42) S.6388 908행(�속집� 429), “｢及心法智｣者, 第七心中有明有闇, 明法智, 是故有二名也.”

43) �勝鬘經義記� (X19, 2: 893b17-19), “｢於此六識及心法智｣, 舉其妄心. ｢六｣是事識, ｢及心法智｣是第七識. 

迷時名心, 解名法智. 此七不住, 明其離真妄躰不立. 事六妄一, 合為七法.”

44) 돈황출토 지론문헌을 중심으로 지론학파의 7식설의 논한 최근 연구로는 이상민 2018, 167-20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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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45), �승만경의기�

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번뇌(惑)와 이해(解, �승만경소�의 空解와 동의어?)의 관

점으로 “心”과 “法智”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46) 즉 지론학파의 성립 이후 북

조 불교에 알라야식을 추가한 새로운 심식설이 구축된 이후에도, 기존의 북조

불교에서 고안된 �승만경�의 해석법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3. 십수(十受)와 �보살지지경�의 삼취정계

마지막으로 �승만경소�에 나타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본지분(本地

分) 중 보살지(菩薩地, bodhisattva-bhūmi)의 별역인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418년 역)�의 영향을 짧게 논한다. �승만경�의 ｢십수장(十受章)｣에는 승만부

인이 부처께서 내려주신 열 가지 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

한 �승만경소�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곧바로 열 가지 받음[受]을 밝히는 가운데 네 부분으로 뜻을 밝힌다. 

처음 한 계는 받는 것은 쉽지만 지니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받음

은 서원을 지님을 밝힌다.

다음의 네 가지 받음은 율의계(律儀戒)를 밝힌다.

다음의 네 가지 받음은 섭중생계(攝衆生戒)를 밝힌다.

마지막 한 가지 받음은 섭선법계(攝善法戒)[를 밝힌다.]47)

45)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으로 “두 가지 명칭”이 경문의 “六識及心法智”에서 “六識”과 “心法智”를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논자가 이 문구가 S.524R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心과 ”法智“를 따로 해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미 지론학파 내에서 7식설이 잘 알려져 있었으며 전6식과 제7식은 별개의 마음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실제로 해당 문구에 “第七心”이라고 명기하고 있기에 다시 “두 가지 명칭”이 있다고 설명

을 부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둘째는 “有明有暗”이라는 구절 후에 바로 “明法智”를 두어 “法智”만

을 따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문구 상 法智는 明을 의미하기 때문에 暗은 제7식중 染分을 지

칭한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보았을 때 이유구인 “是故”의 의미도 잘 통하게 된다.

46) �승만경의기�의 구절은 �승만보굴�에서도 비판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그 논의가 알라야식과 

아나타식 등의 심식설에 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勝鬘寶窟� (T37, 3: 83b25-29) 

“｢於此六識及心法智｣者, 有人言: 六識者, 六是事識, 及心法智是第七識, 迷時名心. 解名法智. 第八名藏識. 

是阿利耶. 此造疏人, 不見攝論謂第七識名法智, 攝論第八(→七?)識名阿陀那, 此云無解識. 豈得稱｢法智｣耶.”

47) S.524R 94-96행, “從｢世尊｣以下, 正明十受中有四段明義. 初一戒明受之則易, 持之則難故, 初一受明誓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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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율의계(saṃvaraśīla)”, “섭중생계(kuśaladharmasaṃgrāhakaṃ śīlaṃ)”, 

“섭선법계(sattvānugrāhakaṃ śīlaṃ)”는 보살지 ｢계품(戒品)｣에서 재가자와 출가

자의 계를 세 가지로 요약한 소위 삼취정계(三聚淨戒, trividhāni śīlāni)를 말한

다.48) 이것은 �승만경�의 해석에 보살지에서 논한 계율 범주를 적용했다는 의

미로, 다시 말해 초법사는 �승만경소�를 지을 때 이미 보살지에 대한 선이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보살지는 “보살의 정신적 수행의 기초 또는 단계를 기술

하는 문헌”(안성두 2015, 441)으로서 인도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계에

서도 보살의 수행도, 보살계 운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연

구가 북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몇몇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

다.49)

�승만경소�의 성립시기에 대한 추정이 옳다면, 당 문헌은 보살지의 교설인 

삼취정계를 활용하여 �승만경�의 십수(十受)를 해석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

이 된다.50) 실제로 이러한 해석 방식은 �승만경소�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작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S.1649나 S.2660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다소 

내용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후 작성된 북조 찬술 �승만경�주석서가 예외 

없이 삼취정계로 십수를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51) 동아시아 �승만경�주석사 

상에서 본서의 위치도 분명해진다.

물론 대부분의 북조 찬술문헌이 실전된 현재 상황에서 �승만경소�가 낙양

기 불교를 대표하는 문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也. 次有四受明律儀戒. 次有四受明攝眾生戒. 最後一受攝善法戒也.” (cf. T85, 1: 263b8-12)

48) 보살지 ｢계품｣을 중심으로 한 보살계를 논한 연구로는 船山徹 1995, 21-24 및 안성두 2006을 참조

하라. 

49) 다만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보살지의 위치는 아직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논자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보살지지경�의 전래와 수용에 관한 개략적인 

선행연구로는 李子捷, 2017 및 田湖 2018을 참조하라. 또한 남조에서 이루어진 보살계 운동의 전개

에 대해서는 船山徹 1995를 참조하라.

50) 삼취정계 이외에도, �승만경소�에는 지전(地前) 보살, 즉 십지(十地)에 이르기 전의 보살을 “성지

(性地)”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살지의 “종성지보살(種性地菩薩, gotrāstha 

boddhisattva, T30, 10: 956a5)”에 기원할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살의 계위와 관련된 연구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측으로만 남겨둔다.

51) 古泉圓順 1976,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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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승만경소�가 당시 북조에서 이루어진 불교연구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는 점은 중요하다. 즉, �승만경소�는 당시 북조불교계가 남조의 성실열반학을 

수용하는 한편 북조 특유의 보살지 사상을 조합시키면서 불교 교학연구의 외

연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실록이라는 것이다. 또한 �승만경소�

에 반영된 낙양기 불교의 교학이 이후 �십지경론�이 번역되고 지론학파가 북

조의 주류로 등장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증거들

은,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고리들이 낙양기 불교의 규명

에 의해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이상, 본고에서는 돈황사본 S.524R의 기초적인 정보 및 그에 반영된 낙양기 

불교의 몇 가지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524R의 녹문은 �대정장�권85에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본과 비교한 

결과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본을 전면 검토하여 

총 206건의 수정 소요를 확인하였다.

2) S.524R의 필사년도는 “延昌四年”, 즉 515년이지만, 원본 �승만경소�의 찬

술은 511년 �십지경론�이 번역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아직 추정의 단계이지만 원본 �승만경소�의 저자인 조

(照)/초(招) 법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문헌 내의 인용관계를 보았을 때 북조에서 활동하였던 학장으로서 남조

불교와도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3) S.524R의 �승만경� 해석은 특히 심식설이라는 측면에서 �성실론�의 영

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상응(相應)”을 “사심동연일

경(四心同緣一境)”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해석은 이후 지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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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서도 수용되었다.

4) 또한 S.524R은 �승만경�의 “心法智”라는 용어에서 “心”을 의근(意根)으

로, “法智”를 의근 중 공해(空解)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경문 해석은 이후 

心法智를 제7알라야식으로 이해한 지론학파에게도 이어졌다.

5) S.524R은 �승만경�의 십수(十受)를 보살지의 삼취정계로 해석하는데, 이

러한 해석법은 현존 북조 찬술 �승만경� 주석서 중 S.524R이 최초이며 

낙양기 보살지 연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에 정리된 것과 같이, S.524R은 시대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낙양기 불

교에서 지론학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후 S.524R을 

중심으로 북조 �승만경�주석서의 연구, 동시대 문헌과의 상관관계, 나아가 낙

양기 불교사상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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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T85 대정장본 행 사본 판정 비고

1 261c □勝鬘書 4 与勝鬘書 ｢與勝鬘書｣ �승만경� (T12,217a)

2 261c 此言□□□歡心 6 如言□□□□心 如言□□□□心 “□”=

3 261c 領納故曰此書故 11 領納故⋮曰⋮此書故 領納此書故

4 261c 如三復白強 11 如三復白珪 如三復白圭(?) �論語�, ｢先進｣ 6.

5 261c 納之在懷白受 13 納之在懷曰受 納之在懷曰｢受｣

6 261c 下二句請佛｡ 佛仰者敬仰｡ 20-21 下二句請佛仰者敬仰 下二句請佛｡ ｢仰｣者敬仰｡ 

7 262a 佛於宮中現者 23 佛於空中現者 ｢佛於空中現｣者 �승만경� (T12,217a)

8 262a 顯示面接足禮者 28 頭示⋮面接足禮者 ｢頭面接足禮｣者 �승만경� (T12,217a)

9 262a 從如來妙色身者 29 從｢如來妙色身｣者⋮ 從｢如來妙色身｣

10 262b 繫等所感 36-37 繫業(?)所感 繫業所感 “業”은 잔획으로 추정

11 262b 業斷土由惑亡故 49-50 業斷必由惑亡故 業斷必由惑亡故

12 262b 智即彼若 53 智即波若 智即波若

13 262c 萬德積若理道言表 58 萬德積着理道言表 萬德積著理過(?)言表

“道”는 “過”의 오기? 

cf. S.524R 189행, “理

過言表故不得邊際”

14 262c 亦數即禮｡ 是故此偈諦跡｡ 59 亦歎即禮是故此偈掃跡 亦歎即禮｡ 是故此偈掃跡 “掃”=

15 262c 言我今敬禮者 60 言□今所禮者 言我今所禮者 “我”=

16 262c

上來二世為師｡ 今明三世作

護｡ 所以而然｡ 過者若護｡ 

現未必然故｡ 舉過護來謹｡ 

64-65

上求二世為師今明三世作

護｡ 所以而然過去若護現

未必然故舉過護來證

上求二世為師｡ 今明三世作

護｡ 所以而然｡ 過去若護｡ 

現未必然故｡ 舉過護來證｡ 

17 262c 已作明過者現在 67 已作明過去現在 已作明過去現在

18 263a 風下靡草 74 風之靡草 風之靡草

19 263a 何邪見逸蕩今有世｡ 76 何邪見逸蕩之有也 何邪見逸蕩之有也｡ 

20 263b 欲心心明犯則易 97 欲心~明犯則易 欲明心犯則易

21 263b 亦可心為本根 98 亦可心為本~根 亦可心為根本

22 263b

不必者年也｡ 於此尊長正應

修敬奉養諮戲未聞曰有冥

閏

102-

103

不必耆年也｡ 於此尊長正

應修敬奉養諮啟未聞曰有

窴潤

不必耆年也｡ 於此尊長正

應修敬奉養諮啟未聞曰有

窴潤

23 263c 鳥馬七珍名外眾具也｡ 107 象馬七珍名外眾具也 象馬七珍名｢外眾具｣也｡ 

24 263c 不起嫉心者｡ 109- 不起疾心者 ｢不起疾心｣者｡ 

《부록: S.524R �승만경소� 교정표》

〈범례〉

1. 단순 오식(誤植)에 대한 교정은 별도의 비고를 붙이지 않는다.

2. 知↔智, 辨↔辦, 胃↔謂, 邪↔耶 등 통용자나 가차자(假借字)의 교감은 생략한다.

3. 帝→諦, 胃→謂, 或→惑의 수정의 경우 교감은 생락한다.

4. ‘⋮’는 삭제기호, ‘~’는 순서바꿈 기호를 의미하며, 사본상의 표기를 반영한 것이다.

5. 문맥이나 잔획에 의해 추정한 글자는 별도로 ‘?’를 붙이며, 판독이 어려운 경우 

‘비고’란에 사본의 이미지를 첨부한다.

6. ‘판정’란의 홑낫표(｢｣)는 인용된 경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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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5 263c 現若眾生 114 現苦眾生 現苦眾生

26 263c 所上具眾生 119 上~所具⋮眾生 所上眾生

27 263c 疾病者使彼天府調暢｡ 122 疾病者使彼六府調暢 ｢疾病｣者使彼六府調暢｡ 

28 264a 我德力時者 126 我德力時者 ｢我得力時｣者
“德”은 “得”의 오기? 

cf.�승만경�(T12,217c)

29 264a 若惡人也 127 善惡人也 善惡人也

30 264a 此明世間若值 130 此明世間善備 此明世間善備

31 264a
忘因則為果｡ 此明失因之無

能求之意
136

忘因則喪果此明失因亦無

能求之意

忘因則喪果｡ 此明失因｡ 亦

無能求之意｡ 

32 264a 惡罪重殊無邊故 141 衰罪重殊無邊故 衰罪重殊無邊故

33 264b 慧目不開故名癡｡ 148 慧目不開故名夜 慧目不開故名夜｡ 

34 264b 經眾序列也 151 經眾家序列也 經眾家序列也｡ 

35 264b 其號再章
159-

160
其名再章 其名再章

36 264b 從性今身終至處住十
164-

165
從性今身終至處住~十 從性今身終至處十住

37 264c 化人惡生蒙益也｡ 167 化人倉生蒙益也 化人蒼生蒙益也｡ 

38 264c 備喻來現 168 借喻來呪 借喻來況(?)

“呪”는 “況”의 오기?. 

cf. S.524R 585행, “以

喻來況”

39 264c 如是菩薩恒沙願 169 如是菩薩沙恒願 如是菩薩恒沙願 �승만경� (T12,218a)

40 264c 就中凡者八段 172 就中凡有八段 就中凡有八段

41 264c 第三承佛威神 173 第三承佛威神 第二｢承佛威神｣ “三”은 “二”의 오기?.

42 264c 不為相聞故言｢調伏｣也｡ 178 不為相間故言調伏也 不為相間故言｢調伏｣也｡ 

43 265a 皆悉入於此一大願中 180 皆悉入於⋮此一大願中 皆悉入於此一大願中

44 265a 即言善哉也 182 印言善哉也 印言善哉也

45 265a 汝已長夜 184 汝以長夜 汝已長夜 �승만경� (T12,218a)

46 265a 但以方言究豈 190 但以方言究宜 但以方言究宜

47 265b 橫故之善 195 橫收之善 橫收之善

48 265b 明一切佛法者 195 得一切佛法者 ｢得一切佛法｣者 �승만경� (T12,218a)

49 265b 普異大雲者 200 普興大雲者 普興大雲者 �승만경� (T12,218a)

50 265b 兩眾色雨 201 雨眾色雨 ｢雨眾色雨｣ �승만경� (T12,218b)

51 265b
如是攝受正法含雲喻｡ 雨無

量福報今種種寶｡ 
202

如是攝受正法合雲喻雨無

量福報今種種寶

｢如是攝受正法｣合雲喻｡ ｢

雨無量福報｣合種種寶｡ 

52 265b
及四百億類洲名｡ 此別喻四

果也｡ 
205

及四百億類洲者此別譬四

果也

｢及四百億類洲｣者｡ 此別

譬四果也｡ 

53 265b 此別含一百億類州
206-

207
此別含一百億類州 此別合(?)一百億類州

“含”은 “合”의 오기?. 

56번도 동일

54 265b 此舉外喻之初｡ 208 此舉外喻之初 此舉水(?)喻之初

“外/水”=  

cf. S.524R 203-204

행 “｢又如劫初成時｣

以下第二喻｡ 前雲喻

因果俱總｡ 此水喻因

總而果別也｡ ”

55 265b 願菩薩出生為喻 211 願菩薩出生為譬 願菩薩出生為譬

56 265c 含前大地 214 含前大地 合(?)前大地

57 265c 君高化下 217 居高化下 居高化下

58 265c 出世功由善支 219 出世功由善友(?) 出世功由善友

59 265c
此合第四喻也｡ 緣覺者合第

二也｡ 諸山喻

221-

222

此合第三喻也緣覺者合第

二也⋮諸山喻

此合第三喻也｡ ｢緣覺｣者

合第二諸山喻｡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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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65c 能生天道勝善 225 能生六道勝善 能生六道勝善

61 266a 亦聲聞乘 234 求聲聞乘 求聲聞乘 �승만경� (T12,218b)

62 266a 得法功｡ 由然(->於)師 235 得法功由於師 得法功由於師｡ 

63 266a 第五名明 237 第五名⋮明 第五明

64 266a 使若修行 239 使善修行 使善修行

65 266a 目為爾法
241-

242
目為正法 目為｢正法｣｡ 

66 266a 三大願中弟子二外化願｡ 244
三大願中第子⋮二外化

願｡ 
三大願中第二外化願｡ 

67 266a
前明以無戢心為眾生說｡ 今

明由說由故能生人善｡ 
244

前明以無戢心為眾生說今

明由說由⋮故能生人善

前明以無厭心為眾生說｡ 

今明由說故能生人善｡ 

68 266b 不耶可執為正法
247-

248
不耶可軌為正法 不邪可軌為正法

69 266b 波羅蜜攝事竟｡ 250 波羅蜜攝生事竟 ｢波羅蜜｣攝生事竟｡ 

70 266b 法者當體非耶可執
251-

252
法者當體非邪可軌 ｢法｣者當體非邪可軌

71 266b 自下度就六度 252 自下廣就六度 自下廣就六度

72 266b 捨身身乃至支節者 254 捨身~乃至支節者 ｢乃至捨身支節｣者 �승만경� (T12,218c)

73 266c
前五皆有體根｡ 今此智慧虛

非淺
269

前五皆有體狠今此智慧虛

寂非淺

前五皆有體根｡ 今此智慧

虛寂非淺

74 266c 實其佛法 271 寘其佛法 置其佛法 “寘”=“置”

75 266c 醫方鎮戢乃至日月博蝕 273
醫方鎮(广+戢)乃至日月

博蝕
醫方鎮壓(?)乃至日月博蝕

76 266c 解興或惡故言明處 274 解興或喪故言明處 解興或喪故言｢明處｣｡ 

77 266c 無畏攝受正法 276 無異攝受正法 無異攝受正法 �승만경� (T12,218c)

78 266c 善外更無別人求善為人也｡ 
278-

279
善外更無別人束善為人也 善外更無別人束善為人也｡ 

79 267a 生死緣後際者 287 生死緣⋮後際者 ｢生死後際｣者 �승만경� (T12,219a)

80 267a 離老□死者 288 離老病(?)死者 ｢離老病死｣者

�승만경� (T12,219a)

“病”=

81 267a 出□彼所得 288 出彼⋮彼所得 出彼所得

82 267a 興顯大士法 298 興顯大士⋮法 興顯大法

83 267b 明當諍訟者｡ 301 朋當諍訟者 ｢朋黨諍訟｣者 �승만경� (T12,219a)

84 267b
明大乘｡ 黨於常住明小乘｡ 

黨於小乘
302

朋大乘黨於常住朋小乘黨

於小乘

朋大乘黨於常住｡ 朋小乘

黨於小乘｡ 

85 267b 口與情返稱白欺誑｡ 305 口與情返稱曰欺誑 口與情返稱曰｢欺誑｣｡ 

86 267b 殖而生喜躍之心也｡ 313 隨而生喜躍之心也 隨而生喜躍之心也｡ 

87 267c 洎然無為 322 洎然無為 泊(?)然無為

88 267c
性地菩薩功德高勝由苦不

如

331-

332

性地菩薩功德高勝由尙不

如

性地菩薩功德高勝由尙不

如

89 267c 黨以攝受正法 333 黨以攝受正法 當(?)以攝受正法
“當”=

cf.�승만경� (T12,219a)

90 267c 能為人功德 336 眾魔能喪人功德 眾魔能喪人功德

91 268a 初住為歎 338 初住為報 初住為報

92 268a 外化之歎 339 外化之報 外化之報

93 268a 如來住昔 343 如來住昔 如來往昔 “住”은 “往”의 오기?

94 268a 破三歸說一 343 破三歸⋮一~說 破三說一

95 268a 誤爭重 344 誤事重 誤事重

96 268a 一法有於名義 346 一法有於多義 一法有於多義

97 268a 此義來章故 348 此義未章故 此義未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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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68a 欲使廣攝受體 351 欲使廣彰攝受體 欲使廣彰攝受體

99 268b
言中道出前畢｡ 解出賓者出

生故有異也｡ 
360

言中道出前章解出實有出

生故有異也

言中道出前章解出｡ 實有

出生故有異也｡ 

100 268b 有如一切種子 360 有如一切種子 ｢又(?)如一切種子｣
“有”는 “又”의 오기? 

cf.�승만경�(T12,219b)

101 268b 以說四乘從大乘而生 362 以況四乘從大乘而生 以況四乘從大乘而生｡ 

102 268b-c 秦言歎得解脫 370 秦言報得解脫 秦言報得解脫｡ 

103 268c

莫礙之至難…今礙(->尋)波

羅叉名得此無作｡ 礙(->尋)

比尼名亦得此無作

379-

381

莫尋之至難…今尋波羅叉

名得此無作尋比尼名亦得

此無作

莫尋之至難…今尋波羅叉

名得此無作｡ 尋比尼名亦

得此無作｡ 

104 268c 無別小比尼 385 無別小⋮比尼 無別比尼｡ 

105 269a 者｡ 是故恐怖也｡ 391 者⋮是故恐怖也 是故恐怖也｡ 

106 269a 因章苦果則能遍切羅漢故 395
因□苦果則能逼切羅漢

故
因□苦果則能逼切羅漢故 “章/□”=

107 269a 未傾更黨 403 未傾更當 未傾更當

108 269a 梵行以五 404 梵行以立 梵行以立

109 269b 不遇變易生死故 409 不過變易生死故 不過變易生死故

110 269b 自下形奪佛 409 自下形奪 自下形奪

111 269b 第二清淨 421 第一清淨 第一清淨

112 269c 第五句也涅槃句也｡ 427 第五句⋮也⋮涅槃句也 第五涅槃句也｡ 

113 269c 如來但說一□ 433 如來但說一葙 如來但說一相(?) “葙/相”=

114 269c 前變最後 436 前變易~後 前變後易

115 269c 正出受分段之人 437 此出受分段之人 此出受分段之人

116 270a 是故說不受後有｡ 442 是故說作不受後有 是故說作｢不受後有｣

117 270a 居於此也｡ 442 在於此也 在於此也｡ 

118 270a 苦諦不重也｡ 444 苦諦不喪也 苦諦不喪也｡ 

119 270a 以下就最為大力
445-

446
以下訖最為大力 以下訖｢最為大力｣

120 270a 第第四從
446-

447
第第四從 第四從 “第第”는 오기?

121 270a 麁礦潤生 450 麁擴潤生 麁獷潤生

122 270a 皆名超煩惱也 452 皆名起煩惱也 皆名｢起煩惱｣也｡ 

123 270b

後煩惱從此上生名起為煩

惱｡ 如此起者彰恒沙功德故

名恒沙煩惱｡ 如是萬行之上

即名上煩惱｡ 

455

後煩惱從此上生名為~起

煩惱

如此起者障恒沙功德故名

恒沙煩惱如是在萬行之上

即名｢上煩惱

後煩惱從此上生名為｢起

煩惱｣｡ 如此起者障恒沙功

德故名｢恒沙煩惱｣｡ 如是

在萬行之上即名｢上煩惱｣

｡ 

124 270b 從此從一念上 459 從此從⋮一念上 從此一念上

125 270c 外緣者 474 取緣者 ｢取緣｣者

126 270c 愛取為緣有漏為因
475-

476
愛取為緣有□為因 愛取為緣有漏為因

“漏”=

Cf. �勝鬘經述記�권2 

“今不取名言為因｡ 乃

用有漏業為因｡ 愛取

為緣”(X19,911c)

127 270c 具同伴相始 477 是同伴相招 是同伴相招

128 270c 煩惱時 482 彼惱⋮時 彼時

129
270c-

271a

緣無明住地｡ 四有無漏之解

｡ 

482-

483

緣無明住住地而有無漏之

解

緣無明住地｡ 而有無漏之

解｡ 
“住住”는 오기?

130 271a 果上費得 483 果上覺得 果上覺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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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71a 得復一周格量 484 復一周量 復一周量

132 271a 不與無明業因 485 不與無明業同 不與無明業同

133 271a 得說亦地之惑勝下煩惱 485 復說上地之惑勝下煩惱 復說上地之惑勝下煩惱

134 271a
業或明斷欲明此惑力強也｡ 

真言佛地所斷｡ 

485-

486

業來明斷欲明此惑力強也

直言佛地所斷

業未(?)明斷｡ 欲明此惑力

強也｡ 直言佛地所斷｡ 
“來”는 “未”의 오기?

135 271a 導世以下 489 尊~世以下 ｢世尊｣以下

136 271a 四緣中解兩種生死 489 因緣中解兩種生死 因緣中解兩種生死

137 271a
不能玄鑒事□故｡ 言於彼法

不知不覺也｡ 
491

不能玄鑒事□故言於彼

法不知不覺也

不能玄鑒事表(?)故｡ 言｢於

彼彼(?)法不知不覺｣也

“□/表”=   

cf. S.524R 146행 “不

能玄鑒事原表”

“彼彼”는 cf. �승만경� 

(T12,220a)

138 271a 故由無明煩惱 492 政由無明煩惱 正由無明煩惱

139 271a 體不自因 493 體不自固 體不自固

140 271b 非一功德者 500 非一功德者 ｢非一切(?)功德｣者 �승만경� (T12,220b)

141 271c 無明是是
505-

506
無明是是 無明是 “是是”는 오기?

142 271c 涅槃應證不究竟 518 涅槃應證不⋮究竟 涅槃應證究竟

143 271c 彼生心上煩惱也 522 彼生心上煩惱心也 ｢彼生心上煩惱｣也 �승만경� (T12,220b)

144 272a
證一切法自在地者｡ 不是後

有智也｡ 

537-

538

登一切法自在地者不受後

有智也｡ 

｢登一切法自在地｣者｡ 不

受後有智也｡ 

145 272b 法屬如來 545 結屬如來 結屬如來

146 272b 觀第一蘇息處涅槃者 554
觀第一蘇息處涅⋮槃⋮

者
｢觀第一蘇息處｣者

147 272b 一果常孝 557 一果常存 一果常存

148 272c 體根雙釋 564 體貇雙釋 體根雙釋 “根/貇”=

149 272c 是故說者 566 故作是說者 故｢作是說者…

150 272c 體根兩門 567 體貇兩門 體根兩門 “根/貇”=

151 272c 非究竟依名聞也｡ 572 非究竟依名少也 非究竟依名少也｡ 

152 272c 何以故下以 572 何以故下~以 ｢何以故｣以下

153 272c 因中一乘道(->噵)究竟 573 因中一乘噵究竟 因中一乘噵究竟

154 273a 明知出要道善識說彰道故 587
明知出要道⋮善識說彰

道⋮故
明知出要善識說彰故

155 273b 能摧四諦不麁或 596 能摧四諦不⋮麁或 能摧四諦麁或 “不⋮”=

156 273c 聖資如來正解故 616 明資如來正解故 明資如來正解故

157 273c 然後為明聲藏 617 然後為明㲉藏 ｢然後為無明㲉藏｣ �승만경� (T12,221b)

158 273c 此說甚深如來之藏體
623-

624
此說甚深如來之藏也 此說甚深如來之藏也

159 274a 實莫難知 630 冥莫難知 冥莫難知

160 274a 謂說聖諦者
635-

636
謂說二聖諦者 謂說二聖諦者

161 274a-b 滅成亦不盡
643-

644
滅或亦不盡 滅惑亦不盡

162 274b 作說無作聖諦以下 648 作⋮說無作聖諦以下 ｢說無作聖諦｣以下

163 274b 苦集經通金剛 649 苦集絙通金剛 苦集經通金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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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74b 非是悲情為物 649 非是曲情為物 非是曲情為物 “曲”=

165 274b 洛在四諦聖 652 洛在四諦~聖 洛在四聖諦

166 274b-c 收果于得四住地 659 收果則得四住地 收果則得四住地

167 274c 明無或盡 660 明~無或盡 無明惑盡

168 274c 既不可起造亦不可起 664 既不可起⋮造亦不可起 既不可造亦不可起

169 275a 是如來空智者 681 是如來空智者者 ｢是如來空智｣者

170 275a
煩惱藏體是可空之法故名

藏空

681-

682

煩惱藏體是可空之法故名

藏⋮空

煩惱藏體是可空之法故名

空

171 275a
世尊如來(+藏?)者｡ 一切羅

漢大力菩薩本所不得者
683

世尊如來者一切羅漢大力

菩薩本所不得者

｢世尊如來藏(?)者一切羅

漢大力菩薩本所不得｣者
�승만경� (T12,221c)

172 275a 可得易脫故言若□ 686 可得易脫故言若脫 可得易脫故言｢若脫｣

173 275b 乃至大力本所得也｡ 
694-

695
乃至大力本所不得也 乃至｢大力本所不得｣也｡ �승만경� (T12,221c)

174 275b 然住滅道體無別狀 699 然常住滅道體無別狀 然常住滅道體無別狀

175 275b 一住(->삭제)諦常住 705 一住⋮諦常住 一諦常住

176 275c 差違中道名之為遍
714-

715
差違中道名之為邊 差違中道名之為｢邊｣

177 275c 別見形二見名也｡ 719 別見⋮形二見名也 別形二見名也｡ 

178 275c 此是常見者
721-

722
此是常見者⋮ 此是常見

179 275c 起常見也｡ 724 起常見也也 起常見也｡ 

180 276a
羅漢淨智尚自不知何說性

地
744

羅漢淨智尚自不知何況性

地

羅漢淨智尚自不知何況性

地

181 276a 居宗幹極 744 居宗體極 居宗體極

182 276a 此淨智常三界或亡 745 此淨智者三界或亡 ｢此淨智｣者三界惑亡

183 276a
彼滅諦尚非境界｡ 何說小乘

性地
745

彼滅帝尚非境界何況小乘

性地

彼滅諦尚非境界何況小乘

性地

184 276b 三乘初樂者 746 三乘初業者 ｢三乘初業｣者

185 276b 當得覺當時者 747 當得⋮覺當得者 ｢當覺當得｣者

186 276b 為彼故說四能者 748 為彼故說四依者 ｢為彼故說四依｣者

187 276b 羅漢當不知何說性地 749 羅漢尙不知何況性地 羅漢尙不知何況性地

188 276b 應身皆能與物作依 751 應身旨(?)能與物作依 應身皆能與物作依 “皆/旨”=

189 276b 第三從如來藏者以下 758 第三從如來藏者以下 第二(?)從｢如來藏者｣以下

Cf. S.524R 758-759

행
“初明生死善惡依如

來藏(해당문구)…第

三從說是難解之法以

下”

190 276c 次第不受根起諸受者 766
次⋮第⋮不⋮受⋮根⋮

起⋮諸受者
｢諸受｣者

191 276c
非如來藏非如來藏有死有

生
772

非如來藏非如來藏有死有

生
｢非如來藏有死有生｣ “非如來藏”은 연문?

192 276c 建立者不合斷也｡ 774 建立者不~合斷也 ｢建立｣者合｢不斷｣也｡ 

193 276c 不異者不可變易也｡ 775 不異者不可變異也 ｢不異｣者不可變異也｡ 

194 276c 異者可令變易 777 異者可令變異 ｢異｣者可令變異

195 277a 苦亂意者斷見也｡ 789 空亂意者斷見也 ｢空亂意｣者斷見也｡ 

196 277a 自下以淺說深｡ 793 自下以淺況深 自下以淺況深｡ 

197 277a 剎那若在現時 793 剎那善在現時 剎那善在現時

198 277b 上來明一乘境行既同 809 上來明一乘境行既周 上來明一乘境行既周

199 277c 正行修定力故徹見三千
812-

813
正以修定力故徹見三千 正以修定力故徹見三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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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77c

觀察羅漢眼者｡ 此第二巧便｡ 

昔時常眼以修行故｡ 今得不

眼｡ 若爾為修萬善應得大不

眼｡ 

817-

818

觀察羅漢眠者此第二巧便

昔時常眠以修行故今得不

眠若爾為修萬善應得大不

眠

｢觀察羅漢眠｣者｡ 此第二

巧便｡ 昔時常眠以修行故｡ 

今得不眠｡ 若爾為修萬善

應得大不眼眠｡ 

201 277c 則解者染污
821-

822
則解有染污 則解有染污

202 277c 離目影像也｡ 827 離自毀傷也 ｢離自毀傷｣也｡ �승만경� (T12,222c)

203 278a 除此諸男善子 830 除此諸男~善子 除此諸善男子

204 278a 乃至執持經名者 842 乃至執持經□者 ｢乃至執持經卷(?)｣者

“名/□”=

cf. �승만경�(T12,223a)

“乃至執持經卷”

205 278b 照江師疏 849 照法師疏 照法師疏

206 278b 於京承明寺 850 於京永明寺 於京永明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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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sic Survey of a Dunhuang Manuscript S.524R

Lee, Sangmin
Lecturer / Department of Philosophy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unhunag Manuscript S.524R, a transcribed text 

of the Shengmanshu (勝鬘疏, “A commentary on the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ascribe to the Dharma Master Zhao(照, ?-?). The result of this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Compared with the Dunhuang Manuscript, the Taishō edition of S.524R 

contains substantial amount of erroneous passages. Total 206 errors have 

been verified through the re-calibrating work on them.

2) The colophon of S.524R tells us that this manuscript was established in the 

fourth year of Yanchang (延昌, 512-515 C.E.). However, another Dunhuang 

Manuscript P.2908, presumably written before the Daśabhūmikā-śastra was 

translated (511 C.E.), quotes passages from the Shengmanshu in the name of 

“Dharma Master Zhao (招)”. Thus it is natural to presume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hengmanshu would be written before 511 C.E. Moreover, the author 

Dharma Master Zhao would be the one of the well-known monks of the 

Northern Dynasty in that era, since he was mentioned in the various texts in 

the late 5
th
 Century.

3) S.524R adopts the abhidharmic doctrines of the Satyasiddhiśāstra (成實論) to 

interpret the passages of the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These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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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replaced by the theories of the Indian yogācāra-vijñānavāda when the 

Dilun School was established, but some theories originated in the Shengmanshu 

still exert influence on later Buddhist thought.

4) Among the existing commentaries of the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written 

in the Northern Dynasty, the Shengmanshu was the first to introduce the 

trividhāni śīlāni theory of the Bodhisattvabhūmi in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ūtra.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Buddhist in the Northen Dynasty 

began to study the Bodhisattvabhūmi from the time Shengmanshu was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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