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法上) �십지론의소� ｢가분석｣의 전개   119

불교학연구(Journal for Buddhist Studies)

제48호 (2016.09) pp. 119∼145

법상(法上) �십지론의소�
*

 

｢가분석｣의 전개

김천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

du_hyong11@naver.com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I. 문제의 소재

II. �십지경론� 가분의 구조

III. �의소�의 가분 해석과 혜원

IV. 삼매와 언설의 문제

V. 결론

요약문

본고는 초기 지론사인 법상 �십지론의소�의 �십지경론� ｢가분｣에 대한 해석, 즉 ｢가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해석이 제자인 혜원에게 전승되고 비판되는 양상을 고찰

함으로써 지론사상의 계승 및 전개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십지경론�｢가분｣은 지론사상 이해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며 여기에는 삼매

와 언설, 육상, 삼종의 궁극(盡) 등의 교리가 주축을 이룬다. 본고에서는 �십지경론�｢가

분｣의 과문과 이에 대한 �의소�의 과문, 그리고 혜원과의 관련을 통해 그 해석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의소�의 ｢가분석｣ 가운데 후에 설법의 근거로서 중요한 관점을 제

공하는 삼매와 언설의 문제를 혜원과의 관련을 염두에 두면서 상세히 논하였다.

�의소�｢가분석｣에서는 가분에 해당하는 �경�문 일부와 �논�문 전체를 과문을 통

해 해석하고 있는데, �십지경론�을 해석할 때 경문과 과문을 나누어 과목을 설정하는 



120   불교학연구 제48호

방식은 혜원에게 이르러서 철저해진다. 다만, 과문의 명목 상에 혜원에게 계승된 부분

은 없다. 그런데 ｢가분석｣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는 혜원의 �십지론의기�에서 �의소�를 

참조한 것이 확인되며, �의소�의 해석을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행지(信行地)’ 

보살에 대해서 지전으로 규정하는 �의소�의 해석은 �의기�에 수용될 뿐 아니라 �대승

의장�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의기�에서는 십종입에 관한 

�의소�의 해석을 ‘어떤 사람(有人)’ 으로 명명하며 비판하고 있다.

삼매와 언설의 문제에서 �의소�에서는 부처는 삼매 가운데서도 언설이 가능하고, 보

살은 삼매로부터 일어나야 교설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의기�에서는 삼매로부터 

일어나서야 설법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견지한다. 그러나, 이후 지론종을 계승한 화엄종

에서는 삼매와 언설의 문제에서 �의소�의 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

주제어

법상, 혜원, �십지론의소�, 삼매, 언설

I. 문제의 소재 

�십지경론�에서 가분(加分)은 부처님의 가피를 논하는 부분으로서 이후 십

지법을 설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 또한 가분에서는 �십

지경론� 번역 이후 지론종의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 문제가 설해진다. 본고에

서는 초기 지론사의 �십지경론� 해석에 속하는 법상(法上)의 �십지론의소�(이

하 �의소�로 약칭함)의 가분 해석에 대해서 과문을 통해 소개하고, 그의 제자

인 혜원(慧遠)과의 사상적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론사상의 계승 및 

전개의 한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법상의 �십지론의소�는 현재 처음부분이 결락된 권1과 권3

권이 남아있을 뿐 전모를 알 수 없다. 다행히 가분의 주석은 전부 남아있다. 법

상이 �십지경론� 가분 해석에서 중시했고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삼매

1) 亀尾泰弘,｢�十地経論』にみられる加持の解釈｣, �龍谷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30, 2008,pp.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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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설’, ‘육상’ ‘삼종의 궁극(盡)’ 등을 들 수 있다. 

이하, �십지경론�의 가분 구조와 �의소�의 가분 해석에 대해서 혜원과의 관

련을 통해 해명하고, 법상이 가분석의 처음에 주목한 삼매와 언설의 문제에 집

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중국불교에서 삼매와 언설 간의 관

계를 묻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법상은 삼매 가운데는 

언설이 없다는 �십지경론�의 주장과 상반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혜

원은 �십지경론�으로 복귀하지만, 화엄종에 이르러서는 다시 법상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중국불교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II. �십지경론� 가분의 구조

�십지경론� 초환희지는 서분(序分), 삼매분(三昧分), 가분(加分), 기분(起分), 

본분(本分), 청분(請分), 설분(說分), 교량승분(校量勝分)의 8분으로 구성된다. 가

분까지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귀경게가 있고, 다음으로 서분에서는 석가모니

가 성도 후 제2의 칠일에 타화자재천궁의 마니보장전에서 많은 보살중과 함께

함으로써 집회가 시작되는 것을 서술한다. 상수보살은 금강장보살이다. 삼매

분에서는 상수보살인 금강장보살이 부처의 위신력을 얻어 보살대승광명삼

매2)에 들어간다. 이 때, 즉 금강장보살이 삼매에 들었을 때 부처들의 가피가 구

체적으로 거론된다. 여기서부터가 가분이다. 

가분의 내용을 �논�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정리하면, ① 많은 부처의 가피, ② 

가피하는 이유, ③ 가피의 방법이다. ①에서 주의할 것은 금강장보살이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많은 부처들이 가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삼매와 언설의 

문제가 개입된다. ② 가피하는 이유에서는 10입(入)과 10시종(始終)이라는 20구

의 이유가 설해진다. 이 가운데 10입에서는 이후 화엄종에서 중요시되는 6상이 

설해지며, 10시종에서는 보살의 5종 장애와 그 대치 방법에 대해서 설한다. ③ 

2) 60권과 80권 �華嚴經�(T10,179a)에는 ‘菩薩大智慧光明三昧’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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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 ․ 구 ․ 의 삼업으로써 가피하는 것이 설해진다.

이와 같은 �십지경론� 논문의 가분 구조를 과문형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십지경론� 가분 논문의 과문

1. 加分

1.1 多佛加

1.2 何故加:20句

1.2.1 初十句依自利行(2)

1.2.1.1 根本入

1.2.1.2 餘九入

1.2.2 後十句依利他行(2)

1.2.2.1 根本始終

1.2.2.2 餘十始終(3)

1.2.2.2.1 五始終

1.2.2.2.2 五障礙

1.2.2.2.3 五對治: 五始終

1.3 云何加

1.3.1 口加(2)

1.3.1.1 根本辯才

1.3.1.2 二種辯才(2)

1.3.1.2.1 他力辯才

1.3.1.2.2 自力辯才(4)

1.3.1.2.2.1 有作善法淨辯才

1.3.1.2.2.2 無作法淨辯才

1.3.1.2.2.3 化衆生淨辯才

1.3.1.2.2.3 化衆生淨辯才

1.3.1.2.2.4 身淨辯才(3)

1.3.1.2.2.4.1 菩薩盡

1.3.1.2.2.4.2 二乘不同盡

1.3.1.2.2.4.3 佛盡

1.3.2 意加(2)

1.3.2.1 十種無畏身

1.3.2.1.1 色身勝(1句)

1.3.2.1.2 名身勝(九句)

1.3.2.2 何故唯加金剛藏(2)

1.3.2.2.1 得三昧法(2)

1.3.2.2.1.1 本願成就現前

1.3.2.2.1.2 三昧身攝功德(2)

1.3.2.2.1.2.1 八淨:依自利利他

1.3.2.2.1.2.2 八因(2) 

1.3.2.2.1.2.2.1 依自利(4)

1.3.2.2.1.2.2.2 依利他(4)

1.3.2.2.2 不得三昧法

1.3.3 身加

* 본 과문은 大竹晋校註, 新国訳大蔵経 �十地経論� I (大蔵出版社, 2005)의 목차를 참조하여 구

성하였다.

<표 1> 가운데 ‘1.1 多佛加’는 ‘가분’의 앞인 ‘삼매분’에서 금강장보살이 부

처의 위신력을 받아 삼매에 들어간 후 ‘무엇 때문에 많은 부처가 가피하는가’

를 묻는 장면이고, 이에 대해서 법과 법사에 대한 공경심을 증장시키기 위함이

며, 금강장보살만 가피하는 이유는 부처의 본원력 때문이라는 등을 설한다. 이 

부분에 ‘착하구나, 착하구나, 금강장이요’ 등의 경문이 있다. 이러한 구어적 표

현을 통해 부처의 직설임을 알 수 있는데, 삼매와 언설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

목할만하다. ‘1.2 何故加’ 부터가 가피를 하는 이유를 20구로 밝힌 것이며 금강

장불의 설명이다. 여기에서 ‘6상’설이 전개된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삼업

의 가피는 ‘1.3 云何加’부터 긴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1.3.1 口加’는 변재(辯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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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을 가피하는 것이다. 1.3.1.2.2.4신정변재(身淨辯才), 즉 구가의 의거3)가 

되는 몸이 청정함에 의한 변재에 세 가지 궁극(盡)이 있음을 알 수 있다.4) ‘1.3.2 

意加’는 색신(色身, 色蘊)과 명신(名身,受想行識蘊5))이 뛰어남으로 인해 변재에 

두려움 없도록 가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3.2.2何故唯加金剛藏’은 금강장

만이 가피를 받는 이유를 설명한 과목으로 ‘1.3.2.2.1得三昧法’, 즉 금강장만이 

삼매법을 얻기 때문인데, 삼매법은 자리와 이타에 근거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3 身加’는 신통력을 말한다.

이상으로 �십지경론� 가분의 구조를 과문을 통해 대략 설명하였다. 법상의 

�의소�의 가분 해석은 이러한 �십지경론� 구조를 통해서 고찰할 때 충분히 이

해가 가능하다. 이하 �의소�의 가분 해석에 대해서 혜원과의 사상적 관계도 언

급하면서 고찰한다. 

III. �의소�의 가분 해석과 혜원

1. 가분 해석의 구조

�의소�에서는 가분에 대해서 불성문(佛性門) 가운데 과엄인분(果嚴因分)으

로 정의한다. 부처의 불과로서 원인이 되는 부분을 꾸민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부처가 보살에게 가피를 주는 것을 말한다6). 지론사가 경론을 해석할 때 5

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오키 다카시(青木隆)에 의해 알려졌다.7) 그 

3) 身은 티벳역에 따르면 ‘의거하는 것’이다. 大竹晋校註, 新国訳大蔵経 �十地経論� I, 大蔵出版社, 2005, 

p.66 참조.

4) ‘身淨辯才’라함은 �십지경론�에 따르면 타력변재의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서, 부처의 가피의 힘으

로 삼종의 궁극을 얻어 중생을 이익 되게 함을 내용으로 한다. 삼종의 궁극을 둘러싼 초기지론종

의 해석사에 대해서는 金天鶴, ｢法上 �十地論義疏� ｢加分｣釋의 三種盡에 대해서 ｣ �남북시대의 불교

사상�, 民族社,2014, pp.149-170. 같은 논문이 중국어, 일본어로도 간행되었다. 張風雷,金天鶴, 竹村

牧男 主編 �中國南北朝佛敎硏究�(宗敎文化出版社,2014)pp.16-35. �東アジア仏教学論集�2号 (東洋大学

東洋学研究所,2014) pp.15-29.

5) 大竹晋校註,앞의 책, p.68 참조.

6) 가분에 대해서 同 �疏�에서 ｢以果嚴因，得力義顯，所以云加也｣(T85,764c)라고 하듯이, 가피를 의미한다. 

7) 青木隆,｢地論宗の融卽說と緣起說｣,荒牧典俊編�北朝隋唐中国仏敎思想史�, 法蔵舘, 2000,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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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첫 문이 불성문이다. �의소�는 5문으로 경론을 주석하는 초기문헌에 속한

다.8) �의소�에서는 가분에 대해서는 논문과 경문으로 나누어 분과한다. 

<표 2> �義疏� 加分 해석의 과문

經文 論文

1 加分 

1.1 明出經者意 

1.2 明諸佛讃勸(是諸佛)

1.3 明諸佛助加之義(此是)

1. 加分

1.1 直明本願力

1.2 爲說十地(何故加)(2)

1.2.1 初十句

1.2.1.1 根本入

1.2.1.2 九入(3)

1.2.1.2.1 明地前行相(4句) 

1.2.1.2.2 明地上行(4句) 

1.2.1.2.3 明佛果行

1.2.2 後十句

1.3 諸佛與力之相

13.1 口加

13.2 意加

13.3 身加

<표 2> 가운데 논문의 과문은 가분의 논문 전체에 대한 것이고, 경문의 과문

은 <표 1>의 ‘1.1 多佛加’에 해당하는 경문을 분과한 것이다. �의소� 가운데 논

문의 과문에서는 <표 2> ‘1.1 直明本願力’에 해당한다. 한편, 혜원은 �십지경론

의기�(이하 �의기�로 약칭함)에서 경문을 분과하여 해석한 후에 이에 해당하

는 논문을 수문해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정확히는 경문의 과문만이 존

재하며 다음과 같다. 

1 加分 

1.1 許爲作加(爾時) 

1.2 明加所爲(又一切)

1.3 示現加相(復次)

青木隆,｢敦煌出土地論宗文献�融即相無相論�について－資料の紹介と翻刻－｣,�東洋の思想と宗敎�

20,2003,pp. 이에 따르면, 5문은 第一佛性門, 第二衆生門, 第三修道門, 第四諦門, 第五融門이다.

8) 青木隆,2000, 앞 논문의 ｢地論宗思想史年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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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혜원이 법상의 과문을 참조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의소� 가운데 논

문의 과문을 부연 설명하면, ‘1.1 直明本願力’은 <표 1>의 ‘1.1多佛加’에 대한 설

명으로써 많은 부처들의 가피가 노사나불의 본원력에 의한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다. ‘1.2 爲說十地’는 <표 1>의 ‘1.2 何故加:20句’에 대한 과문이다. �의소� 

의 과문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 하였음은 세분된 과목으로 알 수 있다. ‘1.3 諸佛

與力之相’은 <표 1>의 ‘1.3 云何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가피하는 방법을 설하

는 곳으로 �의소�에서 구체적으로 과목을 만들지는 않지만, <표 1>의 

‘1.3.2.2.1.2 三昧身攝功德故’의 ‘1.3.2.2.1.2.1 八淨:依自利利他’에 대해서는 �의소�

에서는 ‘三昧具八種淨功德’으로, ‘1.3.2.2.1.2.2八因(2)’은 �의소�에서는 ‘三昧體

能作八種因’으로 하고, ‘1.3.2.2.1.2.2.1 依自利(4)’는 ‘次第出四種因’으로 ‘1.3.2.2.1.2.2.2 

依利他(4)’는 ‘經論一一相對明因’으로 설명하여 일부에 대해서는 과목을 설정한다. 

�의소�의 논의 가운데 <표 2>의 ‘1.1 直明本願力’에서 ① 삼매와 언설의 문제

를 다루며, <표 2>의 ‘1.2.1.2.3 明佛果行’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② 육상의 문

제를 다룬다. 육상의 문제에서 주목할 것은 육상이 육종정견과 동일시된다는 

점과 �의소�의 육상 해석이 돈황본에서 발견되는 지론종 문헌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점이다.9) 다만, 혜원에게 계승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표 2>의 ‘1.3 

諸佛與力之相’ 에서는 ③ ‘가(加)’의 종류를 자분가(自分加), 타분가(他分加)로 나

눈다. 자분가에서는 부처의 가피를 기다려야 하며, 타분가라야 완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10)가피를 명확히 타분가과 자분가로 나누는 예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것은 경문주석에서 자분과 타분(승진분)을 나누는 지론종 초기 문헌의 흐름

과 일치한다.11) <표 2>의 ‘1.3.1 口加’에서는 ④ 삼종의 궁극(盡)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논의한다. 이것은 <표 2>의 ‘1.2.1.2 九入’과 밀접히 관련된다.12) 한편, 

9) 金天鶴, ｢法上撰『十地論義疏』についての一考察｣�印度學佛敎學研究� 61-2,2013,pp.719-726.

10) �義疏�권1, T85,763b.

11) 자분과 타분에 관한 논의는 �藏外地論宗文獻集成續集�(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3)의 ｢<<勝

鬘經疏>> (S.6388/BD02346) 해제｣ 및 金治勇,｢敦煌発見の勝鬘経疏 (奈93) と勝鬘経義疏との比較研究

(2)―主としてその学系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18-2, 1970, pp.394-400. 古泉圓順, ｢ ｢自分行｣

｢他分行｣ ｣ �日本佛敎學會年報� 第51號, 1986) pp.334-335를 참조.

12) 본고 각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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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1.3.2 意加’ 의 하위과목인 ‘1.3.2.1.2 名身勝(九句)’ 가운데 두 번째가 

감변재(堪辯才)13)인데, �의소�에서는 연집설과 인식(量)의 문제를 도입하여 자

세히 설명하고 있다. 연집설은 지론종에서 전개되며, 인식의 문제는 돈황 지론

종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지론종 문헌에서 중요한 개념14)이기 때문에 교

리적으로 중요하다. 여섯 번째 부잡변재(不雜辯才)에서의 3종의 동상지(同相

智)에 대한 설명도 교리적으로 중요한데, 혜원의 설은 법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15) 

이상으로 �의소�의 가분 해석에 대해서 과문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교리

를 간략히 소개하였고, 과목을 통해서는 법상과 혜원의 관련이 희박하다는 것

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서술하듯이, 법상의 주석에 대해서 정영

사 혜원은 사상적으로 수용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첫째, 

�의기�에서 수용한 예와 둘째, �대승의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예, 그리

고 셋째, 법상을 비판하는 예에 대해서 절을 바꾸어 다루고자 한다.

2. 정영사 혜원과의 사상적 관련

1) �의기�에 보이는 영향

우선, 법상을 계승하는 측면을 언급한다. 가분의 해석은 아니지만, 삼매분 

해석 가운데 가분 해석과 관련 있는 문구가 있다. �의소�에서는 삼매에 들어가

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매분｣은 불성문 가운데 입적분(入寂分)이다. 대체로 두 가지 뜻이 있

다. 첫째는 십지의 도리가 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득하지 못하면 설

할 수 없다. 둘째는 가피를 받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삼매에 들어간다.16)  

13) 혜원은 �십지론의기�권2에서 ｢堪辯, 列名. 堪知諸法. 故名爲堪. 亦可知法. 堪起言說. 故名爲堪辯才. 門

中明此堪故. 名爲辯才. 次釋其相｣ (X45, 46a)라고 하여, ‘법을 아는 것’으로 풀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으로써 변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4) 金剛大學校佛敎文化硏究所 編, �藏外地論宗文獻集成�(씨아이알, 2012)과 �藏外地論宗文獻集成續集�

(씨아이알, 2013)에 수록된 S.4303에는 廣四量義는 S.613에는 四量義, 又解四量가 있다.

15) 大竹晋校註, 앞의 책, 補註 참조.

16) �義疏� ｢三昧分者. 佛性門中入寂分. 凡有二義. 一表十地理深, 非證不說. 二欲受加. 是故入三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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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혜원의 �의기�에서는 삼매분과 가분에 관한 설명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략) 중생을 위해 설하고자 이 때 금강장이 묵묵히 삼매에 들어가 증득

하여야 능히 설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가피를 받고자 이 삼매를 밝

히므로 삼매분이라고 한다. (중략) 가분이라 함은 앞에서 삼매에 들어 가

피를 받고자 했으므로 삼매에 들은 후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가피하여 

이 가피의 일을 밝혔기 때문에 가분이라고 한다.17)

혜원은 법상이 �의소�에서 밝힌 삼매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후자

는 가피를 받은 이유에 포함시켰다. 그 가운데 ‘가피를 받고자 함’의 의미인 ‘欲

受加’라는 표현은 �의소�와 �의기�에만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면, 혜원이 �의

소�를 보고 이를 수용하면서 해석상 달리 응용하였음이 증명된다.   

2) �대승의장�에 보이는 영향

다음은 �의기�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대승의장�에서 더 명확하게 법상의 

영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의소�에서는 

｢신 ․ 행의 지에 머문다｣고 함은, 통상의  해석을 따르면  신(信)은 바로 습

종(習種)에 있으며, 성종(性種)은 행(行,실천)을 밝히고, 도종(道種)은 발심

하여 나아감(發趣)을 밝힌다.  지금은 신과 행을 밝힌 것이니, 처음의 습

종(習種)으로부터 마지막 해행(解行)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지(信地)이다. 

초지 이상을 증지라고 한다.18) 

(T85,761a)

17) 慧遠 �十地義記�｢言三昧者 由序已興 欲為衆說. 時金剛藏. 嘿入三昧. 顯證能說. 又欲受加明此三昧. 名三昧

分. (中略) 言加分者. 前入三昧為欲受加故入定已. 諸佛同加. 明此加事故. 名加分｣ (X45.27b)

18) �義疏� ｢住信行地者. 常徒解信正在習種. 性種彰行. 道種彰發趣. 今明信行. 始從習種終訖解行皆為信地. 初

地已上名證地也｣(T85,76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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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본다면 �의소�에서는 신행지를 초지 이전으로 본 것을 알 수 있다.19) 

혜원의 �의기�에서도 이 부분의 해석에서 초지 이상을 증지로 보는 것은 마찬

가지이지만, 신지가 초지에도 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즉 다음과 같은 설명이다.   

신지라고 하는 것은 저 위계의 경위(分)를 가리킨다. 지에는 두 가지가 있

으니, 첫째는 신이고 둘째는 증이다. 증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결정된 것

을 신이라고 한다. 올바로 얻음을 증이라고 한다. 위계를 크게 나누면 지

전은 신이고, 지상이 증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논�에서 “이미 초지에 들

었으며, 신지에 속하지 않는다고”하였다. [그러나] 회통하자면, 지전과 

지상이 아직 얻지 못함을 신이라고 하고 얻는 곳(處)을 증이라고 한다. 지

금 이 보살은 신이며 증이 아니다.20) 

�의기�에 따르면  ‘신’은 분명히 초지 이전이지만, 초지 이후와도 결코 분리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혜원은 신지인과 이른바 일생보처보살을 명확히 구

분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문. 앞에서 열거한 일생보살은 함께 십지를 궁구하여 증득한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보살들을 어째서 신지라고 하는가. 

해석하면, 저들은 부처님의 교화와 짝하는 영향중의 무리들이며, 지금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수 있는 해당하는 근기가 

되는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일생보살과 신지는 같지 않다.21)   

19) 大竹晋校註,앞의 책, p.58  주5에서는 티벳역에 따라서 勝解行 등의 智이며 信解 등에 의해 행동하는 

단계로써 初地 이전으로 설명한다. 

20) �義記� ｢謂信地者. 斥其位分. 地有二種. 一信, 二證. 趣證方便, 決定名信. 正得云證. 大位以分. 地前名信. 地

上名證. 故下文言. “已入初地. 非信地攝” 通則地前, 及與地上. 未得名信. 得處名證. 今此菩薩. 是信非證｣ 

(X45,38c)

21) �義記� ｢問曰. 前列一生菩薩竝是窮證十地之人. 今[1]云何, 言信地乎. 釋言彼是聖化所對影響之人. 今言信

者. 聖化所被當機之衆. 不同於彼.｣ (X45,39a) [1] 云上疑脫此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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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십지경론�의 경문에 등장하는 보살들의 위계를 어떻게 볼 것인

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경문의 문맥을 따르자면, 이들 보살은 모두 일

생에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 이른바 일생보처보살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의기�에서는 영향중(影響衆)과 당기중(當機衆)으로 나누는데, 전자가 

일생보처보살에 해당하고, 신행지 보살이 당기중에 해당할 것이다.22) 혜원은 

일생보살의 증처에 신지보살이 존재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들은 부처와 일

생보살에 의해 교화될 수 있는 초지 이전의 보살들인데 증처로서의 같은 장소

에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혜원의 해석은 지엄의 

�수현기�에 장문에 걸쳐 그대로 수용된다.23) 

신행지가 초지와 공통된 장소에 있는 것이 허용된다는 이와 같은 해석은 화

엄종에 영향을 미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탐현기�에서는 

초지 이상의 가행위를 신행지라고 하며, 각 지 바로 앞의 가행위를 신행이라고 

하여, 신행지가 초지 이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하며, 이후 징관(澄觀)에게 

수용된 흔적을 볼 수 있다.24) 이것은 법상을 계승한 혜원에 의해 지론종의 해

석이 화엄종으로 전개된 예이다. 

위 법상의 해석은 신지와 증지를 대비시켜서 해석하고 있는데, �의기� 역시 

신지와 증지의 대비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신지와 증지의 대비는 혜원의 

�대승의장�에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대승의장� 권12 ｢오인의(五忍義)｣의 에

서는

22) ‘影響衆’과 ‘當機衆’에 대해서는 �불설해설대사전� ‘四衆’ 항목에 자세하다. 혜원은 �涅槃經義記�에

서 ｢人有二種.一聖化所對. 影響之流. 二聖化所為. 當機之衆. 純陀文殊是其影響. 諸比丘等無常學人是其所

為｣(T37,651c)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서 당기중에 대해서는 영향중에 비해 지혜가 떨어진다고 한

다. 다만, �열반경�의 분류는 타당성이 있지만,  �십지경론�의 청중 가운데 보살을 두 부류로 분류

하는 것이 경전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3) �搜玄記�권3(T35,49b)

24) �探玄記�권9 ｢二如初地加行位既名信行地. 即諸地之前俱加行位皆名信行.｣(T35,281a) 이와 같은 法藏의 

설은 澄觀에게도 그대로 수용된다. 澄觀 �華嚴經疏�卷31,T35,738c. 참고로, �法界圖記叢髓錄�의 ｢法

記｣에서는 ｢法記云. 論曰一切菩薩者謂住信行地者. 信者十信. 行者三賢. 地者十地也. 若約大分門. 則信行

地者三賢. 得證者十地也｣(T45,738a) 라고 하여 ‘地’를 경지가 아니라, 위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오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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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인(信忍)에 대해서 설할 때 무엇 때문에 초지, 2지, 3지에 있다고 

하는가?

해석하여 말한다. 믿음은 그 첫 모습이며 세간 가운데의 설이다. 즉 세간

과 출세간의 모습을 상대시키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전와 지상을 상

대시켜 분별하면, 지전은 세간설이어서 신지가 되며, 지상은 출세간설이

어서 증지로 판정한다. 둘째, 지상에 대해서 모습에 따라서 나누면, 초지, 

2지, 3지는 저 세간설이어서 신인(信忍)이며, 4地 이상은 출세간이기 때문

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부여한다. 즉 순인(順忍), 무생인(無生忍) 등이다.25)

이와 같이 혜원은 �대승의장�에서는 십지의 모습을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누

는 방식을 통해 신행지가 지상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의

기�보다 진전된 해석을 보여준다. �대승의장�권12｢7지의(七地義)｣에서는 법상

이 신지와 증지를 종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수용한 듯한 문구가 보인다.

지의 위계를 열고 합침과 구체적인 것과 축약적인 것이 정해지지 않으나, 

요약하면 오직 두 가지 뿐이다. 첫째는 신지이고, 둘째는 증지이다. 지전

보살이 출세도로 향하는 것은 신지라고 하고, 초지 이상의 실제를 증득함

에 상응하여 증지라고 한다. 혹은 셋으로 나눈다. �지지론�에서 설하는 

것과 같으니 첫째, 종성지(種性持)는 종성지에 있고, 둘째, 발심지(發心持)

는 해행지에 있으며, 셋째, 행방편지(行方便持)는 초지 이상에 있다.26)

이렇게 신과 증을 종성과 관련짓는 해석은 �의기�에서는 찿을 수 없고, �대

승의장�에서만 볼 수 있는 해석방식이다. 혜원은 비록 �지지론�을 전거로 하

지만, 여기서 종성지와 해행지는 법상 �의소�의 습종에서 도종에 해당하기 때

문에 신행지를 종성과 해행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법상의 방식에 영향을 받았

25) �大乘義章� ｢今說信忍. 何故在於初二三地. 釋言. 信者是其始相世間中說. 世與出世相對有二. 一地前地上

相對分別.地前世間說為信地. 地上出世判為證地. 二就地上隨相以分. 初二三地是其世間說為信忍. 四地已上

是出世故更與異名. 名為順忍無生忍等｣ (T44,702a)

26) �大乘義章�｢ 地位開合廣略不定. 要攝唯二. 一是信地, 二是證地. 地前菩薩. 於出世道. 信順趣向. 名為信地.

初地已上. 證實相應. 名為證地. 或分為三. 如地持說. 一種性持. 在種性地. 二發心持. 在解行地. 三行方便持. 

在初地上｣ (T44,716b)



법상(法上) �십지론의소� ｢가분석｣의 전개   131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법상에 대한 비판

그런데, ｢가분｣ 해석에서 혜원이 법상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도 발

견된다. 법상은 20구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구는 자세히는 �십지경론�의 분류와 같다. 첫 십구는 ｢들어감｣을 밝힌

다.  ｢들어감｣은 저 이해에 의거한다.27)  뒤의 열 가지 ｢처음과 끝｣은 실천

을 밝힌 것이다. 스스로 실천하는 뜻이 열등하여 다만 명칭만을 밝히고 ｢

들어감｣이라고 이름하였다. 이타행은 뛰어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라는 명칭으로 분별하였다.28) 

그런데 같은 부분을 주석하는 혜원의 �의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자리는 들어감(入)이라고 이름하고, 이타의 실천은 ｢처음과 

끝｣이라고 설하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리는 이해에 근거해서 들

어감(入)’이라고 이름했고, ‘이타는 실천에 근거해서 ｢처음과 끝｣’이라

고 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뜻은 그렇지 않다.  똑같이 지의 실천이다. 

어떻게 홀로 앞은 이해이고, 뒤는 실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므

로 들어감과 ｢처음과 끝｣은 뜻이 하나이며 구별이 없다. ‘들어감’은 반드

시 처음으로부터 끝에 이른다. 그 처음과 끝을 논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바가 있어 두 실천으로 나누며, 각각 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29) 

혜원은 ‘들어감’과 ‘처음과 끝’은 똑같이 실천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하여 이 

둘을 이해와 실천으로 나누어 해석은 ‘어떤 사람’의 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

27) ‘저 이해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보살의 자리행의 정도에 따라 ‘九入’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28) �義疏� ｢二十句備如論分. 初十句明入. 入據其解. 後十始終明行. 自行義劣但彰名名入. 利他行勝故辨始終

之稱｣ (T85,761c)

29) �義記� ｢何故自利名之為入. 利他之行說為始終. 人言自利就解名入. 利他據行說為始終. 此義不然. 同是地

行. 何義獨判前解後行. 然入始終. 義一無別. 語入其必. 從始至終. 論其始終. 必有所入. 為分兩行. 各隨一義 ｣

(X45,38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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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혜원이 비판한 ‘어떤 사람의 말(人言)’은 그의 스승인 법상의 해석과 일치

한다. 아마도 혜원이 법상의 설을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에 연유하여, ‘인(人)’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법상의 �의소� 가분 해석을 혜원이 �의기�에서 수용하거나, �대

승의장�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스승의 설에 비판

적인 해석도 덧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장을 바꾸어 수문석에서 제시

되었던 주요 의제 가운데 첫 번째 삼매와 언설의 문제에 집중하여 법상을 전후

로 한 사유의 전개를 논하고자 한다.

IV. 삼매와 언설의 문제

1. �십지론의소� 이전의 해석

1) 설일체유부와 �대지도론� 

불교 전체로 보았을 때 삼매와 언설의 관계는 중요하다. 부처가 언설을 할 

때 삼매에 들어있는지, 삼매에서 나온 것인지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는 삼매로부터 나와서 설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

다. 화엄종에서는 보통 삼매 가운데 언설이 인정된다. 다만, 이른바 ‘삼매 속에

서의 교설’을 �십지경론�에서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미묘한 문제이다. �십지

경론�과 �의소� 등 지론종 문헌에서의 삼매와 언설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 

전의 논의인 설일체유부의 입장을 먼저 보자면, �파사론�에서는 심사(尋伺)가 

있는 초선정에서는 말을 할 수 있고, 심사가 존재하지 않는 제2선정 이상에서

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법온족론(法蘊足論)�에서는 초선정

에서 심사는 존재하지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고 한다.30) 이렇게 

유부에서는 초선정의 경지에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의견과 존재하지 않는다

30) 前田英一, ｢說一切有部における定中の言語に関する思考の変遷についてぬい｣ �日本印度学仏教学硏究� 

55-1, 2006, pp.123-127. 



법상(法上) �십지론의소� ｢가분석｣의 전개   133

는 의견이 병립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한편, �대지도론� 17권에서는 선정 가운데의 설법을 인정한다. 그 대체로의 

내용을 말하자면, 경전에서 보살은 항상 선정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스려 움직

이지 않고, 마음작용(覺觀,尋伺)이 생겨나지 않음에도 일체중생들을 위하여 무

량의 음성으로 설법을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경전에서는 마음작

용과 사유가 있은 후에 설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중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어 설법을 할 수 없다고 반론하자, 이에 대해서 범부는 먼저 언어가 있

고, 마음 작용이 있은 후에 설법을 하지만, 법신보살은 항상 선정에 들어가 있

으며, 무량한 변화로써 중생을 위해 설법한다고 대답한다.31)

�대지도론�의 이 문구는 원측의 �해심밀경소� 권2와 권5에서 각 한 번씩 인

용되는데, 둘 다 마음작용과 관련되어 논해진다. 그 구체적인 문답은 다음과 

같다.

문. 일체언설은 모두 마음작용에 의거하는가?

답. 여러 설이 같지 않다. 친광(親光) 논사는 8지 이상은 마음작용에 의거하

지 않고 언설을 일으키는데, 모든 마음작용은 유루일뿐이기 때문이다고 

설했다. 호법(護法) 논사는 십지보살은 반드시 마음작용을 빌려서 언설을 

일으킨다. 또한 마음작용은 또한 무루의 후득지에도 통한다고 설했다.  

문. 무분별지가 현재 나타나있을 때에도 설법할 수 있는가?

해설한다. 설법한다해도 무방하다. 한 찰나에 두가지 지(正體智, 後得智)

가 병행하는데, 그 가운데 무분별지는 마음작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후득지는 마음작용과 더불어서 언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도론�제

17권에서는 보살이 항상 선정에 들어있을 때 마음을 다스려 움직이지 않

으며, 마음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법을 설한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지도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32)

31) �大智度論�권17初品中禪波羅蜜 ｢復次，爾時菩薩常入禪定，攝心不動，不生覺觀，亦能為十方一切衆生，

以無量音聲說法而度脫之，是名禪波羅蜜. 問曰. 如經中說先有覺觀思惟，然後能說法. 入禪定中，無語, 覺

觀，不應得說法. 汝今云何言常在禪定中，不生覺觀而為衆生說法. 答曰. 生死人法入禪定. 先以語, 覺觀，

然後說法. 法身菩薩離生死身，知一切諸法常住，如禪定相，不見有亂. 法身菩薩變化無量身為衆生說

法，而菩薩心無所分別｣(T25,18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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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보아 원측은 선정 가운데 언설을 �지도론�의 영향으로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관학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원측이 인식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삼매와 언설의 문제는 설일체유부의 문헌부터 유식

문헌에 이르기까지 마음작용(覺觀, 尋伺)와 관련되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다.

2) 영변의 �화엄경론�

�십지경론�은 �화엄경� ｢십지품｣에 해당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화

엄경� 내에서 보살이 가피를 받거나, 삼매에서 일어나 설법하는 것은 ｢십지품｣

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또한 법상 이전의 �화엄경�의 주석서 가운데서도 이러

한 문제가 언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화엄경�의 초기 주석서로서 영변의 �화엄경론�이 일부 남아 있다. 영변

(477-522)은 지론학파가 융성하기 이전에 입적하였고, 그의 계통도 알 수 없다. 

제자로서 �화엄경전기� 권1에 영원(靈源), 도영(道昶), 담현(曇現) 등의 이름이 

보이지만 이들의 활동상황 역시 알 수 없다. 영변의 저술로 일부 남아 있는 �화

엄경론�은 제2지부터 남아 있어 초환희지에 대한 자세한 주석상황은 알 수 없

다. 그런데 �십지품� ｢명지｣를 주석하는 가운데서 초선과 2선에 관한 논의가 

있다. 영변의 초선과 제2선에 관한 입장을 보면 보살이 선정에 들어간 상태에

서는 교설이 없다고 인식한 듯하다. 즉, �화엄경론� 54권에서는 보살의 ‘멸

(滅)’에 대해서 묻고 ｢초선에서는 언어가 멸하고, 제2선에 들어가서 각관이 멸

한다｣33)이라고 대답한다. 이와 비슷한 발상은 이미 �성실론�에 보인다34). 따

라서 영변이 �성실론�을 통해 이러한 서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그

러나 이것은 이보다 조금 앞에서 ‘성인은 여러 선정에 들어가 능히 설하고 능

32) �解深密經疏� 권2 勝義諦相品 ｢問. 一切言說皆依尋伺不. 答. 諸說不同. 親光師說. 八地已上不依尋伺而起

言說. 以諸尋伺唯有漏故. 護法說云. 十地菩薩, 必假尋伺而起言說. 復說尋伺亦通無漏後得智. 問.無分別智現

在前時, 能說法不. 解云. 說亦無妨. 於一剎那,二智並行, 於中無分別智非尋伺俱. 後所得智與尋伺俱, 起言說

故. 依智度論第十七云. 菩薩常入禪定, 攝心不動.不生覺觀.亦能說法.廣說如彼.｣(X21,217b) 역은 원측/백

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2승의제상품�, 동국대출판부,2013, pp225-226을 참조함.

33) 普照思想硏究院編 �華嚴經論�｢入初禪語言滅, 入二禪覺觀滅｣(佛日出版社, 2003) p.139.

34) �成實論�(T32.339c) ｢如經中說. 諸行次第滅. 謂入初禪語言滅,入二禪覺觀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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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버린다’35)라고 하여 삼매 가운데서의 언설을 인정한 뒤에, 제멸(滅)의 측면

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변이 보살의 ‘정중설(定中說)’을 인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십주품｣에서는 정설(正說)을 정의하여, 

정설(正說)이란, 위에서 삼매신에 의하여 일체지력을 받고 가피가 갖추

어졌기 때문에 불법의 밝음(明)을 받고 [三昧로부터 일어나서] 저 신지에 

의하여 보살십주의 청정법문을 설하고 일체대중이 여실하게 수증하여 

무여열반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이다.36) 

라고 한다. 여기서는 보살이 삼매로부터 나온 후에 정설(正說)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정중설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삼매분에서 기분

(起分)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일 뿐 앞에서 삼매 가운데서 교설이 가능하

다는 것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또 ｢십주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십지품｣

에 대한 설명과 일치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삼매 가운데 일어나

서 정설하는 것도 인정한 만큼 �화엄경론�에서는 삼매 가운데 보살이 설할 수 

있음도, 설하지 못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십지론의소�의 해석

우선, �십지경론�의 삼매와 언설과의 관계에 주목하면 다음과 같다.  

경왈. 모든 부처가 금강장보살의 이마를 문지르자, 이 때 금강장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

논왈. ‘곧 삼매로부터 일어났다’ 는 것은 삼매를 마쳤기 때문이다. 또한 

35) 普照思想硏究院編 �華嚴經論�｢聖人示入諸禪能說能捨｣ p.138.

36) ｢正說者 上依三昧身 受一切智力 加具足故 承佛法明 依彼信地 說菩薩十住淸淨法門 令一切大衆 如實修證 

攝無餘涅槃故｣ 新藤晋海,｢霊辨述華厳経論新発見分の紹介｣ (三), �南都佛敎� 11号(1962,南都佛敎硏究會)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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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는 것은] 뛰어난 힘을 얻은 것이고, 교설의 시기에 또한 이르른 

것으로, 삼매(定)에서는 언설이 없기 때문이다.37)  

이처럼 �십지경론�에서는 명백히 삼매에서는 언설이 없다고 한다. 삼매에

서 언설이 없다는 문구는 오타케 스스무(大竹晋)에 따르면 티벳역은 “해설의 

작용도 안립되었기 때문이며, 정신집중의 상태에서는 해설을 할 수 없다.”38)

로 되어 있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심사(尋伺)를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삼매 

가운데서는 교설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경�에서는 금강장

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십지경론�에서는 이와 반대로 

삼매의 상태에서의 교설을 긍정하는 설명은 없다.  

그런데 �의소�에서는 가분을 주석할 때 다음과 같이 �십지경론�과 상반되

는 주장을 한다.

문. 위의 [금강장보살이] 삼매에 들어 정 가운데 존재한다. 지금 이 가분 

가운데 모든 부처가 근본을 열고 원(願)을 청정히 하여 아홉가지 들어감

(九入)과 10가지 처음과 끝(始終)으로 지(地)의 본체가 지극히 원만하여 

만 가지 실천을 전부 갖추었음을 널리 밝혔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설한 것입니까?　

답. 바로 금강장을 위해 설한 것이다.  금강장이 법성(法性) 삼매에 들어

감으로써 모든 부처와 본체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가 삼매에 

있으면서 [금강장을] 위하여 십지법의 작용을 설하고, 십지 자체가 무장

무애함을 변설하며, 삼업으로써 가피함에 삼매 가운데 법의 작용을 갖추

어 지음을 이미 마쳤다.  금강장이 그런 후에 삼매에서 나와 바로 앞 제불

의 가르침에 의하여 대중을 위해서 십지의 실천양상의 구별을 갖추어 변

설하였다. 그러므로 삼매 가운데에 설법이 있는 것이다.  

묻.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아래의 �논� 가운데 ｢삼매 가운데는 언

37) �十地經論�｢經曰. 諸佛摩金剛藏菩薩頂已. 爾時金剛藏菩薩即從三昧起. 論曰. 即從三昧起者, 以三昧事訖

故. 又得勝力. 說時復至, 定無言說故.｣(T26.126b)

38) 大竹晋校註,앞의 책, p.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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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없다｣고 말했는가?

답. ｢언설이 없다｣는 것은, 6식(六識)으로 분별하는 언설이 없음을 말한 

것으로서, 증득한 교설(證說)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경�

에서 ｢교설이 없음이 진실한 교설이다｣라고 하였다.39)  

�의소�의 해석을 따르면, 가분의 모든 부처의 교설을 정중설(定中說)이라고 

한다. 한편, �십지경론�에서는 금강장보살이 부처를 대신해 교설하는 것을 염

두에 두면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서야 비로소 교설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의소�와 �십지경론�에서 ‘삼매가운데 언설이 없다(定中無言)’이 주장되는 것

은 금강장보살에 한정될 수도 있다. 즉, �의소�에서 금강장보살이 삼매 가운데 

설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중설(定中說)을 부처의 능

력으로 보고, 그것을 ‘증득한 교설(證說)’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의소�가 경증으로 삼은 문구는 ‘교설이 없는 것으로 참다운 교설(眞

說)’ 이다. 즉, 부처가 금강장보살에게 소리 없는 소리로 교설하는 것으로 이해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소�에서는 ‘구가’를 논하는 가운데 ‘정에 있어서는 언설이 없다(在定無

言)’고도 한다. 하지만 이 구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시 금강장보살에 해당하

는 말이다. 

문. 가피에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가피하는가? 

답. 모든 부처의 힘을 부여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삼업을 넘지 않는

다. 말과 뜻과 몸을 말한다. 구가(口加)는 언변을 좋게 하고, 의가(意加)는 

지혜를 증장시키며, 신가(身加)는 모습이 안정되게 한다. 구가는 교설을 

권하는 것이다.  비록 변재가 늘어나도 만약 지혜가 [중생들의] 근기에 통

39) 問曰. 上入三昧, 在於定中. 今此加分中, 諸佛開基淨願, 九入十始終, 廣明地體圓極備統萬行. 敬爲誰說也.　 

答曰. 正爲金剛藏說. 以金剛藏入法性三昧, 與諸佛體同故. 諸佛在定中爲說十地法用, 辨十地自體無障無礙, 

加以三業, 定中具作法用既竟. 金剛藏然後, 出定依向諸佛所敎, 爲大衆具辨十地行相差別. 故有定中說. 問曰. 

若爾, 何故下論云定無言說. 答曰. 云. 無言說者. 乃可無六識分別言說. 非無證說. 故經云. 無說是名眞*說也

(T85. 761a) * 大正藏本의 ｢貞｣을 敦煌本에 따라 ｢眞｣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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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지 못하면 언변을 구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의가를 밝혀 

금강장보살에게 지혜의 힘을 주는 것이다. 이미 변재와 지혜를 갖추었으

면 중생들에게 처해서 능히 교화를 베풀 수 있으나, 삼매에 들어있으면 

말이 없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신가로서 머리를 쓰다듬어 [삼매에서] 나

오게 함을 밝혔다.40)    

이와 같이 �의소�에서는 금강장보살이 삼매를 나와서 만이 교설이 가능하

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소�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문. ‘교설의 시기가 이미 이르렀다’고 하면서 [금강장보살이] 무엇 때문

에 삼매 가운데 교설하지 않는가. 

 답. 삼매 가운데서는 언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41)   

즉, �의소�에서는 가피를 주는 모든 부처의 삼매 가운데의 교설을 증설(證

說)이라고 인정하고, 무설(無說)의 설이라고 하면서도, 금강장보살이 삼매 가

운데서 교설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소�에서 의미하는 증설

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다. 

3. �십지론의기�의 해석

혜원의 �의기�｢기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정(定)가운데 언어가 없다는 것은 제4구이다. 앞에서 정(定)에 들어가 증

(證)은 언어를 떠났음을 밝혔고, 지금 정에서 일어나 교설하여 반대로 들

40) �義疏� ｢問曰.  加須有法.  復云何加. 答曰. 諸佛與力乃有無量不出三業. 謂口意身. 口加益辨. 意加增智.  身

加形安.  口加勸說.  雖益辨才.  若無*智慧不達根性則辨無所寄. 故次明意加與其智力.  既具辨才智慧勘處衆

施化.  在定無言.  故次明身加摩頂令超*.｣(T85,763b) 若을 S.2717의 若無를 따른다. ‘超’는 敦煌本에 ‘起’

로 되어 있다.  

41) �義疏� ｢問曰. 說時既至, 何不在定而說. 答曰. 定無言說故起也.｣ (T85.76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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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던 바는 적멸이며 언어를 떠났음을 드러냈다. ‘정중무언’의 의미는 

이와 같다. 아래에서는 그 문을 해석하였다. 앞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

했는데, 무엇 때문에 즉 정(定) 가운데 설하지 않았는가? 정(定) 가운데는 

언설이 없기 때문에 즉시 설할 수 없는 것이다.42) 

이 해석 가운데 ‘무엇 때문에 정(定) 가운데 설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은 바

로 위에서 인용한 �의소�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기�에서

도 역시 정(定) 가운데에는 언설이 없기 때문에 금강장보살이 정(定) 가운데서 

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서 적멸의 상태는 언어를 떠나있는 경

계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의소�에서 삼매 가운데 설이 있음을 밝히는 가분의 

주석에 대해서도, 정에는 언설이 없기 때문에 정에서 일어나 중생들을 위해 설

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43) 다만, �의기�에서는 위 인용문에 이어서 “이것

은 교화의 양상에 따른 것이다. 행위의 진실(行實)에 의거하면 적정함 그대로 

항상 작용하니 어찌 삼매로부터 나올 것을 기다리겠는가. [그러나 ｢기분｣ 가

운데의] 네 가지 뜻을 갖추기 때문에 삼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44)라고 하

여 삼매 가운데의 작용을 설한다. 여기서 네 가지 뜻이란 ‘능히 증득함’‘부처의 

가피’‘설할 때’‘증득은 언어를 떠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상 작용한다는 

것이 언설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의기�에서는 경우 금강장보

살을 설법 주체로 보고, 삼매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의기�에

서 부처와 보살에 대한 구분이 있을까?  

�의기�에서도 �의소�에서 언급한 ‘증설(證說)’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예를 들

어, 삼매에 들어간 이유 가운데, 교법이 사량(思量)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라

는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42) �義記� ｢定無言者. 是第四句. 前入三昧. 顯證離言. 今說起定. 返顯所入. 寂滅離言. 言意如是.下釋其文. 前云

時至. 何不即於定中說乎. 定無言故. 不得即說｣ (X45.48c)

43) �義記�｢次第三明其加分. 既得聖力. 欲為衆說. 但定無言. 宜從定起故｣ (X45.27a)

44) �義記�｢故不得即說此隨化相若據行實即寂常用豈待出定具此四義故從定起｣ (X45.4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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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의 경계가 아니라(非思境)｣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자분

(自分)에 나아가서 스스로 증설(證說)에 대해서 듣거나 사량하는 경계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승진(勝進)에 나아가 이 십지법을 밝히는 

것이다. 반드시 삼매에 의하여 부처의 위신력(威神力)을 우러러 받아 비

로소 감히 잘 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력으로 사량하고 능설함이 아닌 

것이다.45) 

위의 인용문에서 ‘증설’은 부처가 설법하는 행위로 보기보다는 생각하고 헤

아려서 알 수 없는 ‘십지법문(十地法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의기�에서 말하는 ‘증설’은 보살이 주체가 되어 설할 수 있는 법문의 내용

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이 부처의 ‘정중설(定中說)’을 적극적으로 드

러낸 것과는 문맥이 다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의기�에서는 �의소�를 인용

하면서도 ‘정중설(定中說)’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중설을 인

정하는 �의소�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그것은 ‘행실’에 근거할 때는 그것

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으로 법상의 �의소� 가분의 해석 가운데 혜원 �의기�와의 관련과 함께 

법상의 ｢가분｣ 석에서 처음에 거론되는 삼매와 언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

루었다.

법상의 ｢가분｣ 해석이 제자 혜원의 저술로 수용되고 전개되는 양상을 고찰

한 결과, 보살이 삼매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법상 �의소�의 문장을 그대로 가

져와 수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신행지의 해석을 통해 계위의 측면에서

는 �의소�를 따르면서도, 지전에 대한 해석을 넓혀 그것이 �수현기�로 계승되

45) �義記� ｢非思境者. 義有兩兼. 一就自分. 顯己證說. 非聞思量. 二就勝進. 明此地法. 要依三昧.仰受佛力. 方堪

宣說. 非是自力. 思量能說｣ (X45,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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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탐현기�로 전개되는 양상도 증명되었다. 한편, 혜원이 �대승의장�에서 

신지와 증지의 대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의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혜원은 십입(十入)과 십시종(十始終)의 해석에서는 �의

소�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인언(人言)’의 형식으로 �의소�의 견해

를 비판하는 예가 있었다. 삼매와 언설의 문제에서는 �의소�의 설을 적극적으

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의소�의 정중설(定中說)과는 달리 정중무언(定中無言)

을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후 

화엄종에서는 법상의 해석을 계승하여 정중설이 인정된다. 향후 어떤 방식으

로 계승되고 전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다음 과제로 남

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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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of Shidi lun yishu on 

Power Verses by Fashang - in relation to Jinging Huiyuan

Kim, cheon-hak
HK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spects of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Dilun thought through Shidi lun yishu on Power Verses by Fashang in early Dilun 

School. 

Power Verses of Shidi jinglun is an essential part of understanding the Shidi 

thought of Dilun school. As Fashang interpreted Power Verses of Shidi jinglun, he 

used the method of Division of a text which is breaking sentences of sūtra and 

śāstra. This approach standardized by Huiyuan later. Although he systemized the 

method, Huiyuan did not succeed the contents on the Division of a text. 

In details, we can find that Huiyuan used the interpretation on Power Verses by 

Fashang as a reference and made a critique about it. In the discussion of the nine 

kinds of  entry(入), Huiyuan also criticized Fashang’s interpretation designating 

Fashang as ‘somebody (有人)’ in his interpre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samādhi, Fashang viewed that language is 

possible during samādhi for Buddha but it is only possible by awakening from 

samādhi for Bodhisattva. In the meantime, Huiyuan asserted that sermon can only 

be possible after awakening from samādhi. Huayan school that succeed Dilun 

school, however, held identical view with Fashang on the matter of language and 

samā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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