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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 번역의 제 문제

- 용성 번역본 금강경의 구성 및 내용의 특징

김호귀 / 동국대 HK사업단 연구교수

1. 용성의 금강경 번역

2. 윤관 및 번역본의 구성과 특징

  1) 윤관
  2) 詳譯科解金剛經
  3) 신역대장경
  4)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3. 용성 번역의 내용적인 특징

1. 용성의 금강경 번역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에 용성당 진종대종사(이하 용성으로 약칭함)가 금강경에 대하여 출

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金剛摩訶般若波羅蜜經全部大義綸貫(이하 윤관으로 약칭함) 및 4종

의 번역이 있다. 곧 제5권에 수록된 차례는 윤관, 詳譯科解金剛經,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 신역대장경,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이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서 번역한 각각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경에 대한 이와 같은 용성의 열의는 용성 자신이 서술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잘 드러나 있다. 곧 2937년(서기 1910년) 용성의 나이 47세가 되는 때 ‘옛날에 우리 불교를 배

척한 자는 정자와 주자를 능가할 자가 없었고, 현재에 더욱 심하게 배척하는 자는 예수교이다. 

우리가 먼저 배척할 것은 없지만 한번 쯤 변론할 필요는 있다.’는 호은장로의 권유를 받아서 칠

불선원 조실에서 5월 10일 시작하여 7월 10일에 탈고한 귀원정종이 있었다. 이후로 3·1독립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서대문 감옥에서 불경의 조선말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21

년 3월에 출감하여 鮮漢文으로 심조만유론을 저술한 이후에 이어서 鮮漢文으로 천노금강경
을 번역하고 주석을 내었으며, 또 금강경을 상세하게 번역하고 분과하여 조선글로 주해를 하

였다.1)

  이것이 금강경과 관련된 조선글 번역의 필요성 및 그 결과였다. 용성이 번역한 금강경과 

관련된 출판물은 윤관 및 4종의 번역본이 있다. 이것을 출간된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1922년 1월 28일 <鮮·漢文幷> ; ② 윤관 1923년 ; 

③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 1926년 4월 29일 초판(1935년 8월 5일 재판, 

1)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1927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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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제3판 10월 20일) ; ④ 詳譯科解金剛經 1926년 초판 ; ⑤ 신역대장경, 1936년 9월 

30일 <純鮮文>이다.

  그러나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에 수록된 순서는 ① 윤관 1923년 3월 8일, ② 詳譯科解金

剛經 1926 초판 4월 29일(1935 재판, 1937 제3판), ③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

본, 1923년 3월 8일, ④ 신역대장경, 1936년 9월 30일, <純鮮文>, ⑤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

波羅蜜經 1922년 <鮮·漢文幷>이다.2) 본 고찰에서는 편의상 용성대종사전집에 수록된 순서에 

따라서 각각 그 구성과 번역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윤관 및 번역본의 구성과 특징

  1) 윤관
  윤관3)은 금강경의 대의에 대한 전체적인 분과 및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금강경

에 대한 용성의 견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총 9단락으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

다.

(1)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면서 먼저 본분의 도리를 보여주시다

(2) 천년 이후에 운문문언이 부처님의 본뜻을 드러내다

(3)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시설하다

(4) 보통의 중생은 의심이 너무 많다

(5) 경을 설할 때마다 먼저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다

(6)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주다

(7) 금강경 전체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하다

(8) 부처님의 교리는 금강경에서 그치지 않는다

(9) 오늘날의 사조를 논하다

  이 가운데 용성은 (6) 의심을 없애주고 믿음을 주는 대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금강경은 현재 법회에 참여한 대중의 의심을 타파하고 믿음으로써 깨달음에 들어갈 것을 지

향한다. …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낱낱이 의심하는 즉시 타파

해주어 의심이 영원히 소멸되고 반야에 안주하도록 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금강경이 귀착하

는 곳이다.4)

  이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이하 (7) 금강경 전체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하는 대목에서는 

금강경 전체의 대의를 의심과 그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깨침에 들어가도록 해준다

고 말한다.

2) 본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의 수록본 순서에는 편집의 오류가 보인다. 곧 첫째의 윤관에 이어 둘째의 金剛

摩訶般若波羅蜜經과 셋째의 詳譯科解金剛經이 서로 제목이 뒤바뀌어 있다. 따라서 그 순서는 윤관, 詳
譯科解金剛經,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 신역대장경,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논자가 바로잡은 순서에 의하여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3) 1923년 출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5-12.

4)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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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과 해결  아공·법공  경문의 상·하  總·別
1 안주·항복 : 무집착

아공의 
의심에 
대한 해결 上半 :

麤의 四相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5)

단
락
에

따
른 

개
별
적

의
심

2 중생제도 : 중생은 본래공
3 깨침 추구 : 깨침에 대한 무집착
4 보시 : 삼륜공적
5 불국토 장엄 : 심청정·국토청정
6 보신 : 법신
7 법신의 단멸 : 일체가 법신
8 화신 : 三身一體
9 재물·신명보시 : 색신

법공의 
의심에 
대한 해결

10 득법 : 무실·무허
11 무집착의 반야 : 아상·인상의 초월
12 아상·인상 : 문자반야
13 반야 : 무소득

下半 :
細의 四見(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에 대하여
아집과 법집에 대한 의심을 해결6)

14 성불의 眞因 : 법신은 인과초월
15 득법의 주체 :득법의 주체 초월
16 오안 : 중생심을 아는 것이 오안
17 보시의 복덕 : 무루복덕
18 32색신상 : 형상의 초월
19 설법의 주체 : 설법 자체가 없음
20 미래중생 : 본래 중생이 없음
21 법신의 선법 : 무집착의 평등
22 무아의 선법 : 반야의 통달
23 生佛平等 : 분별심의 초월
24 법신·보신의 진상 : 32상 초월
25 법신·보신·응화신 : 무단멸법
26 여래의 진아 : 미진·세계의 비유
27 사상·사견 : 사상·사견의 초월
28 根·境·識 : 무집착[無住]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 의심

29 아뇩다라삼먁삼보리 : 무소득
30 불국토의 장엄 : 불국토가 공함
31 복덕 과보 : 구족색신상
32 삼신 : 응신·보신은 비진·비분별
33 법신 : 법신은 분별상이 아님
34 법신의 實我 : 일체법은 무아
35 삼신의 형상 : 삼신은 非一·非異
36 법신의 이해 : 삼신은 一體
37 법신의 적멸 : 여섯 가지의 비유

  이와 같은 의심의 갈래에 대하여 용성은 수보리가 의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37가

지를 설정한다. 37가지 의심 및 그 타파 가운데서 먼저 27가지(편의상 붙인 일련번호 1.-27.)는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의심에 대하여 낱낱이 그 의심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이고, 

10가지는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의심 및 그 타파에 해당한다.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내용은 다시 경문의 구성에 따라서 1.-12.의 상반 부분

5) 32분과의 금강경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 앞의 제1 법회인유분부터 제16 능정업장분까지를 상반의 경문으로 

간주하고, 제17 구경무아분부터 제32 응화비진분까지를 하반의 경문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6)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의 四相과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의 四見은 각각 人의 四相(我空)과 법의 四見(法空)

을 가리킨다. 때문에 전자를 소략하다[麤]고 말하고 후자를 자세하다[細]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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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칠게[麤]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의 사상을 극복한 아공(1.-8.)에 대한 의심을 타파한 것이

고, 이후는 법공(9.-12.)에 대한 의심을 타파한 것이다. 다음으로 13.-27.의 하반 부분은 미세하

게[細]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의 사견을 극복한 것으로 아집과 법집에 대한 의심을 타파한 것

이다. 따라서 상반의 경문은 四相을 타파해주는 까닭에 麤이고, 하반의 경문은 四見을 타파해주

는 까닭에 細이다.

  여기에서 용성이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27가지의 형

식으로 설정한 것은 천친 금강반야론의 27斷疑 분과에 따른 해석이었지만,7) 27가지의 개별적

인 개념 이외에도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10가지로 구성

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견해가 돋보인다.8) 용성이 총체적인 의심 및 그 타파로 설정한 10가지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온의 몸과 마음 및 육진경계의 형상에 집착하고 나아가서 그 行相에 집착하는 보시로써

복덕을 추구하는 경우는 부처님께서 무집착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②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행

상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는 무소득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③ 보시에 집착하여 불국

토의 장엄을 추구하는 경우는 장엄할 불국토가 없다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④ 복덕에

집착하여 복덕의 과보에 대한 행상을 추구하는 경우는 32가지를 구족한 색신상을 통하여 그것

을 타파한다. ⑤ 여래에게 삼신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는 응화신은 진신이 아니고 보신은 분

별상을 벗어나 있다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⑥ 법신에도 형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

는 법신은 분별상이 아니라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⑦ 법신에도 實我가 있다고 집착하

는 경우는 일체법이 무아라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⑧ 삼신에도 정해진 형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는 삼신은 모두 동일하지도 않고 각각 다르지도 않다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

한다. ⑨ 법신은 언설의 설법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것에 집착하는 경우는 삼신은 일체라

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⑩ 법신은 적멸인데 어떻게 설법으로 드러내겠는가 하고 집착

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 비유의 관찰을 빌려서 그것을 타파한다.9)

  한편 함허의 윤관에서 3段·10門의 분과로 설정한 경우에 법문을 듣는 대상의 근기에 따른 

분과였다는 점10)과 비교해보면 용성의 윤관에서는 경문 내용의 전개에 따른 분과였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용성에 의하여 간행된 윤관의 경우는 1923년의 동일본이면서 두 가지의 경우로 출

간되었는데, 용성대종사전집의 맨 앞에 수록된 제일본과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에 합본형태

로 수록된 제이본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은 단순한 활자의 형태 차이, 그리고 제일본의 경우 佛

字로 표기했던 것을 제이본의 경우 覺字로 바꾸었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7) 용성이 경문의 해석에 천친의 금강반야경론을 참고했다는 증거는 1922년 출간된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

羅蜜經에 드러나 있다.

8) 일찍이 천친은 무착의 77게송에 대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경문을 배열하고 거기에 주석을 가하면서 수보리와 

세존의 문답을 27斷疑의 구성으로 설정하였다. 김호귀, 13.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 Ⅰ｣, (불교원전연구
제3집.  2002. 6. 불교문화연구원) ;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어 考｣, (불교학보 제38집 2001년 12

월 불교문화연구원) ;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심 考｣, (한국불교학 제30집. 2001. 12. 한국불교학

회)

9)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10-11.

10) 김호귀, ｢함허의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의 분과 고찰｣, (한국선학 제12호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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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詳譯科解金剛經
  이 詳譯科解金剛經11)은 두 가지 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제일본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본이고, 

제이본은 한글전용본이다. 제일본은 佛의 경우는 覺으로 고치고, 菩薩의 경우는 正士로 바꾸었

다. 그러나 제이본의 경우는 원래대로 佛과 菩薩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12)

  이와 같은 금강경은 漢譯된 6종의 번역본 가운데 현장본 금강경을 기준으로 보면 대반야

경의 제577권에 해당하는 경전으로서 분량으로 보면 비교적 단출하지만 그 구성을 어떻게 이

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도출되었다.

  가령 수나라 때 達摩笈多의 번역본에 의하면 무착은 경문의 전체를 7종의 義句로 파악하였다. 

7종의 義句는 곧 ① 種性不斷, ② 發起行相, ③ 行所住處, ④ 對治, ⑤ 不失, ⑥ 地, ⑦ 立名이다. 

이 가운데 앞의 여섯 가지 의구는 보살이 이루어가는 구경의 목적을 현시한 것이고, 마지막 하

나는 이 법문의 성립을 현시한 것이다.

  무착은 ③의 行所住處의 의구를 중심으로 발심한 보살이 어떻게 住해야 하는가를 물은 것으로 

18종류로 세분하였다. 무착은 다시 18종의 주처를 攝住處, 波羅蜜淨住處, 欲住處, 離障礙住處, 

淨心住處, 究竟住處, 廣大住處와 甚深住處의 8종주처로 요약하였다.13) 이것으로 보아 무착은 경

문의 전체를 應云何住 하나를 중심으로 전체를 해석하였다.

  또한 보리유지가 번역한 천친의 금강반야경론 3권본에서는 경문의 전체적인 문답으로 수보

리의 네 가지 질문이 등장한다. 첫째는 어떻게 발보리심을 해야 하는가.[云何發心] 둘째는 어떻

게 본래의 청정심을 유지해야 하는가.[應云何住] 셋째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云何修行] 

넷째는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는가.[云何降伏心] 천친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

적인 내용으로 27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경문을 분과하고 있다. 

이것이 천친의 27斷疑 분과이다.14)

  또한 천친의 제자 金剛仙은 금강선론을 통해서 천친의 금강반야경론에 근거하면서 독자적

으로 ① 序分, ② 善護念分, ③ 住分, ④ 如實修行分, ⑤ 如來非有爲相分, ⑥ 我空法空分, ⑦ 具足

功德挍量分, ⑧ 一切衆生有眞如佛性分, ⑨ 利益分, ⑩ 斷疑分, ⑪ 不住道分, ⑫ 流通分의 12분과

로 설정하여 주해를 가하였다.15)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나라 시대에 소명태자는 나집본의 경문을 따라 32분과로 갈래를 

지었고, 함허득통은 금강경오가해에서 여러 선인들의 견해를 열거하고 배열한 것과는 별도로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을 통해서 경문의 분과를 형식상으로는 10문으로 나누고 내용적으로는 

상근기와 중근기와 하근기에 따른 것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강경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16)

  또한 길장은 三段二周說을 채택하였다. 길장이 제시한 3단설은 기존의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11) 1926 초판 4월 29일(1935 재판, 1937 제3판)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13-113.

12) 여기에서는 제일본과 제이본의 해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용성이 현토한 경문의 원문본에 해당하는 제일

본에 의거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한편 용성이 여기에서 텍스트로 삼은 금강경은 척사판대장경본에 해당한

다. 금강경에 대한 기타 번역본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1926년 초판(1935 재판, 1937 제3판)된 詳譯科

解金剛經의 경우 필자가 원문에 가한 교감의 대목은 16군데에 이른다.

13) 無著, 金剛般若論 卷上, (大正藏25, pp.757上-758下) 참조.

14) 김호귀,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심 考｣, (한국불교학 제30집. 한국불교학회. 2001. 12)

15) 김호귀, ｢금강선론의 분과와 그 사상적 특징｣, (불교학연구 제19호. 2008. 4)

16) 김호귀, ｢함허의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의 분과 고찰｣, (한국선학 제12호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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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분과
순
서

 분과

釋題 ⑱ 覺示無住之益
1 覺住世說法儀式 31 疑無住心이 雖是般若나 己智로 如何契合覺智
2 覺之住世에 平常示人 ⑲ 覺答平等
3 幸有須菩提點破 32 覺示重讚般若
4 正是親見如來淳淳之慈 33 覺示般若法身常住
5 問安心方法 34 覺示般若離障出纏之益
6 反取善護念付囑之意하야 答不必別求 35 覺讚般若一念頓超
7 但諸正士未領其旨故更欲樂聞 ⑳ 通論過去節全編大義 單<이상 上半>
8 標安心方法(義在下文) ㉑ 此下는 通論下篇破微細二執 單22)

형식을 계승하면서 약간 수정을 가하였다. 서분의 경우는 通序와 別序, 證信序와 發起序, 遺敎序

와 現前序, 經前序와 經後序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정종분의 경우는 一周廣說과 二周略說로 구

분하였다. 유통분의 경우는 佛이 說經을 마치는 대목과 時衆이 歡喜奉行하는 대목의 둘로 구분

하였다.17)

  또한 규기는 금강반야경찬술에서 경문을 三分하였는데, 제일분은 ｢如是我聞｣부터 ｢敷座而坐

｣까지를 由致分으로 삼고, 제이분은 ｢時長老須菩提卽從坐起｣ 이하 ｢應作如是觀｣까지를 發請廣說

分으로 삼았으며, 제삼분은 ｢佛說是經已｣ 이하 ｢信受奉行｣까지를 喜悟修行分으로 삼았다.18)

  또한 지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에서 菩提流支本에 의하여 ① 明敎興所由, ② 明藏攝分齊, 

③ 明所詮宗趣及詮敎體, ④ 釋經題目, ⑤ 分文解釋 등 五門分別을 짓고, ⑤의 分文解釋에 대하여 

경문을 序․正宗․流通의 셋으로 나누었다.19)

  이처럼 금강경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구성과 달리 여기에서 용성은 금강경에 대하여 나름

대로 경문의 분과를 시도하였다. 곧 용성은 경문에 대하여 54단락(1.-54.)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가하고, 다시 용성 자신이 41회(①-㊶)에 걸쳐서 해당하는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가

하고 있다. 이러한 용성의 분과는 먼저 경문 전체를 前篇 1.-35. ⑳ 및 後篇 36.-54. ㉑의 둘로 

나눈다. 그리고 전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경전의 처음부터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는 전체적으로 大心衆生으로서 초발심한 보살의 아집

과 법집을 타파한 것이다. 이것은 五蘊身心에 집착하여 아집을 삼고, 자신이 짓는 緣塵과 六度

萬行으로써 보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법집을 삼는데, 대각께서는 이것들을 모두 상에 집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적으로 麤惑을 타파하신 것이다.20)

  한편 후편에 대해서는 “미세한 二執의 타파에 대하여 통체적으로 논하다.”21)고 평가하였다. 

용성이 붙은 [詳譯科解]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전체 경문에 대한 분과는 다음과 같이 퍽 구체적

이다.

17) 나아가서 2주설법의 분과에 대해서는 곧 前周에서는 實慧를 설명하고, 後周에서는 善巧方便(善權)을 판별하

고 있다. 더불어 4周因果로 기존의 12분설을 비판하였다. 김호귀, ｢길장의 금강경분과에 대한 고찰｣, (불교학

보 제42집. 불교문화연구원. 2004)

18) 김호귀, ｢규기 금강경찬술의 분과의 내용과 특징｣, (한국선학 제21호. 2008. 12) 규기는 천친의 논에 

의하여 분과하였다. 窺基. 金剛般若經贊述 卷上, (大正藏33, p.126上)

19) 김호귀, ｢지엄의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의 분과 및 그 사상적 내용｣, (불교학보 제51집. 2009. 2) 智儼, 

金剛般若波羅蜜經略疏 (大正藏33, p.239上)

20)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73-74.

21)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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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釋安心觀法 36 覺이 徵破微細我法二執
10 須菩提聞衆生空하고 疑雲이 潑潑 ㉒ 이왕 지나간 경문을 거듭 해석한다

① 覺破着相之疑 ㉓ 이후에 등장하는 후반부의 대의를 미리 분석
하다

11 疑云若不住相이면 何以有福고 37 聞法無可得하고 疑所悟般若非法
② 覺示離相妙行 ㉔ 覺示菩提無得하사 以破執覺之疑
12 結示安心法 38 疑無因無果
13 聞衆生空三輪體寂하고 疑因虛設 ㉕ 覺現法身이 不屬因果
③ 覺示無相妙行 39 疑無我면何以度生
14 疑無相因으로 契無相果 ㉖ 覺示法身無我하사 例破正士微細二執
④ 覺示覺之知見 40 不見衆生可度하고 無土可淨인댄 要五眼作麽
15 聞覺非色相이오 法不可取하고 疑覺成菩提 ㉗ 覺示心覺及衆生三無差別
⑤ 覺이 雙遣覺法知見 41 疑生土皆空인대 必 不修福德
16 解無覺法이나 疑福殊勝 ㉘ 覺示無相之福
⑥ 覺示無相之福爲最 42 聞生土皆空하고 疑如來具足色相
17 聞覺法俱無可得하고 疑修因結果 ㉙ 覺이 破報身色相之見하고 以現法報冥一
⑦ 覺示無住眞宗 43 疑覺身無相인데 誰當說
18 聞覺果無住하고 疑如來受記 ㉚ 覺이 破報身佛說法之疑
⑧ 覺示究竟無得之旨 44 雖悟法身無說無示나 末世衆生이 能信否
19 聞菩提覺果無所得하고 疑莊嚴覺土 ㉛ 覺이 破衆生見
⑨ 覺示安心法 45 疑法身이 無相인댄 何言修一切善法
20 聞不莊嚴覺土하고 疑千仗大化身이 居何所耶 ㉜ 覺示破覺法見
⑩ 覺示法身眞相 46 疑善法이 旣非면 何法이 爲勝
21 覺示以喩現法殊勝 ㉝ 覺示離相之功이 最勝

22
須菩提群疑가 頓破하고 言忘理極할새 遂請經
名 47 疑旣無衆生이면 何言度生

⑪ 覺示般若實際 ㉞ 覺有人我하고 現法身眞我
23 疑覺無相인댄 誰當說法 48 義法報가 旣空이면 三十二相이 豈非覺耶
⑫ 覺示法身無形인댄 法亦無說 ㉟ 覺示應化非眞이오 法身非相
24 疑法身非相인댄 卽墮斷滅 49 聞說法身無相하고 疑法身斷滅
⑬ 覺이 向百尺竿頭하야 更進一步 ㊱ 覺이 破斷滅知見
25 須菩提疑化身爲眞覺 50 疑無我無福인댄 威儀動靜이 非如來耶
⑭ 覺示法化冥一 ㊲ 覺示會歸法身眞際
26 須菩提黙黙深契하야 無理可伸이며 無言可呈 ㊳ 覺이 以微塵世界로 破一異之見
⑮ 覺示現法空勝益 51 疑法身이 一切皆非인댄 又何以說四相見
27 須菩提領悟하고 陳情發露 ㊴ 覺이 破執離相之見
28 須菩提疑外施可忘이나 身命難捨이니 如何能捨 52 疑法身은 不會說法이오 化身所說은 不達法身
⑯ 覺示破五蘊實法 ㊵ 覺示化身所說이 卽實法이니 三身이 一體故
29 疑能所가 皆空인댄 因果가 那有 53 疑法身은 寂滅이라 如何能說
⑰ 覺結示諦信 ㊶ 覺示般若眞空妙觀
30 疑不住相布施生心이면 如何合得般若 54 全編總結

  여기 용성의 54분과에서 수보리가 제시한 의심은 경전의 제목에 대한 의심까지 포함하여 단락

별로 5. 7.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8. 29. 30. 31.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등 37가지 의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의심은 서분 및 유통분을 제외하고 정종분의 대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과 답변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용성은 경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이 경전의 大義는 아집과 법집을 타파하고 相이 공함을 드러낸다. 또한 이 경전의 大要는 無相

으로 종지를 삼고, 無住로 본체를 삼으며, 妙行으로 작용을 삼는다. 또한 이 경전의 大槪는 수보

22) 용성은 이하의 부분을 후편으로 분류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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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내심으로 잠잠히 의심하고 세존께서는 언설로 답변하신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타심통

으로 일체중생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보기 때문이다.23)

  대의는 앞의 윤관에서 제시된 것처럼 집착에 대한 아공과 법공의 터득을 드러내보였는데 그

에 대하여 전편과 후편의 경문이 형태는 비슷할지라도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곧 금강경의 첫머리에 수보리가 ‘어떻게 청정심에 안주하고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

는가.’를 질문한 것은 범부 가운데서도 大心衆生으로서 처음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초발심 보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초발심보살의 경우 여러 가지 모든 상에 집착하고 자기의 오온

색신에 집착하여 수행을 한다. 이에 그와 같은 수행이 모두 상을 벗어나지 못하여 깨침으로부터 

아득히 멀어져 있었기에 수보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낱낱이 의심하고 대각께서 낱낱이 타파

하여 마음에 집착할 것이 없도록 해준 연후에야 비로소 초발심보살은 실제로 반야에 계합하고 

대중의 의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위의 전반부에서 제시된 경문의 뜻이

었는데 그 설법을 드러낸 것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그래서 경전의 후편에서 어떻게 청정심에 안주하고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다시 

질문하였는데, 그것은 곧 증득한 지혜를 잊지 못하고 또한 습기를 잊지 못한 까닭에 진여 가운

데에 안주하기를 추구한 것이고, 또한 빨리 보리를 구하려는 것도 보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에 

마음이 불안하여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물은 것은 깨침을 추구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중생

소견과 각 소견을 잊지 못하여 平等一如함을 통달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에 수보리는 전반부

와 똑같은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그러나 질문의 형식은 똑같지만 그 뜻은 천지만큼 현격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미 반야를 깨친 보살은 증득한 그 지혜로써 아상을 삼고, 증득해야 할 진여로써 인상을 삼으

며, 증득하고 깨친 것으로써 중생상을 삼고, 증득하고 깨친 것을 잊지 못하여 그것이 지속되는

것으로써 수자상을 삼는다. 이것은 대각께서 지극히 미세한 사상을 타파하신 것인데, 질문과 답

변이 전편과 같은 듯하지만 그 뜻은 천지차이임을 알아야 한다.24)

  이것은 경문의 내용이 단순히 질문의 형식 및 분량에 의거하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

여준 것으로서, 수보리에 의하여 제시된 37가지 의심은 질문의 형식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질문

의 내용에 따른 각각의 주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신역대장경
  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25)는 경문의 경우 한문은 생략되고 한글번역만 수록되어 있다. 대

략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성의 [서문]이 붙어 있다. 그리고 경문의 내용에 대하여 각 

대목마다 분과 및 자세한 해설이 강의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용성은 경문을 상·하권으

로 분류하고 32분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32분과의 명칭에 대하여 한글번역을 시도하

였다. 그리고 32분과를 기준으로 보면 오직 서분에 대해서만 내용에 따라서 다시 둘로 세분하였

다.26)

23)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14.

24)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74.

25) 1936년 9월 30일 삼장역회 발행본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95-408.

26) 용성은 서분에 해당하는 1. 법회인유분에 대해서만 1) 부처님께서는 설하지만 아난은 설하지 못함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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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해석   명칭   해석

1. 法會因由分 청정한 대중이 법자리에 모인 이유 17. 究竟無我分 구경에 아가 없는 분

2. 善現起請分 수보리가 일어나 법을 청하는 분 18. 一體同觀分 일체로 보는 분

3. 大乘正宗分 큰 법 바른 종 19. 法界通化分 법계 통화하는 분

4. 妙行無住分 묘행이 주함이 있는 분 20. 離色離相分 색을 여이고 생을 여인 분

5. 如理實見分 이치와 같이 실다히 보는 분 21. 非說所說分 설하되 설할 밥 없는 분

6. 淨信希有分 정신하는 것이 희유한 분 22. 無法可得分 법을 가히 얻을 것 없는 분

7. 無得無說分 얻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분 23. 淨心行善分 정심행선분

8. 依法出生分 법을 의지하야 출생하는 분 24. 福智無非分 복지가 비할대 없는 분

9. 一相無相分 상과 무상분 25. 化無所化分 화하야도 화하는 바 없는 분

10. 莊嚴淨土分 정토를 장엄하는 분 26. 法身非相分 법신이 상 아닌 분

11. 無爲福勝分 하염없는 복승한 분 27. 無斷無滅分 끈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는 분

12. 尊重正敎分 정교를 존중하는 분 28. 不受不貪分 받지 않고 탐하지 않는 분

13. 如法受持分 법다히 수지하는 분 29. 威儀寂靜分 위의 적정한 분

14. 離相寂滅分 상을 여이여 적멸한 분 30. 一合理相分 일합상분

15. 持經功德分 경을 가진 분 31. 知見不生分 지견이 나지 아니한 분

16. 能淨業障分 능히 업장을 청정케 한 분 32. 應化非眞分 응화신이 참이 아닌 분

  전체적으로 32분과에 의거하면서 해설에 있어서는 각 단락은 나누어서 총 상권(제1분-제14

분)의 73단락, 하권(제15분-제32분)의 40단락 등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112군데 걸쳐서 해설

을 붙였다.27) 각 단락마다 붙인 해설의 경우에 축자적인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경문의 내용

을 중심으로 일괄하고 있다. 상권(86쪽 분량)과 하권(32쪽 분량)으로 분류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이분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서는 금강경의 대의에 대하여 “일체중생의 本源覺性에 청정한 금강의 無爲佛心을 

드러내어 見性成佛하도록 해준다. 그 본체는 집착이 없어 허공과 같고, 그 지혜는 해와 달보다 

밝다. 불타께서는 일체중생이 자기의 청정심에 어두워서 무량겁 동안 생사에 윤회하는 것을 보

시고 불쌍하게 여겨서 수보리와 더불어 묻고 대답하여 낱낱이 그 의심을 모두 풀어주셨다.”28)고 

말한다.

  또한 수보리의 질문을 내용에 의거하여 7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겨냥한 것이라 말

하여 객체에 해당하는 四相의 妄相이 공한 까닭에 주체에 해당하는 四見의 妄見이 없음을 설명

한다. 이로써 발심한 보살은 일체법에 대하여 如是知하고 如是見하며 如是信解하고 법상을 일으

키지 않음으로써 바야흐로 반야의 진공묘지를 터득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문의 본문에 대하여 분류한 32분과의 기존 명칭에 대하여 비록 축자적인 번역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한 점이 돋보인다.29)

삼다, 2) 金剛大定에 들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이시다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27) 32분과 가운데 8. 의법출생분 대목에서 거듭 두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고, 27. 무단무멸분 및 28. 불수불탐분

의 두 대목을 묶어서 한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113단락, 113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28)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295.

29) 이처럼 32분과에 대한 한글번역은 용성 자신의 번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제15회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 (2013.11.21)

- 10 -

  4)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30)은 위에서 살펴본 번역본들과는 형식과 구성 등 몇 가지 점

에서 차별이 보인다.

(1) 우선 전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용복사 간행본을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 한문으로 된 경문을 162단락으로 나누고 그것

을 우리말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가령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則

非菩薩”의 대목의 경우 “何를 以한 故오 須菩提야 만일 菩薩이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

이 有하면 곳 菩薩이 아니니라.”와 같다.

  둘째, 五家解 가운데 冶父의 설을 중심으로 110구절 가운데 88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된 구절 가운데서도 그대로가 아니라 간혹 약간 변형시킨 부분이 엿보인다.

  셋째, 冶父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함허의 說誼 대목을 인용하여 93회에 걸쳐서 주석을 가

하였다.31)

  넷째, 또한 冶父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간혹 용성 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13회에 걸쳐서 붙

이고, 경문에 대해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용성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3회에 걸쳐서 붙이고 있다.

  다섯째, 경전의 題名을 포함하여 경문의 단락 가운데 용성 자신이 33회에 걸쳐서 그 단락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여 경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첫째 摠判大義, 둘째 海東沙門涵虛序, 셋째, 경문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의 경문에 대해서는 소명태자의 32분과 구조에 근거하여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상권의 범위를 1. 법회인유분부터 14. 이상적멸분까지로 분류하고 이하 15. 

지경공덕분부터 32. 응화비진분까지를 하권으로 분류하였다. 용성은 龍腹寺 간행본으로서 현재 
한국불교전서 제7책 수록본32)인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에 해당한다.

  용성은 첫째의 摠判大義에 대해서 1) 함허당이 해석한 뜻을 간략하게 인용하다. 2) 불교는 마

음을 가르치다. 3) 불법의 가르침에는 차례가 있다. 4) 경전의 핵심[綸貫]을 말하다 등 네 단락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4) [경전의 핵심을 말하다]는 대목에서는 용성은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주제를 통하

여 수보리의 의심에 대하여 여래가 각각 답변해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① 수보리는 오온의 身·心과 六塵의 상에 집착하여 보시하여 부처님의 복덕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無住로써 타파해주신다. ② 수보리가 보리상에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無所得으로

타파해주신다. ③ 수보리가 보시에 집착하여 불국토를 장엄하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불국토는

장엄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④ 수보리가 복덕에 집착하여 여래의 과보로써 삼

십이상과 팔십종호를 얻고자 하자 부처님께서는 구족색신이 아니라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⑤ 수보리가 여래에게는 삼신상이 있는 것으로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응화신은 진신이 아니고

보신은 형상을 벗어나 있다고 함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⑥ 법신상이 있는 것으로 집착하자 부처

님께서는 법신은 진신상이 아니다[非相]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⑦ 법신에 實我가 있는 것으

로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無我로써 타파해주신다. ⑧ 수보리가 여래에게 삼신상이 있는 것으로

30) 1922년 출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13-500. 이 경우는 龍腹寺 간행본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

誼에 해당한다.

31) 경문에다 붙인 험허의 說誼 1회를 포함하면 총 94회에 걸친 涵虛의 說誼의 주석을 붙인 셈이다.

32) 한국불교전서 제7책, pp.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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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분 용성의 세분 미세분 극미세분 32분 세분

1.법회인유분
證信序

15.지경공덕분

餘乘不測
先現戒相爲物作則 依大心說
金剛大定에 入함을 標示 具德能傳

2.선현기청분
住降方法을 問 樂小不堪
如來讚許 所在如塔
善現伸聞 善現은 須菩提

16.능정업장분

轉罪爲佛

3.대승정종분

摠을 擧하고 別을 標하야써 
前問을 牒함

多佛攻中全具德

廣大心 持經福多
第一心 見聞則疑
常心 總結幽邃
不顚倒心

17.구경무아분

問

4.묘행무주분

摠標 若名菩薩必無我
別釋 若有我相非菩薩
摠結 能所
現益 擧疑處
結勵不住 斷疑

5.여리실견분

疑因을 擧하야 問함 反覆釋
疑를 遮防하야 酬함 明佛卽菩提故無得
軆가 有爲와 異함을 釋함 遣執遮疑
佛身無相을 印함 釋義斷疑

6.정신희유분

約無以呈疑 顯眞佛眞法軆
訶疑以顯信 明失念
明歷事善友積集信因 引前說
明攝受福德門 釋所以
正明已斷麤執 釋成菩薩
未除細執

18.일체동관분

肉眼
中道玄門示 天眼

7.무득무설분

擧疑因以問 慧眼
順實理以酬 法眼
釋無定法 佛眼
釋無取之所以 約一箇恒河以沙數

8.의법출생분

擧劣福以問 約一河中沙以數河
釋福多以酬 約爾所界中所有主
判經福勝 會妄歸眞以釋悉知

釋超過所以 (1)正釋  推破妄染以釋非心
(2) 轉釋

19.법계통화분
問福答福

9.일상무상분

入流果 順釋
一來果

20.이색이상분
由無身故現身

不來果 由無相故現相

無學果
(1)擧所得以問

21.비설소설분
遮錯解

(2)明無取以答 ①明佛先印 釋所以
②彰已不取 示正見

却釋佛意 22.무법가설분 以無法爲正覺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삼신상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33)

  또한 둘째의 [海東沙門涵虛 序]에서는 함허당이 1415년 6월에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
에 붙인 서문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34)

  또한 셋째의 경문에 대해서는 32분과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시 구체적으로는 143가지 주제어

로 세분하여 각각의 단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35)

33)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20-421.

34)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22-424 ; (한국불교전서 제7책 pp.10中-14上)

35) 137가지 주제어로 세분하고, 여기에 다시 미세분 6회를 합하여 143회의 주제어를 붙여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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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엄정토분

斷釋燃燈取說疑
23.정심행선분

以平等爲正覺
擧取相莊嚴問 以正助修爲正覺
依淨心莊嚴勸 24.복지무비분
問答斷疑

25.화무소화분

遮其錯解

11.무의복승분
約多河以辨沙 本無衆生可度
約多沙以彰福 反釋所以
約多福以顯勝處 展轉拂跡

12.존중정교분
明處可敬

26.법신비상분

問以相表佛
顯人獲益 答因苗識根

13.여법수지분

約義辨名勝 難凡聖不分
佛無異說勝 悟佛非相見
施福劣塵勝 印見聞不及
感果離相勝 27.무단무멸분 遮毁相之念
較量勝

28.불수불탐분
分得忍故不失

14.이상적멸분

歎未聞深法勝 正明不失
正明具德勝 澂釋福德所以
佛跡

29.위의적정분
庠錯解

摠標信解 示正見
別顯三空

30.이합리상분

細末方便破麤色
如來印定 不念方便破微塵
聞時不動希有勝 不念方便破世界
大忍淸淨第一勝 俱約塵界破和合
明忍軆 佛印無中妄執有
正明苦忍

31.지견불생분

庠錯解
無住對治 遣言執
斷疑 除法執分別
離執 顯本寂

15.지경공덕분
捨命福 32.응화비진분
信經福

    3. 용성 번역의 내용적인 특징

  용성은 금강경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서 4종으로 번역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윤관을 통

하여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하였다.36) 구성 및 형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까닭에 여

기에서는 이들 용성번역에 드러난 내용의 특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용성이 번역한 금강경의 경문에 대한 내용은 우선 지극히 祖師禪的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37) ‘금강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제명에 대해서는 ‘無爲佛心을 直指한 大知慧로써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금강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제명은 용

성 번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경우로서 금강을 마하반야바라밀과 동치시켜서 해석한 것이기도 하

다. 때문에 용성에게 있어서 금강은 금강석에 대한 비유이면서 더불어 반야묘지의 법을 상징한

다.

  경문의 경우 우선 ‘一時’에 대해서는 여여한 불변의 일시이고 스승과 제자의 깨침이 합치되는 

일시이며 멀고 가까움에 걸림이 없는 일시라고 해석한다.38) 이것은 정법안장의 속성이 늘상 여

36) 제1회 번역은 1922년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鮮·漢文幷>이었고, 제2회 번역은 1926년 詳譯科解

金剛經(2종 출간)이었으며, 제3회는 1936년 신역대장경이었다.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한 윤관은 제1회 

번역 이후 1923년에 출간되었다.

37) 1922년에 출간된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鮮·漢文幷>의 경우 처음부터 冶父의 게송과 해설 및 함

허의 說誼에 근거하여 번역 및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36년에 번역된 신역대장경 <純鮮文>의 경

우는 경문 전체에 걸쳐서 여러 조사들의 법어를 인용하면서 해설을 가하고 있다.

38)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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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다는 本體를 가리키고, 정법안장에 대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심전심의 屬性을 가리키며, 

정법안장의 공능이 일체중생에게 보편적인 진리로 드러나 있다는 妙用을 가리킨다.

  또한 ‘希有世尊’이라는 수보리의 찬탄에 대해서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희유하다는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교화에 나서서 모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신 것이 희유하다는 것이다. 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지혜가 본래구족되어 있어서

그것이 청천백일과 같이 밝지만 부처님께서 조용하게 그것을 누설한 것이 마치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라고 한 것과 같으니 그것이야말로 수치를 모르는 부처님이시기에 참으로 희유하다는 것

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을 곧바로 가리킨 것으로서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비

쳐줄 수도 없고 단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모양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모양도

어떻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세존께서 가부좌를 하시고 단정하게 앉아계셨을 때에 최초

의 한마디[最初句]를 누설하였는데 수보리가 아니면 그 누가 부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인

가. 그러고보면 수보리도 또한 참으로 희유하다.39)

  이와 유사한 해석은 일찍이 함허의 경우에도 상근기는 발심만으로 작용을 삼아 침묵으로 개시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40) 함허는 경문의 초두에서 부처님께서 아직 설법을 하기도 전의 침묵

의 상황에서 수보리가 먼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제보살을 선호념하시고 제보

살을 선부촉하십니다.’ 라고 찬탄한 것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함허의 경우는 수보리의 경우에

만 국한하여 해석하였지만, 용성의 경우에는 일체중생에게 지혜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다는 중

생의 입장과 석가모니가 교화하는 입장 등 두 측면에 두루 적용하여 言詮不及이기 때문에 다만 

희유하다는 말로써 찬탄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본문 가운데서 3. 대승정종분의 대목에 대해서는 廣大心, 第一心, 常心, 不顚倒心이라는 천친의 

四種心에 근거하여 깨친 이후의 조사들이 펼치는 4종의 보살행으로 단락을 분류하여 해석하였

다. 4. 묘행무주분의 “我가 없은 즉 人이 없고 아와 인의 둘을 모두 잊은 즉 마음이 자연히 적멸

하고 자연히 안락하고 자연히 虛靈하여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이 없는데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한

다는 것이다.”41)는 내용, 5. 여리실견분의 “이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것이므로 아상이 공하고, 법

상이 공하고, 아상과 법상이 함께 공하고, 함께 공하다는 것도 또한 공한 것이 곧 진정한 여래라

는 말씀이다. 이것은 소승의 법상에 집착함을 배척하고 대승의 초입문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

러나 百尺竿頭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참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법안선사는 ‘만약 모든 형상을 진

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여래를 보지 못한다.’42)고 말했다.”43)는 내용 등, 기타 용성이 가한 선적

인 해설의 내용은 대단히 풍부하다.

  또한 1922년에 출간된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鮮·漢文幷>의 경우는 매 경문마다 

冶父의 게송 및 해설을 곁들이고, 함허의 說誼 및 용성 자신의 안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짤막

한 주해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의 경문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와 해설을 가하고 있다.

若以色見我커나 以音聲求我하면 是人行邪道라 不能見如來니라

<용성해설>

39)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314-315,

40) 涵虛, 金剛般若波羅蜜經綸貫, (韓國佛敎全書 제7권, pp.118下-119上)

41)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327.

42) 宏智廣錄 卷3, p.28下. “舉經云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法眼云 若見諸相非相 即不見如來” 참조.

43)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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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보리가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법신에 아(我)가 없다면 보신도

또한 상을 통해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래에게 나타나있는 삼십이상이 어찌 여

래가 아니겠는가.’ 이에 세존께서는 전륜성왕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의심을 타파해주셨다.

<야보설> 설령 소리와 색을 통해서 여래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또한 여래를 볼 수가 없다. 그러

면 자, 말해보라. 어찌해야 볼 수가 있는가. (함허설의 :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색을 보고 소

리를 듣는 것은 세간의 본래도리[本常理]인데 쌓인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 그대가 지금

부처님[黃面老]을 보려고 한다면 마야부인의 뱃속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噫!(용성주해 : 삼십

년 이후에는 어떤 뜻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44)

  이처럼 용성 번역본의 해석 내지 해설의 내용을 때로는 그 형식과 결부시켜서 파악해볼 필요

가 있다. 여기에는 용성의 선적인 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곧 ‘삼십 년 이후에는 어떤 뜻이 없지

는 않을 것이다.’는 것은 현생을 마치고 환생하여 본래자리로 도래한다는 것으로 다음 생을 가리

킨다. 삼십 년은 수행하는 기간으로서 한평생을 상징하는 말이다. 흔히 ‘백년 이후’ 또는 ‘다시 

돌아올 때’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마야부인의 뱃속’은 석가모니부처님을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정한 불성의 자리이다. 때문

에 색과 소리를 초월해서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파악하려면 자신이 직접 마야부인의 如來藏으로 

들어가서 청정한 불성을 보아야 한다. 冶父의 본래 해설에는 ‘이 말이 삼십 년 이후에 땅에 떨어

지면 쇳소리가 날 것이다 此語三十年後 擲地金聲在’라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에 대하여 용성은 

나름대로 변형하여 ‘삼십 년 이후에는 어떤 뜻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로 해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성은 금강경에 대하여 1922년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을 비롯하여 1926년 詳譯科解金剛經 및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그리고 1936년 신역대장경

 등 총 4회에 걸쳐 번역하였다. 또한 1923년에는 금강경의 전체적인 대의에 대한 용성의 견

해를 엿볼 수 있는 윤관을 저술하였다.

  이들 4종의 번역본 가운데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은 鮮漢文 혼용체이면서, 冶父의 

주석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다시 함허의 說誼 및 용성 자신의 주해를 가하였다. 詳譯科

解金剛經의 경우는 경문의 분과에 대한 용성의 견해가 가장 잘 드러난 번역본으로서 54분과로 

세분하고, 용성 자신이 41회에 걸쳐서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가하였다. 신역대장경

의 경우는 소명태자의 32분과에 의거하고, 총 상권(제1분-제14분)의 73단락 및 하권(제15분-

제32분)의 40단락 등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112군데 걸쳐서 해설을 붙였다. 또한 각 단락마

다 붙인 해설의 경우에 축자적인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경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고 

있다.

  한편 윤관의 경우는 경문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한 것이었다. 곧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

른 개별적인 27가지 의심과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10가지 의심 등 모두 37이다.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27가지 의심의 경우는 상반 부분(1.-12.)의 경우 麤의 四

相을 극복한 아공(1.-8.)에 대한 의심의 타파와 법공(9.-12.)에 대한 의심의 타파로 간주하고, 하

반 부분(13.-27.)의 경우 細의 四見을 극복한 아집과 법집에 대한 의심의 타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10가지 의심에 대한 그 해결답변은 곧 무집착, 

무소득, 불국토가 공함, 구족색신상, 응신·보신은 비진·비분별, 법신은 분별상이 아님, 일체법은 

무아, 삼신은 非一·非異, 삼신은 一體, 여섯 가지의 비유 등이었다.

  

44)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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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번역본 금강경의 구성 및 내용의 특징에 대한 토론문 

요경 /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강사

  발표자인 김호귀 선생님은 2001년 불교학회지에 『天親『金剛般若波羅蜜經論』의 四種心考』

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강경과 관련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조계종단에서 표준본 금강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찬실무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동

안 단행본으로 출간된 관련 서적들만도 천친이나 금강선, 무착과 같은 고승들의 논서들에 대한 

것들로 초학자들이 읽기 난해한 한문들을 쉽게 풀어써 금강경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경과 관련된 연구 이력으로 용

성스님의 대표적 한글번역물인 『상역과해금강경』번역과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됐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역과해금강경』은 『금강경언해』본 이후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불법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최초의 한글경전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성스님(1864~1940년)의 전기를 정리한 보광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용성스

님이 역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직접적인 번역불사를 시작한 시점은 민족대표 33인으로 

삼일 만세 운동에 가담한 죄로 2년여의 형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바로 三藏譯會를 조직한 이후

라고 합니다. 형무소에 있으면서 기독교나 천도교인들이 한글로 번역된 자신들의 성전을 읽는 

것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경전의 한글화가 시급함을 통감하였

다고 합니다. 최초로 한글 번역된 경전은 『梵網經』이었고 이어서 번역된 경전이 금강경이었습

니다. 

  김호귀선생님의 발표문은 용성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의 구성과 내용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 있

는데, 구성면에서 저와 생각이 다른 몇 곳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논문이 주로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편의를 위해 번호를 붙인 것임)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의 목차

1. 상역과해금강경(詳譯科解金剛經)

2.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3. 신역대장경(新譯大藏經)

4. 신역대장마하반야바라밀경(新譯大藏摩訶般若波羅蜜經)

5. 임종결(臨終訣)

6. 상역과해금강경(詳譯科解金剛經)

7.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8. 영인 발원 연기문

  다음은 위의 목차 6번에 해당하는 상역과해금강경(詳譯科解金剛經) 속에 실린 글을 인용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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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ㅅ긔1)

.........어찌할수없어지식과재조없음을생각지아니하고 선한문으로심조만유론을 저술하고 선한문으

로 천노금강경2)을번역하고 순조선문으로 금강경을번역하고 주내었으며 또 금강경상세히번역하고

과목하고 조선글로주해하고 .........

  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용성스님은 세 번에 걸쳐 금강경을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선한문 금강경

- 순조선문 금강경

- 상세히 번역하고 과목하고 조선글로 주해한 금강경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에 실린 금강경들의 간기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배열해 보

았습니다.

① 신역대장경3): 서문-佛紀2948(서기1921)년 10월25일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新譯大藏經金剛經講義)

               초판인쇄-대정11(서기1922)년 1월 12일

               초판발행-대정11(서기1922)년 1월 16일

               재판인쇄-소화11(서기1936)년 9월 28일

               재판발행-소화11(서기1936)년 9월 30일

② 鮮漢文金剛經 新譯大藏經4): 摠判大義-佛紀2948(서기1921)년 11월 5일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飜譯兼決疑

                              인쇄-대정11(서기1922)년 1월 28일

                              발행-대정11(서기1922)년 1월 30일 

③  詳譯科解金剛經5): 金剛摩訶般若波羅蜜經全部大義綸貫-覺紀2950(서기1923)년 3월8일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鮮漢文幷純鮮文講義

                   초판발행-대정15(서기1926)년4월 29일/覺紀2953(서기1926)년9월29일

                   3판인쇄-소화12(서기1937)년 10월 20일

1)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 p.618; 인용문은 세로로 인쇄된 글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옮겼다.

2) 발표문에는 ‘1921년 3월에 출감하여 鮮漢文으로 심조만유론을 저술한 이후에 이어서 鮮漢文으로 천노금강

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내었으며, 또 금강경을 상세하게 번역하고 분과하여 조선글로 주해를 하였다.’고 되

어 있어 천노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 276쪽을 인용하므로 생

긴 오류다. 제5집의 목차 2.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은 ‘금강경 본문’과 ‘金剛摩訶般若波羅蜜經全

部大義綸貫’,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이 經을 유포하면서’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6년 처음 발

행한 『상역과해금강경』의 제7판으로 1975년 불심도문스님이 편찬하고 유포한 것이다. 이보다 뒤에 편찬된 

제 10판(1990년)에는 세로 글씨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ㅅ긔’가 실려 있는데 제7판보다 오래된 것으로 띄

어쓰기와 단행본들을 표시하는 ‘『』’기호가 보이지 않는다. 추측건대 제7판을 편찬하면서 내용을 알기 쉽게 

한다고 하면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한다. ‘천노금강경’에서 천노는 ‘처음’의 오류인지 ‘賤奴’라는 한자말로 용성

스님 자신을 낮게 지칭하는 말인지 불확실하다. 

3)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의 목차 3번과 동일

4)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의 목차 4번과 동일

5) 용성대종사전집 제5집의 목차 1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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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판발행-소화12(서기1937)년 10월30일

                   

  김호귀선생님은 발표문에서 윤관 및 4종의 번역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이것은 발표문 첫 장 하단의 ‘③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 1926년 4월 29일 초

판(1935년 8월 5일 재판, 1937 제3판 10월 20일) ; ④ 詳譯科解金剛經 1926년 초판’의 오류

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목차 2번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에 해당되는 것이 ④ 詳譯科解金剛經 인

지 ③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인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느 것이라도 두 가지는 

동일한 번역본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차 1, 2에 해당하는 두 경전의 표지

가  詳譯科解金剛經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1번은 覺紀를 사용하고 2번은 佛紀를 사

용한 刊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목차 2번의 금강반야바라밀

경(金剛般若波羅密經)이 1975년 10월 30일 7판으로 도문스님이 편찬 겸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편찬한 것으로 보면 원본인 詳譯科解金剛經에 조금의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覺을 佛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별도의 번역본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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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조만유론 번역의 제 문제

한성자 / 전 BK21 연구교수

1. 서론

2. 기존의 연구: 유식 사상과 여래장 사상의 대립

3. 일심 사상에 대한 여래장연기설

4. 일심 사상에 대한 중관·유식설

5. 결어

1. 서론

  心造萬有論은 백용성이 3.1운동으로 인한 옥중생활에서 불전번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후, 출옥해서 만든 三藏譯會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저술로서 1921년 9월 29일에 간행되었다.1) 

한용운이 “佛敎를 宣布하랴면 平易한 한글 혹은 鮮漢互用文으로 飜譯 編纂 創作 等을 勵行하지 

아니하면 안이 될지니”2)라고 1931년에 말한 것을 심조만유론은 이미 선취하고 있어서 국한문

을 혼용한 불교교리에 대한 창작물이다. 창작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은 위의 한용운의 글에서 계

속해서 “創作에 있어서 勿論 各 方面이 있것으나 主로 佛敎敎理의 時代思潮에 適應한 占을 만히 

指摘하고 論據하야 廣大 深遠한 佛敎敎理의 衆生을 제도하는 方便에 있어서 가추지 안이 함이 

없는 것을 一般에게 알녀 주는 것이 가장 必要할 것”3)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대로 교리에 근거

해서 그것을 쉬운 말로 풀어쓴 것이므로 순수 창작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심조만유론의 번역을 앞에 두고 필자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했던 것은 이 책이 알리고자 하

는 불교교리 내지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심조만유론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선 唯

識사상에 관한 것일 거라고 짐작했고 목차를 보니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제2편에 제8아뢰야

식부터 전 5식에 이르기까지 식에 관한 설명이 차례대로 돼 있어서 당연히 유식사상을 펼친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 유식 또는 唯心4)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유식이 표방하고 있는 사상은 유식종의 유식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승기신론』의 一

心 사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1편 “세계가 처음 일어남”의 제1장 “세계가 처음 일어난 원

인이 유심(唯心)이라는 것을 분별함”에 이어 시작되는 소제목 “천지만유가 無上淸淨寳覺法身佛로

1) 한보광,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1)｣, 대각사상 제3호 (2000), 19쪽.

2) 한용운, <조선불교의 개혁안>, 불교 88호(1931.10), p.8.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제5집

(2002), 66쪽에서 재인용. 

3) 위의 글.

4) 대승기신론별기에서는 일심과 아리야식을 들어 저 心과 이 識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답변에서 “심은 넓

고 식은 좁은 것이니 심이 2문 내의 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문은 넓고 뜻은 좁으니 생멸문이 두 뜻

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에처럼 유식과 유심의 뜻이 분명히 다르겠으나 용성은 이 둘을 다르게

도 쓰고 같게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도 ‘심조만유론’의 의미에서 쓸 때는 유식과 유심을 구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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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루어진 것임을 밝힘”이라는 제목이 이미 유식사상과의 거리를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본

문이 시작되면서 이는 다시 一眞心大光明軆의 本源性이라는 말로 바뀐 후 유심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本源眞心, 眞心, 大光明藏眞性, 一心, 眞心大法王, 本源眞性, 眞心普光明軆, 眞心性海, 常寂眞體,

竗明眞心, 本然眞心, 本竗明性, 本具竗明, 眞心性體, 本源覺性, 無上淸淨本地風光大圓覺性, 覺海,

眞覺性, 眞性, 唯心唯識, 本源性, 淸淨覺性

  이를 간추려 보면 크게 心 또는 眞心을 포함한 것(본원진심, 진심대광명체, 진심대법왕, 진심성

해, 묘명진심, 본연진심, 진심성체)과 性 또는 體를 포함한 것(대광명장진성, 본원진성, 상적진체, 

본묘명성, 진심성체, 본원각성, 무상청정본지풍광대원각성, 진각성, 진성, 본원성, 청정각성)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覺海와 本具竗明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유심

은 진심 또는 진성, 진체, 각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앞에 붙은 수식어인 본원, 묘명, 상적, 청

정, 무상청정본지풍광대원 등은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붙은 수식어 대광명체, 대법왕, 

성해 등은 동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번역도 진심과 진성, 진체, 각성을 중심으로 그 앞, 

뒤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식을 해주면 비교적 통일성 있게 번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번역에 있어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 같은 번역어의 선택을 통해서 유

식, 또는 유심이 무엇인지, 진심, 진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용성이 “모든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 가지고 수 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명발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며 또 수 십 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여서 큰 문장이 되었다할

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5)이라고 하면서 역경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글자만의 

번역이 아닌 그 뜻을 알리려는 것이 분명하므로 역자로서 유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심조만유론의 번역에 관한 이번 발표에 있어서 그 핵심사상인 ‘유

식’의 뜻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번역의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견 번

역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어떤 저서를 번역할 때 그 핵심사상을 파악하고 

번역하느냐 또는 다만 글자만 번역하느냐 하는 것에는 그 의미 전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큰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의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2. 기존의 연구: 유식 사상과 여래장 사상의 대립  

  기존의 연구에서 백용성이 말하는 ‘유식’ 내지는 ‘진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백용성에 대한 연구는 그 생애, 대각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 역경 등의 불

교 대중화 활동 등에 대해서도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특히 용성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6) 몇 개 안 되는 연구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해서 그 중 몇 편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덕진은 ｢龍城震鐘의 선사상에 관한 일

고찰｣7)에서 유식이라는 것은 산하대지와 삼라만상 그리고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제8아뢰야식

5) 白相奎 역， 『조선글 화엄경』 권 12，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三藏譯會, 1928) (龍城全集， 12-88).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제5집 (2002), 93쪽에서 재인용.

6) 김광식,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16집 (2011), 45쪽.

7) 이덕진, ｢龍城震鐘의 선사상에 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 제48집, 한국불교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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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작용이기 때문이라고 한8) 용성의 말과, 識을 변화시켜 부처가 되는 것이지 識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9) 등을 들어 “용성의 마음에 대한 순수한 精神主義的 입장은 

유식사상의 주장과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용성의 ‘유식’이 유식사상의 

아뢰야식을 말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신규탁은 ｢각해일륜 분석: 동북 아시아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10)에서 용성이 아

뢰야식에 대해 “망념(妄念)이 문득 일어남에 본각성(本覺性)이 자연히 가리웠도다”11)라고 한 것

과 “진(眞) 망(妄)이 화합(和合)하여 제팔식(第八識)이 되었으니, 고요하여 허공이 되고, 움직여서 

세계가 된다”12)라고 한 것 등을 들어 용성이 말하는 아뢰야식은 ‘眞妄和合識’이고, 유식종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은 ‘妄識’이라고 하여 용성과 유식사상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그리고 용성에게 

있어 진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그에게서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생멸이 없으며 능히 만법을 생

하는 것으로서의 ‘一眞心’ 사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승기신론에서 영향 받

은 것이라고 했다.13) 이어서 기신론의 一心은 여래장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연장선

상에서 용성이 法性의 상주불멸을 수용하는 전통적인 ‘性宗’ 내지는 ‘法性宗’의 교학 체계에서 말

하는 아뢰야식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용성의 사상을 법성종의 체계 속에서 설명

하려고 하면서도 신규탁은 용성은 ‘法性’이라는 말보다는 실은 ‘大圓覺體性’이라는 용어를 더 즐

겨 쓴다14)고 부언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한보광은 일찍이 용성의 ‘대각’이 과연 무엇인가를 궁구하여 그 답을 심조만유론

과 각해일륜에서 찾고자 했다. 그는 용성이 심조만유론에서 마음 이외의 모든 것을 부인하

고 불(佛)과 진심(眞心)과 아(我)를 일체(一體)로 보며 심(心) 이외에 부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고 하여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진심을 개발하면 각인(覺人)이 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15) 이

어서 각해일륜에서 용성이 대각을 본각, 시각, 구경각을 다 깨친 경지라고 정의하고 그 근본을 

‘大覺性眞如淸淨心’ 등이라고 하여 대각을 진여청정심으로 이해할 때, 이는 大乘起信輪의 여래

장사상(如來藏思想)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胡靜은 ｢龍城 禪師의 ‘大圓覺性’ 이해｣16)에서 용성의 교학사상은 기본적으로 

본래 청정한 진여의 세계가 무명에 의해 가려져 현상계가 전개된다는 진여연기론 내지는 여래
장연기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하며 이런 세계관은 大乘起信論의 영향을 받은 선종
의 다른 종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만 용성은 ‘眞如’대신 ‘大圓覺性’을 
썼다고 하였다.17) 이어서 진여연기설에 대해 진여를 고정된 것으로 또는 실체로 인식하
는 것은 연기론 내지는 空사상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진여를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했다.18)
  이상에서 용성의 ‘유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용성의 ‘유식’을 유식학파의 아뢰

8) 龍城震鐘, ｢落草談話｣, 龍城大宗師全集 제1집, p.432. 이덕진, 위의 글, 492쪽에서 재인용.

9) 龍城震鐘, ｢辨惑辨魔｣, 龍城大宗師全集 제1집, p.437. 위의 글에서 재인용.

10) 신규탁, ｢각해일륜 분석: 동북 아시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 대각사상 제11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11) 백용성, 각해일륜(제2권) ｢여섯째, 因緣을 觀하는 것｣, 서울: 대중불교장학회, 1979년, 36-37쪽. 신규탁, 

위의 글, 260쪽에서 재인용.

12) 백용성, 각해일륜(제2권) 49쪽. 신규탁, 위의 글에서 재인용.

13) 신규탁, 앞의 글, 260-261쪽.

14) 신규탁, 위의 글, 269쪽. 

15) 한보광, ｢집중탐구: Ⅱ. 용성선사(龍城禪師)의 사상｣, 월간해인 97호, 1990.03.

16) 胡 靜, ｢龍城 禪師의 ‘大圓覺性’ 이해｣, 대각사상 제19호, 대각사상연구원, 2013.

17) 위의 글, 211-212쪽.

18) 위의 글,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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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관점과 그와는 달리 여래장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진여청정심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제 이들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심
조만유론에서 말하는 유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일심 사상에 대한 여래장연기설

  심조만유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이덕진이 용성의 유식을 유식종의 아뢰야식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신규탁은 이에 대해 용성 자신이 아뢰야식을 진·망혼합식이

라고 언급한 것을 들어 반박했으나 심조만유론 서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덕진의 주장을 뒷

받침해 준다.

唯識者는何오

是心이 本然淸淨커늘 云何로 山河大地를 發生하나뇨

天地萬有와 情與無情이 唯識으로 幻變함이니

人이夢에 種種物像을 見하거든 夢見者가 皆是夢識의 所變이라

한 外로 來한 者가 아니로다

夢所變과 如하야 現今 天地萬物 情與無情이 唯識으로 現出함을 覺悟할지로다19)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용성은 이 마음이[是心] 본래 청정한데 어째서 산하대지를 발생시키

는 것인가 라고 자문하고 천지만물과 유정, 무정이 모두 오직 식[唯識]으로써 환변(幻變)해서 나

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마음과 식이 구별된 가운데 마음은 청정심을 가리키

고 식은 환변하는 아뢰야식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식이 환변해서 천지만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라고 할 때 이는 유식학파의 아뢰야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성이 사용

한 ‘유식’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는 유식학파의 아뢰야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식사상과 관련해서 본다면 용성은 아뢰야식과 구별해서 청정심이라는 본래의 마음을 세우고 

있으므로 사상에 있어서는 아뢰야식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 사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몇 줄 뒤에 이어지는 다음의 구절을 보자. 

世人이 但 所見所聞相에 執하야

人生의 堅關됨이 唯識임을 不知하는 故로

第一卷에 識數의 相을 畧辨하야

世人으로하야금 心意識에 過患을 知케하고20)

  심조만유론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에 있어서 법수에 따라 식을 설명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

여금 심·의·식(心意識)의 허물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본문에서 식은 8식부터 전5

식까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설명돼 있다. 식에 대한 유식학파의 분석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8식 앞에 진심성체(眞心性體)를 둠으로써 비록 분석틀은 유식학파의 것이라 하더

라도 표방하는 사상은 유식사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19) 白相奎, 心造萬有論, 三藏譯會, 京城: 新文館, 佛紀2948(1921) (龍城震鐘, ｢心造萬有論｣, 龍城大宗師全集 

제4집), 4-3, 4-4쪽.

20) 위의 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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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의 유식사상이 유식종의 유식사상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덕진 이외의 학자들이 다 유사하게 용성이 기신

론에서 말하는 진망화합의 아뢰야식설을 수용했다고 하여 여래장사상을 바탕으로 한 법성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용성이 아뢰야식을 진망화합식이라고 한 것은 심조만유론에
서도 발견된다. 

此識(=阿賴耶識)이 一邊으로는 眞覺의 軆를 能隱하고 一邊으로는 萬有의 相을 能發하나니 此는

虛空과 世界와 萬有가 無하고 오즉 眞心性海가 阿賴耶識으로 變軆되는 始初니

此는 始와 終을 말할 수 업느니라21)

  아뢰야식이 한편으로는 진각의 체를 감추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유의 상을 발한다고 하여 

진·망의 화합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아뢰야

식이 진망화합식이라고 하는 용성의 결정적인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無明은 本覺을依함이니 萬法이다 眞妄和合心을 依하야 發生하나니라 (眞妄和合心은 阿賴耶識이

最初에 眞性으로부터 起함으로 眞妄和合心이라 하나니라)22)

  진망화합식으로서의 아뢰야식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서는 『대승기신론』으로서 용성이 

말하는 아뢰야식이 『대승기신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

하고 있으며 필자도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나 기신론의 일심이 여래장을 말하

는 것이라고 하여 『대승기신론』 내지는 원효와 용성을 법성종의 전통에 서는 것으로 보는 시

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신규탁은 『대승기신론』의 ‘一心’을 원효와 법장 모두 

‘여래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점은 대부분의 교학가들도 공감하는 바라고 했고23) 위

에서 검토한 것처럼 본 논문에서도 한보광과 호정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었으나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다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고익진과 은정희의 경우에서 그 

같은 예외를 볼 수가 있는데 『대승기신론』의 一心二門에 대한 이들의 해석을 봄으로써 용성의 

유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자. 

4. 일심사상에 대한 중관·유식 종합설

고익진24)과 은정희25)는 둘 다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의 다음 구절을 들어 기신론이 

중관과 유식을 화합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 논의 됨됨이가 세우지 않는 것이 없으며, 깨뜨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중관론(中觀論)

21) 白相奎, 心造萬有論, 三藏譯會, 京城: 新文館, 佛紀2948(1921) (龍城震鐘, ｢心造萬有論｣, 龍城大宗師全集 

제4집), 4-20쪽.

22) 白相奎, 心造萬有論, 三藏譯會, 京城: 新文館, 佛紀2948(1921) (龍城震鐘, ｢心造萬有論｣, 龍城大宗師全集 

제4집), 4-27쪽.

23) 신규탁, 앞의 글, 270쪽.

24) 高翊晋, ｢元曉의 起信論疏·別記를 통해 본 眞俗圓融無碍觀과 그 成立理論｣, 불교학보 제10호, 1973.

25) 殷貞姬,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 『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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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십이문론(十二門論) 같은 것들은 모두 집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리되,

깨뜨린 것(能破)과 깨뜨림을 당하는 것(所破)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니, 이것을 보내기만 하고 두

루 미치지 않는 논이라고 말한다. 또 유가론(瑜伽論)과 섭대승론(攝大乘論) 같은 것들은 깊
고 얕은 이론들을 온통 다 세워서 법문(法門)을 판별하였으되, 스스로 세운 법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주기만 하고 빼앗지는 않는 논이라고 말한다.26)

  고익진이 파악한 것과 같이 위의 구절에 나타난 중관과 유식에 대한 원효의 시각은 중관 계통

은 망집을 파하는 길에 들어서서 파하고 또 파하니 긍정할 길이 끊긴 것이고, 유식계통은 세우

는 길에 들어서서 세우기만 하고 버리지 않으니 부정할 길이 끊긴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기신

론이야 말로 이 두 결함을 지양하여 파하지 않음이 없고 세우지 않음이 없어 '군쟁의 평주'라고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27) 고익진에 따르면 중관과 유식이라는 두 대립적인 철학체계가 기신론
에서 각각 '진여문'과 '생멸문'에 대비되어 이 두 문이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을 찾음으로써 

원효에게 있어서 기신론은 중관과 유식을 회통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殷貞姬는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28)에서 기신론에 대한 

원효와 법장의 견해를 각각 원효의 중관·유식설, 법장의 여래장연기설이라고 이름붙이고 그 같은 

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은정희의 분석에 따르면 원효의 중관·유식설은 기신론의 본의에 충실한 

것으로서 기신론의 一心二門의 구조에 있어서 2문의 心眞如門과 心生滅門에 각각 중관과 유식을 

배대시켰다는 것이다. 그 중 유식의 심생멸문은 다시 불생불멸의 여래장과 생멸심으로 나뉘며 

이 불생불멸과 생멸심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阿梨耶識이라 불리며 여기

에 다시 각의와 불각의의 두 뜻이 있어 일체법을 포섭한다는 것이다.29) 이렇게 보면 여래장의 

불생불멸은 아리야식의 의지처가 되는 동시에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아리야식의 한 양상이 될 

뿐이다. 그에 반해 은정희에 따르면 법장의 여래장연기설은 일심과 심생멸문이 각각 두 가지를 

포섭하고 있는 이중구조는 등한시하고 다만 여래장이 隨緣하여 아리야식이 된다고 하여 여래장

을 아리야식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여래장연기설을 주장하여, 법성종이 당시의 법상종의 유식사

상과 독립된 사상체계를 세워야한다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30)

  기신론소와 기신론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기신론 이해에 대해 일심과 여래장을 같은 것

으로 보아 법성종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해석하는 시각은 위의 고익진과 은정희의 분석에 따르면 

기신론의 본의에 맞는 원효의 중관·유식설을 내치고 법장의 여래장연기설을 따르는 것이 된다. 

심조만유론이 『대승기신론』의 영향을 받았고 용성의 유식, 유심 또는 진심이 기신론의 일

심과 같은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신론의 일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심조만유론을 번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성이 기신론의 일심에 

대한 상반된 해석 가운데 어느 해석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심진

여를 통한 일심의 불변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수연하는 여래장을 일심과 같은 위치로 격상시켜서 

보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심조만유론 가운데 진심을 설명한 구절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26) T44, p0226 b04-b09. “其為論也。無所不立。無所不破。如中觀論十二門論等。遍破諸執。亦破於破。而不還

許能破所破。是謂往而不遍論也。其瑜伽論攝大乘等。通立深淺。判於法門。而不融遣自所立法。是謂與而不奪論

也.” 번역은 大乘起信論疏別記 외, 김달진 옮김 (동국역경원, 1995), 26쪽을 사용했다.

27) 高翊晋, 앞의 글, 290쪽.

28) 殷貞姬,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 『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29) 위의 글, 633쪽.

30) 위의 글, 63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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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夫 一眞心大光明軆의 本源性은 衆相이 空하야 心도 아니오 佛도 아니오 法도 아니오 僧도 아

니오 神도 아니오 物도 아니오 虛空도 아니로되 오즉 至大하며 至微하며 至虛하며 至靈하며 至

堅하며 至强하며 至柔하야 可히 思議치 못하나니 이 本源眞心은 名과 相이 無하되 古今을 貫하

며 六合을 圍하며 天地人에 主하며 萬法에 王한지라 蕩蕩하야 그에 比할 것이 업스며 嵬嵬하야

그에 할 것이 업도다 天地 先에 在하야 始함이 업고 天地 後에 在하야 終함이 업도다 이眞心

은 天地가 我로 더불어 同源되고 萬物이 我로 더불어 同軆됨이라31)

  이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언설마저도 막힌 자리에 있는 진심의 본원성을 언설로써 표현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술어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들

어서 이 모든 것아 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心

도 아니오 佛도 아니오 法도 아니오 僧도 아니오 神도 아니오 物도 아니오 虛空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는 모든 속성의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대립적인 속성의 양쪽 최대치에까지 이른 것으로 표현

할 수밖에 없다. 至大하면서도 至微하며, 至虛 至靈하면서도 至堅하며, 至强하면서도 至柔해서 

우리의 식견으로는 사량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차별을 넘어서 나와 남의 구별이 불가능한 이 

자리에서 굳이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天地가 我로 더불어 同源되고 萬物이 我로 더불어 同軆’32)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용성이 이와 같이 묘사한 본원진심은 가히 기신론의 심진여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원효가 중관에 부여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효가 유식사상에 상응한 것으로 본 심생

멸문의 불생불멸인 여래장의 자리와는 완연히 다른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심생멸이란 여래장에 

의하여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리야식아라 이름한다”33)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래장의 자리는 아리야

식의 의지처가 되는 자리로서 사량할 수 없는 심진여의 자리와 다르고, 심진여를 포섭하는 佛의 

자리인 일심과는 더욱 다르다. 그러므로 심조만유론을 비롯한 용성의 저술의 토대가 되고 있

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을 여래장과 일치시켜 원효와 용성을 모두 법성종의 전통에 

배속시키는 것은 기신론의 일심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성에 

대해서는 비록 용성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대원각체성’ 등의 다른 말에서 같은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조만유론에서 ‘법성’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법성뿐만 아니라 심조만유론에는 ‘여래장’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그 의미가 당연

히 아뢰야식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개념어는 그 사상을 나타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적어도 어떤 사상가에게서 그 개념어에 해당하는 사상을 강조하려면 그의 글에서 그 개념

어가 발견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용성에게서 여래장 사상과 법성종의 전통을 찾으려는 시도

는 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1) 白相奎, 心造萬有論, 三藏譯會, 京城: 新文館, 佛紀2948(1921) (龍城震鐘, ｢心造萬有論｣, 龍城大宗師全集 

제4집), 4-13에서 4-14쪽.

32) 선가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로 僧肇의 肇論에서 유래한다.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T45 p0159 

b28-29.

33) “心生滅者，依如來藏故有生滅心，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非一非異，名為阿梨耶識”, T32 p0576 b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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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이상 위에서 용성의 심조만유론의 번역과 관련하여 그 핵심어가 되는 唯心이 무엇을 말하는

지를 밝혀보았다. 용성에게서 유심은 本源眞心, 眞心, 大光明藏眞性, 一心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현되면서 『대승기신론』의 일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신론

의 일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를 여래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관과 유식학파의 사

상을 종합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起信論疏와 大乘

起信論別記에 나타난 원효의 시각은 기신론을 중관과 유식사상의 종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서 용성의 심조만유론의 유심을 분석한 결과 용성에게 있어서 본원진

심은 여래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심진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용성이 원효의 중

관·유식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효와 용성을 법성종의 전통에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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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여문 [여래장]

     一心

             생멸문 [알라야식]

             진여문 [중관]

     一心                          

             생멸문 [유식: 알라야식]   불생불멸(여래장)

                                      생멸심    

심조만유론 번역의 제 문제에 대한 토론문

황순일 /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본 논문은 심조만유론을 번역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유심이란 용어

를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밝히고 있다. 필자는 용성이 

本源眞心, 眞心, 大光明藏眞性 一心 등으로 표현되는 유심이 여래장 계열이기 보다는 중

관·유식 계열이 아닌지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심조

만유론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성스님이 사상적으로 여

래장 계열에 서있는지 중관·유식 계열에 서있는지에 관한 논문이 된다. 즉 일심을 진여

문과 생멸문 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 대승기신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

제로 귀결된다. 논의는 계속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장의 기신론 해석을 

따를 것이지 원효의 기신론소와 기신론별기를 바탕으로 한 고익진 은정희의 기신론 해

석을 따를 것인지로 확장되고 있다. 

  

  인도의 초기·부파불교를 전공하는 논자로서는 동아시아 불교의 토대가 되는 대승기신

론이 어떤 치열한 논쟁들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인도불교에서 마음은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다. 초기불교에서 동의어로 사용된 識

(vijñāna)·意(manas)·心(citta)이 부파불교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복잡한 분

석을 거치면서 각기 점차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이 6識(의식)·7識(자의식)·8識(잠재의식)으로서 기능적으로 독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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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유식학파의 토대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는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경우와 같이 마음을 단순히 외

부 대상을 비추는 것으로서 거울과 같이 순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량부

(Sautrāntikas)의 경우와 같이 마음을 무수히 많은 외계대상의 영상(ākāra)들로 가득한 

것으로서 염오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와 같이 마음을 거울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보는 흐름에서 여래장 사상 및 불성론이 발전하고, 후자

와 같이 마음을 무수히 많은 세속적인 영상들로 가득한 것으로 보는 흐름에서 유식사상

이 발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장의 기신론 해석은 전반적으로 마음에 대한 인도불교의 발전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신론소와 기신론별기를 바탕으로 한 고익진 은정희의 

기신론 해석은 불교의 다양한 학파들을 하나로 회통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이며 마음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철저한 고민에 기초한 분류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이 든다. 이러한 입장에서 평자는 2가지 질문을 드린다.

1. 발표자는 ‘고익진과 은정희의 분석에 따르면 기신론의 본의에 맞는 원효의 중관·유

식설을 내치고 법장의 여래장연기설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신론 해석

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버리고 있다. 이 부분은 동아시아불교에서 마음의 본성을 어

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좀 더 자세한 견해를 듣고 싶

다.  

2. 발표자는 심조만유론의 유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원효와 용성을 법성종으로 보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각해일륜에는 용성을 법성종에 

따르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심조

만유론은 1922년(59세) 각해일륜은 1930년(67세)에 출판되었다. 시기를 달리하면서 

용성의 견해가 조금 식 다르게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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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기신론 번역의 제 문제

- 龍城震鐘의 大乘起信論 번역과 科目 考察

현석 / 동국대 불교대학 · 해인사 승가대학 강사

Ⅰ. 序語 

Ⅱ. 용성진종의 大乘起信論의 번역 의도 

Ⅲ. 大乘起信論 번역의 省略과 誤記 및 敷衍  

Ⅵ. 大乘起信論纂註에 의한 百個 科目과 呑虛의 國譯 

Ⅴ. 結語

<국문초록>

  龍城과 呑虛은 大乘起信論 이해를 위해 大乘起信論纂註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용성은 條目으로 앞에다 내세웠고, 탄허는 원효의 大乘起信論疏에 종속되는 보조 주석서로 활

용한 차이가 있다. 

용성은 ‘章을 나누고 뜻을 풀이했다. 실다운 것을 기록해 번다함을 없애고 논문을 융회하여 관통

하면서 소와 기를 회통했다.’는 大乘起信論纂註의 취지와 그 내용을 살피면서 大乘起信論 번

역에 의용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성이 번역한 大乘起信論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註와 

敷衍 설명까지 곁들인 용성진종의 大乘起信論註解라고 할 수 있다. 

  보통 大乘起信論를 주석할 때 원효소 등의 疏가 참조 되는 정도인데 이와 더불어 大乘起信

論纂註를 병행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로 탄허가 이의 필요성을 많이 절감한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반세기 정도 앞서 번역한 용성의 大乘起信論이 영향을 끼친 면도 있지 않을까 한다.  

  용성의 경전 번역에 대한 분명한 특징은 ‘부루어 번역하기도 하고 번만한 것을 삭제하고 간단

한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라는 것으로 곧 ‘부연과 축약’이다. 용성의 경전 번역에서 ‘생략 내지

는 축약’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의 표현대로 ‘번거로운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했기 때

문이다. 

  용성이 번역한 大乘起信論의 본문에 나오는 부연은 註와 解, 곧 ‘부연 주’와 ‘부연 해설’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다. 용성이 직접 괄호 안에 ‘註’ 처리를 한 것은 별개이다. 

  용성의 대승기신론찬주의 부연 설명은 제5, 6, 16 세 과목에서 나온다. 탄허본이 ‘써 以’, 

‘이 是’를 구태여 한글로 옮긴 것에 비해 용성은 한자를 그대로 가져 왔음을 보인다. 탄허본이 

직역인데 비해 용성은 의역과 부연을 한 특징을 보인다. 반세기 이전의 인물인데도 탄허가 한자

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글을 옮긴 것에 비해 용성은 그나마 한글로 바꾸려고 한 시도를 많이 보

인다. ‘此는’과 ‘이것은’의 한 경우만 봐도 용성의 번역 태도가 보이는 것이다. 또한 탄허가 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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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실했다면 용성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부연하고자 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탄허가 ‘能見

과 能現의 二는’이라고 하면서 넘어간 반면 용성은 ‘能見과 能現의 二가 곳 智相과 相續相이’라

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런 면에서 용성이 단순히 대승기신론을 번역만 한 것

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주해를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어 : 大乘起信論纂註의 취지, 大乘起信論註解, 직역, 가독성, 부연

Ⅰ. 序語

 

  龍城震鐘(1864-1940)이 한글로 번역한 馬鳴菩薩의 大乘起信論은 서 인도 출신의 진제 삼장

(499-569)이 중국의 건흥사에서 1권으로 한역한 구역이다. 아울러 진제가 번역한 섭대승론은 

그의 입적 후에 섭론학파로 대성되도록 한 토대가 되기도 했다. 

  현재 조선후기 백암성총이 편집한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이 내려오고 있다. 이 책에는 법

장이 서술한 疏와 당대 종밀이 기록한 疏注論, 송대 장수법사 자선이 기록한 記가 수록되어 있

다. 大乘起信論疏筆削記는 법장의 견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후기 불교계에는 법장

의 견해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이 답습되었든가 아니

면 더 퇴보되었음직한 일제 강점기인 20세기 초에 용성진종이 大乘起信論纂註를 입수하고 또

한 그 내용을 활용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지금까지 龍城震鐘의 번역1)에 대한 연구로는 보광스님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3년에 

｢용성선사의 역경사업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필두로, 2002년에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2006년에 ｢백용성스님의 삼장역회의 설립과 허가취득｣을 발표하여 용성의 역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 더불어 2000년에는 김광식의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이, 

2013년에는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본문에서 龍城震鐘과 呑虛宅成(1913-1983)의 起信論 번역 중 大乘起信論纂註의 내용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 두분을 비교하게 된 이유는 같은 大乘起信論纂註를 의거해 역해를 

했기 때문이다. 두 스님의 살아온 시대는 반 세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두 스님은 大乘起信論
이해를 위해 大乘起信論纂註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용성은 條目으로 앞에다 내세웠

고, 탄허는 원효의 大乘起信論疏에 종속되는 보조 주석서로 활용한 차이가 있다. 

Ⅱ. 용성진종의 大乘起信論의 번역 의도 

  용성은 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서 발표의 일로 경성서대문 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각 종교 신자들이 신청하여 보는 종교서적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음을 보고 통탄하여 원력을 

1) 보광, ｢용성선사의 역경사업이 갖는 현대적 의의｣ 다보 6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1993).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5,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삼장역회의 설립과 허가취득｣, 대각사상9,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6.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 용성조사와 고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각사상연

구원, 2013).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3,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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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다. “오동나무 잎 하나가 떨어짐을 보고 천하의 가을 됨을 아는 것이니 세계에 인류는 생존

을 경쟁하고 경제의 과탄은 극도로 되어 가는 시대에 누가 한문에 뇌를 썩여서 수십 년의 세월

을 허송하며 공부하리오. 비록 수십 년을 공부할지라도 한문을 다 알고 죽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는 무용의 학문이 될 것이니 무엇에 쓰리오. 현금 철학이나 과학

이나 천문학이나 정치학이나 기계학이나 모든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을 가지고 수십 년

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명발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다. 또 수십 

년 동안 한문공부를 하여서 큰 문장이 되었다 할 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글을 좋아하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글이 적당할 것이니 남녀 상

중하가 보면 즉시 아는 것이라 보급되기 편리하리니 내가 만일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 진리 연구에 한 나침판을 지을 것이다.”2) 

  보광스님은 용성의 역경사업의 의미를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일로 보았다. “시대적인 변화는 

이제 더 이상 한문 경전만으로 불경을 널리 보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민족의 독립운동과 무관한 것이 없다. 용성은 역경사업을 바로 우리글 우리말의 보급

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며, 민중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일로 보았다. 그러므

로 당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사업을 전개하였다.”3)더불어 우리의 말과 글을 보존하려는 

일환으로 본 견해도 있다. “불교의 일대혁신의 모체로 대각교를 창립하는 한편 삼장역회를 만들

어 경전의 우리말 번역에 전념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말과 글을 없애려는 일제의 마각을 예견하

였기 때문이다.”4)

  그러나 용성이 신유년 삼월에 출옥한 뒤 한글 번역에 대한 불교계의 분위기는 부정적인 경향

이 강했다. “협의하였으나 한 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5)는 

것은 오랫동안의 한문 류 불경의 구태에 젖어있는 불교계의 상황을 신랄하게 반영한 표현이다.  

  용성의 한글화엄경이 간행된 것이 정묘년(1927년) 11월 13일이다. 이 책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의하면 당시 起信論은 아직 인쇄되지 못했다6)고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용성의 

起信論은 1928년 이후에 출판된 것으로 보여진다. 용성의 역경은 당시 시대 사조를 관찰하면

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용성이 역경과 저술이라는 방편으로서 포교의 

대중화를 시도한 것은 단지 이교도의 경전을 보고 착안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그 전환은 당시 시대 사조를 관찰하고 아울러 지금껏 자신의 수행방법과 일반 중생들의 수준을 

함께 성찰한 연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7) 

  또한 체계적인 역경으로 삼장역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용성선사의 역경활동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으나 먼저 한글 번역에 있어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출옥과 

더불어 가장 먼저 삼장역회를 설립했다.”8)

  용성의 起信論 번역 의도와 아울러 용성이 의용한 大乘起信論纂註의 저자의 의도도 아울

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2권으로 明나라 절강성 가흥 남서쪽의 擕李란 곳의 沙門　真界가　

纂註했다. ‘纂註’는 ‘모아서 주석을 단다’는 의미이다. 真界는 이전에 능엄경도 纂註하여 楞嚴經

2) 경전중간사업회편, 한글화엄경4 (서울: 경인문화사, 1970). pp.1634-1635.

3)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5,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p.121.

4)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 용성조사와 고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각사상

연구원, 2013). p.58.

5) 경전중간사업회편, 한글화엄경4 (서울: 경인문화사, 1970). p.1635.

6) 경전중간사업회편, 한글화엄경4 (서울: 경인문화사, 1970). p.1637.

7)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3,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0). pp.75-76.

8)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삼장역회의 설립과 허가취득｣, 대각사상9,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6). p.64.



제15회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 (2013.11.21)

- 32 -

纂註 10권을 남겼었다. 

  진계에 대한 전기가 상세하지는 않다. 新續高僧傳 권6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진계의 字는 幻居요, 휴리 사람이다. 吳申(中)에 와서 南屏松壽堂에 머물면서 금강경을 

주해했다. 고금百家의 주석에 지취가 없는 것을 보고 홀로 조사의 뜻을 알아 주석을 달았다. 사

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나 옛날말을 계승하지는 않는다. 赦諭矣註成六夢一叩居士序之 西溪에 

물러나 하릴없이 단정히 입적하셨다.”9)

  明末佛敎硏究에 의하면 진계는 논서의 주석가 이전에 참선 수행자였다고 한다. “진계는 참

선 수행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하여 깨친 체험으로 뜻을 풀어 금강경을 내기도 했다. 애석

하게도 이 주석은 대장경에 수록되지 못했다. 달리는 大乘起信論을 열람하면서 인명적 방법론

에 이르러 발심하여 인명을 연구했다. 1589년에 因明入正理論解10)을 완성한 뒤 1599년에 와

서 大乘起信論纂註 2권, 楞嚴經纂註 10권, 物不還論辨解 一券11)을 완성했다. 가히 유식으

로써 온전히 연구대상을 삼은 학자는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다.”12) 1599년에 완성한 大
乘起信論纂註의 발문의 내용13)에 의하면 楞嚴經纂註 10권은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진계가 因明入正理論解에는 後序와 跋文을 달기도 했다. 

  大乘起信論纂註의 발문을 통해 진계의 편찬 계기와 의도를 살펴보자. “접때 密藏開公14)이 

清涼 妙德에 대장경 간행 도량을 처음 열었다. 나는 일찍이 그 사이에 주석하면서 2-3 명의 法

侶들과 더불어 이 논의 記를 강의하였다. 開公도 또한 참여하였는데, 매번 뜻이 명확치 않고 심

오하여 동떨어진 곳에 이르러서는 公이 곧 여러 배우는 이들을 위해 질문을 베풀어 말씀해 주셨

다. 상세하고 빠짐없이 인재를 찾아서 천거하게 하셨다. 강의를 마치고 公이 나를 깨우쳐 말씀하

시길, 이 大乘起信論의 글이 간요하고 의리는 넓고 깊으니 진실로 모든 대승 경전의 관건이다. 

다만 문장을 나누고 뜻을 분석할 것이다. 과목 나눈 것이 너무 번다하니 소와 기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첨가되었다. 책을 펴서 읽는 자들이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까 걱정이 된다. 그대

는 능히 번다함을 버리고 간략함을 따라 소와 기를 융합할 것이다. 楞嚴經纂註와 같이 纂集한

다면 어찌 다행이 깊지 아니하랴? 내가 분주하게 대하면서 가로되, 이는 뛰어난 자에게 거론해

야 할 것입니다. 단지 부끄러운 재주에 식견이 얕고 글 재주가 뛰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근

면하거나 힘쓰지 않으면 곧 아름다운 뜻에 허물이 될 것입니다.”15) 

  大乘起信論纂註의 편찬 동기로 ‘과목 나눈 것이 너무 번다하니 소와 기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첨가’되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 걱정하여 번다함을 버리고 간략함을 따라 기존의 

소와 기를 융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용성은 ‘다만 문장을 나누고 뜻을 분석할 것이다’

라는 구절에 유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용성은 大乘起信論纂註의 저자보다도 더 충실

하게 이를 의용하여 百個의 科目으로 표제화 했다. 

9) 喩昧菴, 新續高僧傳四集 (臺北: 琉璃經房. 1967). p.175. 真界字幻居 肴攜李人 亦來吳申 棲止南屏松壽堂 註

解金剛經 視古今百家註 無當旨者 獨會祖(酣?)意而為之註 直指人心 而不襲舊語 赦諭矣註成六夢一叩居士序之 去

隱西溪 無何端坐而化.”

10) 가흥대장경 19책 p.657-.

11) 빈가대장경 157책.

12) 聖嚴法師, 明末佛敎硏究 (台北: 東初出版社, 1987). p.214.

13)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366. 중하).

14) 명나라의 密藏道開를 지칭한다. 密藏道開禪師遺稿 2권이 있다. 

15)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366중-하). "昔密藏開公始剏刻藏道場於清涼妙德。余嘗駐錫其間。因與二

三法侶講斯論記。而開公亦預焉。每至隱奧乖隔處。公即為諸學眾。設難問辯。委曲搜揚。講甫畢。公啟余曰。斯

論文辭簡要。義理宏深。誠諸大乘經之關鍵也。但分文析義。科節太繁。加以疏記未合。恐披覧者難為融會。子能

去繁就簡。融合疏記。如楞嚴纂註而纂集之。豈不幸甚。余遽對曰。此勝舉也。但媿才識闇短。操文不工。自非勉

力為之。則有辜雅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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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계는 密藏開公이 요청한 사항에 3년간 충실하게 공을 기울였다. “纂註는 마땅히 본보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 안 되어 대장경 간행 도량이 南遷 雙徑으로 옮겨왔다. 나 또한 여기서 

발자취를 의지했도다. 매양 참선과 독송 사이에 곧 이 전적에 정신을 노닐고 研窮하기를 반복하

면서 자못 그 단초를 얻었다. 이로 말미암아 章을 나누고 뜻을 풀이했다. 실다운 것을 기록해 번

다함을 없애고 논문을 융회하여 관통하면서 소와 기를 회통했다. 추위와 더위를 세 번 보내고 
大乘起信論纂註의 원고를 비로소 이루었다. 감히 나무에 새겨 유통할 것은 아니나 장차 스스로 

갖추어 觀覧할 것이다. 適抱石雲 公이 孝는 모씨 형제와 같았는데 보고는 마음이 기뻐하여 의기

가 북받치어 탄식하면서 희사를 하고 판목을 만들고자 했다. 나도 그것을 인해 출가자와 재가자

들을 기쁘게 하고 법을 좋아하는 정성으로 드디어 판목을 주고는 바로 제방에 나아가게 했다. 

萬歷 己亥(1599년) 孟夏 望日에 쌍경사 사문 진계 삼가 발문을 씀.”16) 

  발문 후반부에서 앞서와 같이 진계의 大乘起信論纂註 의중이 표현되었다. ‘章을 나누고 뜻을 

풀이했다. 실다운 것을 기록해 번다함을 없애고 논문을 융회하여 관통하면서 소와 기를 회통했

다.’ 용성은 大乘起信論纂註의 바로 이러한 취지와 그 내용을 살피면서 大乘起信論 번역에 

의용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성이 번역한 大乘起信論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註와 敷衍 

설명까지 곁들인 용성진종의 大乘起信論註解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탄허의 序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 논을 편집함에 즈음하여 원효소를 正으로 하

고 眞界注를 助로 하여 독자의 편이상 진계주는 역문만을 붙여 두었다. 논을 보다가 의심이 나

면 소를 보고 소를 보다가 풀리지 않을 때 다시 주를 보면 이문, 삼대의 요지와 사신 오행의 행

상이 渙然氷釋하고 怡然理順하여서 소시의 교리와 원돈의 종지가 심목의 사이에 昭昭하리니 어

찌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 아니라 하랴.”17)

  보통 大乘起信論를 주석할 때 원효소 등의 疏가 참조 되는 정도인데 이와 더불어 大乘起信

論纂註를 병행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로 탄허가 이의 필요성을 많이 절감한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반세기 정도 앞서 번역한 용성의 大乘起信論이 영향을 끼친 면도 있지 않을까 한다.  

Ⅲ. 大乘起信論 번역의 省略과 誤記 및 敷衍

  용성은 양산의 천성산 내원사에서 1926년 한글화엄경 번역에 착수한 머리말에서 경전 번역

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글뜻을 부루어 번역하기도 하고 번만한 것을 삭제하고 간단한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중송은 빼고 고기송만 번역하기도 하였으니 그리 알고 보시오.”18) 여기서 용성

의 경전 번역에 대한 분명한 특징은 ‘부루어 번역하기도 하고 번만한 것을 삭제하고 간단한 뜻

으로 번역하기도 하고’라는 것으로 곧 ‘부연과 생략 내지는 축약’이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어능엄경의 번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권 이하로는 그 요점만 들어 

번역하고 그 번거한 것은 삭하야 번역하지 아니 하얐으니 보는 사람은 그같이 양해하여 주시

옵”19) 보광스님은 용성의 경전 번역상 이러한 특징을 “완전한 의역, 경전의 내용이 반복해서 거

16)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366중-하). "纂註其容己乎。未幾。刻藏道場南遷雙徑。而余亦寄跡於茲。

每禪誦之隙。即遊神斯典。研窮反復。頗得其端。由是分章釋義。錄實芟繁。融貫論文。會通疏記。三經寒暑。註

藁始成。非敢刻木流通。將以自備觀覧。適抱石雲公。孝若茅君。見而心喜。慨然捐貲。欲以梓行。余因嘉緇素樂

法之誠。遂授梓以就正諸方也。萬歷己亥孟夏望日寓雙徑沙門真界謹跋."

17)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서울: 교림, 2011). pp.1-2.

18) 경전중간사업회편, 한글화엄경(서울: 경인문화사, 1970). pp.1-2.

19) 용성진종, 조선어능엄경(서울: 대각회출판부, 1990).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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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 설명되는 부분이나 진리와 상관없는 번거로운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또는 그 뜻만을 

간략히 요약하였다.”20)라고 정리하고 있다.

  보광스님은 용성의 역경과 저술활동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과감한 번역

으로 문어체의 경전을 대화체로 바꿈으로 인하여 마치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

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경전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배불정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불교용어들을 새로운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21)여기서 ‘새로운 단어로 사용’은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표현을 

용성이 대각이나 정사로 바꾸어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우선 누락을 살펴보자. 용성은 가장 먼저 제Ⅰ장 서분 부분을 생략했다. 본론 이해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 ‘제 6 심진여의 뜻을 밝힘’ 과목 끝 같은 내용이 다 누락이 되었다. 

“왜냐 하면 일체의 말은 임시적인 이름일 뿐 실체가 없고, 다만 허망한 생각을 따른 것이지 얻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여라 말한 것도 모습이 없다. 이르자면 말의 궁극은 말로 인해 말을 버

리는 것이다. 이 진여의 바탕은 버릴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세

울 수도 없으니 모든 법이 다 ‘여’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했음을 알 것이다.”22)

  용성의 경전 번역에서 ‘생략 내지는 축약’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의 표현대로 ‘번거

로운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후 본문에서 상투적으로 생략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가령 제5 과목을 보자. “일심법을 

의지하여 [누락: 두 가지 문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과 [둘째는] 심생멸문이 

있다.”23) 여기서는 ‘두 가지 문이 있다’는 부분도 누락이 되었지만 이어진 ‘무엇이 둘인가?’라는 

구절은 본문에 자주 나온다. 사실 이 구절을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차이는 없어 무난하게 보인

다. 제29과목의 “경계의 반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섯 가지 모습을 낸다. [생략: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분별하는 모습이니”24)에서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도 마찬가지이다. 

  제30, “또 다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

는 같은 모습이요, 둘째는 다른 모습이다.”25)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2. “이 의에 다시 다섯 

가지 이름이 있다. [생략: 무엇이 다섯인가?]”26) 제37, 40, 42, 44, 46, 47, 50, 52, 58, 63, 

64, 70,72, 74, 85, 94 등의 경우가 마찬가지 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 99, “이미 수행하여 

신심을 내는 부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으로’ 수행을 권해 이익케 하는 부분을 말하겠다.”27)라는 

내용 중 ‘다음으로’라는 부분도 용성의 축약형의 번역 태도를 보여준다.   

  첫 번째 誤記로는 “次에 解釋分을 說할이라 三種으로 解釋호리니 一者난 正義를 顯示함이오 

二者난 邪執을 對治함이오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 正義를 顯示함이니라 一心을 依하

야”28)라는 점으로 보인다. 이는 문장이 “다음에는 해석하는 부분을 말할 것인데, 세 가지로 풀

20) 보광, ｢용성선사의 역경사업이 갖는 현대적 의의｣ 다보 6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1993). p.187.

21)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5,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22)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193.

23)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192. “顯示正義者 依一心法 有二種門 云

何爲二 一者心眞如門二者心生滅門”

24)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200.

25)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201.

26)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201.

27)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233. “已說修行信心分일새 次說勸修利益

分.”

28)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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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겠다. 첫째는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 둘째는 삿된 집착을 고친다. 셋째는 도에 발심하여 

나아가는 모양을 분별한다.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일심법을 의지하여”라는 내용이다. 

이어서 제5 ‘心真如者。即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心真如’29)의 경우에 ‘是’를 ‘時’로 오기하기도 했

다. 

  Ⅱ장에서 용성이 번역한 大乘起信論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註와 敷衍 설명까지 곁들인 

용성진종의 大乘起信論註解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런 관점에서 용성이 번역한 大乘

起信論의 본문에 나오는 부연은 註와 解, 곧 ‘부연 주’와 ‘부연 해설’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다. 

용성이 직접 괄호 안에 ‘註’ 처리를 한 것은 별개이다. 여기서 ‘부연 주’와 ‘부연 해설’ 그리고 용

성이 직접 괄호 안에 ‘註’처리를 한 내용의 객관적인 구분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부연 주’와 

괄호 안의 ‘註’는 사전적이거나 앞서 문장을 환기시키는 내용 등의 단문이다. 이와 달리 ‘부연 해

설’은 주로 장문이 많고 용성이 독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한 고구정녕한 풀이가 담긴 내용으로 보

인다. 또한 특기할 것은 대승기신론찬주 부연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승기신론찬주의 부연은 제5, 6, 16 세 과목에서 나온다. ‘제 5 해석 장 부문을 전체적으로 

나타냄’ 부분에서 탄허는 다음과 같이 옮겼다. “是心이 則攝一切世間出世間法이라 함을 釋한 것

이다. 대저 心은 本來 一이로되 真如와 生滅의 不同함이 있는 것은 대개 써 體가 不變과 隨緣의 

義를 갖춘 연고다. 不變을 쓴 故로 非生非滅이며 離相離名하여 淨染이 雙亡하고 聖凡이 一致라 

故로 真如門이 있고 隨緣을 쓴 故로 依正因果가 唯心轉變이요 德相報用이 隨業現前이라 故로 生

滅門이 있는 것이다. …대개 써 真如는 이 全生滅의 真如요 生滅은 이에 全真如의 生滅이라”30)

이 내용에 대한 용성의 번역을 살펴보자. 

是心이 곳 一切世間과 出世間을 總攝하니라 一切 對對가 無한 一心이 真如門과 生滅門을 具하

엿쓰니 真如門은 不變義요 生滅門은 隨緣義-니라 不變故로 生滅과 염정과 一切名相이 無하고

隨緣故로 一切依正과 因果 等이 轉變하며 德과 報用이 業을 隨하여 現前하되 真如난 온전이 生

滅의 真如요 生滅은 온전이 真如의 生滅인 고로31)

탄허본이 ‘써 以’, ‘이 是’를 구태여 한글로 옮긴 것에 비해 용성은 한자를 그대로 가져 왔음을 

보인다. 탄허본이 직역인데 비해 용성은 의역과 부연을 한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제 6 심진

여의 뜻을 밝힘’ 내용을 보자. 탄허는 “此는 算數의 一이 아니요 諸數를 破하기 爲하여 强作히 

一이라 말한 것이다 一法性으로써 萬法을 總攝할새 故로 大總相法門이라 云한 것이니"32)라고 번

역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성의 풀이를 보자. 

이것은 算數의 一이안이라 諸數를 破하기 爲하여 强稱한 것이니라. 一法性이 萬法을 攝入하는

故로 法門體라 함이니라.33)

반세기 이전의 인물인데도 탄허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글을 옮긴 것에 비해 

29)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339c).

30)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서울: 교림, 2011). p.134.

31)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 339b). "是心則攝一切世間出世間法也。夫心本是一。而有真如生滅之不

同者。蓋以體具不變隨緣之義故也。以不變故。非生非滅。離相離名。…以隨緣故。依正因果。唯心轉變。德相報

用。隨業現前。…蓋以真如是全生滅之真如。生滅乃全真如之生滅."

32)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서울: 교림, 2011). p.145.

33)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 339c). "此非算數之一。為破諸數。彊言一耳。以一法性總攝萬法。故云

大總相法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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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은 그나마 한글로 바꿀려고 한 시도를 많이 보인다. ‘此는’과 ‘이것은’의 한 경우만 봐도 용

성의 번역 태도가 보이는 것이다. 이어서 ‘제 16 머무는 모습의 깨달음을 밝힘’에 대한 탄허본을 

보자. 

“대개 智相은 諸法上에 任運分別함이요 相續은 念念分別하여 間斷이 없음이니 此二는 곧 外境에 

住著하여 法執으로써 堅住할새 故로 이름해 住라 함이다. 能見과 能現의 二는 곧 二相의 無體를 

요달하지 못하고 見相에 住함이다. 이제 始覺이 그 動念의 上에 四種住相이 本來 自性이 없는 

줄 覺한다면 그 四相이 照를 따라 俱亡할새”34)이 내용에 대한 용성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大蓋 智相은 諸法上에 分別을 任運하고 相續相은 念念이 分別을 繼續하여 外境에 住하여 法執

에 堅住하거든 能見과 能現의 二가 곳 智相과 相續相이 自體性이 無함을 了達치 못하야 見相에

住하나니 今에 四種相이 自體性이 無함을 覺하여 其四相이 覺智를 隨하여 頓亡하는 故로35)

  위와 마찬가지로 탄허가 직역에 충실했다면 용성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부연하고자 한 흔적

을 발견하게 된다. 탄허가 ‘能見과 能現의 二는’이라고 하면서 넘어간 반면 용성은 ‘能見과 能現

의 二가 곳 智相과 相續相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런 면에서 용성이 단순히 

대승기신론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주해를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 2항의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부분’인 제65에서 제 68 과목까지는 원문에도 대치한다

는 의미가 있지만 용성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라는 부연을 하여 대승기신론 번역에 담긴 

용성의 의중을 느끼게 한다. 바로 일제 강압기에 처한 중생들의 무명을 대승기신론주해로 타

파하고자 한 것이다.   

 Ⅵ. 大乘起信論纂註에 의한 百個 科目과 呑虛의 國譯

   제Ⅰ장 서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용성 번역본에서 생략되었다. “시방에서 가장 뛰어난 업으로 

두루 아시며 색에 걸림이 없이 자재하시며 세상을 건지시는 대비하신 분과 그 몸의 바탕과 모습

인 법의 성품 진여의 바다와 한량없는 공덕들과 실다운 수행자들께 목숨바쳐 귀의합니다. 중생

들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대각의 종자가 끊어지

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36) 탄허본에는 이 부분37)을 살리고 있다. 

  제Ⅱ장 정종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1절 인연 부분, 제2절 뜻을 세우는 부분, 제3절 해석하는 

부분, 제4절 수행을 하여 신심을 이루는 부분, 제5절 이익을 권해 닦게 함의 다섯 부분으로 나

누어진다. 이 중 제3절 해석하는 부분은 大乘起信論 전체의 3/4을 차지한다. 이에는 제1항 ‘바

른 뜻을 나타내 보임’과 제2항 ‘삿된 집착을 다스림’과 제3항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함’이 

있다. 이 중 ‘제1항 바른 뜻을 나타내 보임’은 ‘제3절 해석하는 부분’의 2/3에 해당하는 분량이

34)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서울: 교림, 2011). pp.222-223. 

35)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342c). "蓋智相於諸法上任運分別。相續則念念分別無有間斷。此二即住著

外境。以法執堅住。故名為住。能見能現之二。即不了二相無體。住於見相耳。今始覺覺其動念之上。四種住相。

本無自性。則其四相隨照俱亡."

36) 大乘起信論 (대정장 32책 p. "歸命盡十方 最勝嶪徧知 色無礙自在 救世大悲者 及彼身體相 法性眞如海 無

量功德藏 如實修行等 爲欲令衆生 除疑捨邪執 起大乘正信 佛種不斷故."

37)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서울: 교림, 2011).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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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大乘起信論 전체의 1/2이다. 마찬가지로 백개 과목은 제5조부터 제62조까지로 적지 않은 

양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성의 제7 明得入真如之方은 ‘設問答以明隨順得入真如之方也38)’를 축약한 표현이다. 탄허는 

이를 ‘問答을 設하여 써 真如에 隨順得入하는 方法을 밝힘이다’39)고 했다. 이어서 大乘起信論纂

註의 11. 明心生滅義40)이 용성본에는 ‘明生滅心義’로 잘못 기재되었다. 탄허는 이를 ‘心生滅의 

義를 밝힘’41)라고 풀이했다. 

  또한 14. 明所覺四相不同을 용성은 ‘明所覺四相’으로 줄였다. 이 부분에 대해 탄허는 ‘所覺의 

四相이 不同함을 밝힘이니’라고 번역42)했다.   

  이어진 18. 先顯離念名覺。次明有念, 20. 徵釋滅相顯性之義43)의 부분들을 용성은 18. 明離念

有念으로, 20. 釋滅相顯性之義로 줄이면서 축약의 특징을 보였다. 탄허는 ‘先은 離念名覺을 顯함

이요, 次는 有念에 不名爲覺을 밝힘이다’, ‘滅相 顯性의 義를 徵釋하여’라고 옮겼다. 

  다음으로 원문의 21. 牒釋不思議業相,44) 23. 總徵別釋如實空鏡, 24. 標釋因熏習鏡 25. 標釋法

出離鏡, 26. 標釋緣熏習鏡의 부분들을 용성은 역시 釋不思議業相, 釋如實空鏡, 釋因熏習鏡, 釋法

出離鏡, 釋緣熏習鏡 등으로 축약했다. 탄허는 ‘不思議業相을 牒釋함이다’, ‘如實空鏡을 總徵別釋함

이다’, ‘因熏習鏡을 標釋함이다’, ‘法出離鏡을 標釋함이다’ ‘緣熏習鏡을 標釋함이다’라고 한문과 한

글 혼용식의 번역을 하였다. 

  이어서 大乘起信論纂註의 28. 依不覺故 生三種相, 29. 徵釋緣生之相 而結末歸本, 30. 引喻以

明覺與不覺同異之相45)의 내용을 용성은 依不覺 生三種相으로, 釋緣生之相 而結末歸本으로, 明覺

不覺同異之相으로 축약해 옮겼다. 한편 탄허는 ‘不覺을 依해 三相을 냄을 밝힘이다’, ‘緣生의 相

을 徵釋하여 結末歸本함이다’, ‘喻를 引하여 써 覺과 다못 不覺의 同異의 相을 밝힘이다’라고 국

한문 혼용으로 번역을 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33. 徵釋生滅之義 以明諸法由心生滅46)에 대해 용성은 ‘徵釋生滅之義 以明由

心’으로 달리 축약했다. ‘生滅’이 반복되어 생략했을 것이나 축약이 심해 원문을 보아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를 탄허는 ‘生滅의 義를 徵釋하여 써 諸法의 由心生滅을 밝힘이다’라고 옮

겼다. 

  이어서 36. 徵明難知所以 即釋不變無明二義47), 37. 詳示依位離惑染相 廣明還滅因緣, 39. ‘此示

染心無明為礙 障智之相不同’, 40. 明生滅之相 以釋立義分中是心生滅相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역

시 용성은 釋難知所以 釋不變無明二義, 詳示離惑染相 廣明還滅因緣, 明生滅相 釋立義分中心生滅

38)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193. ;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 

340c). 

39)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1, (서울: 교림, 2011). p144.

40)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 341c-342a).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194-195. 

41)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1, (서울: 교림, 2011). pp.172-194.

42)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1, (서울: 교림, 2011). pp.214-218.

43)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 343a-344a).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196-197.

44)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 344a-b, 345a).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198-199.

45)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345a-345c, 346a-b).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

부, 1930년), pp.199-200.

46)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46b-c, 347b-c).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201-203.

47)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48a-b, 349a-b).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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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 등으로 축약하여 활용했다. 이에 비해 탄허는 “難知의 所以를 徵明하여 곧 不變과 無明의 二

義를 해석함이다, 依位離惑하는 染相을 詳示하여 還滅의 因緣을 廣明함이다, 生滅의 相을 밝혀서 

써 立義分中의 是心生滅相을 釋함이니” 등으로 풀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제39의 경우처럼 진계는 大乘起信論纂註 매번 ‘此-’라는 표현을 했지만 

용성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이 것이 거의 유일하며, 이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어

조사 ‘也’는 전부 생략하여 간결형을 우선시 했다. 이 내용을 탄허는 ‘染心과 無明의 為礙와 障智

의 相이 不同함을 보인 것이다’고 풀었다. 

  다음 원문의 내용인 42. 廣明即申前生滅中染淨相熏48)을 용성은 ‘廣明申前生滅中染淨相熏’로 

역시 축약하여 활용했다. 탄허는 ‘前의 生滅中 染淨相熏을 편 것이다’49)라고 번역했다.  

  또다시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別明妄心熏習進趣之遲速, 48. 設問答以明真熏平等 

信解修證之不等50)등의 내용에 용성은 別明妄心熏習進趣遲速, 設問答明真熏平等 信解修證不等 등

으로 축약하여 활용했다. 탄허는 ‘妄心熏習하는 進趣의 遲速을 別明한 것이다’, ‘問答을 設하여 

真熏의 平等과 信解修證의 不等을 밝힘이다’ 는 등으로 풀었다.51)

  다음으로 大乘起信論纂註의 52. 依二力以明體用相應未相應52)53. 明染淨斷不斷義, 54. 明真
如體相 以釋立義分中能示摩訶衍自體相, 55. 明德相差別即無差別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이들 가

운데 용성은 依二力明體用相應未相應, 明真如體相 以釋立義分中示摩訶衍自體相 등으로 축약했다. 

제55는 ‘問答을 設하여 써 德相의 差別이 無差別임을 밝힌 것이다’로 정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나 용성은 간략함을 우선시하여 문답을 생략했다. 53의 ‘明染斷不斷義’의 경우에는 ‘淨’이 누

락되었다. 탄허는 ‘二力을 依하여 써 體用의 相應과 未相應을 밝힘이다’, ‘染淨의 斷․不斷의 義를 

밝힘이다’, ‘真如의 體相을 밝혀서 써 立義分中에 能示摩訶衍自體相을 釋함이다’, ‘問答을 設하여 

써 德相의 差別이 無差別임을 밝힌 것이다’53)라고 풀었다. 

  다음 大乘起信論纂註의 내용인 59. 重明報應之用不同 亦顯法身離於用相54)을 용성은 ‘重明報

應之用不同 又現法身離於用相’으로 원문의 ‘亦顯’을 ‘又現’으로 변용했다. 

  탄허는 ‘報應의 用이 不同함을 重明하여 또한 法身이 用相을 여읨을 顯한 것이다’55)로 국한문 

혼용 번역을 했다. 원문의 ‘62. 令觀生滅之本 以入真如’의 경우에서 탄허도 ‘令觀生滅 以入真如’

라고 하여 ‘本’ 등의 글자를 누락한 예가 보인다. 

  大乘起信論纂註의 73의 경우는 원문에 ‘設問答以 明理一惑異 須修眾善’ 즉 ‘問答으로써 이치

는 하나이지만 미혹이 다르니 모름지기 온갖 선을 닦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고 한 ‘문답’의 필요

성이 있지만 용성은 역시 단축형을 우선시 하여 ‘設問答以’을 생략했다. 탄허는 73 ‘問答을 設하

여 써 理는 一이로되 惑이 異하니 모름지기 眾善을 닦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라고 했다. 

  용성과 반 세기의 차이가 나는 탄허는 精緻하게 大乘起信論纂註를 보조로 활용했으나 ‘62. 

48)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50a-c).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

년), pp.205-207.

49)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2 (서울: 교림, 2011). pp.149-157.

50)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51b-352c).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207-209.

51)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서울: 교림, 2011). pp.164-177.

52)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53a-354c).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210-212.

53)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서울: 교림, 2011). 권2 p.178-권3 p.12).

54)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55a-355c, 356a).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

부, 1930년), pp.213-215.

55)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3 (서울: 교림, 2011).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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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觀生滅之本 以入真如’의 경우처럼 ‘令觀生滅 以入真如’로 ‘本’ 등 글자를 빠뜨린 경우도 있다. 

특히 直心과 深心, 그리고 悲心의 번역 용례가 통일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인다.   

 ‘直心을 依하여 無住를 닦는 方便이다’, ‘深心을 依하여 止作을 닦는 方便이다’, ‘悲心을 依하여 

大願方便을 닦음이다.’ 등56)이라고 했다. 이 중 直心과 深心, 그리고 悲心의 번역 용례가 통일성

이 결여되었음을 보인다. 直心과 深心의 경우는 無住 내지 止作을 닦는 方便이라 하고, 悲心의 

경우는 大願方便을 닦는 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용성 역시 百個 科目에서 더러 오류가 있음을 보인다. 제11의 ‘明心生滅義’를 ‘明生滅心義’라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어지는 大乘起信論纂註인 ‘77. 明菩薩示生脩短自在’, ‘78. 先引權說。次顯實德’57) 내용 중 

용성은 제77의 菩薩을 正士로 변형했고, 78은 역시 ‘先權後實’로 축약했다. 이들 내용을 탄허는 

‘菩薩示生의 脩短自在를 밝힘이다’, ‘先은 權說을 引하고 次는 實德을 顯함이다’58)는 등으로 옮겼

다.

   다음은 역시 大乘起信論纂註의 내용이다. 89. 令依靜坐以修止, 90. 令依餘緣以修止.59)이들 

내용에서 용성은 사역형 ‘令’을 생략하면서 依靜坐以修止, 依餘緣以修止 등으로 과목을 삼았다. 

탄허는 ‘靜坐를 依하여 止를 닦게 함이다’, ‘餘緣을 依하여 止를 닦게 함이다’60)라고 번역했다.  

  이어지는 大乘起信論纂註의 내용인 95. 舉偏修之失 而勸修四觀,61) 100. 舉謗毀之罪 而結信

勸修에 있어서 용성은 접속사 ‘而’를 그대로 생략하면서 과목을 삼았다. 탄허는 偏修의 失을 들

어서 四觀을 勸修함이다.62)謗毀의 罪를 舉하여 信 勸修를 結하다”63)고 옮겼다.

Ⅴ. 結語

  본 논문에서 龍城과 呑虛의 起信論 번역 중 大乘起信論纂註의 내용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 

이유는 같은 大乘起信論纂註를 의거해 역해를 했기 때문이다. 두 스님의 살아온 시대는 반 세

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두 스님은 大乘起信論 이해를 위해 大乘起信論纂註를 보조 수단으

로 활용을 했는데 용성은 條目으로 앞에다 내세웠고, 탄허는 원효의 大乘起信論疏에 종속되는 

보조 주석서로 활용한 차이가 있다. 

  大乘起信論纂註의 발문 후반부에 진계의 의중이 표현되었다. ‘章을 나누고 뜻을 풀이했다. 

실다운 것을 기록해 번다함을 없애고 논문을 융회하여 관통하면서 소와 기를 회통했다.’ 용성은 

大乘起信論纂註의 바로 이러한 취지와 그 내용을 살피면서 大乘起信論 번역에 의용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용성이 번역한 大乘起信論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註와 敷衍 설명까지 곁들

인 용성진종의 大乘起信論註解라고 할 수 있다. 

56)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3 (서울: 교림, 2011). pp.43-76.

57)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60a-c, 361a-c).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221-224.

58)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3 (서울: 교림, 2011). pp.65-84.

59)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62a-362c, 363a-363c).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

앙총본부, 1930년), pp.225-227.

60)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3 (서울: 교림, 2011). pp.94-119.

61)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p.363c-366a). ; 백상규역, 大乘起信論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p.228-234.

62)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3 (서울: 교림, 2011). pp.132-166.

63)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3 (서울: 교림, 2011). pp.1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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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大乘起信論를 주석할 때 원효소 등의 疏가 참조 되는 정도인데 이와 더불어 大乘起信

論纂註를 병행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로 탄허가 이의 필요성을 많이 절감한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반세기 정도 앞서 번역한 용성의 大乘起信論이 영향을 끼친 면도 있지 않을까 한다.  

  용성의 경전 번역에 대한 분명한 특징은 ‘부루어 번역하기도 하고 번만한 것을 삭제하고 간단

한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라는 것으로 곧 ‘부연과 축약’이다. 용성의 경전 번역에서 ‘생략 내지

는 축약’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의 표현대로 ‘번거로운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했기 때

문이다. 

  용성의 첫 번째 誤記로는 “次에 解釋分을 說할이라 三種으로 解釋호리니 一者난 正義를 顯示

함이오 二者난 邪執을 對治함이오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 正義를 顯示함이니라 一心

을 依하야”라는 점으로 보인다. ‘是’를 ‘時’로 오기하기도 했다. 

  Ⅱ장에서 용성이 번역한 大乘起信論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註와 敷衍 설명까지 곁들인 

용성진종의 大乘起信論註解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런 관점에서 용성이 번역한 大乘

起信論의 본문에 나오는 부연은 註와 解, 곧 ‘부연 주’와 ‘부연 해설’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다. 

용성이 직접 괄호 안에 ‘註’ 처리를 한 것은 별개이다. 

  용성의 대승기신론찬주의 부연은 제5, 6, 16 세 과목에서 나온다. 탄허본이 ‘써 以’, ‘이 是’

를 구태여 한글로 옮긴 것에 비해 용성은 한자를 그대로 가져 왔음을 보인다. 탄허본이 직역인

데 비해 용성은 의역과 부연을 한 특징을 보인다. 반세기 이전의 인물인데도 탄허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글을 옮긴 것에 비해 용성은 그나마 한글로 바꿀려고 한 시도를 많이 보인다. 

‘此는’과 ‘이것은’의 한 경우만 봐도 용성의 번역 태도가 보이는 것이다. 또한 탄허가 직역에 충

실했다면 용성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부연하고자 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탄허가 ‘能見과 能

現의 二는’이라고 하면서 넘어간 반면 용성은 ‘能見과 能現의 二가 곳 智相과 相續相이’라고 부

연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런 면에서 용성이 단순히 대승기신론을 번역만 한 것이 아

니라 대승기신론주해를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Ⅵ. 大乘起信論纂註에 의한 百個 科目과 呑虛의 國譯’에서 제Ⅰ장 서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용성 번역본에서 생략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제39의 경우처럼 진계는 大乘起信論纂註 매

번 ‘此-’라는 표현을 했지만 용성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이 것이 거의 유일하며, 이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어조사 ‘也’는 전부 생략하여 간결형을 우선시 했다. 

  용성과 반 세기의 차이가 나는 탄허는 精緻하게 大乘起信論纂註를 보조로 활용했으나 ‘62. 

令觀生滅之本 以入真如’의 경우처럼 ‘令觀生滅 以入真如’로 ‘本’ 등 글자를 빠뜨린 경우도 있다. 

특히 直心과 深心, 그리고 悲心의 번역 용례가 통일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인다.   

 ‘直心을 依하여 無住를 닦는 方便이다’, ‘深心을 依하여 止作을 닦는 方便이다’, ‘悲心을 依하여 

大願方便을 닦음이다.’ 등64)이라고 했다. 이 중 直心과 深心, 그리고 悲心의 번역 용례가 통일성

이 결여되었음을 보인다. 直心과 深心의 경우는 無住 내지 止作을 닦는 方便이라 하고, 悲心의 

경우는 大願方便을 닦는 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용성 역시 百個 科目에서 더러 오류가 있음을 

보인다. 제11의 ‘明心生滅義’를 ‘明生滅心義’라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4) 김탄허, 현토역해 기신론 권3 (서울: 교림, 2011). pp.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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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城震鐘의 大乘起信論 번역과 科目 考察｣에 대한 토론문

박인석 /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교수

   

  용성스님께서 전개한 역경사업의 의미에 대해 기존에 이미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일”이라거

나 “우리의 말과 글을 보존하려는 일환”이라고 보는 포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온 바탕에서 실제

로 스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경론을 대상으로 그것의 구체적인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진

행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승기신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

아 불교 전반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친 논서인 만큼, 근대시기 용성스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를 

번역하였고, 번역된 문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은 오늘날 불교를 연구하는 이들과 번

역하는 이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논문에서 보다 논의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진계 저작의 유통 경로와 시기에 관해

  Ⅰ장에서 필자는 조선의 불교계에는 이미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이 전승되고 있던 상황이

었는데, 용성스님께서 진계의 대승기신론찬주를 입수하고 또한 그 내용을 활용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성스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셨던 석전스님

(1870~1948)의 인명입정리론회석을 보면, 이 문헌 역시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계의 
인명입정리론해를 인명 해석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계의 주

석서 2종이 당시 우리 나라 불교계에 적극 수용된 것이라 생각될 수 있는데, 진계의 저작들이 

조선에 전래되어 유통된 경로와 시기 등이 좀 더 밝혀진다면 용성 스님의 번역에 끼친 진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혹시 정리된 바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용성스님의 대승기신론 번역의 의도에 관해

  Ⅱ장에서는 특히 용성스님께서 진계의 찬주에 의거하여 대승기신론을 번역한 의도가 무엇

인지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용성스님의 의도를 진계의 발문에서 찾고 있는데, 진계의 발

문에 나오는 “과목 나눈 것이 너무 번다”하다거나 “소와 기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첨가되었

다”라는 등의 지적은 대승기신론에 대한 기존 주석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이 어떤 주석서를 가리키는지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진계의 
찬주 역시 기존 주석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등장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

으로 설명된다면, 용성스님의 의도 역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대승기신론 번역의 생략과 오기 및 부연에 관해

  Ⅲ장에서는 먼저 용성스님의 경전 번역 태도를 ‘부연과 생략 내지는 축약’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한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기존의 불교용어들을 ‘새로운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용성스님의 번역 태도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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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스님께서 생략한 내용과 관련해서 필자는 서분의 생략과 상투적 표현의 생략 및 축약 등

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誤記와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 가운데 ‘是’를 ‘時’로 본 것은 誤

記라고 할 만하지만, “次에 解釋分을 說할이라 三種으로 解釋호리니 一者난 正義를 顯示함이오 

二者난 邪執을 對治함이오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 正義를 顯示함이니라 一心을 依하

야” 부분은 단순 誤記로 보기라기보다는, 科目의 분류에 있어 생긴 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필자는 “용성스님께서 번역한 대승기신론이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註와 敷衍 설

명까지 곁들인 용성진종의 대승기신론주해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한 뒤, 용성스님의 번역에 

나오는 부연을 註와 解 곧 ‘부연 주’와 ‘부연 해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연 해설’은 “주

로 장문이 많고 용성이 독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한 고구정녕한 풀이가 담긴 내용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 부분을 용성스님 번역본의 큰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연 설명 가운데 대승

기신론찬주에 근거한 부연이 제5, 6, 16의 세 과목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연 설명은 전적으로 용성 스님 자신의 견해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론에 근거한 것인

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용성스님과 탄허스님의 국역에 관해 

  Ⅳ장은 대승기신론찬주를 인용한 부분에 대한 용성스님과 탄허스님의 국역을 비교한 내용입

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번에 진행되는 번역 과정에서 주석의 형태로 반영될 수 있다면 이를 연

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두 스님의 국역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

는가라는 점은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용성스님께서는 경론의 

한글화에 초점을 두고서 생략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부연할 부분은 길게 부연해서 스님 자

신의 대승기신론 번역을 진행한 반면, 탄허스님께서는 현토 위주의 직역에 초점을 두고서 가

급적 경론의 문구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현토본의 간행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의 번역관을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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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촬요 번역의 제 문제

법상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

Ⅰ. 들어가는 말

Ⅱ. 선문촬요 번역의 제 문제   

  1. 용성대사가 번역한 선문촬요
  2. 용성대사가 번역한 주요용어들

  3. 번역한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

Ⅲ. 나아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한문 불전에 대한 번역의 역사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졌다. 말하자면 한글이 창

제된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 조선 역사에 면면이 이어졌다. 하지만 근현대적 한글 의미의 번역

은 아마도 용성대사에 의해서 본격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이러한 용성대사의 번

역물을 다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게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를 위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전산화 작업을 시행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여겨진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본 발표자의 영역은 선문촬요다. 선문촬요는 주지하는 것처럼 고대 

또는 근대에 걸쳐서 중국과 한국선종의 주요한 전적을 포괄하는 매우 주요한 저작이다. 하지만 

본서는 한글 의미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인이 보기에 매우 부담이 가는 저서였다. 하지

만 용성대사의 번역을 필두로 부분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이철교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그런데 용성대사의 번역은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근대의 번역으로 현대인이 이해하

기에는 어려운 분분이 감지된다.

  이에 발표자는 이런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번역의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제시함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용성대사가 번역한 선문

촬요의 내용 중에 완전한 번역 아니고 부분 번역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변역한 어구에 대한 내

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문 현토로 구성된 내용이나 또는 용성대사 전집에 들어 있는 내용을 

모두 번역한 것이 아니고, 간화선 수행의 요점이 되는 부분을 간취하여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다

음에 번역한 어구에 대한 내용을 용성대사 특유의 용어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자구나 사상을 모두 논할 수는 없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어구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용성대사가 번역한 중요한 용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의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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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보벌 성주사 간행본 용성대사 전집 한글 번역본
관심론 제1장 과거칠불 상권 혈맥론 제1권 달마관심론
혈맥론 제2장 33조사 상권 관심론 제2권 보조수심결
신심명 제3장 혈맥론 상권 사행론 제3권 달마혈맥론
최상승론 제4장 관심론 상권 최상승론 제4권 보조진심직설
전심법요 제5장 사행론 상권 완릉록 제5권 참구문
완릉록 제6장 반야심경 상권 전심법요 부 수심정로
진심직설 제7장 오성론 상권 몽산법어
수심결 제8장 최상승론 상권 선경어
선경어 제9장 완릉록 하권 수심설1)

제10장 전심법요 하권 진심직설
제11장 법어 하권 정혜결사문
제12장 선경어 하권 간화결의
제13장 수심론 하권 선문보장록
제14장 진심직설 하권 선문강요집
제15장 정혜결사문 하권 선교석
제16장 원돈성불론
제17장 간화결의론
제18장 보장록
제19장 선문강요집
제20장 선교석
제21장 오종가풍

부 신심명

부 영가대사증도가

부 좌선의

Ⅱ. 선문촬요 번역의 제 문제

   

1. 용성대사가 번역한 선문촬요

  용성대사가 번역한 선문촬요를 보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즉, 대사의 전집이나 불모산 

성주사, 그리고 근래에 범어사에서 발행한 목판본의 내용을 보면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대사의 

한글 의미의 번역은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세히는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 보조

수심결(普照修心訣), 달마혈맥론(達摩血脉論), 보조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 박산선경어(博

山禪警語),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 완산정응선사법어(皖山正凝禪師法語), 고
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보제존자법어(普濟尊者法語), 부수심정로(付修心正路) 등이다. 이

상의 내용을 용성대사전집과 성주사 간행 및 한글 의미의 번역과 대조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法海寶筏에서 용성대사 전집으로 용성대사 전집에서 성주사 간행

본 또는 범어사 목판본으로 증보된 부분에서 일부가 탈락되었고, 용성대사가 번역하면서 많은 

부분을 또다시 탈락시켰다. 대사가 중요하다고 간주한 부분만을 번역하여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 수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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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문촬요 원본의 구성이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참고한 현존하는 선문촬요의 결집의 연대는 용성대상 전집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선문촬요의 간행은 먼저 호거산 운문사에서 간행하고 나서 금정산 범어사로 옮겨서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결집한 저자에 대해서도 鏡虛惺牛(1849~1912)가 엮었다고 하기도 하고 

범어사의 주지였던 성월일전(1864~1942)이 엮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성주사 간행본에는 雪峰鶴

夢(1890~1969)이 현토하여 간행한 서문(응화 2986년)은 서기 1959년이다. 이러한 촬요의 선후

의 관계의 연대는 法海寶筏이 가장 앞선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세밀한 검토는 본 

주제에서 벗어나고 그럴 여유도 없기 때문에 후일을 기약한다.

  하여튼 대사는 원본에는 없는 과목을 붙여서 공부하는 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 달마혈맥론(達摩血脉

論)에는 본래 과목이 없었던 것을 대사가 과목을 붙여서 번역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심(觀心), 심구염정연기

(心具染淨緣起), 진심인망불현(眞心因妄不現), 선법이각위근자(善法以覺爲根者), 악법이삼독위근

(惡法以三毒爲根), 정명육적(正明六賊), 단삼독근(斷三毒根), 요출삼계(了出三界), 삼계원인(三界原

因), 미현육취(迷現六趣), 섭심해탈(攝心解脫), 즉삼독현아승지(卽三毒現阿僧祇), 명삼취육바라밀

(明三聚六波羅密), 심정즉각토정(心淨卽覺土淨), 중명육도(重明六度), 명법유(明法乳), 수조성전(修

造聖殿), 주사각상(鑄寫覺像), 오분향(五分香), 산화(散花), 명등(明燈), 행도(行道), 재계(齋戒), 재

식(齋(齊)食), 단식(斷食), 예배(禮拜), 세욕(洗浴), 명염각(明念覺), 회상귀심(會相歸心), 망영각상

탑묘(妄營覺像塔廟), 결귀관심(結歸觀心) 등 31절로 달마의 저작으로 간주한 관심의 입장에서 논

한 것이다.2) 

  다음에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도 원본에는 과목이 없는 것을 대사가 과목을 덧붙인 것이다. 

그 과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고시진(擧苦示眞), 미심수도종무이익(迷心修道終無利益), 

성범일도지명일심(聖凡一道只明一心), 중생일용부지이일물(衆生日用不知這一物), 거고명증(擧古明

證), 의각이수비일시돈현신통(依悟而修非一時頓現神通), 선변돈오점수(先辨頓悟漸修), 구오방편전

전차과(求悟方便轉轉蹉過), 직시공적영지(直示空寂靈知), 직지인심 본래시각(直指人心 本來是覺), 

지시관음입이문(指示觀音入理門), 결권(結勸), 중시오후점수(重示悟後漸修), 정시이문정혜(正示二

門定慧), 상명이문정혜(詳明二門定慧), 권결(勸結) 등 15절로 과목을 덧붙여 번역한 것이다.

  셋째로 달마혈맥론(達摩血脉論) 역시 원본에는 없는 과목을 대사가 덧붙여 번역한 것이다. 

그 과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심외무각성(心外無覺性), 미심만행미면윤회(迷心萬行未免輪

廻), 명불경소이(明不敬所以), 도부재산야(道不在山野), 도한역득성도(屠漢亦得成道) 등 5절로 나

누어 과목을 덧붙여 번역한 것이다. 

  이상의 과목을 덧붙인 것과 더불어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은 여러 곳에서 번잡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구성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타 내용들도 내용에 부합한 내용으로 변경한 부분도 

나타난다. 그리고 차례를 대사가 재구성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관심(觀心)에서 수심

(修心)으로 수심에서 혈맥(血脈)으로 내용을 바꾸고 마음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보한 보조

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을 번역의 차례로 설정한 것이다. 이어서 간화선의 실천에 관한 ｢선경어

(禪警語)｣로 ｢박산선경어(博山禪警語)｣,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 ｢완산정응선사법

어(皖山正凝禪師法語)｣,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보제존자법어(普濟尊者法語)｣ 등을 간추

2) 柳田聖山, 語錄の歷史-禪文獻の成立史的硏究(pp.59-65)에 의하면  관심론은 선문촬요에 파상론이란 

명칭으로 소실육문과 더불어 달마대사삼론으로 간주되어 전승되어 왔으나 당 혜림의 一切經音義에 신수

의 작품이라고 밝혀져 현대 학계에서는 홍인의 수심요론에 의거해서 북종선의 입문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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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변형 번역 현대어

佛 覺 각 부처
菩薩 正士 정사 보살
菩提 正覺, 覺道 정각, 각도, 각도 보리, 깨달음
佛性 覺性 각성 불성
涅槃 圓寂, 원적 열반
成佛 成覺 성각 성불
佛土 覺土 각토 불토
性 性 성니 자성

如來 大覺 대각 여래

曰 가라사대 이르되

自 스사로 스스로

唯 오즉 오직

但 다못 다만

名 일홈 이름

려 번역하고 본인이 저작한 부수심정로(付修心正路)를 덧붙여 간화선 수행의 요체를 완결하고 

있다. 

2. 용성대사가 번역한 주요용어들

  이상에서 대사가 번역한 선문촬요의 용어들을 보면, 현대 불교학계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

어들 중에 불(佛)자에 대한 용어를 각(覺)자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보살(菩薩)에 대해서는 정

사(正士)로, 보리(菩提)는 정각(正覺) 또는 각도(覺道)로, 불성(佛性)은 각성(覺性)으로, 열반(涅槃)

에 대해서는 원적(圓寂)으로, 여래(如來)란 용어는 대각(大覺)으로, 자성(自性)은 ‘성니’로 번역하

였다. 그리고 다음에 일상적인 용어들에서도 수정되어야할 내용으로 왈자(曰字)를 ‘가라사대’로, 

자자(自字)인 ‘스스로’를 ‘스사로’로, 유자(唯字)인 ‘오직’을 ‘오즉’으로, 단자(但字)인 ‘다만’을 ‘다

못’으로, 이름을 ‘일홈’으로, 졸음을 자불음으로, ‘이르시되’를 ‘일우사대’로, ‘드디어’를 ‘드듸여’로, 

‘~가’나 ‘~인가’를 ‘~고’나 ~닛고‘로, ‘그러므로’나 ‘그런 까닭’에 대해서는 ‘고로’, ‘하여’를 ‘하야’

로 번역하였다. 이상의 주요한 용어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불자(佛字)와 여래(如來)와 불성(佛性)과 성자(性字)와 보리(菩提)에 대해서는 각각 각자

(覺字)와 대각(大覺), 각성(覺性), 성니, 정각(正覺) 또는 각도(覺道)로 철저하게 번역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불(佛)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자(佛字)는 붓다(buddha)의 음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있어서는 ‘깨달음’이다. 때문에 한글 의미의 내용으로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나머지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즉, 이러한 한글 의미의 해석을 철저하게 지켜서 

당시 이해되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번역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대사의 번

역은 기존의 한문 투의 한글 음사가 아니라 한글 의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사 이후로도 한문을 한글로 음사한 것에 불과한 것을 한글 의미로 해석한 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고 대사의 탁견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대사가 의도한 번역은 일반대중을 위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당시 문자를 모르는 일반

대중은 한자의 음사로는 불교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의미의 번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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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고수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도 역시 대사의 탁월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도 

불교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불교를 이해시키고 포교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를 포교할 대상은 바로 일반대중이었다. 한문 투의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아로새겨주는 것이 바로 포교인 셈이다.

  셋째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주권국가관을 피력한 것이라 여겨진다. 일본의 침탈로 인해서 자

주독립국가임을 상실하고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민족의 자주독립국가임을 염원한 

한글 의미의 번역이야말로 민족을 독립시키고 민족자존을 지키려는 대사의 번역이라 여겨진다. 

일본은 그들의 글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조선은 조선의 한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중국의 한문을 음사해서 쓰는 것에 불과한 것에 철저한 지성적 반성인 것이다. 

  넷째는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한 번역이며, 기독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글 의미의 번역을 

시도한 것이라 여겨진다. 당시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한글화해서 이해하기 쉽고 일반대중이 접근

하기 쉬운 한글 의미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에 주목하여 한글 의미의 번역을 하였을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포교는 깨달음의 일반화이고 깨달음의 사회화이며 깨달음의 국가화이다. 깨달은 민

족은 독립이 가능하고 깨달은 국민은 행복하다. 이러한 포교는 깨달음의 철저한 사회적 실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깨달음, 사회적 깨달음, 국가민족의 깨달음으로 국민의 이익과 안녕

과 행복으로 이끄는 첩경이고 독립국가다. 따라서 국민의 깨달음을 위한 한글 의미의 해석된 번

역이야말로 진정한 번역이며 포교인 셈이다.

  이상과 같은 대사의 한글 의미로 해석한 번역이야말로 주목할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서 이것을 고수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

사의 시절과 현재의 개인, 사회, 국가의 일반대중의 지적 수준과 의식수준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의 교의에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기적 무상성과 무

아성인 무자성성이야말로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현실 속에 실현해야할 중대한 의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절인연에 부합하는 것은 불교교리의 교의에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

면 ‘불자(佛字)’라는 말에 대해서 현재 일반대중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깨달음이다. ‘정사(正士)’

라는 용어도 역시 ‘보살’이라는 용어로 모두 일반대중이 이해는 의미다. 현재는 ‘정사’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게 들린다. 더구나 삼국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로 지금처럼 불교교학이 발전한 유

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번역 상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지칭하는 부분과 ‘깨달음’을 의미

하는 부분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산견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를 대사의 독특한 

번역으로 고수하기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말하자면 본래의 원문을 대사의 번역 문자로 바

꾸는 것은 원문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와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 ‘부처님’이나 ‘보살’

이란 용어는 현대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보편화되었고 일반적인 용어로 상용되고 있으며 일반대

중들도 모두 이해하는 개념이다. 또한 ‘가라사대’나 ‘고로’나 ‘연고’라는 고어는 ‘말하되’나 ‘그러

므로’나 ‘때문에’라고 말해지고 있다. 더구나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해서 한글세대를 위해서는 현

대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

지를 간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번역한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

  먼저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3)을 보면, 먼저 유심(唯心)의 해석을 보면 ‘오즉 마음이’4)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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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다. 사소하긴 하지만 ‘오직 마음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다음에 고지(故知)에 대해서 

‘그런 고로 알나’5)로 번역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알라’라고 번역한다. 답왈(答曰)을 ‘대답

하야 가라사되’6)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대답하여 말하되, 또는 대답하길’로 번역하는 것이 상

례다. 셋째는 의문형의 번역어로 ‘~고’7)라고 번역하는데 현재는 ‘~가’라고 한다. 넷째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자(自)를 ‘스사로’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스스로’라고 번역한다. 다섯째는 열반락

(涅槃樂)을 ‘원적낙’8)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열반락’이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떨

지 제안해 본다. 그리고 본래(本來)를 ‘본대’9)로 번역하였으나 ‘본래’로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여섯째로 십지경의 금강불성(金剛佛性)에서 불성(佛性)을 ‘각성(覺性)’으로 바꾸었는데 이

는 원문을 바꾼 것이다. 물론 원문의 해석에서 의미상 각성(覺性)이 타당하겠지만 불성(佛性)으

로 일반화된 현대 용어다. 또 涅槃經을 圓寂經으로 바꾸고서 涅槃經10)으로 번역하였다. 

나아가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또는 보살행(菩薩行)을 ‘대정사와 정사행’11)으로, ‘여래(如來)’를 

‘대각(大覺)’으로, ‘성불(成佛)’을 ‘각도를 일움’12)으로, ‘불토(佛土)’를 각토(覺土)‘13)로 번역하였

다. 

  이상의 내용은 비록 한글 의미의 번역이긴 하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원

문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제안해 본다. 물론 당시 일반대중이 이해하지 못한 것

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사가 번역한 특

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대사의 의도는 바로 일반대중에게 불교

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번역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에 대사의 의도를 무시하고 번역을 고수

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대사가 번역한 특징을 살려도 

원문의 의미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되 원문의 의미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다음에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불

(佛)’이란 문자와 ‘보살(菩薩)’이란 용어를 철저하게 바꾸어 번역한다. 먼저 보조수심결(普照修心

訣)을 보면 “삼게 불집에 윤회하는 것을 면하고자 할진대 깨친 것을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깨친 것을 구하고자 할진대 깨친 것이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니 찾으랴. 몸을 떠나지 아니

하였도다.”14)라는 내용이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전환하면 “삼계의 불집에 윤회하는 것을 면하

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

을 어찌 멀리 찾으랴. 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불(佛)의 의미는 

분명히 ‘깨달음’을 뜻하지만 내용상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부처와 깨달음은 분명 다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처는 깨달음을 완성한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깨달음의 내용

3) 少室六門｢第二門破相論｣(大正藏 48, No. 2009, pp.366c-369c); 達磨大師破相論(卍新纂續藏經 63, No. 

1220, pp.8c-11c); 編輯 鏡虛惺牛, 懸吐 雪峰鶴夢, 新刊懸吐 禪門撮要(佛母山聖住寺, 1993.10,  

pp.125-137); 용성대사 전집에는 禪門撮要上下로 되어 있다. 

4)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1)

5)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2)

6)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1); 禪門撮要上下(p.4-162)

7)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2)

8)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2)

9)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3)

10)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4)

11)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72)

12)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72)

13)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74)

14)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下(p.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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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포한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인격적 완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깨달음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다음에 원문은 ‘일대장교(一大藏教)’이라고 하였는데 번역에서는 ‘성경’이라고 번역하였다. 이것

은 오늘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성경’이란 용어는 이미 기독교의 ‘바이블’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성경이란 용어는 재고할 내용이라 여겨진다. 다음에 

故로 大覺(世尊)이 云普觀一切衆生호니 具有大覺(如來)智慧德相이라하시고 又云一切眾生의 種種

幻化가 皆生大覺(如來)의 圓覺妙心이라하시니 是知커라 離此心外에 無覺(佛)可成이로다 過去諸

大覺(如來)도 只是明心底人이며 現在諸賢聖도 亦是修心底人이며 未來修學人도 當依如是法이니

願諸修道之人은 切莫外求어다 心性이 無染하야 本自圓成하니 但離妄緣하면 即如如覺(佛)이니라

그런고로 각(세존)이 말삼하사대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낱낱이 각의 지혜와 만덕상이 갖추어 있

다 하시고,……알괘라. 이 마음을 떠나고는 각(부처)을 가히 이루지 못할 지로다. 과거에 모든

각(여래)도 다못 마음 밝힌 사람이며 현재에 모든 성현도 또한 마음 닦는 사람이며 미래에 수학

할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모든 도 닦을 사람은 간절히 마음 밖

에 구하지 말지어다. 심성이 더러움이 없어 본대 스사로 뚜렸이 일우웠으니, 다못 망녕된 것만

여이면 곧 여여한 각(부처)이니라.15)

라는 내용에서 보면, 세존(世尊)과 여래(如來), 불(佛)을 모두 각(覺)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운자(云字)를 말삼하사대로. 고(故)를 그런고로, 시지(是知)를 알괘라, 단자(但字)를 ‘다못’으로, 자

자(自字)를 ‘스사로’, 성(成)을 ‘일우다’로 번역하였다. 위의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낱낱이 부처님의 지혜와 만덕상이 갖추어

있다 하시고……알겠노라. 이 마음을 떠나고는 부처를 가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도 다만 마음 밝힌 사람이며, 현재에 모든 성현도 또한 마음 닦는 사람이며, 미래에 수학

할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모든 도 닦을 사람은 간절히 마음 밖

에 구하지 말라. 심성이 더러움이 없어 본래 스스로 뚜렷이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생각만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자(性字)에 대한 번역을 철저하게 “성니”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자성’이란 의미로 일반화된 용어다. 단자(但字)도 역시 ‘다못’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다만 

또는 단지’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또한 달마혈맥론(達摩血脉論)의 일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前覺(佛)後覺(佛)이 以心傳心하사 不立文字시니라 問曰若不立文字신대는 以何로 為心이닛고 答

曰汝-問吾-가 即是汝心이오 吾-答汝가 即是吾心이니 吾若無心이면 因何解答汝하며 汝若無心이

며 因何解問吾리오 問吾가 即是汝心이니라 從無始曠大劫以來로 乃至施為運動이 一切時中과 一

切處所가 皆是汝의 本心이며 皆是汝의 本覺(佛)이니 即心是覺(佛)도 亦復如是하니라 除此心外에

는 終無別覺(佛)可得이니 離此心外에 覓覺道(菩提)圓寂(涅槃)이 無有是處이니라 自性은 真實하야

非因非果-며 又法即是心義니 自心이 是覺(菩提)이며 自心이 是圓明寂照(涅槃)이니라 若言心外에

15)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下(p.4-199)에 대한 원문을 보면 “故 世尊 云普觀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又

云一切眾生 種種幻化 皆生如來 圓覺妙心 是知 離此心外 無佛可成 過去諸如來 只是明心底人 現在諸賢聖 亦是

修心底人 未來修學人 當依如是法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即如如佛”이다. 용성대

사 전집, 禪門撮要 下(p.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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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覺(佛)及道(菩提)可得인댄 無有是處-니 覺(佛)及道(菩提)가 皆在何處오 譬如有人이 以手로 捉

虛空得否아 虛空은 但-有名이요 亦無相貌니 取不得捨不得하며 是捉空不得인달하야 除此心外覓

覺(佛)은 終不得也-니라

전각후각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나니라. 문왈 문자를 세우지 아

니할진대 무엇으로써 마음을 삼나이까? 답왈 네가 내게 묻난 것이 곧 네의 마음이요, 내가 네에

대답하는 것이 곧 내의 마음이니, 무시광겁으로 좇아옴으로써 내지 시위운동이 일체 때 가운데

와 일체처소가 다 이것이 내의 본심이며 다-이것이 내의 본각이니, 즉심시각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 마음을 제하야 놓고는 마침내 별각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여인 밖에

도와 원적(영각)을 찾는 것이 옳은 곳이 없나니라. 자성은 진실하야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이 곧 이 마음의 뜻이니, 자심이 이 보리며 자심이 이 열반이니라. 만일 마음 밖에 각과 및

도를 가히 얻을 것이 있다 하면 옳지 못하니라. 마음 밖에 각이 있다고 할진대 각과 및 도가

다 어느 곧에 있나뇨.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손으로써 허공을 붙잡을려면 되겠느냐 말겠느냐.

허공은 다만 일홈만 있고 또한 상모 없으니, 취할내도 어찌 못하고 버릴내도 어찌 못하며 이 허

공을 붙잡을내도 어찌 못하는 것과 같아야 이 마음을 제한 밖에 각을 찾이랴면 마침내 가히 옳

지 못하나니라.16)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불(佛)은 그대로 각(覺)으로 번역하였지만, 보리(菩提)를 (道)로 열반(涅

槃)을 원적(圓寂, 영각)이나 적조(寂照)라고 원문을 바꾸고서 번역에서는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

다.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전불후불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묻되 문자를 세우지 아

니할진대 무엇으로써 마음을 삼나이까? 답하되 네가 내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요, 내가 너

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니, 무시광겁으로 좇아옴으로써 내지 시위운동이 일체 때 가

운데와 일체처소가 다 이것이 나의 본심이며 다 이것이 나의 본래의 부처이니, 즉심의 이 부처

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 마음을 제하여 놓고는 마침내 별도로 부처를 가히 얻을 수 없

으니, 이 마음을 여읜 밖에 보리와 열반을 찾는 것이 옳은 곳이 없느니라. 자성은 진실하야 인

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이 곧 이 마음의 뜻이니, 자심이 이 보리이며 자심이 이 열반이니라.

만일 마음 밖에 부처와 보리를 가히 얻을 것이 있다 하면 옳지 못하니라. 마음 밖에 각이 있다

고 할진대 부처와 보리가 다 어느 곳에 있느냐.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손으로써 허공을 붙잡으

려면 되겠는가? 말겠는가? 허공은 다만 이름만 있고 또한 모습이 없으니, 취하려 해도 어찌 못

하고 버리려고 해도 어찌 못하며 이 허공을 붙잡으려 해도 어찌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이 마음을

제한 밖에 부처를 찾으려면 마침내 가히 옳지 못하느니라.

  이상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여기서 보리를 대사는 도라고 번역하였지만 

그대로 두거나 번역한다면 ‘깨달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부처와 구별되어 타당하지 않을까 여겨진

다. 그리고 열반을 원적(영각)으로 번역할 경우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는 입적하였다는 오해의 소

지가 있다. 나아가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와 내, 너와 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의미의 

번역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장소를 지칭하는 ‘곳’을 ‘곧’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현재 문

16)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下(p.4-248)의 원문은 “前佛後佛 以心傳心 不立文字 問曰若不立文字 以何為心 

答曰汝問吾 即是汝心 吾答汝 即是吾心 吾若無心 因何解答汝 汝若無心 因何解問吾 問吾 即是汝心 從無始曠大

劫以來 乃至施為運動 一切時中 一切處所 皆是汝本心 皆是汝本佛 即心是佛 亦復如是 除此心外 終無別佛可得 

離此心外 覓菩提涅槃 無有是處 自性真實 非因非果 又法即是心義 自心是菩提 自心是涅槃 若言心外 有佛及菩提

可得 無有是處 佛及菩提 皆在何處 譬如有人 以手捉虛空得否 虛空 但有名 亦無相貌 取不得捨不得 是捉空不得 

除此心外覓佛 終不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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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처라는 내용과 깨달음이라는 내용에는 문장에 따라서 

완성의 의미와 깨달음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처님을 지칭할 경우 그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보조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에서 일부를 간취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人天으로 爲樂果하며 有樂空寂者면 信生滅因緣으로 爲正因하고 苦集滅道로 爲聖果하며 有樂覺

(佛)果者면 信三劫六度로 爲大因하고 成正覺(菩提涅槃)으로 爲正果어니와 祖門正信은 非同前也-

니라 不信一切有爲因果하고 只要信自己本來是覺(佛)이니 天眞自性이 人人具足하고 圓覺(涅槃)妙

體가 箇箇圓成하야 不假他求라 從來自備이니라

인간 천상에 나는 걸로 질거운 결과를 삼으며, 공적을 질기는 생멸인연을 믿음으로 정인을 삼아

고집멸도로 성과를 삼으며, 각과를 질기는 자는 삼무수겁에 육도만행을 닦음으로 큰 인을 삼고

성정각으로 정과를 삼거니와 조사문중에 정신은 교문에 신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일체

유위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다못 자기 심성이 본래 대각임을 믿을지니 천진자성이 사람사람이

구족하고 자성묘체가 개개이 원성하야 타인에게 구함을 가자치 아니한지라. 종래로 스스로 갖추

웟나니라.17)

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리열반’을 ‘정각’으로 번역하거나 ‘열반’을 ‘원각’으로 번역

하였으며, 불(佛)은 여전히 각(覺)으로 치환하여 ‘각’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단자(但字) 역시 ‘다

못’으로 번역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현대적인 한글 의미의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으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하여 복락을 사랑하는 자는 십선을 믿음으로 묘한 인을 삼아 인

간 천상에 나는 걸로 즐거운 결과를 삼으며, 공적을 즐기는 생멸인연을 믿음으로 정인을 삼아

고집멸도로 성과를 삼으며, 불과를 즐기는 자는 삼무수겁에 육도만행을 닦음으로 큰 인을 삼고

보리와 열반을 이룸으로 정과를 삼거니와 조사문중에 정신은 교문에 믿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

니라. 일체 유위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 심성이 본래 이 부처임을 믿을지니 천진자성이

사람사람이 구족하고 자성묘체가 낱낱이 원성하야 타인에게 구함을 가자하지 아니한지라. 종래

로 스스로 갖추었느니라.

  이상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질기는’은 ‘즐기는’으로, ‘각과’는 ‘불과’로, ‘성정각’을 

‘보리와 열반을 이룸’으로, ‘신하는’을 ‘믿는’으로, ‘대각’을 ‘부처’로, ‘다못’을 ‘단지 또는 다만’으

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이 밖에도 불성을 각성, 보살을 정사로, 여래를 각이나 

대각으로, 보리를 정각으로, 제불을 제각으로, 불법을 각법으로 번역하였다. ‘빼앗다’는 것을 ‘앗

다’로 축약하여 번역하였고, 구(俱)의 ‘함께’를 ‘한가지’로 번역하였다. 

  다음은 ｢참구문(參究門)｣의 내용 중에 일부의 용어를 보도록 한다. ｢참구문｣의 구성은 매우 방

대한 구절 가운데 대사가 중요하다고 간주한 부분을 간추린 ｢선경어(禪警語)｣로 ｢박산선경어(博

山禪警語)｣,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 ｢완산정응선사법어(皖山正凝禪師法語)｣, ｢고
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보제존자법어(普濟尊者法語)｣ 등18)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대

적 의미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감지된다. 예를 들면 ｢박산선경어(博山禪警語)｣에서는 두려움

이란 파자(怕字)를 ‘접퍼’로 번역하거나 ‘무슨’을 ‘무삼’으로, ‘고양이’를 ‘괴’로, ‘다만’을 ‘다못’으

17) 용성대사 전집, 禪門撮要 下(p.4-665-666)의 원문은 “人天爲樂果 有樂空寂者 信生滅因緣 爲正因 苦集滅道

爲聖果 有樂佛果者 信三劫六度 爲大因 成菩提涅槃爲正果 祖門正信 非同前也 不信一切有爲因果 只要信自己本

來是佛 天眞自性 人人具足 涅槃妙體 箇箇圓成 不假他求 從來自備”

18) 白龍城, 용성대사 전집 4, 禪門撮要(한글 번역)(pp.4-33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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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어’를 ‘잇어’로, ‘말씀’을 ‘말심’ 또는 ‘말삼’으로, ‘스스로’를 ‘스사로’로, ‘반드시’를 ‘반다시’

로, ‘시끄러움’을 ‘식글어움’으로, ‘알려고’를 ‘알나고’로, ‘마침내’를 ‘마참내’로, ‘알 바’를 ‘알배’로, 

‘반디불’을 ‘개똥불’로, ‘더불어’를 ‘더부러’로, ‘알다’를 ‘아지’로, ‘흩어지다’를 ‘헡어지다’로, ‘즐거

운’을 ‘질거운’으로, ‘알음알이’를 ‘아름아리’, ‘들어가 아득히’를 ‘드러가 아득키’로, ‘일어나’를 ‘이

러나’로, ‘마땅히’를 ‘맛당히’로, ‘버티어’를 ‘벝이여’로, ‘쪼그리고’를 ‘쯩그리며’로, 장소를 뜻하는 

‘곳’을 ‘곧’으로, ‘갑을 수’를 ‘갚을수’로, ‘바쁨’을 ‘밥뿜’ 등의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였다. 

  또는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에서도 ‘이루다’를 ‘일우다’로, ‘흩어지다’를 ‘헡어지

다’로. ‘자체’를 ‘자최’로, ‘이름’을 ‘일홈’으로, ‘새끼’를 ‘색기’로, ‘모범’을 ‘뽄’으로, ‘쩌는 것’을 

‘쩔운 것’로, ‘조금’을 ‘조곰’으로 등이다. 나아가 ｢완산정응선사법어(皖山定凝禪師法語)｣와 ｢고담

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에서 ‘잡아들되’를 ‘잡들되’로, ‘묻되’를 ‘무르되’로, ‘영험’을 ‘령험’으로, 

‘사량’을 ‘상양’으로, ‘충분히’를 ‘십분’으로, ‘쓰는 것’을 ‘쏘는 것’으로, ‘굳은’을 ‘구든’으로, ‘수많

은’을 ‘수다한’으로, ‘한결같이’를 ‘한갈같아’로. ‘채찍’을 ‘채쪽’으로, ‘해’를 ‘날’로, ‘이미’를 ‘임의’

로, ‘도리켜’를 ‘도로키어’로, ‘한 꼬챙이’를 ‘한 꼬장이’로, ‘일어나고’를 ‘이러나고’로, ‘무너뜨리지’

를 ‘문어저떠러지지’ 등 일상의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였다. 이 밖에도 수심정로의 어구들이 

있지만 이 저술은 대사의 저작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하지만 수심정로의 어구들도 현대어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여튼 이러한 번역들을 현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또한 일반화된 용어

는 현재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내용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해 본다. 이것이 원문에 충

실한 내용이다. 여기서 원문에서 표현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나 여겨

진다. 물론 의미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바가 있고, 대사의 독특한 번역의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원문만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Ⅲ. 나아가는 말

  이상과 같이 선문촬요를 번역한 용어들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용성대사가 번역한 선문촬

요의 내용과 더불어 대사가 번역한 주요어구들과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사가 번역한 선문촬요는 법해보벌과 용성대사 전집, 운문사와 범어사에서 판각

하여 출판한 선문촬요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분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간략한 중에도 참

선수행에 요점이 되는 부분을 모두 총괄하여 요긴한 것들을 담보하고 있다고 살펴보았다. 그런 

측면에서 대사의 해박함과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대사가 번역한 주요어구들은 당시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용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즉, 불교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하였다. 다시 말

해서 첫째로 당시의 한글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번역한 것이다. 대사의 번역은 기존

의 한문 투의 한글 음사가 아니라 한글 의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사 이후

로도 한문을 한글로 음사한 것에 불과한 것을 한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둘째는 대사가 의도

한 번역은 일반대중을 위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당시 문자를 모르는 일반대중은 한자의 음사로

는 불교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의미의 번역을 철저하게 고수한 것이

다. 셋째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주권국가관을 피력한 것이다. 넷째는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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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변형 번역 현대어
佛 覺 각 부처
菩薩 正士 정사 보살
菩提 正覺, 覺道 정각, 각도, 각도 보리, 깨달음
佛性 覺性 각성 불성
涅槃 圓寂, 원적 열반
成佛 成覺 성각 성불
佛土 覺土 각토 불토
性 性 성니 자성
如來 大覺 대각 여래

번역이며, 기독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글 의미의 번역을 시도한 것임을 고찰해 보았다. 

  끝으로 대사가 번역한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이다. 즉, 다른 일상적인 어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현대 불교학계에서 일상으로 상용하는 주요어구들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어구들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보았다. 또한 현대 불교학

계에서 일반화된 용어는 현재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해 본 

것이다.  

  이상의 원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것이 아

마도 원문에 충실한 내용일 것이다. 물론 의미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바가 있고, 대사의 독특한 

번역의 의도도 있겠지만, 원 저자의 원문만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

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내용의 변형과 더불어 사상적인 내용을 검토해야하겠지만 대사가 번

역한 어구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기 때문에 후일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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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촬요 번역의 제 문제’에 대한 토론문

황금연 /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전임연구원

  禪門撮要는 선종의 중요어록을 집록한 2권으로 된 문헌집이다. 상권은 보리달마의 저작으로 

알려진 血脈論｣·觀心論·四行論을 비롯한 중국선승의 문헌 8편으로 구성되어있고, 하권에는 

修心訣·眞心直說·定慧結社文·看話決疑論등 보조지눌의 문헌과 진정천책의 禪門寶藏錄·
禪門綱要集, 서산청허의 禪敎釋등 한국선승의 어록 7편이 수록되어있다. 논자가 서술하고 있

듯이 조선의 경허성우가 엮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으며, 상권은 1907년 운문사에서, 하권은 

1908년 범어사에서 간행되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선문촬요번역의 제 문제’라고 제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용성선사의 

선문촬요번역에 관한 고찰과 함께 새로운 번역을 위한 논자의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글을 읽고서 우선 드는 생각은 논자가 본 논문을 쓰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으리라는 것이다. 

또 그런 만큼 노고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성선사의 선문촬요에 관한 번역은 논자가 썼듯이 비록 선문촬요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

니고 일부번역에 불과하지만, 번역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려면 적지 않은 부분을 거론해 언급해

야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근대의 번역이므로 오늘날의 문법으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맞지 않아 채용할 만한 부분이 드물고 많은 논의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그 당

시의 언어관습을 연구하는 자료로써 더욱더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실제로 논자가 Ⅱ.의 

3. ‘번역한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에서 쓰고 있는 번역에 있어 바꾸었으면 하는 것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오늘날의 용어로, 또 맞춤법에 맞게 고쳐야 할 것들이라 생각한다. 본문에 실리

지 않은 것으로 용성대사전집 p.4-298에 나오는 ‘오색을 빛우어’나 ‘오색이 있는달로’와 같은 

많은 것들이 그러하다. 이는 용성선사의 번역이 지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당시

의 언어관행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본 논문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전체적 구성과 내용

  

 1) 논문의 제목과 세부목차의 제목을 내용이 드러나도록 수정했으면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선문촬요번역의 제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내용이 그보

다는 미시적으로 ‘용성선사의 선문촬요번역의 제 문제’에 관한 논의다. 따라서 그에 맞게 논제

를 수정하는 것이 논문의 내용을 더 정확히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부목차 Ⅱ.의 1· 

2 · 3도 그 서술내용에 맞게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목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2)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그려 정리해 주고 있는 점은 매우 좋은 점이다. 하지만 기

왕 애쓰는 참에 p.2의 도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과 탈락되어 없어진 부분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항목을 나열하여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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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보완 건의사항

 1) p.3의 위에서 넷째 줄에 “ 선문촬요의 원본 구성이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문제 될 

수 있다”고 하고, “결집연대는 용성대사전집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연

대비교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촬요의 선후

관계연대는 法海寶筏이 가장 앞선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략히 그 이유를 서술

해 주면 좋겠다. 논자가 “세밀한 검토는 본 주제에서 벗어나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하였으나, 

논문을 보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술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p.5의 아래서 다섯째 줄에 “대사가 의도한 번역은 일반대중을 위한 번역이라는 것이다.”이하

의 내용은 p.6의 “넷째는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한 번역이며 운운”이라고 한 부분과 내용이 중첩

된다. 하나로 모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3) p.8과 p.9, pp.10-11의 인용문의 경우, 논자는 용성선사의 선문촬요 번역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변형하여 옮겨서 용성선사의 실제번역을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그 형태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p.8의 인용문 16)에서 “故로 大覺(世尊) -(중략)- 具有大覺(如來)  -(중략)- 無覺

(佛)”등과 같이 괄호를 이용해 한문원문을 옮기고 있다. 논자의 의도는 용성선사가 원문의 世尊 

· 如來 ·佛 등을 모두 한결같이 ‘覺’으로 번역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아래 각주를 통

해 한문원문을 싣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용성스님의 번역을 잘 알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p.8의 “삼게 불집에 윤회하는 것을 면하고자 할진대 깨친 것을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

고 운운”이라고 하였으나, 번역원문은 “삼게불집에 윤회하는걸 면코저 할진대 깨친것을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로 되어 있다. 또 p.9의 인용문 두 줄만 옮겨 본다면, 원문에는 “전각후각이마

음으로써마음을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섰나니라. 문왈 문자를 세우지 아니할진대 무얼노

써 마음을 삼나닛고 답왈 네가  내게뭇난것이 곧 네의마음이요 운운”라고 하였다. 하지만 논자

는 “전각후각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나니라. 문왈 문자를 세우

지 아니할진대 무엇으로써 마음을 삼나이까? 답왈 네가 내게 묻난 것이 곧 네의 마음이요 운운”

이라 하여 변경하여 싣고 있다. 용성선사의 본래번역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옮겨야 할 것이다. 

용성선사의 글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오늘날과 전혀 다르다. pp.10-11의 경우도 원문에는 ‘아

니하느니라’가 ‘아니하나니라’로, ‘스스로’가 ‘스사로’로 ‘갖추웟나니라’가 ‘갓추엇나니라’로 되어 

있다. 그 당시의 번역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정확히 옮기면 좋겠다.  

4) p.9 인용문의 “ …알겠노라. 이 마음을 떠나고는 부처를 가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는 “이 마

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로, “간절히 마음 밖에 구하지 말라.”는 “결

코(부디, 제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로 하면 좋겠다. 나머지 오자나 실수, 각주의 정확한 처

리는 본 논문에서 자연히 수정되리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논평자가 할 일은 논

자가 미처 보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삼자의 시각에서 넓고 깊게 보아 논자의 논문

을 완성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좋은 논문을 발표하셔서 논평자로 하여금 많

은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용성선사와의 인연을 맺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스님

의 학문이 나날이 빛을 발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 학계에 크게 기여하시길 축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