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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인도불교에서 발전한 다양한 불교 교학이 그 발달 순서와 상관없
이 중국에 동시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여러 교학들을 동시적으로 수용하게 된 중국인들은 이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들이 불교 교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통의 전제는 붓다의 가르침이 하나라는 법화경의 일불승사상
이었다. 그러나 일불승사상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논리적, 체계적 설
명이 부족했다. 그렇기에 광택 법운(光宅 法雲, 467∼529년)과 천태 지의
(天台 智顗, 538∼597년)는 리(理)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
해 보고자 했다. 법운은 도생(道生, 360년경)에 의해 철학적 개념으로 수용
된 중국 리개념을 바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데 사
용한다. 법운은 리개념을 진실, 실상, 인과이며, 모든 가르침들이 돌아가는
귀결처로 규정하였으나, 이 모든 리에 대한 논의는 방편적 가르침인 삼승
에서는 논할 수 없는 오로지 일불승의 영역에 한정하였다.
지의는 법운이 규정한 리 개념의 한계를 두 지점에서 비판한다. 첫째,
법운의 리 개념은 실상과 방편, 일승과 삼승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방편을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둘
째, 리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된 인과는 인간의 인식작용에 의해 이미 쪼
개어진 것이므로, 리라고 일컬을 수 없다. 지의의 리 개념은 인간의 분별
적 인식으로 쪼개어 인식될 수 없는, 인간의 분별적 인식을 넘어선 진리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A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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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진제이다. 그러나 이 리는 형이상학적 실체라기보다는 모든 불교
의 교학을 하나로 꿰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뿐이다. 분열된 속제들을 하나
로 모으기에 이를 일리(一理)라고 한다. 일리는 단지 모든 것의 귀의처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전에 각각이며 소통이 불가
능하다고 여겨졌던 교학들이 모든 것을 포섭한 일리에 의거해 서로 소통하
며, 하나가 된다.
이처럼 지의는 일불승사상과 법운의 리 개념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이
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학들을 정합적인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 지의에
의하면 불교의 모든 학파는 제법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중관학
파는 이를 공이라고 하며, 유식학파는 심이라고 하며, 여래장 사상은 불성
이라고 한다. 각각이 설명하는 실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이 설명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이다. 각 학파의 가르침은 실상이라는 하나의 리(一理)로
꿰어지고, 리로 인해 모든 교학은 불교라는 총체적 시스템하에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불교 내의 실상론, 교학론, 수행론도
하나로 꿰어질 수 있었다. 이로써 지의는 리 개념을 통해 개체의 개별성을
중시하면서도 유기적 통합체계를 세워 제 불교의 다양한 교학들을 하나의
통일된 불교의 변양들로 간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불교가 수입 불교에서 벗어나 독자적 불교를 확립할 수 있게 하였다.

Ⅰ. 서론
인도불교에서 발전한 다양한 불교 교학이 그 발달 순서와 상관없
이 중국에 동시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여러 교학들을 동시적으로 수용하게 된 중국인들은 이
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남북조 시대의 불교 사상가들이
교학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교판이론은 만들었으며, 이들 가운데
천태 지의(天台 智顗, 538∼597년)는 원융(圓融)의 방법론을 통해 이
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원융의 방법론이란 불교의 제 학파
의 가르침을 하나로 꿰어서(一以貫之) 서로 소통가능한 통합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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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드는 방법이다.1) 이를 위해 지의는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
는 법화경의 일불승사상(一佛乘思想)이요, 또 하나는 ‘리(理)’ 개념
이다. 다양한 붓다의 가르침이 본래는 하나의 가르침임을 밝혀주는
일불승사상은 교학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당시 불교 사상가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다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의도 이를 기본
전제로 받아들였고, 이 전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리 개념을
끌어들인다.
리 개념은 도리, 법칙, 규율의 의미로 사용되던 중국철학의 전통개
념이다. 도가에서는 리 개념을 천지의 이치, 만물의 원리와 본성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맹자는 개개인이 갖추고 있는 행위 규범
으로 사용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리(理)는 당시 중국 철학 내에서
도(道)나 인(仁)처럼 중요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었다. 이러한 리
(理)가 도생(道生, 360년경)에 이르러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 칸노 히로시(菅野博史)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도생의 리 개념
은 언어와 구체적 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부처의 가르침 그 자체이며,
유일성과 우월성을 그 속성으로 가지며, 나아가 부처와 동일시되는
개념이다.2) 도생에 의해 중국 불교 사상계에 수용된 리 개념은 이후
지의가 다양한 교학의 가르침을 하나의 통일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물론 교학의 체계적 이해에 리 개념을 사용한 것은 지의 이전 법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천태지의의 원융사상 연구 참고.
2) 칸노 히로시에 의하면 리(理)개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사태(事)의 대립개념으로 사용되는 이치(理)이다. 사는 구체적인 사태
을 의미하고, 리는 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이치를 의미한다. ② 리(理)는
언어를 초월하지만, 부처의 말은 리에 근거하며, 리는 언어로 표현된다.
③ 리는 유일성을 그 특징으로 갖는다. 일승(一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
다. ④ 리는 우월성을 그 특징으로 갖는다. 리는 현상세계를 넘어서 있으
며, 일반인의 이해를 넘어서기에 심오하며, 원대하다. ⑤ 리(理)는 부처이
다. 부처는 리를 온전히 구현한 존재이며, 리에 연해서 생겨나기 때문이
다. 中國法華思想の硏究 pp.99-104.; 차차석은 칸노 히로시의 이론 가운
데에 언어와 리 부분은 결국 리의 초월성을 설명하려는 부수적 역할이라
보고 이를 생략하고 리 개념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도생의 理개념에
반영된 현학사상｣, 법화사상론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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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상가로 유명했던 광택 법운(光宅 法雲, 467∼529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지의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법운은 법화경과 일불승 해
석에 있어서 당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도생의 리 개념을
교학의 통일적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3) 또
한 지의는 법운의 법화경 이해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법화경 이해의
틀을 확립시켰다. 그런 까닭에 지의의 통일적 체계의 전제인 일불승과
리 개념을 논할 때 법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은
법운의 리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지의가 어떻게 이를 비판적
으로 계승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지의의 체계 속에서 리 개념이 어떻게
원융의 통합원리로 정립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Ⅱ. 법운의 리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
법운의 대표적인 저서인 법화의기에 나타난 리 개념의 사용용례
를 살펴보면 관형격 허사인 ‘지(之)’를 중심으로, 다른 명사와 리(理)
가 연결된 ‘∼지리(之理)’의 형태가 종종 나온다. 이 가운데 법운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는 ‘일승실상의 리(一乘實相之理)’ ‘진실의 리
(眞實之理)’ ‘일승인과의 리(一乘因果之理)’ ‘일승의 리(一乘之理)’ ‘일
인일과실상의 리(一因一果實相之理)’ ‘일실의 리(一實之理)’ ‘알기 어
려운 리(難知之理)’ ‘함께 돌아가는 리(同歸之理)’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之)’는 ‘∼의’ ‘∼한’으로 해석된다. 이 용례들은 표현상으로는 리
를 수식하는 수식언으로 똑같이 해석되지만, 그 심층적 관계는 차이
가 있다. 다시 말해 ‘일승실상의 리’부터 ‘일실의 리’까지는 리와 동
격이지만 ‘알기 어려운 리(難知之理)’ ‘함께 돌아가는 리(同歸之理)’의
경우는 리의 속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 언급되어 있는 실
3) 법운은 남북조시대에 법화경에 해석에 있어서 독보적 존재였고 후대에
미친 영향도 크다. 길장에 의하면 당시 유명했던 성론대승 3대 법사였던
개선사 지장은 열반경으로, 장엄사 승민은 십지경이나 승만경으로 유
명했으며, 법운은 법화경으로 유명했다고 한다(吉藏, 法華玄論(T34, 3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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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진실, 인과를 비롯하여 일승실상, 일승인과, 일인일과실상, 일실은
모두 리 개념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리는 삼승이 아닌 일승과 관계된 개념이고, 실상, 진실, 인과의 세 가
지 의미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법운의 리 개념의 의미
(1) 리는 실상이다
리는 실상이며 방편인 가르침(敎)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실상은 구
마라습이 “불교는 실상을 종지로 삼는다”4)고 한 이래로 중국 불교
내에서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래 실상이란 대
상의 참모습, 본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법운은 이를 방편과 대비시
켜 함께 설명하고 있다.
“방편은 뛰어나고 교묘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여래의 방편적 지혜
(方便智)로 말해진 가르침(敎)이다. 가르침이라 이름붙이니 문이 된다.
실상은 곧 여래의 참된 지혜(實智)로 말해진 이치(理)이다. 이치를 실
상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현재의 진실의 이치가 아직 말하여지지 않
았으므로 방편문이 곧 닫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현재의 실상의
이치가 말해졌으니 곧 과거의 방편문을 연다는 의미가 된다. 이 품에
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현재의 것이 진실임을 밝히는 것이
요, 두 번째는 과거의 것이 방편임을 드러내는 것이다.”5)

이는 법운의 방편품 전반에 대한 해석의 일부분이다. 법운에 의
하면 여래의 지혜는 방편적 지혜와 참된 지혜로 나뉜다.6) 방편적 지
혜는 중생교화에 아주 뛰어난 지혜로 도구적 지혜(權智)라고도 표현
4) 元康은 肇論疏(T45, 162b)에서 “什法師立義, 以實相爲宗, 作實相論.”라
고 표현하고 있다.
5) 法華義記(T33, 592a) “方便義者是善巧之能. 此如來方便智所說教. 詺教爲
門. 實相者則是如來實智所說之理. 因理爲實相, 爲未說今日眞實之理, 方便
門則有閉義. 既說今日實相之理則有開昔日方便門義. 此品則有兩義, 一則明
今眞實, 二則顯昔是方便.”
6) 法華義記(T33, 592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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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된 지혜란 방편을 빌리지 않은 지혜 그 자체, 본질적 지혜를
일컫는다. 실상이란 여래의 참된 지혜에 의거해서 말해진 이치(理)이
다. 여래의 참된 지혜에 의해 설해진 것이며, 이치이므로 방편적 지
혜에 의거한 가르침(敎)과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가르침(敎)이란 이치(理)가 존재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하는 문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가르침이란 삼승의 교리를 말한다. 일승의 리,
실상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삼승의 교학들이 각각이 진리이며 이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삼승의 교학을 방편이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도, 붓다의 말씀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상인 이치가 말
해지기 전에는 삼승의 교학이 진리 그 자체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문
앞까지 와서 진리에 도달했다고 믿고 멈춰 있는 형국이 된다. 그러나
실상인 리가 드러난 후에는 비로소 진정한 종착점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그동안 닫혀 있던 문이 비로소 열린 것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삼승의 교리는 방편이기에 진리에 다가가게 하는 수
단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 실상은 진리 그 자체이기에 중생을 진리의
문 앞으로 이끌 수 없다. 그 역할은 방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래서 방편과 실상, 교와 리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무릇 성인은 가르침을 베풀어 사람들을 인도하고, 리를 밝혀 중생을
교화했다.”7)

가르침은 인간들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네주기 위해 붓다
가 베풀어준 방편이다. 방편의 역할은 건네주는 것,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반면 리는 모든 중생을 궁극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진실,
달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실상을 말한 후에 지난
가르침들은 모두 방편으로 분류되어 리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
을 하는 것이다. 도생의 경우 리와 사(事)가 대립개념이었다면,8) 법안
7) 法華義記(T33, 575a) “夫聖人施教度人, 明理化物.”
8) 도생은 ｢비유품주｣에서 “리(理)는 심오해서 한 귀퉁이를 가지고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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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리와 교가 대립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 리와 사의 관계는
보편과 특수의 관계가 강조되는 데 비해, 리와 교의 관계는 진리와
도구의 관계가 부각된다. 진리와 도구의 관계 속에서 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리가 다양한 교학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이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법운의 리에 대한
이해는 리의 두 번째 의미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 리는 진실이다
“[경전에서] 두 번째로 ‘지금 부처가 광명을 뻗쳐서 실상의 의미가 드
러남을 도왔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름 아래의 리(理)가 응당 같음을
이르는 것이다. 실상의 의미가 드러남을 도왔다고 말하는 까닭은 여래
가 이 모습을 드러내어 바로 중생의 대승의 근기가 드러나도록 도왔
다는 것이다. 중생의 대승으로서의 근기가 이미 드러났으므로, 여래가
선정에서 나와 이에 ‘이 경전은 방편문을 열고 진실의 모습(眞實相)을
보여주었다’9)고 말하였다. 진실이란 곧 리이다.”10)

법화경 서문에는 경전의 내용을 설하기에 앞서 깊은 삼매 중인
부처의 이마에서 광명이 뻗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어서 부처
의 이마에서 광명이 뻗치는 모습에 대해서 모여 있던 사부대중은 그
이유를 궁금해하였고, 이 상황을 인지한 미륵보살이 사부대중을 대신
하여 그 이유를 문수보살에게 묻고, 문수보살은 부처의 이마에서 광
다. 그러므로 상세하게 사상에 의지하여 원지를 그린다. 사태를 빌려서
리를 견주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한다(理既幽邃, 難以一隅. 故曲寄事像,
以寫遠旨. 借事況理, 謂之譬喻).” 妙法蓮花經疏(卍新續藏經27, 5c)라는 표
현을 통해 리와 현상의 관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리가 현상을 의
존해 드러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직접적 용례가 없다고 해서 리
와 가르침(敎)의 관계를 도생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만, 도생은 다양한 현상들을 초월한 보편적 리의 유일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法華經(T9, 31c) “此經開方便門示眞實相.”
10) 法華義記(T33, 592a) “第二言今佛放光明助發實相義, 此詺爲名下理應同.
所以言助發實相義者, 如來現此相, 正欲助衆生發大乘機. 衆生大乘機已發,
如來出定, 仍言此經開方便門示眞實相. 眞實者即是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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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뻗치는 것을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전조라고, 이미 과거세에서
도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인용문은 문수보살의 답변에 대
한 법운의 주석의 일부이다. 법운은 문수보살의 답변을 설명하는 장
항 가운데에 ‘오늘 여래가 응당 묘법연화라 이름하는 대승의 경전을
설하시리라고 헤아릴 수 있다(惟忖今日如來當說大乘經名妙法蓮華)’라
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어지는 게송의 두 구절, ‘이로써 지금 보
살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以是知今佛, 欲說法華經)’와
‘지금 부처가 광명을 뻗쳐서 실상의 의미가 드러남을 도왔다(今佛放
光明助發實相義)’가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11) 즉, 부처의 광명이
뻗치는 상서로운 기운은 법화경을 설할 것을 의미하며, 실상을 드
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게송의 두 구절 가
운데에 두 번째라는 것이다. ‘이름 아래에 리(理)가 같다’는 것은 첫
번째 구절의 리 위에 이름이 하나라는 설명과 대구가 되는 표현이다.
과거의 부처도 현재의 부처도 모두 법화경을 설하기에 리 위에 이
름이 하나인 것이며, 모두 실상을 설하는 것이므로 이름 아래 리가
같다는 것이다. 리는 이름이 지칭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름과 리는 기
표와 기의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화경이라는 이름
아래에 실상이라는 리가 설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래가 실상의 의미가 드러남을 도왔다는 것은 광명을 뻗쳐서 중
생들의 근기를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시키고, 중생
의 근기가 성숙된 후에 부처가 선정에서 나와 법화경의 실상의 가
르침을 보여주었음을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방편의 문을 열고 진실
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한 점이다. 물론 이는 이어지는 품이 다
루고 있는 내용이 실상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품의 이름이 실상
품이 아니라 방편품이기 때문에 나온 해석이긴 하지만, 이 해석은 법
운이 방편과 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진실이 궁
극의 목적이라면, 방편은 그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다. 앞서 실상과
11) 法華經(T9, 5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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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관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운은 이 둘의 관계를 철저하게 구분
한다. 나아가 진실이란 리라고 언명하는 부분에서는 법운이 이전의
리 개념 이해와 달리 리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도생도 리의 우월성을 설명하지만, 그 이유는 인간의 분별
적 사유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지 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의미까지는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 기존의 리 개념은 다양한 사태들과
대비되는 이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도생이 리 개념을 규정할 때는
법신(法身), 부처라는 진리의 인격화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표현들은 법운의 진실개념에 비하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진실 개
념은 그와 상대되는 허망, 거짓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리를 진실
이라 직접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리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사유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대상을 판단할 때 리
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진실과 방편 또는 가
설로 판단할 수 있고, 대상 간의 층위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리는 인과(因果)를 말한다
이 해석이 법운의 가장 특징적인 해석으로 법운은 리의 구체적 내
용을 인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일(四一)에는 같음과 다름의 의미가 있다. 참된 지혜(實智)가 비추
는 경계에는 기일(機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가 있는
까닭은 리일(理一)을 열면 두 종류가 되기 때문이니, 인일(因一), 과일
(果一)이다. 그러므로 인과는 모두 리이다.”12)

이는 개삼현일(開三顯一)에서 ‘하나임을 드러냄(顯一)’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법운은 하나(一)를 넷으로 쪼개어 설명하고 있다. 사일(四
一)이란 참된 지혜가 비추는 대상을 네 가지 기준으로 쪼개어서 설명
한 것으로, 법운은 하나의 이치(理一), 하나의 가르침(敎一), 하나의
12) 法華義記(T33, 603a) “四一有同有異義, 實智所照境有機一. 此中無機一,
所以有四者就理一中開爲二種. 因一果一也. 然因果皆是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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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機一), 하나의 사람(人一)의 사일을 제시하고 있다. 넷으로 쪼개
면서 굳이 하나라 덧붙인 것은 네 가지 모두 일승의 범주에 해당되
기 때문이다.13) 이를 방편적 지혜의 대상인 삼삼(三三)과 비교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삼삼이란, 세 가지 가르침(三敎), 세 사람(三人),
세 종류의 기연(三機)을 말한다. 법운의 사일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
된다. 참된 지혜의 대상을 설명할 경우에는 기일(機一)이 들어가지만,
일불승의 나타남(開顯)을 설명할 때나 법화경의 문구를 해석할 때
는 기일(機一)을 빼고 리일(理一)을 인일(因一)과 과일(果一)의 두 가
지로 쪼갠다. 사일을 왜 다르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법운이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지혜의 대상과 일불승의 개현의 의미를 설명
하는 경우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지혜의 대상에 대한 논의는 교화의 대상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
기 때문에 교화대상과 관련된 부분이 세분될 수밖에 없다. 여래의 지
혜는 방편적 지혜의 부분, 즉 삼승의 가르침 부분이 먼저 설해졌다.
여래의 방편적 지혜가 교화대상인 사람(人)을 만나서, 그 기연(機)에
따른 가르침(敎)을 펴게 된다. 방편적 지혜는 대상에 따라 작동하므로
여래의 지혜의 특성상 대상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본
질적 측면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14) 참된 지
혜는 방편적 지혜와 대비되므로 동일한 대상을 갖되, 그 내용에 차이
가 있게 된다. 그리고 지혜가 발현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참
된 지혜는 여래의 지혜의 본질이므로 그 대상은 실상인 리에서 시작
해서 가르침, 기연, 사람으로 확장된다. 대상에 따라 작동하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불승의 논의에서는 교화의 대상이 초점이 아니라 일불승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가르침의 구체적 내용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인(因)과 과(果)로 분석한 것이다. 인(因)은 열반의 원인이 되는
수행으로, 수행을 도와주는 모든 교학이론들도 포함하며, 과(果)란 수
13)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4) 법운의 참된 지혜와 방편적 지혜의 관계는 본질(體)와 작용(用)의 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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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결과, 과보를 말한다.15) 다시 말해, 리는 모든 수행과 교학이론
나아가 과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법운은 인(因)과
과(果)를 각각 본질(體), 대상(義), 작용(用)의 세 측면에서 현재의 일
인(一因)과 과거의 삼인(三因), 현재의 일과(一果)와 과거의 삼과(三
果)를 비교하여 설명한다.16)
“첫째, 현재의 [일승에서 말하는] 원인의 본질이 길기 때문에 오묘하
다고 일컬으며, 상대적으로 과거의 [삼승에서 말하는] 원인이 짧기 때
문에 거칠다고 일컫는다. 둘째, 현재의 원인의 대상이 넓기 때문에 오
묘하다고 일컬으며, 상대적으로 과거의 원인이 좁기 때문에 거칠다고
일컫는다. 셋째, 현재의 원인의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묘하다고
일컬으며, 상대적으로 과거의 수행의 작용이 열등하기 때문에 거칠다
고 일컫는다.”17)

원인의 본질의 길고 짧음, 대상의 넓고 좁음, 작용의 뛰어남과 열
등함이 현재 일승과 과거 삼승의 원인 또는 수행의 오묘함과 조야함
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법운의 이어지는 설명에 의하면, 본질이 길
다는 것은 삼계 안팎의 수행과 모든 선함을 본질로 삼고 있기에 깊
이가 있다는 것이고, 대상이 넓다는 것은 육도 바라밀 이상의 나머지
수행을 포괄하기에 광범위하다는 것이며, 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은 번
뇌뿐만 아니라 무명까지도 끊어버린다는 것이다.18) 법운은 일승과 삼
15) 菅野博史, 中國法華思想の硏究, ｢法雲法華義記の硏究, p.227.
16) 체의용(體義用)의 범주 분류법은 지의의 체종용(體宗用)의 범주와 유사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구조가 대승기신론의 체상용(體相用) 구조
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차차석
이 ｢도생의 理개념에 반영된 현학사상｣에서 언급한 현학의 언상의(言象
意), 도생의 교상리(敎象理)의 구조와의 연관성도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불교의 중국화에 담긴 중국적 사유의 틀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학의 사유구조를 노장과 주역에만 기반한 순수
중국적인 사유라고 할지, 과연 본질, 대상, 작용의 사유 구조를 중국적이라
고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7) 法華義記(T33, 573a) “一明今日因體長故稱妙, 即對昔日因體短故稱麁. 二
者明今日因義廣故稱妙, 即對昔日因義狹故稱麁. 三者明今日因用勝故稱妙,
即對昔日因用劣故稱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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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 수행 과보의 오묘함과 조야함을 비교할 때도 위와 똑같은 틀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수행 과보의 본질의 길고 짧음, 대상의 넓고 좁
음, 작용의 뛰어남과 열등함이 현재의 수행과보와 과거의 수행과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 이유도 현재 일승의 수행과보의 경우, 여래의
수명이 무한하게 길기 때문이고, 여래의 공덕이 삼계 밖의 중생에게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고, 여래의 신통력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인일과(一因一果)는 삼인
삼과(三因三果)에 비해 깊고 광범위하며 오묘하다. 일인일과는 일승의
인과로 직접적으로 리의 내용이 되지만, 삼인삼과는 삼승의 인과로,
인과라 표현되어 있지만, 리라기보다는 가르침(敎)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운은 리를 실상, 진실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리개념을 삼승
의 가르침을 통합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전환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
을 인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운은 리의 내용인 인과를 기준으
로 경전을 명료하게 정리한다.19) 그는 모든 경전의 종지를 ① 인을
종지로 삼는 경우, ② 과를 종지로 삼는 경우, ③ 인과를 종지로 삼는
경우,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승만경의 경우는 모든 선함
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나 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기에 인만
설하는 경전이며, 열반경은 궁극의 과보인 열반을 설명하는 데에 충
실하기에 과만 설하는 경전이며, 법화경은 인과 과를 모두 설명하는
경전이다. 수행의 과보뿐만 아니라 삼승을 일승으로 통합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법운에 이르러 리가 교학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18) 앞의 인용문의 뒷부분으로, 중복되는 표현들을 피하기 위해 인용하지 않
고 핵심을 요약하였다. 법운의 부가적 설명에 의하면 본질의 길고 짧음은
수행 원인에 대한 종적인 설명이고, 대상의 넓고 좁음은 횡적 설명이라고
한다. 종, 횡을 이용한 설명법은 지의에게서도 보이는데, 이것이 당시 학자
들이 공유하던 논법으로 볼지, 아니면 법화경 해석에 있어 법운에게서
지의로 이어지는 또 다른 연결고리로 볼 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19) 法華義記(T33, 574b) 참조. 지의의 체계적 이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통해 법운의 리개념이 경전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써 사용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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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운의 리 개념의 특성
지의가 법운의 리 개념을 비판하는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리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알기 어려움(難知)’과 ‘함께 돌아감(同歸)’에 대
한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표현이 법운이 가지고 있는 리
개념의 기본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참된 지혜는 일인일과의 리를 설하는데 천하의 매우 오묘하며 매
우 미묘한 알기 어려운 리를 말한다. 아래 경전의 문장에서 참된 지혜
를 찬탄하기를 “모든 부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20)고 하였다.
이 일인일과는 참된 지혜가 비추는 대상이다. 이 대상은 종적으로 보
면 바닥이 없으므로 매우 깊고, 횡적으로 논하면 끝이 없으므로 무량
하다. 그러므로 심원하고 광대하여 알기 어려운 리이다.”21)

일인일과의 리는 참된 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처럼 종
적으로도 횡적으로도 깊고 무량하여 알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는 앞서 살펴본 인과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
서는 참된 지혜의 대상이라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리는 참된 지혜만
이 비추는 대상이기에 지혜가 아닌 분별적인 앎(知)을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미묘하고 오묘한 대상이다. 그렇
다면 일승의 인과인 리를 방편적 지혜로 알 수 있을까? 법운에 의하
면 참된 지혜와 방편적 지혜는 모두 지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나, 교화대상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의
수행과 과보를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류한 것일 뿐이라고 한
다.22) 이 설명에 의하면 두 지혜 모두 일승인과의 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참된 지혜는 삼승의 가르침과
일승의 이치를 모두 비출 수 있지만, 방편적 지혜는 단지 삼승의 가르
20) 法華經(T9, 5b)
21) 法華義記(T33, 593b) “此實智說一因一果之理, 言天下深妙幽微難知之理.
下經文歎實智言諸佛智慧甚深無量. 此一因一果是實智所照之境. 此境縱望無
底即是甚深, 橫論無際即是無量. 然深廣難知之理.”
22) 法華義記(T33, 593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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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만 비출 수 있다고 한다.23) 참된 지혜만이 일인일과(一因一果)의 이
치를 알 수 있다는 법운의 설명은 법운에게 있어 리 개념이란 쉽게 접
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함께 돌아감(同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로
‘동귀지리(同歸之理)’는 법화의기에서만 26회로 사용된 용례로 다른
용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법운의 리 개념의 가장
기본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왕사성에 이르러 비로소 여래가 세상에 나온 대의를 일컬으니,
삼승에 확고히 집착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둘 없는 가르침, 함께 돌아
가는 이치(理)를 널리 알린다.”24)

이는 법화의기의 시작 부분에 있는 구절로, 법화경이 설해진
목적이 삼승의 가르침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함임을 언명하고 있다.
모든 경전을 부처가 직접 설했다고 믿었고, 설법의 시간적 순서에 따
라 오시교판(五時敎判)을 세운 법운은 붓다가 왕사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동안 숨겨놨던 큰 가르침을 말한다고 해석한다. 그 설법을
담은 것이 법화경이고, 그 내용은 ‘진리는 본래 하나이다’라는 것으
로, 궁극적으로 삼승에 집착하여 서로 헐뜯고 싸우는 사람들의 차별
적 마음을 깨뜨려 하나로 화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지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동안 부처가 설했던 모든 가르침들은 일승
의 리에 포섭된다. 여기에서 리 개념은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귀의처,
본원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리 개념에 대한 이미
지가 교학의 통합적 이해를 시도할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법운의 리 개념은 실상과 진실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그 내용은 일인일과(一因一果)를 말한다. 리 개념은 인간의 한정적이
23) 法華義記(T33, 593c) “又且實智所照理實, 教亦是實. 然權智所照只有三乘
教, 無有三乘理, 是則權智所照唯有一實, 實智義不彰也. 然實智所照有教實,
又有理實, 是故實智義顯.”
24) 法華義記(T33, 572c) “至今王城始稱如來出世之大意, 破三乘定執之心. 闡
揚莫二之教同歸之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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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별적인 사유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고 무량하며, 삼승의
모든 가르침이 돌아가는 근본이 된다. 법운의 리 개념은 도생의 리
개념의 유일성, 우월성의 특성을 모두 계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의 참됨이라는 가치개념과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본원이라는 의미
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법운의 이러한 리개념의 변용은 이후
지의가 교학 간의 층위를 세우는 도구로서의 리 개념을 형성하는 바
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법운과 지의의 리 개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기본적으로 지의는 이전 학자들의 리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도생
의 유일성, 깊고 은미하여 인식영역을 넘어선 우월성, 구체적인 사태
와 대비되는 리와 법운의 진실, 실상, 가르침과 짝이 되는 리,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리의 의미가 지의의 리 개념에는 녹아들어 있다. 간
단히 말해, 지의는 리 개념을 실상으로 규정하는 법운의 리 개념의
기본 그림은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법운의 리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지점이 지의의 새로운 리 개념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러면 지의가 법운의 리 개념의 어떤 부분을 비판
하였는지, 둘의 리 개념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법운의 리 개념 이해에 대한 지의의 비판
법운이 이전 학자들과 분명하게 차별되는 지점은 참된 지혜의 대
상으로서 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리의 내용을 인과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부분에서 지의의 비판이 이루어
진다. 지의의 비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법운의 참된 지혜
의 대상인 사일(四一) 속에서의 리의 위치와 방편적 지혜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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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三三)과 리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방
편적 지혜와 참된 지혜에 대한 법운의 설명이다.
“방편적 지혜가 비추는 경계에는 대저 삼삼의 경계가 있다. 첫째는 삼
교(三敎)요, 둘째는 삼기(三機)요, 셋째는 삼인(三人)이다. 이 삼삼의
경계를 비추니 이것이 권지의 본질임을 마땅히 알아라. 과거에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사람은 세 기연이 있고, 세
기연은 세 가지 [과보]에 감응한다. 이 때문에 여래의 권지가 이미 삼
삼의 경계를 비추니 삼교라고 말한다. 세 가지 기연에 감응하여 세 사
람을 교화하니 이 때문에 장차 이 삼삼의 경계는 이 지혜를 취하고,
이 삼삼의 경계를 비추는 것이 방편적 지혜의 본질임을 알아야만 한
다. 참된 지혜가 비추는 경계는 네 종류이다. 첫째는 교일(敎一)이요,
둘째는 리일(理一)이요, 셋째는 기일(機一)이요, 넷째는 인일(人一)이
다. 여래의 지혜가 이 네 가지 경계를 비춤을 밝히니 이것이 참된 지
혜이다. 이른바 교일, 리일이라는 것은 현재 [일승의] 원인의 나아감은
다르지 않고, 과보의 좇아옴(유래함)도 다르지 않음을 밝혀 말한 것이
다. 그리하여 진실의 의미란 이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명된 이치가 이미 하나인데, 어찌 설명하는 가르침이 둘이 됨을 용
납하겠는가? 또한 기일을 말한 것은 법화경[이 설해지는] 자리에 모
인 대중의 경우, 하나의 과보에 감응하는 기연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일이라는 것은 과거 성문, 연각 등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마음을
바꾸어 보살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다음 경전 구절에서 “다만
모든 보살을 교화하니 성문인 제자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하나
의 사람은 하나의 기연이 있기에,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가르침에 감
응한다. 여래는 하나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하나의 이치를 말하고 하나
의 기연에 응하여 한 사람을 교화한다. 때문에 여래의 지혜가 이 사일
(四一)의 경계를 비추는 것이 곧 참된 지혜의 본질이다.”25)
25) 法華義記(T33, 592c-593a) “方便智所照之境凡有三三之境. 一者三教, 二
者是三機, 三者三人. 照此三三之境, 當知此智是權智體, 昔日有三人, 人有三人,
人有三機, 三機感三. 是故如來之權智既照此三三之境, 即說三教. 應三機化三
人, 是故將此三三之境檢取此智. 當知照此三三之境, 是方便智體也. 實智所照
之境凡有四種. 一者是教一, 二者是理一, 三者是機一, 四者是人一. 明如來之
智照此四一之境, 此即是實智. 所言教一理一者, 今日唱明因無異趣果無別從.
然眞實之義其理莫二. 然所詮之理既一, 能詮之教何容是二也. 復言機一者, 法
華座席時衆者有感一果之機一也. 人一者明昔日聲聞緣覺等人, 今日皆改心成
菩薩. 下經文言但化諸菩薩無聲聞弟子. 亦言一人有一機感一教一理. 如來用
一教說一理, 應一機化一人也. 是故如來智慧照此四一之境即是實智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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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법운은 여래의 지혜를 방편적 지혜와 참된 지혜
로 나눈다. 방편적 지혜의 대상은 세 사람, 세 기연, 세 가지 가르침
으로, 교화의 대상이 셋이었기에 셋의 기연에 여래의 지혜의 방편적
부분이 작용하여 세 가지 가르침을 설하게 된 것이다. 반면 참된 지
혜는 지혜의 본래 부분으로, 붓다가 말한 핵심적 가르침인 인과법이
본래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과를 통틀어 지칭하는 개
념인 리(理) 또한 하나이다. 이치가 하나이니 가르침이 둘이 될 수
없으며, 하나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의 과보에 감응하는 기연은
하나이며, 기연이 하나이니 사람도 하나인 것이다. 그 하나의 사람은
바로 보살을 말한다. 법운은 이치(理), 가르침(敎), 기연(機), 사람(人)
이라는 네 범주로 참된 지혜의 대상을 설명한다. 이치와 가르침의 관
계는 그릇과 다양한 종류의 그릇의 관계와 유사하다. 나무로 만든 그
릇이든, 쇠로 만든 그릇이든, 흙으로 구운 그릇이든 그 본질은 그릇
이다. 그릇은 나무, 쇠, 흙을 통해 구체적 형태로 드러난다. 마찬가지
로 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만 중생에게 전해질 수 있다. 하나의 본질
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본질이 여럿이 아닌 것처럼, 가
르침마다 이치가 따로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치는 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치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르침은 여럿일
수 있어도 이치는 여럿일 수 없는 것이기에 방편적 지혜의 대상이
사삼(四三)이 아니라 삼삼(三三)이 되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리는 방
편적 지혜의 대상인 삼삼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운의 설명방식을 보면, 방편적 지혜의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르침으로 끝나지만, 참된 지혜의 대상은 리가 하나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사람에서 끝난다. 왜냐하면 방편적 지혜는 교화의
대상에 따라 작용하므로 교화대상이 지혜를 작동시키는 일차적 원인
이 되지만, 참된 지혜는 여래마음의 본질적 작용이므로 본질적인 진
리가 지혜를 작동하게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리
가 사일 가운데 다른 대상들보다 우선하는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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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운의 리 개념은 방편적 지혜에는 없는 참된 지혜만의 대상이며,
참된 지혜의 대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다. 이는 리가
다른 대상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방편적 지혜에
는 리가 없다는 점은 참된 지혜의 우월성을 또한 보여준다. 그 결과
리는 삼승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되어버린다. 바로
이 부분이 지의가 법운을 비판하는 지점이다.
“광택이 말하기를 삼삼(三三)의 경계를 비추는 것을 방편적 지혜라고
하고, 사일(四一)의 경계를 비추는 것을 참된 지혜라고 하였다. 지금
이 해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대승의 과보를 대리(大理)로 삼았으
니 어찌 소승의 과보를 소리(小理)를 삼아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는
보완하여 말하기를 소승의 과보는 참된 것이 아니므로 그 과보를 리
로 삼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권교 및 권교의 수행자는 어
찌 이 참됨을 맛보겠는가? 이미 권지를 세워 수행자를 가르치는데 어
찌 방편의 이치를 세우지 않았는가. 또 만약 권교에 리가 없다면 속제
또한 진리(諦)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미 속제를 말하였는데, 방편적
지혜의 [대상이] 응당 셋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참된 지혜에 있는 네 가
지에서 무릇 인과가 두 개의 법인데, 어찌 두 개의 법이 하나의 이치
가 될 수 있는가? 경에서 말하기를 “[보살은] 모든 현상(法)의 있는 그
대로의 모습(相)을 보며 [유위행을] 행하지도 분별하지도 않는다”26)고
하였다. 어떻게 인과를 분별하여 리일(理一)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곧 실상이란 없는 것이니 마구니가 말하는 바가 된다. 그러
므로 그 해석은 사용하지 않는다.”27)

광택 법운은 방편적 지혜의 대상을 삼삼, 참된 지혜의 대상을 사일
이라고 하여, 삼승의 경우에는 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 지의는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 지의의 입장에서 방편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속제가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방편에 이치란 것이 없다고
26) 法華經(T9, 37a)
27) 法華玄義(T33, 763c) “光宅云, 照三三之境爲權, 照四一之境爲實. 今不用
此解. 既以大乘果爲大理, 何不用小乘果爲小理. 彼救云, 小果非眞, 故不以其
果爲理. 若爾權教及權行人, 何嘗是實. 既立權教行人, 何不立權理. 又權若無
理, 俗不應稱諦. 既言俗諦, 權不應止三也. 實有四者, 夫因果是二法, 云何以
二法爲理一耶. 經云, 觀一切法如實相, 不行不分別. 云何分別因果爲理一. 若
爾便無實相則魔所說. 故不用彼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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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방편인 속제는 진리라고 일컬을 수 없게 되지만, 속제라고 말
한 이상 이미 진리이므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소
승 모두, 실상과 방편 모두에서 이치가 언급되어야 한다. 대승의 과
보는 큰 이치(大理)라고 하면 소승의 과보는 작은 이치(小理)가 되어
야 한다는 그의 비판은 이러한 논리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법운은 소승의 과보는 참된 것이 아니기에 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방편적 지혜의 대상은 참된 것이 아니며, 방편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 또한 참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방
편은 진실로 향하는 문으로 그 안에는 리가 없다. 단순한 문일 뿐이
다. 비록 방편을 통해 진실이 말해졌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방편
속에 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분명 방편과 진실의 층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법운의 입장과 달리 지의는 방편
과 진실은 불가불리의 관계라고 본다. 방편 속에 진실이 있고, 진실
은 방편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지의는 방편과 진실을 추(麤)와 묘
(妙)의 관계로 규정한다.28) 추묘는 방편과 진실의 차이가 공통된 무
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의는 또한 법운이 리를 인과법으로 나눈 것을 비판한다. 법운은
사일(四一)에서 리일(理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나(一)라는 표현
을 썼기에 둘로 쪼개어져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법운은 이를 인일
(因一)과 과일(果一)의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런데 이미 둘로 쪼개어진
리일을 리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리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고 했던
법운의 시도는 좋았으나, 이것이 오히려 논리적 모순을 범하게 된 것
이다. 지의의 입장에서 보면 법운의 주장은 리일을 부정하고 나아가
실상마저 부정하는 주장이 되어버렸다. 지의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방편과 실상이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리개념과 쪼개
어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인 일리(一理)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法華玄義(T33, 763c) “今明照十麁之境爲權. 照十妙之境爲實, 十麁者即前
九法界. 三因緣等諸麁諦智, 乃至麁利益, 皆稱權也. 照十妙者, 即是理妙乃至
利益妙. 妙故爲實. 復次爲十妙故, 開出十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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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의와 법운의 리 개념의 이해의 차이
지의와 법운의 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사일(四一)이다. 지의는 참된 지혜와 방편적 지혜
의 구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참된 지혜의 대상으로서의 사
일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불승의 드러남을 설명하거나 법화경
의 경전구절을 설명할 때는 역시 사일의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법운의 분석과는 달리 인일(人一), 교일(敎一), 리일(理一), 행일(行一)
로 나누고 있는데 그 의미도 약간씩 다르다. 인일은 가르침을 받는
중생들의 수준이 하나임을 말하며, 교일은 중생에게 베푸는 가르침이
하나임을 말하며, 리일은 가르침의 참된 내용은 하나임을, 행일은 모
든 수행은 중생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말한다. 법화경 ｢방
편품｣에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가 각각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 여러 법을 설했지만, 이 모든 것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
었다”29)는 삼세의 모든 부처의 장에 대한 두 사람의 주석을 통해 이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리불과거제불(舍利弗過去諸佛)’ 이 아래 부분에서는 두 번째로 과
거의 모든 부처가 셋을 열어 하나를 드러냈음을 밝힌다. […] 이 아래
[과거, 미래 현재] 삼불은 하나를 드러내는 가운데에 모두 오직 삼일
(三一)만 있고, 인일(因一)은 생략해서 없다. 우선 법이 모두 일불승이
됨을 말하고 있기에 교일(敎一)이다.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를 따라
법의 궁극을 들으니 이것이 인일(人一)이다. 모두 일체종지를 얻었으
니 이것이 과일(果一)로, 인일(因一)은 생략해서 없다.”30)
29) 法華經(T9, 7b) “舍利弗, 過去諸佛, 以無量無數方便. 種種因緣譬喻言辭,
而爲衆生演說諸法, 是法皆爲一佛乘故. 是諸衆生, 從諸佛聞法, 究竟皆得一
切種智. 舍利弗, 未來諸佛當出於世. 亦以無量無數方便, 種種因緣, 譬喻言
辭, 而爲衆生演說諸法, 是法皆爲一佛乘故. 是諸衆生, 從佛聞法, 究竟皆得一
切種智. 舍利弗, 現在十方無量百千萬億佛土中, 諸佛世尊多所饒益安樂衆生,
是諸佛亦以無量無數方便, 種種因緣, 譬喻言辭, 而爲衆生演說諸法, 是法皆
爲一佛乘故. 是諸衆生, 從佛聞法, 究竟皆得一切種智.”(밑줄은 필자 표기).
과거, 미래, 현재 부처에 대한 언급은 표현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세 경우 모두 밑줄 부분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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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의 모든 부처의 장은 각각 교일(敎一), 행일(行一)을 밝히고 있으
며, 이후 인일(人一)과 리일(理一)을 총괄적으로 논한다. […] ‘시법개
위일불승(是法皆爲一佛乘)’이란 실상을 밝힌 것으로 일불승 앞에 나열
된 부분은 곧 교일이다. ‘제불문법(諸佛聞法)’이란 비록 법을 듣는 일
이라고 해도 법이 중생을 가피하니, 인일(人一)을 겸할 수 있다. ‘구경
개득일체종지(究竟皆得一切種智)’에서 일체종지의 내용(所知)은 리일
이고, [일체종지를] 아는 것(能知)는 곧 행일이다. 비록 순서가 정연하
지 않으나 사일이 겸하여 갖추어져 있다.”31)

첫 번째 인용문은 법운의 주석이고, 두 번째 것은 지의의 주석이
다. 우선 법운은 삼세의 부처에 관해서 논하는 부분만을 사일(四一)로
분석하고 있다. 법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가 여러 방편을 통해
중생을 교화했다고 말하는 부분에 우선 개삼현일을 적용하여 해석한
다. 여러 법을 설한 것이 삼승에 대한 가르침을 열은 것이며, 일불승
임을 말하는 부분은 일승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체 개괄을 마친 뒤,
부처의 모든 법이 일불승이 됨을 말하기 때문에 교일, 모든 중생이
하나의 궁극적 가르침을 듣기에 인일(人一), 그 결과로 일체종지를 얻
었기에 과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으로는 교일과 행일만 있으며, 이 뒤에 덧붙여진 내용인 “이 모든 부
처님이 다만 보살을 교화할 따름이니 부처의 지혜(佛智見)를 중생들
에게 보이려 함이며, 부처의 지혜로 중생들을 깨닫게 함이며, 중생으
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하고자 함이다.”32)라는 구절에서 인일
(人一)과 리일의 총괄적 설명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중생과 중생을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의
30) 法華義記(T33, 603c) “舍利弗過去諸佛, 此下是第二明過去諸佛開三顯一. …
此下三佛於顯一中例皆唯有三一, 略無因一也. 初言是法皆爲一佛乘故即是教一
也. 是諸衆生從諸佛聞法究竟此是人一也. 皆得一切種智此是果一也略無因一也.”
31) 法華文句(T34, 52b) “三世佛章各明教一行一, 後總論人一理一. … 是法皆
爲一佛乘故明顯實也, 例上一佛乘即是教一. 從諸佛聞法, 是雖聞於法, 法被
衆生兼得人一. 究竟皆得一切種智, 種智所知即是理一, 能知即是行一. 雖不
次第四一兼足也.”
32) 法華經(T9, 7b) “是諸佛但教化菩薩, 欲以佛之知見示衆生故, 欲以佛之知
見悟衆生故, 欲令衆生入佛之知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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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세제불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해석에서도 인일(人一)과 리일이 내
용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법운과 마찬가지로 삼세
의 부처가 설한 모든 내용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므로 교일이지만, 그
뒷부분의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들이 일체종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행일이라고 한다. 내용상 “제불문법(諸佛聞法)”이 인일(人
一)을 겸할 수 있는 이유는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부처가 되리
라는 가피를 내리기 때문이며, 또한 일체종지의 내용이 리일이므로
결국 문맥상 리일이 숨겨져 있다고 해석한다. 결국 지의는 삼세제불
장에서 사일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 법운이 인일(因一)을 생략한 것
과 대비된다. 법운에게 과일은 인일(因一)과 함께 리일의 구체적 내용
이므로 하나가 생략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만, 지의에게 있어서 그
것은 논리적 완결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그는 숨겨진 리일을 드러
내어 사일의 틀을 완벽히 구현한 것이다.
일불승을 설명하는 사일에 대한 법운과 지의의 차이는 작다고 여
겨질 수 있다. 똑같이 교일과 인일(人一)을 사용하며, 법운의 인일(因
一)과 과일 대신에 지의는 행일과 리일을 쓰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작은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로 이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
다. 지의의 사일에서 인(因)은 수행(行)으로, 과보(果)는 이치(理)로 바
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의는 과보를 얻게 하는 수행의 의미를 지닌 법운
의 인(因)을 좀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용어인 수행(行)으로 바꾸었으
며, 과보는 좀 더 본질적인 용어인 리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
해 수행은 과보와의 단선적 인과관계를 벗어나 가르침과 이치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가르침, 수행, 원리(理)의 구조를 만들게 된다.33) 즉,
교학과 수행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리를 보좌하는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33) 理를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 이치와 원리의 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두 용어에 큰 의미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의 경우 이치에 비해
뉘앙스 상 근원적이라는 의미를 좀 더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의의 경우에 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원융의 원리로서의 리(理) 개념 형성과정 연구

25

<그림 1>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사일을 바탕으로 한 법운의 일불승 이해는
교화대상의 영역과 교화내용인 리의 영역, 둘로 나뉘어 있다. 이는
법운의 체계가 교화대상과 교화자, 중생과 부처로 이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지의의 체계는 리, 교, 행이 세 축을 이루
고 중생이 가르침을 얻어 수행하여 원리(理)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통일적 체계를 보여준다. 이로서 중생은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이 아
닌 깨달음의 주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결국 같은 인일(人一)이라고 용
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
한 가르침와 리(理)의 관계도 지의에 이르러 좀 더 긴밀해진다. 법운
은 모든 가르침이 일불승이 되었기 때문에 교일(敎一)이었으나, 지의
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리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기 때문에 교일
이 된다. 지의의 체계에서는 수행자에게 문을 보여주는 것이 교라면,
이 문을 열고 원리(理)를 획득하게 해주는 것은 수행이다. 결국 하나
의 원리(一理)를 중심으로 모든 체계가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리를 쪼개어질 수 없는 개념, 실상과 방편을 긴밀하게 묶어주
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된다. 결국 이
러한 리개념 이해로 인해 지의는 일불승, 개삼현일, 사일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고, 나아가 교학의 체계적 통일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서 지의가 이러한 리 개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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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원융의 원리로 리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Ⅳ. 원융의 원리로서의 일리(一理)
지의는 법운과 마찬가지로 리를 실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운의
경우 실상인 리가 여래의 참된 지혜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일승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의의 경우 리는 삼승의 가르침에서도 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의는 일승과 삼승 간의 수준 차이는 있지만,
모든 가르침이 실상인 리를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리는
인간의 인식으로 쪼개어지기 이전의 실상 그 자체이고, 진리 그 자체
이기 때문이다. 지의가 법운과 확실하게 다른 점은 이처럼 리 개념을
쪼갤 수 없는, 방편과 실상의 분별과 대립을 통일할 수 있는 개념으
로 그 의미를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한국말로 풀어보자면 이치에
서 원리로 리 개념의 의미가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원리로
사용되는 리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여 하나의 원리(一理)라고 한다. 도
생이나 법운의 경우 일리와 리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
고 있으나, 지의의 경우는 통합적 원리를 일컬을 때는 주로 일리 개
념을 사용한다.
“무량의경에서 추와 묘를 밝히고 있는데 일리(一理)로부터 무량한
추와 묘, 기와 응이 나왔다. 일리는 묘가 되고, 산출된 무량함은 추가
된다. 이는 즉 묘에서 추가 나온 것으로 격차가 있어 미처 합칠 수가
없었다. 이 경전(법화경)에서는 무량함이 하나로 귀결된다. 이렇기
때문에 방편을 열어 실상을 드러내니 단지 묘할 뿐이다. 어째서 그런
가. 본디 일리가 나타나 모든 방편을 지었으니 방편은 곧 진실이다.”34)

34) 法華玄義(T33, 749c) “無量義經明麁妙, 從一理出生無量麁妙機應. 一理爲
妙, 生出無量爲麁. 此則從妙出麁, 隔而未合. 今經無量還爲一. 此則開權顯
實, 秖麁是妙. 何者. 本顯一理, 作諸方便, 方便即是眞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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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다양한 중생의 기연에 응하여 수많은 경전들과 가르침들이
나왔다. 이때 일리는 완전한 진리 그 자체이기에 중생의 기연에 응해
많은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은 그 담는 그릇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갖는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이 다르게 담겨 있을 때, 본래
하나인 물이 여러 그릇에 나뉘어 담겨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들을 절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법화
경에서 무량한 경전이 방편적 가르침임을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실상
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인 일
리 개념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경전의 하나의 귀결처로서
의 일리 개념은 법운에게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의 경우 삼승의 가르
침에는 리가 담겨져 있지 않기에 리와 다른 경전 간의 쌍방향적 관계
가 성립되지 않았다. 반면, 지의는 이를 단순한 귀결처가 아닌 모든
경전의 근원으로도 보고 있다. 그래서 지의에게 있어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리를 그 안에 담지하고 있으며, 리로 통하는 문이 된다.
지의는 사교의에서 임금과 성문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일리를 임금, 성문을 다양한 교학으로 비
유하며, 모든 가르침이 一理로 통함을 보여준다.35) 그 비유에 의하면
임금은 한 명이기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모두 임금에게 도달한
다. 들어가는 문이 정문이냐, 귀퉁이문이냐에 따라 임금의 모습을 전
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볼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나의 같은 임금을 본다. 불법이라는 하나의 성에, 진
리라는 임금이 살고 있고 다양한 경전, 가르침이라는 문을 통해 백성
(중생)과 소통한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문을 통해 임금을 바라본다.
중생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문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정
면을 향할 수도 있고 측면을 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
은 임금으로 향하며, 임금의 시각에서 보면 중생으로 통한다. 그렇기
에 필요 없다고 버릴 문은 하나도 없다.
이처럼 리와 다양한 경전의 관계란 동전의 양면처럼, 일리가 인연
35) 四敎義(46, 730a-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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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 경전이 서술되었지만, 경전들을 통해 일리를 알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지의는 일리를 중심으로 전체 교학을 통일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다. 일리는 기존의 불교 교학을 하나하나 꿰면서 하나의 체
계로 만든다. 지의에게는 모든 교학이 불법이라는 이름하에서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탑에서 하나
의 돌이 빠지면 탑이 무너지듯이 수많은 교학 가운데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불법은 완전할 수 없다.
일리 개념은 불교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여래장 불
교에서의 일리는 진여가 될 것이고, 중관학파는 이를 공이라고 하며,
유식학파는 마음(心)이라고 한다. 지의의 일리란 이들을 모두 총괄하
는 개념으로 실상이다. 실상의 다양한 이름들을 하나로 꿰어 한 줄로
세워주는 것이 일리인 것이다. 일리는 하나로 꿰는 측면이 강조되기
에 종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실상은 다양한 이름
들을 포섭하고 있기에 횡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의의 일리는 형이상학적 토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36) 지의는 일
리에 모든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일리는 공ㆍ불성ㆍ심 등을 하
나로 꿸 수 있게 해 주는 개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마치
물체를 여러 개로 보는 난시를 교정해주는 안경처럼 다른 개념들을
하나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적 개념이다. 일리에 의해 각각의 가
르침은 통일될 수 있으며,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이 법운의 리개념과 지의의 차이이다. 법운에게 있어서는 실
상의 리를 볼 수 있는 것도 여래의 참된 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일불승만이 볼 수 있다. 반면 지의는 참된 지혜와 방편적 지혜의 구
36) 일리(一理)가 형이상학적으로 쓰이는 것은 담연(湛然, 711∼782년)에 이르
러서이다. 이와키 에이키(岩城英規)은 지의와 담연의 리를 주체성⟺대상
성, 비관념화⟺관념화, 비형이상화⟺형이상화, 미한정성⟺한정성, 자각적
실증성⟺해석적 관념성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담연은 지의
의 리를 실체화한 경향이 있다. -｢中國天台における理｣, 印度學佛敎學硏
究, 39권 1호, p.88; 그의 이러한 대비는 타마키 코우시로우(玉城康四郞),
이 지의와 담연의 실상을 대비시킨 부분에서 기인했다.-心把捉の展開:天
台實相觀を中心として, 山喜房佛書林,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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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없앴으며, 각 가르침의 수준의 차이는 인정하되 그 가르침들의
진리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의체계에서는 모든 가르침은
일리에 의해 정합적으로, 무모순적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Ⅴ. 결론
불교 교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통의 전제는
붓다의 가르침이 하나라는 법화경의 일불승사상이다. 그러나 일불
승사상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논리적, 체계적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기에 법운과 지의는 리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했으며, 법운은 도생에 의해 철학적 개념으로 수용된 리 개념
을 바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
법운은 리 개념을 실상, 진실, 인과이며, 모든 가르침들이 돌아가는
귀결처로 규정하였으나, 리에 대한 모든 논의를 방편적 가르침인 삼
승에서는 논할 수 없는 오로지 일불승의 영역에 한정하였다. 또한 리
의 구체적 내용으로 수행(因)과 수행의 과보(果)를 지목하여 이를 기
준으로 경전을 분류하였다.
지의는 법운이 규정한 리 개념의 한계를 두 지점에서 비판한다. 첫
째, 법운의 리 개념은 실상과 방편, 일승과 삼승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방편을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둘째, 리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된 인과는 인간의 인식
작용에 의해 이미 쪼개어진 것이므로, 리라고 일컬을 수 없다. 지의의
리 개념은 인간의 분별적 인식으로 쪼개어 인식될 수 없는, 인간의 분
별적 인식을 넘어선 진리 그 자체, 진제이다. 그러나 이 리는 형이상
학적 실체라기보다는 모든 불교의 교학을 하나로 꿰는 구심점의 역할
을 할 뿐이다. 분열된 속제들을 하나로 모으기에 이를 일리(一理)라고
한다. 일리는 단지 모든 것의 귀의처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전에 각각이며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교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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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포섭한 일리에 의거해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된다.
이처럼 지의는 일불승사상과 법운의 리 개념을 발전적으로 수용하
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학들을 정합적인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
다. 지의에 의하면 불교의 모든 학파는 제법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한다. 중관학파는 이를 공이라고 하며, 유식학파는 심이라고 하며,
여래장 사상은 불성이라고 한다. 각각이 설명하는 실상의 내용은 다
르지만, 그것이 설명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이다. 각 학파의 가르침은
실상이라는 하나의 리(一理)로 꿰어지고, 리로 인해 모든 교학은 불교
라는 총체적 시스템하에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불교 내의 실상론, 교학론, 수행론도 하나로 꿰어질 수 있었다. 이로
써 지의는 리 개념을 통해 개체의 개별성을 중시하면서도 유기적 통
합체계를 세워 제 불교의 다양한 교학들을 하나의 통일된 불교의 변
양들로 간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불교가
수입 불교에서 벗어나 독자적 불교를 확립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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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Principle
in Chinese Buddhism:
Based on Commentaries of Lotus Sutra by Fayuan and Zhiyi

Jee, Hyekyung
The concept of principle is a traditional term in Chinese philosophy.
However, it was not a distinguished notion before its use in Chinese
Buddhism. Fayun(法雲, 467-529) defines the concept of principle as a
truth, a real aspect, and the end of all teachings that only Buddha’s
real wisdom can approach and proposes that its contents are the
causes and effects of practice. Zhiyi(智顗, 538-597) criticized the fact
that Fayun limited the ability to reach the principle only through
Buddha’s real wisdom, divided Buddha’s teachings into the real aspect
and the expedient way too strictly, and split the principle into cause
and effect. According to Zhiyi, the real aspect and the expedient way
are mutual. All Buddhist teachings can express the concept of
principle, and the principle is the name assigned to a term that is
perfect and unitary before our intellectual discrimination works. Based
on these arguments, the concept of principle becomes an undivided
and fundamental notion of beings and it can work as a pivotal term
in the systemization of Buddhist doctrines.
Keywords: Single principle, the concept of principle, One Vehicle,
Zhiyi, Fa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