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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기신론

2011. 11. 24 윤홍식/ 견성콘서트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발심解行發心

증발심證發心

3가지

발심

1. 신성취발심(1주住의 돈오)

그런데 ‘믿음을 성취한 발심’(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란 어떤 마음을 발한
다는 것인가? 대략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3가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가? ① 첫째는 ‘직심直心’(곧은 마음)이니 ‘진여법’을 바르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며(자리이타自利利他의 근본), ② ‘심심深心’(깊은 마음)이니 모든 
‘선한 행위’를 쌓아가기를 즐기기 때문이며(자리自利), ③ 셋째는 ‘대비심
大悲心’(큰 자비의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타利他).

復次信成就發心者 發何等心 略說有三種 云何爲三 一者直心 正念眞如法故 
二者深心 樂集一切諸善行故 三者大悲心 欲拔一切衆生苦故

* 승찬조사 신심명信心銘
‘마음’이 ‘평등’(자타불이)에 계합하면 ‘경계’와 ‘작용’이 모두 그치게 된다. 

여우같은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면 ‘바른 믿음’(正信)이 조화롭고 곧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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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에 머물지 않으면 기억할 것이 없으니, 텅 비되 밝게 스스로를 비추
면 심력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알
음알이로 헤아릴 수가 없다. ‘진여의 법계’는 나와 남이 없으니, 그 자리와 
곧장 상응하고자 한다면 오직 ‘둘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 (오직 모를 뿐!)

契心平等 所作俱息 狐疑淨盡 正信調直 一切不留 無可記憶 虛明自照 不勞
心力 非思量處 情識難測 眞如法界 無他無自 要急相應 唯言不二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과거ㆍ미래ㆍ현재가 없도다.

信心不二 不二信心 言語道斷 非去來今

2. 초발심보살(1주住 보살)

보살(초발심 보살)이 이러한 3가지 마음을 발하면, ‘법신’을 조금 볼 수 있
다.

菩薩發是心故 則得少分見於法身

* ① ‘집상응염執相應染’(집착으로 상응하는 오염)이니, 성문⋅연각 2승의 
해탈과 ‘신상응지信相應地’(믿음에 상응하는 경지, 1주住 초발심의 경지)에 
의지하여 멀리 벗어나게 된다. ②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끊어짐이 없이 
상응하는 오염)이니, ‘신상응지’에 의지하여 방편(6바라 )을 익혀 점차적
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1지인 ‘정심지淨心地’(마음이 청정해지는 경지)에 
이르러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3. 1주住 돈오 이후 점수의 필요성
‘진여법’의 ‘본체’와 ‘본성’은 텅 비고 청정하나, 한량이 없는 번뇌에 의해 
오염되고 더렵혀져 있다. 만약 사람이 ‘진여’를 알아차리더라도, ‘방편’으로 
훈습하고 닦지 않는다면 청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때가 한량이 없어 온갖 
법(오온五蘊, 색色ㆍ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에 걸쳐 두루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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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체의 선행을 닦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일체의 
선행을 닦는다면 자연히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眞如之法體性空淨 而有無量煩惱染垢 若人雖念眞如 不以方便種種熏修 亦無
得淨 以垢無量遍一切法故 修一切善行以爲對治 若人修行一切善法 自然歸順
眞如法故

4. 해행발심(돈오 이후의 점수, 1지地 이전)

이 보살(해행발심解行發心)이 처음 바르게 믿은 이래로(신성취발심信成就
發心) 첫 번째 아승지겁(무수겁無數劫)에 이르러 원만해지고자 하면, ‘진여
법’에 대해 깊은 이해가 현전하며, 닦는 바가 형상을 떠나 있다.

以是菩薩從初正信已來 於第一阿僧祗劫將欲滿故 於眞如法中 深解現前 所修
離相

5. 6바라 (지관쌍운止觀雙運에 안주시 1주住,  1주 이후에 ‘바라 ’)

① ‘법성法性’(진여법의 본성)은 탐욕이 없음을 몸으로 삼음을 이해하였기
에, 단계적으로 ‘보시布施 바라 ’(단 바라 )을 닦으며, ② ‘법성’은 오염
되지 않아 5욕의 허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기에, 단계적으로 
‘지계持戒 바라 ’(시 바라 )을 닦으며, ③ ‘법성’에 고뇌가 없어서 성냄과 
번뇌를 벗어나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단계적으로 ‘인욕忍辱 바라 ’(찬제 
바라 )을 닦는다. ④ ‘법성’에 몸과 마음의 형상이 없어서 나태함을 벗어
나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단계적으로 ‘정진精進 바라 ’(비리야 바라 )을 
닦으며, ⑤ ‘법성’이 항상 안정되어 있어서 어지럽지 않음을 몸으로 삼음
을 이해하였기에, 단계적으로 ‘선정禪定 바라 ’(선나 바라 )을 닦으며, ⑥ 
‘법성’이 광명함을 몸으로 삼아 어두움을 벗어나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단
계적으로 ‘반야般若 바라 ’(반야 바라 )을 수행하는 것이다.

以知法性體無慳貪故 隨順修行檀波羅蜜 以知法性無染 離五欲過故 隨順修行
尸波羅蜜 以知法性無苦離瞋惱故 隨順修行羼提波羅蜜 以知法性無身心相 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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懈怠故 隨順修行毘黎耶波羅蜜 以知法性常定 體無亂故 隨順修行禪波羅蜜 
以知法性體明 離無明故 隨順修行般若波羅蜜

6. 증발심(1지地 ~ 10지地, 법신 보살, 반야방편쌍운般若方便雙運시 1지地)

‘도를 증득하는 발심’(증발심證發心, 법신을 온전히 증득함) 즉 1지인 ‘정
심지淨心地’로부터 ‘보살 구경지’(10지)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경계를 증
득하는가? 이른바 ‘진여’이다. ‘전식轉識’(주관, 에고)에 의지하여 ‘경계’(객
관, 세계)를 설하는 것이니, 여기서 증득한 것은 경계가 없으며 오직 ‘진여
의 지혜’(眞如智)일 뿐이니 ‘법신’이라고 부른다.

證發心者 從淨心地 乃至菩薩究竟地 證何境界 所謂眞如 以依轉識說爲境界 
而此證者無有境界 唯眞如智 名爲法身
 

7. 지止ㆍ관觀을 닦음(1주住 이전, 1주 이전은 ‘바라 ’ 아닌 ‘수행’)

어떤 것을 ‘지止ㆍ관觀을 닦음’이라고 하는가? ① 이른바 ‘지止’(고요함)라
는 것은 일체의 경계에 대한 차별상을 그치는 것을 말하니, ‘사마
타’(Samatha, 고요함)의 관찰이라는 뜻에 단계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② 이
른바 ‘관觀’(관찰함)이라는 것은 인연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형상을 분별하
는 것을 말하니, ‘위빠사나’(Vipassana)의 관찰이라는 뜻에 단계적으로 따른
다는 것이다. ‘수순隨順’(단계적으로 따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두 
가지 뜻(止觀)을 단계적으로 닦고 익혀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눈앞
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云何修行止觀門 所言止者 謂止一切境界相 隨順奢摩他觀義故 所言觀者 謂
分別因緣生滅相 隨順毗鉢舍那觀義故 云何隨順 以此二義漸漸修習 不相捨離 
雙現前故

8. 지止를 닦음(1주住 이전의 닦음)

만약 ‘지止’를 닦는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단정히 앉아, 생각을 바르
게 하고, ‘호흡’에도 의지하지 않고, ‘형체ㆍ색깔’에도 의지하지 않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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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수화풍’에도 의지하지 않고, ‘보고 듣고 깨달아 
앎’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모든 ‘형상’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내려놓고 또
한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일체의 ‘법’(사물)이 본래 ‘형
상’이 없는 것이어서(본래무상本來無相), 순간순간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
기 때문이다(불생불멸不生不滅). 또한 먼저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분별하지 말 것이며, 뒤에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마음’까지 내려
놓아야 한다. 만약 마음이 이리저리 치달리거든 곧장 거두어 들여 ‘바른 
알아차림’(正念)에 머물게 해야 한다. ‘바른 알아차림’이란 ‘오직 마음뿐!’

으로 바깥 경계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뒤에 다시 이 마음을 일으키
더라도, 또한 ‘자체의 형상’이 없어서 순간순간 그 형상을 얻을 수가 없다.

若修止者 住於靜處 端坐正意 不依氣息 不依形色 不依於空 不依地水火風 
乃至不依見聞覺知 一切諸想 隨念皆除 亦遣諸想 以一切法 本來無相 念念不
生 念念不滅 亦不得隨心外念境界 後以心除心 心若馳散 卽當攝來住於正念 
是正念者 當知唯心 無外境界 卽復此心亦無自相 念念不可得

9. 진여삼매(1주住의 돈오)

만약 앉거나 일어나고 가고 오고 나아가고 멈추는, 행위를 하는 일체의 때
에, 늘 ‘방편’(정념에 안주하기)을 알아차리며 단계적으로 관찰하여, 오래도
록 익혀 순수해지고 성숙해지면 그 ‘마음’이 안주하게 된다(구주심九住心, 

몰입 4단계, 정념正念에 안주). 마음이 안주되면 점차 매우 예리해져 단계
적으로 ‘진여삼매眞如三昧’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번뇌를 깊이 항복받
고 ‘믿는 마음’이 자라나서, 신속하게 후퇴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
이다. 

若從坐起 去來進止 有所施作 於一切時 常念方便 隨順觀察 久習淳熟 其心
得住 以心住故 漸漸猛利 隨順得入眞如三昧 深伏煩惱 信心增長 速成不退 

10. 관觀을 닦음(1주住 이전의 닦음)

만약 사람이 오로지 ‘지止’만 닦는다면, ‘마음’이 가라앉거나 혹은 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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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일어나서, 여러 ‘선행’을 즐기지 않을 것이며(자리自利를 닦지 않
음), ‘큰 자비’를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이타利他를 닦지 않음). 이런 사정 
때문에 ‘관觀’을 닦아야 한다.

復次若人唯修於止 則心沈沒 或起懈怠 不樂衆善 遠離大悲 是故修觀

11. 지止ㆍ관觀을 함께 행함(1주住 이전의 닦음)

앉아서 ‘지止’에 전념할 때는 제외하고는, 일체의 때에 ① ‘응당 해야 하는 
것’(응작應作)과 ② ‘응당 해서 안 되는 것’(불응작不應作)을 마땅히 남김없
이 관찰해야 한다. 가고 머무르며, 눕고 일어날 때 모두 응당 ‘지止ㆍ관觀’

을 함께 행해야 한다. 이른바 비록 일체의 법(사물)의 본성은 생겨나지 않
음을 알아차리더라도, 다시 ‘인연의 화합’과 ‘선악의 과보’가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인연’과 ‘선악의 업보’를 
알아차리더라도, 또한 그 ‘본성’(일체 법의 본성)은 얻을 수 없음을 알아차
려야 한다.

唯除坐時專念於止 若餘一切 悉當觀察應作不應作 若行若住 若臥若起 皆應
止觀俱行 所謂雖念諸法自性不生 而復卽念因緣和合 善惡之業 苦樂等報 不
失不壞 雖念因緣善惡業報 而亦卽念性不可得

12. 지止ㆍ관觀을 함께 행함(1주住 이전의 닦음)

① 만일 ‘지止’(정념正念에 안주)를 수행하면 범부가 세간에 집착하는 것을 
다스리며, 2승(성문ㆍ연각)의 나약한 견해(아공我空)를 버리게 된다. ② 만
약 ‘관觀’을 닦으면 2승의 ‘큰 자비’를 을 일으키지 않고 좁고 용렬한 마음
의 허물을 다스리며, 범부의 ‘선한 바탕’(善根)을 닦지 않음을 멀리 떠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止ㆍ관觀’의 두 문이 서로 도와서 이루어주
며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 만약 ‘지ㆍ관’을 갖추지 못하면, ‘보리(지혜)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

若修止者 對治凡夫住著世間 能捨二乘怯弱之見 若修觀者 對治二乘不起大悲
狹劣心過 遠離凡夫不修善根 以此義故 是止觀二門 共相助成 不相捨離 若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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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不具 則無能入菩提之道 

* 보조 지눌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10가지 믿음’ 중에 ‘방편’과 ‘지관止觀’을 닦아, 자유로이 맡길 수 있는 공
부가 이루어지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이를 ‘발심주發
心住’(발심하는 머무름)라고 부른다.

自修十信中 方便止觀 任運功成 定慧圓明 便名發心住

* 육조단경
‘선정ㆍ지혜’는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 ‘선정’은 ‘지혜’의 본체요,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지혜를 쓸 때는 선정이 지혜에 있으며, 선정을 쓸 때는 
지혜가 선정에 있다. 

定慧一切不是二 定是慧體 慧是定用 卽慧之時定在慧 卽定之時慧在定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의 빛’과 같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며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다. 등불은 빛의 본체이며, 빛은 등불의 작
용이다. 이름이 비록 둘이나 본체는 한 가지이다. 이 ‘정ㆍ혜’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定慧猶如何等 猶如燈光 有燈卽光 無燈不光 燈是光之體 光是燈之用 名雖有
二 體本同一 此定慧法 亦復如是

13. 무념은 곧장 부처를 향함
이런 사정 때문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중생이 능히 ‘무념無
念’(생각이 없음)을 관찰할 수 있으면, ‘부처의 지혜’를 향하게 될 것이다.”

是故修多羅說 若有衆生能觀無念者 則爲向佛智故

* 육조단경
선지식아, ‘무념법無念法’을 깨달으면, ‘만법萬法’에 남김없이 통하니, 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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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깨달은 자는 여러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부처
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善知識 悟無念法者 萬法盡通 悟無念法者 見諸佛境界 悟無念法者 至佛位地

14. 부처님의 보신報身
몸(부처님의 보신)에는 한량이 없는 색깔이 있으며, 색깔에는 한량이 없는 
형상이 있고, 형상에도 한량이 없는 뛰어난 바가 있다. 그 몸이 머무는 곳
인 ‘의지하는 과보’(依果ㆍ依報, 정보正報인 몸이 의지하는 세간)도 또한 
한량이 없어서, 각종의 장엄함이 보는 곳마다 나타나 끝이 없어서 다함이 
없다. 그 몸은 ‘한계의 형상’(수명ㆍ형체의 한계)을 떠나 있어서, 그 응하는 
바를 따라 늘 머물러서 훼손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공덕’은 모두 여러 가지 바라  등 ‘번뇌가 없는 수행의 훈습’(후천적 훈
습)과 ‘불가사의한 훈습’(진여의 훈습)으로 성취한 것이어서, 한량이 없는 
즐거운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신報身’(수행의 과보로 얻은 몸)이라고 
이른다.

身有無量色 色有無量相 相有無量好 所住依果亦有無量 種種莊嚴隨所示現 
卽無有邊 不可窮盡 離分齊相 隨其所應 常能住持 不毁不失 如是功德 皆因
諸波羅密等無漏行熏 及不思議熏之所成就 具足無量樂相 故說爲報身

* 원元 몽산夢山스님의 몽산법어夢山法語
이미 현묘함을 다했거든 또한 물러나서 자취를 감추고, 깨달음을 잘 보호
하고 배양하여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불교의 대장경과 유교ㆍ도교의 책들
을 모두 보아서 수많은 생의 ‘습기習氣’를 녹여, 청정하여 끝이 없으며 둥
글고 광명하여 걸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높이 날며 멀리 날아 
거의 광명이 성대하야 앞서가신 조사들의 종풍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