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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tus Sutra 

English 

법 화 경  

法華經  

妙法蓮 華經  

묘 법 연 화 경  

Saddhrama-pundarika Sutra Sanskrit  

범어(梵語) 

수양대군 ,  한글번역  

법화경언해  

구마라습 

한역(漢譯) 

서기 401년 

800여명 

3년 걸렸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선의 번역, 

원본보다도 

더 훌륭하다! 

연구교본 : Text 



사물과 관념에 대한 인식방법이 과학적이다. 

The (re)cognition method about things, events, and ideas is 

scientific. 

중생(사물, 관념)을 

우주에서 떨어져 나온 

구슬 또는 물방울에 비유했다. 

중생(사물과 관념)을 

감각적으로  

포착, 감지, 지각, 인지, 인식 

적막하고 고요한 본바탕이 

진동하면서 

사물이 

사물화(事物化)가  되고, 

그래서 포착되는 

것이다. 

대칭성이 깨지는 방향으로 

솟아오른다. 

종지용출(從地涌出) 

종해용출(從海涌出) 
일불(一佛) 여래(如來)=만물(萬物)=불자(佛子)=중생(衆生)=보살(菩薩) 

우주와 관념을 

포함해서 

언제나 



한 순간에 

한 마리의 나비 때문에 

평범하던 들판에서 흔하던 하나의 꽃에 주목하게 되었다. 

 

감각적으로 

포착, 감지, 지각 ,  …   인지, 인식, …  지식 

 

이런 것을 사건과 물건이 사물화된다고 말한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등방적, 등질적이던 들판이  

순간적으로 

비등방적, 비등질적으로 바뀌게 된다. 



Chapter 2. Expedient Means 

방편품제2 

Shariputra, in the worlds of the ten directions, there are not two vehicles, much 

less three! 

Shariputra, the Buddhas appear in evil worlds of five impurities. These are the so-

called impurity of the age, impurity of desire, impurity of living beings, impurity of 

view, and impurity of life span. 

Shariputra, when the age is impure and the times are chaotic, then the 

defilements of living beings are grave, they are greedy and jealous and put down 

roots that are not good. Because of this, the Buddhas, utilizing the power of 

expedient means, apply distinctions to the one Buddha vehicle and preach as 

though it were three. 

 

舍利弗아 十方世界中에 尙無二乘이어늘 何況有三가  

舍利弗아 諸佛이 出- 於-五濁惡世하나니 所謂- 劫濁-煩惱濁-衆生濁-見濁-命濁이라 如是하야  

舍利弗아 劫濁亂時에 衆生이 垢重하야 慳貪嫉妬(妒)하며 成就- 諸不善根- 故로 諸佛이 以-方便力

으로 於-一佛乘에서 分別說三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비유와 모델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A=A, A=B: 동일률( the principle[law] of identity ) 

                    동일성 (identity) 

                    은유(metaphor) 

                    동어반복(tautology)=항진식(恒眞式) 

김태희는 장미꽃이다 

김태희=장미꽃 

우주의 모든 사물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면서 단지 자신을 표현

만 할 뿐 자기 자신을 결코 설명하지 않는다! 

표현(representation)은 예술의 영역에 속하고 

설명(explanation)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나, 

설명을 위해서는 표현이 필요하고,  

표현은 비유로 해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하나의 시적 표현이며, 어쩌면 비유라고 말할 수 있다. 

a  ∝ F/m F 

m 

운동법칙의 표현모델 

가속도의 법칙:  a ∝ F/m  → F=ma 

우리가 

 

우주와 세상과 인생과 사물과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현(representation)이라는 비유모델뿐인데,  

 

표현이나 비유는 유일하지 않고 

 

상징적이며 암시적이며 다의적이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은 분일시삼(分一示三)하는 연역적 절차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로서 한문 묘법연화경은 비유모델인 표현들의 집합으로 

 

우주와 세상과 인생과 사물과 관념의 생성, 진화, 발전, 사멸하는 이치를 

 

잘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비유와 모델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근거: 플라톤의 이데아(idea)론 , 향연 

우리가 보고 감각하는 현실적 대상들은 단지 이데아의 조악한 모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저 실재하는 사물의 사진(=이미지)을 보고 있을 뿐

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들도 모두 이미

지를 감각하는 것이고 실상은 뇌리에서만 이상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삼각형은 단지 이상적인 이데아적 삼각형의 

형상이 비추어진 것일 뿐이다. 

결국 개개의 사물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고 우리는 오직 비유적 설명

모델로만 인식,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적막하고 고요한 본바탕, 즉 본질이 

 

진동하면서 

 

사물, 즉 현상이 

 

물방울처럼 튀어 오르는 것이고, 

 

그때 그것이 사물화(事物化)되면서 세계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세계 속에 나타날 때 감각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까닭은 물방울에는 그것의 본질이 투사,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Spontaneously 

Symmetry 

Breaking 

Higgs 

Mechanism 



사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 

실상: 법신불 

불신 

사물의 본질 

제법: 응화신불 

제불 

현상의 사물 

낡은 시각 

실상 제법 

실상: 법신불   

불신 

사물의 본질 

제법: 응화신불 

제불 

현상의 사물 

방편: 보신불  

불설  

사물이 본질로부터 드러나는 과정

과 절차 

귀납적 해석: 12인연법의 역관, 회삼귀일 

연역적 현현: 12인연법의 순관, 분일시삼 

새로운 시각 

실상 방편 제법 

불 법 중 

석가모니불의 원리 약왕의 본사 

미륵의 이치 문수사리의 이치 미진등.종지용출자.상행등의 이치 

사물화 
범부화 : 대표자 선정, 디지털화, 

패턴화  



실상으로부터 방편에 의해 제법이 드러나는 이치 

하나의 본질과 하나(여러) 사물의 일대일(일대다) 대응 

하나 또는 여러 사물  

하나 또는 여러 표현 

하나의 본질 

하나의 내용 

일대일 대응 

일대다 대응 

사상(mapping) 또는 함수(function) 

제법 방편 실상 

무한차원 정보량 유한차원 정보량 
차원 수의 겹침에 의한 

정보량의 소실 

추상적

공간 

구체적

공간 

석가모니불의 원리 약왕의 본사 

미륵의 이치 문수사리의 이치 미진등.종지용출자.상행등의 이치 

사물화 
대표자, 범주화, 디지털화, 

패턴화 



방편(方便) 

Expedient Means 

실상(實相) 

True Entity 

제법(諸法) 

All phenomena 

법화경 

Lotus Sutra 

간이(簡易) 

Simplicity, 

Easiness and 

Handiness 

불역(不易) 

Immutability 

변역(變易) 

Mutation 

주역(周易) 

I-Ching 

대칭성 

Symmetry 

변분 

δS=δ∫Ldt=0 

불변성 

Invariance 

보존성 

Conservation 

물리학 

Physics 

대칭성 

Symmetry 

불변량 

Invariance 

자기동형 패턴 

Isomorphism pattern 

변환군 

Translation 

Groups 

대수학 

Algebra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주화(範疇化, categorization)하는 과정이고, 

범주화하다 보면 pattern의 유사구조, 즉 상사성(similarity) 을발견하게 된다. 

 

[범주화, categorization] 

1. 공통점과 차이점 

2. 의식적 대표 선정 

3. 개념의 디지털화 

4. 패턴의 상사구조 



 

 

‘대표자(representative)’를 선정하면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발생한다. 

디지털화가 발생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무(無, nothing)’와 ‘유(有, being)’가 생성된다. 

이것이 

‘분화(分化, differentiation)’와 ‘개결화(個別化, individualization)’ 과정이다. 

이때,  

‘무=0’과 ‘유=1(아무리 작더도)’이 생성되며, 

0과 1 사이에 가산무한(셀 수 있는 무한)과 불가산무한(셀 수 없는 무한)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양(positive)’와 ‘음(negative)’은 ‘방향성(direction)’으로 결정된다. 

사물화 과정 : 득현일세색신삼매 = 약왕의 본사 
범주화

(categorization) 



 자기 동형인 프랙털 패턴 



처음 

첫째 마디 둘째 마디 

끝 

첫째 배 둘째 배 셋째 배 

처음 + 첫째 배 + 첫째 마디 + 둘째 배 + 둘째 마디 + 셋째 배 + 끝 

배가 3개, 또는 마디가 2개로 이루어진 까닭은 편리함, 즉 방편 때문이다.  

이것은 증명될 수 없는 참인 명제이다. 

The Buddhas, utilizing the power of expedient means, apply distinctions to 

the one Buddha vehicle and preach as though it were three. 

 

諸佛이 以-方便力으로 於-一佛乘에서 分別說三이니라 

상사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패턴 

분일시삼(分一示三), 회삼귀일(會三歸一) 

통일장이론(The Unified Field Theory) 



At that time the bodhissattvas and mahasattvas who had emerged from the earth, 

numerous as the dust particles of a thousand worlds, all in the presence of the Buddha 

single-mindedly pressed their palms together, gazed up in reverence at the face of the 

Honored One, and said to the Buddha: “World-Honored One, after the Buddha has 

entered extinction, in the land where the emanations of the World-Honored One are 

present, in the place where the Buddha has passed into extinction, we will preach this 

sutra far and wide. Why? Because we ourselves wish to gain this great Law, true and 

pure, to accept, uphold, read, recite, explain, preach, transcribe and offer alms to it.” 

 

At that time the World-Honored One, in the presence of Manjushri and the other 

immeasurable hundreds, thousands, ten thousands, millions of bodhisattvas and 

mahasattvas who from of old had dwelled in the saha world,….. 

Chapter 21. Supernatural Powers of the Thus Come One 
문 

文 

수 

殊 

사 

師 

리 

利 

문수사리(文殊師利) 

Manjushri 

종합판단 

Synthetic judgment 

분석판단 

Analytic judgment  

견見 

보다 

감각 

지知 

알다 

인식 

칸트 

Immanuel Kant 



妙法蓮華經如來神力品第二十一이니다 

 

爾時에 千世界-微塵等-菩薩摩訶薩인 從地涌出者가 皆於佛前에서 一心合掌하고 瞻仰尊顔하사 而-白佛言호대 

 

世尊이시여 我等이 於-佛滅後에 世尊分身의 所在國土인 滅度之處에서 當-廣說此經호리니 所以者何오 我等도 亦

自로 欲得- 是-眞淨大法하야 受持讀誦하고 解說書寫하야 而-供養之니다  

 

爾時에 世尊께서 於- 文殊師利等의 無量百千萬億으로 舊住-娑婆世界한 菩薩摩訶薩과 及諸- 比丘-比丘尼와 

優婆塞-優婆夷와 天龍-夜叉와 乾闥婆-阿脩羅와 迦樓羅-緊那羅와 摩睺羅伽-人非人等의 一切衆前에서 現

- 大神力하사대 出- 廣長舌하사 上至- 梵世하시며 一切毛孔에서 放- 於-無量無數-色光하사 皆悉徧照- 十方

世界하시며 衆寶樹下-師子座上의 諸佛도 亦復如是하사 出- 廣長舌하시며 放- 無量光하시고 釋迦牟尼佛과 及-

寶樹下의 諸佛께서 現-神力- 時를 滿- 百千歲한 然後에 還攝舌相하시고 一時謦欬하시며 俱共彈指하시니 是-二

音聲이 徧至- 十方-諸佛世界하사 地皆-六種震動이러라  

 

At that time the worlds in the ten directions were opened up so that there 

was unobstructed passage from one to the other and they were like a 

single Buddha land.  

At that time the Buddha spoke to Superior Practices and the others in the 

great assembly of bodhisattvas, saying: … 

 

于時에 十方世界가 通達無礙하야 如- 一佛土러라  

爾時에 佛告- 上行等의 菩薩大衆하사대  

 

 

대칭성이 깨지는 방향으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안다! 

 

약왕의 본사 

사물화과정(事物化過程) 

득현일체색신삼매 

평면은 등방적이고 등질적이지만, 

수직방향으로는 대칭이 깨졌기 때문에 

수직상승 운동이 일어나서, 

풍선(사물)을  

감각적으로 

포착, 감지, 지각, 인지,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문(文)과 수(殊), 사(師)와 리(利)이다. 



미진등 

(微塵等) 

Dust particles 

종지용출자(從地涌出者) 

Things emerged from the 

earth 

 

종해용출자(從海涌出者) 

Things emerged from the sea 

상행등(上行等) 

Superior Practices 

 

무변행등(無邊行等) 

Boundless Practices 

 

정행(淨行等) 

Pure Practices 

 

안립행등(安立行等) 

Established Practices 

미진 – 종지용출자 – 상행등 

Dust particles – Things emerged from the Earth – Superior practices  

(DP – TEE – SP) 



미륵(彌勒) – 궁이혁력(弓爾革力) 

미륵(彌勒) 

Maitreya  
궁이혁력(弓爾革力) 



복잡계 

본질 

혼돈(카오스) 

상태가 됨 
카오스의 가장자리 

요동 시간의 흐름 

굳어짐 

자기조직화 

흩어짐 

창 발: 

프랙털(자기닮음) 

질서(코스모스) 

본질[무명.혼돈(chaos)]에서 질서(cosmos)의 창발 

우주의 탄생, 진화 

사물과 관념의 탄생, 진화 

생명체의 탄생, 진화 

사회조직의 탄생, 진화 

쓸모 있는 5분의 1보다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5분의 4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함 

  [사물은 표현적이며 은유적이며 상징적이고 다의적이다] 

• 삼라만상은 프랙털적이다. 

• 전체는 부분과 유사하고 부분은 전체와 닮았다. 

• 어느 부분도 전체의 상징이다. 

• 법화경에서 ‘비유하다’의 ‘유(喩)’의 의미는? 

  “A는 B와 같다”인데 결국 “A는 B이다”가 되어,  

  ‘시적 표현’인 은유는 자기닮음(프랙털 구조)의 발견을 표현한 

  것으로,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한 것’을 말하여 ‘유(喩)’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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