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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표는 ‘지･관(止･觀, samatha･vipassanā) 논쟁’에 나타난 염(念, sati)의 지위

를 검토하여 지･관을 구분하는 권한이 염보다 견(見, diṭṭhi)에 있음을 정당화하는 것이

다. 2000년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초기불교의 지･관에 관한 연구들이 심도 깊게 진행되

었다. 조준호는 지･관쌍수(雙修)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색계4선(禪, jhāna), 4념처(念處, 

satipaṭṭhāna)를 각각 지, 관으로 배치하여 지로부터 관으로 향하는 지･관차제(次第)설을 

제안한다. 임승택은 Yuganaddha경, Paṭisambhidāmagga의 설명을 근거로 지･관은 선후로

도 동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지･관균등설을 제시한다. 김재성은 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관을 닦는 순관(乾觀, suddha-vipassanā) 수행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염은 지･관의 구

분, 차제･균등(均等)의 발현 양태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 선명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염은 지의 3선, 4선에서 나타나고 관의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

지 나타나기 때문에, 지･관의 영역, 양자 모두에 나타나면서도 각각 다른 영역에서 발생

하는 염이 어떻게 지･관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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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正見, sammādiṭṭhi)의 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세간(世間, loka)･출세간(出世間, lokuttara)

의 구분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지는 세간인 색계, 무색계에서 이루어지고 관은 출세

간에서 이루어지며 세간･출세간은 정견의 유･무로 구분되기 때문에, 정견의 여부는 

지･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관을 구분하는 기준

이 염이 아니라 정견의 여부에 있다는 새로운 이해를 제안한다.

주제어

지관, 사띠, 마음챙김, 정견, 순관, 사마타, 위빠사나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표는 ‘지･관(止･觀, samatha･vipassanā) 논쟁’에 나타난 염(念, 

sati)의 지위를 검토하여 지･관을 구분하는 권한이 염보다 견(見, diṭṭhi)에 있음

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초기불교의 지･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초기 경전에서 ‘지･관의 체계성

에 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여 지･관 수행이 ‘차제(次第)적인 것인가 혹

은 균등(均等)한 것인가’의 주제를 거쳐 지･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염은 지･관
의 구분, 차제･균등의 발현 양태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수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 연구들의 중요 쟁점을 점검한 후 ‘지･관의 영역, 양자 모두에 공통으로 나타

나는 염이 어떻게 양자를 구분하는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는 진단에 대

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1)

지･관 논쟁은 초기불교의 확립된 지･관 수행 체계에 의문을 제기한 김준호

의 연구에 의해 시작되었다.2) 주요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초기 경

1) 김준호, ｢‘사띠(sati)논쟁’의 공과(功過)｣, 불교학리뷰 4권(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8), pp.202-203. 

2) 김준호, ｢初期佛典에 나타난 止觀槪念｣, 한국선학 제1호(대전: 한국선학회, 2000), pp.2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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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나타난 지･관 내용과 체계성을 탐구했다. 대표적으로 조준호는 무비판

적으로 수용된 지･관쌍수(雙修)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색계4선(禪, jhāna)과 

4념처(念處, satipaṭṭhāna)를 각각 지, 관으로 제시하여 지로부터 관으로 향하는 

지･관차제(次第)설을 제안한다.3) 임승택은 Yuganaddha경에서 지･관의 선･후
가 임의적이거나 균등(均等)하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Paṭisambhidāmagga

의 설명을 근거로 하여 지･관은 선후로도 동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지･관균등

설을 제시한다.4) 김재성은 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관을 닦는 순관(乾觀, 

suddha-vipassanā) 수행을 소개하며 지･관의 체계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

시킨다.5) 

지･관에 관한 논의들은 초기불교 수행의 굵은 줄기들을 보여주면서 이후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염의 해석 문제로 이어진다. 지･관의 영역, 양자 모두에서 

나타나는 염의 내용과 구조를 밝히는 것이 지･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조준호는 염이 지의 3선에서 발현되고 4선에서 완성된다고 

본다. 4선을 통해 완성된 염이 4념처인 관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6) 임승택

은 염이 초선(初禪)에서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초선부터 관이 가능하다고 기술

한다. 지･관의 구분에서 염과 함께 하는 ‘알아차림’(sampajañña)이 관을 규정하

지만 염이 지･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7) 순관에서 

염은 현상을 관찰할 때 들뜸의 법들 중 하나로 나타난다.8) 지･관에 관한 논의들

은 이후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조준호,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의 문제｣, 한국선학 제1호(대전: 한국선학회, 2000), pp.321-343.

4) 임승택, ｢초기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사마타빠사나｣, 인도철학 제11집(서울: 인도철학회, 2001), 

pp.205-234.; 인경, ｢초기불교에서의 지･관과 사선｣, 보조사상 16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1), pp.89-119. 

5) 김재성, ｢순관(純觀, suddha-vipassanā)에 대하여｣, 불교학연구 제4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pp.255-282.

6) 조준호, 앞의 논문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의 문제｣, pp.326-330.; 조준호, ｢Vipassanā의 인식론적 

근거｣, 보조사상 16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1), pp.62-64. 

7) 임승택, 앞의 논문 ｢초기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사마타빠사나｣, p.208.; 임승택, ｢사띠(sati)의 의미

와 쓰임에 관한 고찰｣, 보조사상 제16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1), pp.9-39.; 임승택, ｢위빠사

나 수행의 원리와 실제｣, 불교연구 20집(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pp.191-196.

8) 김재성, 앞의 논문 ｢순관(純觀, suddha-vipassanā)에 대하여｣, pp.2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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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선명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지･관의 영역, 양자 모두에서 소속

되는 염이 어떻게 지･관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것

처럼 보인다. 정준영은 어느 한 주장보다 니까야(Nikāya)와 주석서의 입장에 

따라 지･관의 차제, 균등, 순관 수행이 각각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

진한다.9) 김준호는 지･관 논쟁을 점검하며 염이 지･관의 영역, 양자 모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관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10) 본 

연구는 대안적 해명을 위해 세간(世間, loka)･출세간(出世間, lokuttara)의 구분 

속에 나타난 견의 기능에 주목한다. 지는 세간인 색계, 무색계에서 이루어지고 

관은 출세간에서 이루어지며 세간과 출세간은 정견(正見, sammādiṭṭhi)의 유･
무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관 논쟁을 검토한 후 견을 기준으로 한 

지･관 구분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II. 염을 기준으로 한 지･관
초기 경전에는 불교 수행법을 설명하는 여러 개념과 기술들이 있다. 이 개념

들은 집중명상을 표현하는 지(止), 선정(禪定, jhāna), 삼매(三昧, samādhi), 등지

(等至 혹은 定, samapatti), 4무량심(無量心, appamaññā･vihāra)이나, 관찰명상을 

표현하는 관(觀), 염처, 수관(隨觀, anupassanā), 앎이나 자증(自證)을 가리키는 

지(知, ñāṇa), 견(見, dassana), 반야(般若 혹은 慧, paññā), 승지(勝智, abhiññā), 변지

(遍知, pariññā), 그리고 수행 체계를 갖춘 8정도(八正道, ariya–aṭṭhaṅgika- 

magga), 사성제(四聖諦, cattāri ariyasaccāni) 등이다. 이 개념들은 집중명상 뿐

만 아니라 지･견(知･見, ñāṇa･dassana)을 갖춘 상태에서 관찰명상을 행하는 불

교 수행의 고유한 특징을 표현한다. 

9) 정준영,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일고찰｣, 불교학연구 제12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5), pp.521-552.; 정준영, ｢사띠(sati) 논쟁｣ 불교평론 제62호(서울: 만해사상실

천선양회, 2015), pp.79-100.

10) 김준호, 앞의 논문 ｢‘사띠(sati)논쟁’의 공과(功過)｣,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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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개념과 다양한 기술로 인해 초기불교 수행법은 체계성의 부족

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아비담마(阿毘曇磨, abhidhamma) 교학의 입장에서 초기 

경전은 다양한 근기에 따른 방편설(方便說, pariyāyadesanā)이고 논서는 비방편

설이다.11) 이에 따르면 논서의 설명이 초기 경전의 다양한 수행법을 체계화시

킨 것이 되기 때문에 초기불교 수행체계는 아직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로 간주된다.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의 입장에서 초기 경전들은 논리적 

모순이나 역사적인 간극을 보인 판본들의 조합이다. 이 전제들을 수용한 연구

자들의 입장에서도 초기불교 수행체계는 미비되거나 체계성이 결여된 상태

로 평가된다.12) 

초기불교의 지･관 이해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선(禪) 수행의 출

발점을 초기 경전에서 확인하려는 김준호의 연구에 의해 시작되었다.13) 김준

호는 최초기 경전들에서 지를 ‘부적절한 마음상태의 그침 또는 사라짐’으로, 

관을 인식대상의 무상(無常, anicca)･고(苦, dukkha)･무아(無我, anattan)의 ‘이치

를 꿰뚫어 봄’이라고 파악하고, 4부4아함(四部四阿含)의 분석을 통해 “지는 관

11) DhsA. p.221. “여기에서 경전의 [방편적] 설명은 함께 하는 성품이나 대상으로부터 명칭을 얻는다. 

따라서 이것은 대기설법이다. 그러나 아비담마의 설명(kathā)은 대기설법이 아니다. [승의의] 유

래로부터 [명칭을] 얻는다(Tattha suttantikapariyāyena saguṇatopi ārammaṇatopi nāmaṃ labhati. 

Pariyāyadesanā hesā. Abhidhammakathā pana nippariyāyadesanā … āgamanatova labhati).”; 阿毘達
磨順正理論 제1권 (T, 29, p0330a20-21), “아비달마는 능히 모든 경을 결정하고 경의 요의, 불요의

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는 일체의 성스러운 가르침의 이치와 말에 위배되지 않고 능히 총

섭함을 지칭한다(阿毘達磨能決眾經 判經了義不了義故 阿毘達磨名能總攝 不違一切聖教理言).”

12) 고등비평 방법론에서 슈미트하우젠(L. Schmithausen)은 4선정 이후 사성제와 누(漏, āsava)의 교설

에 대해 누와 무명의 인과 관계가 순환논증과 같은 모순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브롱코스트(J. 

Bronkhorst)는 사성제의 판본이 나중에 4선과 누의 멸진에 관한 판본에 삽입되었다고 판단한다. 

Lambert Schmithausen,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in Early Buddhism,” Studien zum Jainismus, Wiesbaden: Franz Steiner, 1981, 

pp.199-250.; Johannes Bronkhorst, The Two Traditions of Meditation in Ancient India 2nd edit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1993, pp.74-85.; 그에 반해 코우진스(L.S. Cousins)는 고등비평의 해석들에 있

어서 구어에 기반을 둔 불교 문헌 전승의 연속성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한다. 킹(R. King)은 불교 문

헌을 규범적이나 이념적 사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 서술로 만드는 초기 경전 해석

학이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L. S. Cousins, “Pali Oral Literature,” 

Buddhist Studies, eds. by p.Denwood and A. Piatigorsky, London: Curzon Press, 1983, pp.1-11.; Richard 

King, Orientalism and Relig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p.148-49.

13) 김준호, 앞의 논문 ｢初期佛典에 나타난 止觀槪念｣, pp.285-298.; 김형준 외 2인, ｢원시선의 본질 및 그 

수습구조에 관한 일고｣, 불교학연구 제1집(서울: 불교학연구회, 2000), pp.367-4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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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이나 “지와 관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으로 정의

한다.14) 이는 최초기 경전들에서 지･관 수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해명하고 지･
관 관계에 관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사에도 불

구하고 김준호는 지･관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지･관과 ‘선정(jhāna), 삼매

(samādi), 념(sati)’의 관계를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지･관을 4무량, 색계4선, 무

색4선 등의 예비단계나 이후 부파불교의 체계화 이전의 단계로 설정한다.

조준호는 초기 경전에서 지･관과 선정, 삼매, 념의 관계를 탐구하며 구체적

이고 확립된 지･관 체계를 확인한다. 조준호는 선정 안에 지･관 모두 포함된다

는 기존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Mahāsatipaṭṭhāna경의 정념(正念, sammāsati)

과 정정(正定, sammāsamādhi)에 관한 설명에 근거를 두어 지는 색계4선, 관은 4

념처라는 매우 선명한 구조를 제시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정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는 몸[身, kāya]

에 대해 몸을 따라 관찰하는 자가 되어 열중하며 정지(正知, sampajāna)하

고 염(念, sati)을 지니며 세계에 대해서 욕망과 근심을 벗어나며 머문다. 

… 수(受, vedanā) … 심(心, citta) … 법(法, dhamma) …. 비구들이여 어떤 것

이 정정인가? [초선]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는 욕망으로부터 분리하고 

불선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사(尋･伺, vitakka･vicāra)와 함께 분리에서 

발생한 희･락(喜･樂, pīti･sukha)을 지닌 초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2선]

심･사의 적정으로부터 내부의 평정과 마음의 심일경으로 심･사가 아닌 

삼매(三昧, samādhi)를 지닌 희･락의 2선에 머문다. [3선]희열의 사라짐으

로부터 평온(捨, upekkha)를 지닌 자는 기억하고[sato] 정지하며 신으로 

락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온과 념을 지니며 락에 머문 자라고 선설한 3

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4선]락이 버려지고 고가 버려지며 이전의 기쁨

과 근심들이 없어짐으로부터 불고불락을 지닌 청정사념(捨念淸靜, 

upekkhāsatipārisuddhi)의 4선에 도달하여 머문다.15) 

14) 김준호, 앞의 논문 ｢初期佛典에 나타난 止觀槪念｣, pp.293-295.

15) DN. II, p.313.  



염(念, sati )과 견(見, diṭṭhi )   111

정정의 설명에서는 선정, 삼매의 용어가 나타나고 정념의 설명에서는 4념

처의 설명이 나타난다. 조준호는 더 다양한 근거를 아함경(阿含經), 니까야
(Nikāya)에서 확인하며 색계4선 및 삼매를 지로, 4념처를 관으로 설정한다.16) 

조준호는 지･관의 체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로부터 관으로 향하는 지･관 

차제설을 제안한다. 지･관 차제설의 핵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계

4선으로부터 4념처로 향하는 순서가 3행(行, saṅkhāra)의 소멸 순서와 일치한

다. 경전에 의하면 구행(口, vacī)은 심･사, 신행(身, kāya)은 호흡, 심행(心, citta)

은 상･수(想･受, saññā･vedanā)이다.17) 선정 중 초선에서는 구(口, vācā)의 멸, 2

선에서는 심･사의 멸, 3선에서는 희열의 멸, 4선에서는 호흡의 멸이 있다.18) 또

한 상수멸(滅盡定, saññāvedayitanirodha)의 입정시에 행은 ‘①구행→②신행→
③심행’의 순서로 멸한다.19) 조준호는 초선[구어], 2선[심･사]에서 ①구행이 

멸하고, 4선[호흡]에서 ②신행이 멸하며, 이 상태가 4념처의 신념처[호흡]로 

이어져 수념처, 심념처[상･수]에서 ③의행[심행]이 멸하기 때문에, 선정에서 

행의 지멸 순서와 상수멸정의 행의 지멸 순서의 방식으로 지･관 차제가 이루

어진다고 설명한다.20)

둘째, 염이 발현하는 순서가 지･관 차제를 설명한다. 지에서 염은 3선에서 

발현되어 4선에서 사념청정으로 나타난다. 관인 4념처는 ‘염의 확립’(satipaṭṭhāna)

이다. 조준호는 4선에서 완성된 염이 관에서 염의 확립으로 이어져 지･관 차제

가 해명된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조준호가 말하는 지･관 차제란 “禪修行

16) 조준호, ｢초기불교경전에 나타난 수행에 관한 용어와 개념의 검토(I)-止･觀을 중심으로-｣, 한국

선학 제3집(대전: 한국선학회, 2001), pp.103-143.

17) SN. IV, p.293.

18) Ibid.. p.217. “비구여 나에 의해 순차적인 행의 멸이 드러났다. 초선에 도달한 자에게 구가 멸한다. 

2선에 도달한 자에게 심사가 멸한다. 3선에 도달한 자에게 희열이 멸한다. 4선에 도달한 자에게 

호흡이 멸한다(bhikkhu mayā anupubbaṃ saṅkhārānaṃ nirodho akkhāto. paṭhamaṃ jhānaṃ 

samāpannassa vācā niruddhā hoti. dutiyaṃ jhānaṃ samāpannassa vitakkavicārā niruddhā honti. 

tatiyaṃ jhānaṃ samāpannassa pīti niruddhā hoti. catutthaṃ jhānaṃ samāpannassa assāsapassāsā 

niruddhā honti) … [공처, 식처, 무소유,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정도 마찬가지].”

19) SN. IV, p.294.

20) 조준호, 앞의 논문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 pp.337-338.; 조준호, 앞의 논문 ｢Vipassanā의 인식론

적 근거-빠알리(Pāli) 경전을 중심으로｣,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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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禪)이라는 형식을 통한 삼매의 성취(念의 완성) 속에 身･ 受･ 心･ 法 또는 五蘊
의 Vipassanā가 이루어지는 것”이다.21) 

임승택은 초기 경전에서 확립된 지･관 수행 체계가 있다는 조준호의 입장

에 공감할지라도 초기 경전의 지･관 관계는 차제적이기보다 균등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임승택은 Paṭisambhidāmagga의 설명을 통해 지는 

선정, 등지의 영역으로서 색계4선, 무색계4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들뜸(掉擧, 

uddhacca)을 가라앉히는 수행법이고, 관은 제법의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무명을 제거하는 수행법이라고 정의한다. 임승택은 Yuganaddha경, 

Paṭisambhidāmagga에 근거를 두어 지･관의 발현 양태는 임의적이거나 균등적

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22)

도반들이여 나의 현전에서 아라한의 성취를 설명하는 비구나 비구니들

은 누구든지 모두 4가지 도[道, magga] 혹은 이것들 중 하나에 의한 것이

다. 어떤 것이 넷인가? ① 도반들이여 여기에 비구는 지를 먼저 닦고 관을 

닦는다. 그가 지를 먼저 닦고 관을 닦을 때 도가 생긴다. … 그가 그 도를 

익히고 닦고 많이 행할 때 결박들은 끊어진다. 수면들은 제거된다. … ② 
도반들이여 다시 여기에 비구는 관을 먼저 닦고 지를 닦는다. … ③ 도반

들이여 다시 여기에 비구는 지･관을 함께 닦는다 … ④ 도반들이여 다시 

여기에 비구는 의(意, mānasa)가 법에 대한 들뜸에 사로잡힌다. 도반이여 

그 때에 그 마음이 내부에서 멈추고 가라앉고 [심]일경이 있어서 집중된

다. 그에게 도가 생긴다. ….23)

Yuganaddha경의 내용에 대해 Paṭisambhidāmagga에서는 ①의 내용이 먼저 

삼매에 들어간 후 거기에서 발생한 법들을 무상･고･무아로 수관하는 관의 방

식이고 ②의 내용이 관을 선행한 후 거기에서 발생한 법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

21) 조준호, 앞의 논문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 p.340.

22) 임승택, 앞의 논문 ｢초기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사마타빠사나｣, pp.205-234.

23) AN. II,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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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지 않고 집중하는 방식이고 ③의 내용이 들뜸이 사라지는 삼매의 순간과 

동시에, 무명이 버려지는 관이 함께 행해지는 방식이며 ④의 내용이 순관 수행

시 나타나는 들뜸과 같은 특별한 현상들로부터 도(道)에 들어서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24) 임승택은 이에 근거를 두어 지를 먼저 행할 수도 있고 관을 먼저 

행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함께 행할 수도 있다는 지･관 균등설을 제시한다.

지･관 균등설은 염이 초선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Paṭisambhidāmagga

에 의하면 초선에서 심･사, 희･락, 결정(決定, adhiṭṭhāna), 믿음, 정진, 념, 삼매, 

혜가 구족되고, 2선에서 심･사가 사라진 나머지 법들이 구족되고, 3선에서 희

가 사라진 나머지 법들이 구족되고, 4선에서 락이 사라지고 평온(捨)이 나머지 

법들과 함께 구족되며,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서는 각 영역의 

상(想)과 나머지 법들이 구족된다.25) Paṭisambhidāmagga의 설명은 Anupada경

에서 ‘감지되는 것’(viditā)의 방식에서도 동일한 설명이 나타나기 때문에,26) 

임승택은 염은 초선에서부터 나타나고 그에 따라 관 역시 초선부터 가능하다

고 설명한 것이다.

차제설과 균등설의 대립 과정에서 김재성은 순관(純觀, suddha-vipassanā) 혹

은 건관(乾觀, sukkha-vipassanā) 수행을 소개한다. 김재성은 Yuganaddha경에서 

④법에 관한 들뜸에 관한 부분이 순관 수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Visuddhimagga

에서는 안지정(安止定, appanā-samadhi), 근행정(近行定, upacāra-samādhi), 찰나

정(刹那定, khaṇika-samādhi)의 3가지 삼매를 소개하는 데 김재성은 안지정과 

근행정이 지에 속하고 찰나정이 순관을 말한다고 설명한다.27) 즉 순관 수행자

는 선정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 현상들을 무상, 고, 무아로 관찰하면서 나타나

는 현상, 즉 법의 들뜸으로부터 마음을 안정(安定, samādhiyati)시켜 4향4과(四

24) Paṭis. II, pp.93-100.; 임승택, 앞의 논문 ｢초기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사마타빠사나｣, p.199. 

25) Paṭis. I, pp.167-168. 

26) 임승택, ｢첫 번째 선정(初禪)의 의의와 위상에 대한 고찰｣, 『불교학연구』 제6호(서울: 불교학연

구회, 2003), p.185.

27) 김재성, ｢순관(純觀, suddha-vipassana)에 대하여-남방상좌불교 수행론의 일고찰｣, 불교학연구
제4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pp.2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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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四果)의 도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후 지･관 차제설, 지･관 균등설, 순관 수행설을 제시한 연구자들은 그 기

준을 정하기 위해 염의 해석 문제에 집중한다. 순관의 경우 큰 비중을 두지 않

을지라도, 차제설과 균등설의 경우 염의 내용과 구조를 밝히는 것이 지･관의 

관계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차제설의 경우 염은 지의 3선에서 발

현되고 4선에서 확립되어 4념처[관]로 이어진 것이다. 균등설의 경우 염은 초

선부터 무색계4선까지 발현된 것이다. 염의 의미에 대해서도 양자는 차이가 

있다. 조준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여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염을 ‘수

동적 주의 집중’으로 번역한다.28) 임승택은 외부로부터 육근을 수호한다는 수

행의 능동적인 의미를 살려 ‘마음지킴’으로 번역한다.29) 주요 연구자들 역시 

염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마음챙김’, ‘새김’, ‘지켜보기’ 등의 번역어를 제안

했다.30)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관의 영역, 양자 모두에서 소

속되는 염이 어떻게 지･관을 구분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상의 논

의에서 나타난 지･관의 내용은 Anupada경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되어 있다.31) 

28) 조준호, 앞의 논문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의 문제｣, p.337. 

29) 임승택, 앞의 논문 ｢사띠(sati)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고찰｣, pp.9-39.

30) 정준영, 앞의 논문 ｢사띠(sati) 논쟁｣, pp.79-100.; 박태원, ｢정념(正念, Sammā-sati)의 의미에 관한 고

찰｣, 철학논총 제41집(경산: 새한철학회, 2005), pp.175-212. 박태원은 무명의 왜곡 현상과 연관

하여 정념이 지닌 특징을 ‘지켜보기’, ‘거리 두기’, ‘간격 확보’라고 설명한다.  

31) MN. III, p.25.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리불(舍利弗)이 연속으로 법에 대한 관찰한 것이다. 비구들이

여 여기에 사리불은 욕망으로부터 분리하고 불선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사와 함께 분리에서 발

생한 희･락인 초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초선에서 심, 사, 희, 락, 심일경, 촉, 수, 상, 사, 심, [의]욕, 승

해, 정진, 념(sati), 사, 작의의 법들이 연속적으로 확정된다. 그 법들은 자각[viditā]되어 생겨난다. 

자각되어 유지된다. 자각되어 사라진다. 그는 이와 같이 안다. … [내지 비상비비상처까

지](Tatridaṃ Bhikkhave Sāriputtassa anupadadhammavipassanāya hoti. Idha, bhikkhave, Sāriputto 

vivicc, 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haṃ 

paṭhamaj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Ye ca paṭhamajjhāne  dhammā vitakko ca vicāro ca pīti ca 

sukhañca cittekaggatā ca phasso vedanā saññā cetanā cittaṃ chando adhimokkho vīriyaṃ sati upekkhā 

manasikāro, tyāssa dhammā anupadavavatthitā honti. tyāssa dhammā viditā uppajjanti, viditā 

upaṭṭhahanti, viditā abbhatthaṃ gacchanti. So evaṃ pajān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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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nupada경에서 지･관
사마타

위빠사나

다른 부분 공통 부분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
입정을 기억(sato)하고 출정하여, 

지나가고 멈추고 변화하는 법들을 관찰

심일경, 촉, 
수, 상, 

사(思, cetanā), 
심, 의욕, 

승해, 정진, 
염(sati), 사, 

작의

무소유처 무소유처 무소유처상

식처 식처 식처상

공처 공처 공처상

4선 사･념(sati)청정
사, 불고불락의 수(受), 경안심(經安心)의 

무관심, 념(sati)청정

3선 사, 염(sata), 정지, 락  락, 염(sati), 정지 

2선 신락(信樂), 심일경, 희, 락 신락, 희, 락 

초선 심, 사, 희, 락 심, 사, 희, 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의 염은 3선에서 나타나 4선에서 사념청정으로 표현

되고 관의 염은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공통된 법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

준으로 볼 때 만약 지의 염이 관의 염으로 차제적으로 이어진다면 염은 동일하

기 때문에 염으로부터 지･관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32) 반대로 지･관의 영

역에서 염이 균등하게 발현된 것이라면 양자의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발생된 

염으로부터 지･관을 구분하기 어렵다. 김준호는 지･관논쟁의 공과를 검토하

며 이 난점을 제기한다.

사띠논쟁의 발단은 사띠가 집중명상 계열에 속하는 것인가, 지혜명상 계

열에 속하는 것인가를 놓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빠사나를 미리 최고

위치에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사마타, 사띠의 관계 또는 의의 정도를 논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곧 사띠논쟁에서 나온 주장들은 

선결문제를 엄 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제기된 부당한 전제에 속하기 때

문이다.33)

32) Anālayo, Bhikkhu, “A brief criticism of the ‘two paths to liberation’ theory,” Journal of the Oxford 

Centre for Buddhist Studies 11, 2016, pp.38-51. 폴락(Polak)은 선정으로부터 통찰지가 산출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아날라요(Anālayo)는 선정이 수행도로서 과보가 있을지라도 통찰지를 산출할 

수 없으며 선정 자체가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전의 근거들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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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은 지･관 양자 모두에 속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을 대표하거

나 양자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차제설의 경우 

초선에서 관의 염을 인정하더라도 지에서 념의 발생을 강조한 것이고 균

등설의 경우 초선에서 관의 염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지의 3선, 4선의 

염에 대한 해명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III. 견을 기준으로 한 지･관
본 연구는 붓다의 출가부터 정각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하여 지･관의 관계에 

접근해본다.

[①-출가: 연기의 출발점인 생사(生死)의 법이 지닌 위험을 벗어나기 위

해] [②-정각 이전의 선정] 이렇게 출가한 그 때의 나는 …  최상의 적정(寂
靜, santi)의 경지를 추구하며 … [알라라 까라마로부터 무소유처(無所有
處), 웃다까 라마뿟따로부터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인] 그 법을 성

취했다. … ‘[그렇지만 무소유처와 마찬가지로] 비상비비상처에 머무는 

한 이 법은 … 적정(upasamā)으로, …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 나는 그 

법으로부터 염리(厭離)하여 떠났다. … [③-정각의 상태] 나는 열반에 도

달했다. 나에게 지(知, ñāṇa)와 견(見, dassana)이 생겼다. … [정각을 전달

하며] [※욕계] 비구들이여 [안･이･비･설･]신식에 의해 알려지고 … 즐길

만한 [색･성･향･미･]촉이 있다. 이것이 5욕(五欲)의 상태이다. … 어떤 사

문･바라문은 이 5욕의 대상에 붙잡히지 않고, … ([※색계] 초선 … 2선 … 3
선 … 4선… [※무색계] 공처 … 식처 … 무소유처 …) 비상비비상처에 도달

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뛰어넘어 

상수멸(想受滅, saññāvedayitanirodha)에 도달하여 머문다. 반야로 보기 때

문에(disvā) 그의 [④누와 누의 멸진] 누(漏, āsava)들은 멸진(滅盡)된다.34) 

33) 김준호, 앞의 논문, ｢‘사띠(Sati)논쟁’의 공과(功過)｣, pp.202-203.

34) MN I, pp.163-175.; 김열권, 위빠사나 I(서울: 불광출판사, 1993), pp.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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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전에서 알 수 있듯이 붓다는 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의 출발점이 

되는 생사의 출리를 위해 출가한다. 붓다 당시 불사(不死)를 위한 방법에는 선

정(禪定, dhyāya) 수행과 고행이 있었다.35) 바라문은 브라만(brahman)과 아트만

(atman)의 합일을 추구하는 선정을 통해 궁극적 환희[ānanda]를 탐닉하고,36) 

자이나교(Jaina)는 고행을 통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37) 붓다 역시 출

가하여 깨닫음을 얻기 이전에 알라라 까라마(Āḷāra Kālāma)나 웃다까 라마뿟

따(Udaka Rāmaputta)로부터 상위의 선정을 배우거나 자이나교와 마찬가지로 

고행을 실행했다.38) 그러나 선정은 아무리 상위의 선정이라 할지라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39) 고행은 정신과 육체를 피로하게만 할 뿐이었다. 붓

다는 선정의 한계를 자각하고 고행을 포기하며 어릴 적 경험했던 특별한 상태

를 떠올린다. 

악기웨사나여 그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석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할 때 시원한 잠부 나무 그늘에 앉아 욕망

들로부터 분리되고 불선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심･사와 함께 희･락인 초

선에 도달하여 머물렀다는 것을 통찰했다[abhijānāmi]. 이것은 깨달음을 

35) BU. IV.4.11.-4.14. “무지(無知, avidvaṃsa)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기쁨없는) 세계로 간

다. …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오직 고통(苦, duḥkha)이 기다리고 있다. …  그것[아트만]을 아는 자는 

죽지 않게 된다(tāṃs te pretyābhigacchanti avidvāṃso’budho janāḥ … athetare duḥkham evāpiyanti)(ye 

tad viduḥ amṛtās te bhavanti).”

36) SU. I.10. “그에 대해 선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그와 결합하는 것에 의해 [아트만과 같은] 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에 의해 마침내 환영이 사라진다(tasyābhidhyānād yojanāt tattva-bhāvād bhūyaś cānte 

viśvamāyā-nirvṛttiḥ).”; MU. III.I.8. “시각에 의해서도 언어로서도 그[아트만]는 파악되지 않는다. 

혹은 다른 신들에 의해 고행에 의해 제례에 의해서도 그는 파악되지 않는다. 선정을 수행하면서

(dhyāyamānaḥ) 앎의 광채에 의해 본성이 청정해질 때 부분이 아닌 그[아트만]를 본다(na cakṣuṣā 

gṛhyate nāpi vācā nānyair devaiḥ tapasā karmaṇā vā. jñāna-prasādena viśuddha-sattvas tatas tu taṃ 

paśyate niṣkalam dhyāyamānaḥ).”

37) 붓다의 고행에 대하여 Machāsaccaka경, Bodhirājakumāra경, Saṅgārava경 등을 참조.

38) MN. I, pp.242-245. “내가 이와 이를 맞물리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움켜쥐고 압박

하며 [지나치게] 열중하면 어떨까? … 숨을 참는 선정에 들면 어떨까?… 모든 음식을 끊으면 어떨

까?(Yan-nūnāhaṃ dantebhi dantam-ādhāya jivhāya tāluṃ āhacca, cetasā cittaṃ abhiniggaṇheyyaṃ 

abhinippīḷeyyaṃ abhisantāpeyyan-ti … appāṇakaṃyeva jhānaṃ  jhāyeyya’nti … sabbaso āhārupacchedāya 

paṭipajjeyyan-ti).”; Bronkhorst, Johannes, The two traditions of meditation in ancient India, pp.6-52. 

39)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불교학개론 개정판(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pp.50-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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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길일까? 악기웨사나여 그 때 나에게 ‘염을 따른’(satānusārin) 식이 

있었다.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5비구의 비난을 떠나 홀로 머물

며] … 초선에 머물렀다. 악기웨사나여, 이 상태로부터 발생한 락의 느낌

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정시키지 않았다’(na tiṭṭhati). [내지 4선].40)

이 설명은 붓다가 유년 시절의 초선 경험에서 깨달음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

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상태는 대부분 선정의 상태[止]로만 이해되어왔다. 그

러나 만약 이 상태가 선정에 국한된다면 관 수행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는 난

점이 생기게 된다. 붓다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초선에서 “‘염을 따

른’(satānusārin) 식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 Anupada경(표1)에서 살펴

본 것처럼 초선에서 염은 지의 영역이 아니라 관의 영역에서 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설명은 유년 시절 선정 상태에 몰입한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

니라, 선정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식을 발견한 것을 스스로 회고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적이다.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 경전의 ①‘선정의 락의 

느낌’에 ②‘고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고정된 상태’(saṇṭhita)는 선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Uddesavibhaṅga경에서 

선정은 마음이 내부에서 ‘고정된 상태’로서 ‘취하지 않지만 공포’(anupādā 

paritassanā)이다.41) ‘고정된 상태로서 취하지 않지만 공포’라는 것은 선정에서 

40) MN. I, pp.246-247. “Tassa mayhaṃ Aggivessana etadahosi: Abhijānāmi kho panāhaṃ pitu Sakkassa 

kammante sītāya jambucchāyāya nisinno vivicc’ 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h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itā. siyā nu kho eso maggo 

bodhāyāti? Tassa mayhaṃ Aggivessana satānusāri viññāṇaṃ ahosi: eso va maggo bodhāyāti. …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āsiṃ. Evarūpāpi kho me Aggivessana uppannā sukhā vedanā cittaṃ 

na pariyādāya tiṭṭhati.”

41) MN. III, pp.225-227. “도반이여 어떤 것이 내부에서 고정됨이라고 말해지는가? … 초선에 도달하

여 머문다. 분리에서 발생한 희락의 맛에 결박당하고 결합한 내부에서 마음을 고정됨이라고 말해

진다. [내지 4선] … 도반이여 어떤 것이 취하지 않지만 공포인가? …색[수, 상, 행, 식]을 자아(attan)

로 간주한다. 그 색이 변화하고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색의 변화에 따라 전개하는 식이 있다. 그

의 색[수, 상, 행, 식]이 변화하는 것을 따라 전개되어 발생하는 공포와 집기하는 법은 마음을 사로

잡고 고정시킨다(Kathañcāvuso, ajjhattaṃ saṇṭhitanti vuccati? …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 vivekajapītisukhassādasaṃyojanasaṃyuttaṃ ajjhattaṃ cittaṃ saṇṭhitanti vuccati. … 
Kathañcāvuso, anupādā paritassanā hoti? … rūpaṃ attato samanupassati … Tassa rūpavi-

pariṇāmaññathābhāvā rūpavipariṇāmānuparivatti viññāṇaṃ hoti. tassa rūpavipariṇāmānuparivattaj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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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五蘊, pañcakkhandhā)을 자아로 간주하는 것이다. 선정의 경험을 자아로 

간주하는 데 그 상태가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반

대로 ‘고정되지 않는 상태’(asaṇṭhita)는 선정의 상태에서 ‘취하지 않아서 불공

포’(anupādā aparitassanā)이다. 이는 오온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42) 

선정에서 오온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 상태는 Vivekaja경 등에서도 알 수 있다.

도반이여 여기에서 나는 … 초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 때 나에게 “‘나는 

초선에 도달한다’거나 ‘나는 초선에 도달했다’거나 ‘나는 초선으로부터 

출정했다’”라는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존자 사리뿟따는 오랜 

동안 아만(我慢)･아집(我執)･자만(自慢)의 잠재(潛在, anusaya)를 뿌리 뽑

았기 때문이다.43)

알라라 까라마나 웃다까 라마뿟따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서 알 수 있

듯이 선정의 경험은 자아로 간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선정 상태에서 오온

을 관찰하는 것은 그 상태를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 상태이다. 오온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Mahā-Māluṅkya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정의 상태에

서 오온을 무상, 고, 무아로 관찰하는 것이다.44) 관은 선정에서의 상태나 오온

paritassanā dhammasamuppādā cittaṃ pariyādāya tiṭṭhanti).” 

42) MN. III, p.228. “그의 색이 변화하는 것을 따라 전개되어 발생하는 공포와 집기하는 법은 마음을 

사로잡고 고정시키지 않는다. … 색[수, 상, 행, 식]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다. … 취하지 않아서 불

공포이다(Tassa na rūpavipariṇāmānuparivattajā paritassanā dhammasamuppādā cittaṃ pariyādāya 

tiṭṭhanti. … na rūpaṃ attato samanupassati … Evaṃ kho āvuso anupādā aparitassanā hoti).” 

43) SN. III, pp.235-236.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āmi. Tassa mayhaṃ āvuso na evaṃ hoti – 
‘ahaṃ paṭhamaṃ jhānaṃ samāpajjāmī’ti vā ‘ahaṃ paṭhamaṃ jhānaṃ samāpanno’ti vā ‘ahaṃ paṭhamā 

jhānā vuṭṭhito’ti vā’’ti. ‘‘Tathā hi panāyasmato Sāriputtassa dīgharattaṃ ahaṅkāramamaṅkāramānānusayā 

susamūhatā.” 이어지는 경전들에서 동일한 맥락이 상수멸정까지 이어짐. 

44) MN. I. pp.435-436. “아난다여 어떤 것이 도(道, magga)인가? 어떤 것이 [욕계의] 오하분결(五下分
結)을 끊어 버리는 도적(道跡, paṭipadā)인가? 아난다여, 여기에 비구는 … 욕망으로부터 분리되고 

불선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심･사와 함께, 분리에서 발생한 희･락인 초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

는 거기에서 있는 색[수, 상, 행, 식]의 경과(經過)를 무상(無常)하고 고(苦)이고 … 무아(無我)로 관

찰한다. [… 2선 … 3선 … 4선 … 공무변처 … 식무변처 … 무소유처 …](Katamo c‘ Ānanda maggo 

katamā paṭipadā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hānāya? Idh’ Ānanda bhikkhu … 
vivic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h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So yadeva tattha hoti rūpagataṃ vedanāgataṃ saññāgataṃ saṅkhāraga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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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상태와 결합하지 않는 것이다. 즉 지는 그 자체로 

오직 지의 상태만이 있지만 관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관이 함께 유지

되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차이는 심해탈(心解脫, cetovimutti)과 

혜해탈(慧解脫, paññāvimutti)의 구분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선정은 단지 심해

탈의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선정의 상태에 고정되지 않는 관은 심해탈･혜해탈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45)

따라서 붓다가 유년 시절 경험한 “[선정의] 이 상태로부터 발생한 락의 느낌

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선정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정 상태에서 관하는 방식을 발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지는 색계4선과 무색계4선으로 선정에 머무는 것이고 관은 색계4선과 

무색계4선에서 오온을 무상, 고, 무아로 관찰하는 상태이다. 지는 그 자체로 지

의 상태이고 지에서 관은 지의 경험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상태, 즉 지･관이 함

께 이루어진 상태이다.46) 

마지막 부분에서 누(漏, āsava)의 멸은 붓다의 깨달음의 정점을 표현하는 상

태이다. 누의 멸은 삼명(三明, tevijjā) 중 하나인 누진통(漏盡通, Āsavakkhaya-ñāṇa)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역과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Sabbāsava경에서 

누는 육근(六根, chaindriya)을 수호하지 못할 때 외부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마음

의 작용으로 설명된다.47) Khandha경에서 누의 상태는 오취온(五取蘊, pañcu-

viññāṇagataṃ te dhamme aniccato dukkhato … anattato samanupassati. … ).” 

45) 이필원, ｢아라한 개념의 발전과 전개-심해탈과 혜해탈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24집(서울: 인

도철학회, 2008), pp.111-138 참조. 이필원은 최고층 문헌을 중심으로 심해탈과 혜해탈의 차이를 

구분하며 심해탈에서 관찰을 통해 아는 상태가 바로 심해탈･혜해탈 상태임을 설명한다.; 우동

필, ｢MN 9경과 중아함 29경에 나타난 무명과 누의 해석 문제｣, 선문화연구 제16집(서울: 

선리연구원, 2014), pp.173-216.

46) 정준영, ｢두 가지 해탈의 의미에 대한 고찰: 니까야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14호(서울: 불교

학연구회, 2006), pp.61-90 참조. 정준영은 니까야를 중심으로 심해탈, 혜해탈, 양분해탈의 차이

를 설명한다.; 한상희, ｢아라한의 해탈에 관한 고찰 －심해탈과 혜해탈｣, 불교학연구 제53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7), pp.163-193. 

47) SN. IV, p.256. “Tayo me āvuso āsavā. Kāmāsavo bhavāsavo avijjāsavo.”; MN. I. p.9.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수호에 의해 끊어져야 할 누인가? … 비구들이여, 왜냐하면 그가 안근의 수호를 수호하지 못

하여 머물 때 발생할 누, 열번(熱煩)는 발생한다(Katame ca bhikkhave āsavā saṃvarā pahātabbā?… 
Yaṃ hi’ ssa bhikkhave cakkhundriyasaṃvaraṃ as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uṃ āsa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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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dānakkhā)으로  오온을 누의 조건으로 취착한 상태이다.48) 이 경우 누는 외부 

대상을 향할 경우나 오취온의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오직 

욕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49) 누의 멸에 대해 Chabbisodhana경에서는 

“도반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이 오취온에 대해 취착하지 않고 누

들로부터 나의 마음이 해탈되었다”50)고 설명한다. 오취온은 욕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누가 욕계에서 즉각적으로 소멸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누의 멸이 욕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순관 수행을 암시한다.51) Vitakkasaṇṭhāna

경, Kāyagatāsati경에서는 악한 불선의 사유(vitakkā)가 의욕, 성냄, 어리석음에 

관계될 경우 그 상태로부터 직접적으로 벗어나 “마음이 내부에서 멈추고 가라

앉고 [심]일경이 있으며 집중된다”(cittaṃ santiṭṭhati sannisīdati ekodi hoti 

samādhiyati)고 설명한다.52) 이 구절은 Yuganaddha경 ④번에서 순관 수행과 동

일한 표현으로 욕계에서 직접적으로 해탈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붓다의 누

진통은 왜 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붓다 자신의 수행 방식이 

색계･무색계에서뿐만 아니라 욕계에서도 통용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는 욕계에 머물면서도 욕계의 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벗어나는 상태를 나타

내며 경험 세계로서의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식성을 제어하거나 

고양시키는 불교 수행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상으로 붓다의 출가부터 정각까

vighātapariḷāhā).”

48) SN. III, pp.47-48.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오온인가? … 색온[수･상･행･식]…. 비구들이여, 어떤 것

이 오취온인가? … 누와 함께 취한 상태, 이것이 색취온[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 비구들

이여, 이것이 오취온이라고 말한다(Katame ca bhikkhave pañcakkhandhā. … rūpakkhandho. … 
Katame ca bhikkhave pañcupādānakkhandhā? … sāsavaṃ upādāniyaṃ, ayaṃ vuccati rūpupādānakkhandho. 

… Ime vuccanti bhikkhave pañcupādānakkhandhā).”

49) 우동필, 앞의 논문 ｢MN 9경과 중아함 29경에 나타난 무명과 누의 해석 문제｣, pp.173-216. 주

석서와 논서에서 욕루는 욕계, 유루를 색계･무색계, 무명루를 삼계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그에 비

해 우동필은 세 가지 누 모두가 모두 욕계에 있다고 논증한다. 어느 경우든 욕루가 욕계에 해당하

기 때문에 누는 욕계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50) MN. III, p.31. “Evaṃ kho me āvuso jānato evaṃ passato imesu pañcasu ‘pādānakkhandhesu anupādāya 

āsavehi cittaṃ vimuttan ti.”

51) 우동필, 앞의 논문 ｢MN 9경과 중아함 29경에 나타난 무명과 누의 해석 문제｣, pp.187-201.

52) MN. I, p.119. “ye pāpakā akusalā vitakkā chandūpasaṃhitā pi dosūpasaṃhitā pi mohūpasaṃhitā pi te 

pahīyanti te abbhatthaṃ gacchanti. tesaṃ pahānā ajjhattameva cittaṃ santiṭṭhati sannisīdati ekodi hoti 

samādhiyati.”; MN. III, p.89. Kāyagatāsati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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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삼계･출세간의 구조 속에서 지･
관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삼계･출세간에서 지･관
삼계 출세간

지
무색계

지를 대상으로 한 관
색계

욕계 순관

이 구분에서 일반 범부는 욕계의 의식이다. 지는 색계･무색계에서 도달하

여 머무는 의식이다. 지에 머문 의식은 5욕이나 5개(五蓋)를 벗어난 심해탈의 

상태이다.53) 지를 대상으로 한 관은 색계･무색계에 도달하여 머무르지 않으며 

그 상태를 관찰하는 심해탈･혜해탈의 상태이다. 특히 지를 대상으로 한 관은 

색계･무색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관찰을 통해 각각

의 상태에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 점은 순관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순관은 욕계를 대상으로 욕계의 상태를 관찰하는 상태이다. 

이 영역에서 지･관의 구분은 삼계의 ‘상(想, saññā)’ 대 출세간의 ‘반야[慧, 

paññā], 승지(勝知, abhiññā), 변지(遍知, pariññā)’로 구분될 수 있다.  

(①삼계의 상:) 비구들이여, 들음을 얻지 못한 범부는 … 지(地, paṭhavi)를 

지로 인식한다(sañjānāti). 지를 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에 대한 ‘의가 일

어난다(maññati)’. 지에서 의가 일어난다. 지로부터 의가 일어난다. 지를 

‘자아’[me]라고 [생각하는] 의가 일어난다. 지에서 기쁨을 느낀다. … 수
(水, āpa) … 화(火, teja) … 풍(風, vāya) … 천(天, bhūta) … 신(神, deva) … 생
주(生主, pajāpati) … 브라만천(梵, brahma) … [내지] … 비상비비상처 … 보

53) MN. I, p.347. “그는 5개(蓋)를 버리고 … 초선에 도달하여 머문다(So ime pañca nīvaraṇe pahāya …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MN. II, p.203. 5개(蓋)는 욕욕개(欲慾蓋, Kāmacchan-

danīvaraṇa), 진에개(瞋恚蓋, byāpādanīvaraṇa), 혼면개(惛眠蓋, thīnamiddhanīvaraṇa), 도회개(掉悔
蓋, uddhaccakukkuccanīvaraṇa), 의개(疑蓋, vicikicchānīvaraṇ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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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것[所見, diṭṭha] … 들린 것[所聞, suta] … 이해된 것[所意, muta] … 알려

진 것[所識, viññata] … 일성[一性, ekatta] … 다양성[多性, nānatta] … 일체

(一切, sabba) …. (②출세간의 승지:) 비구들이여, 비구는 지를 … 열반을 

열반으로 통찰한다(abhijānāti).54) 

상은 삼계에서 인식을 가리키며 자아상의 원인이 된다.55) 이 경의 설명에 의

하면 범부는 스스로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에 대해 의(意, manas)를 일으키고 

의로부터의 대상을 자아 혹은 자신의 것으로 간주한다. 상의 영역은 욕계 뿐만 

아니라 색계의 초선부터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까지 모두 해당된다. 그에 반

해 출세간의 앎은 통찰(abhiññā 혹은 勝知)이다.56) Bhayabherava경에서 통찰은 

4성제에 대한 앎이다.57) 반야[慧, paññā] 역시 사성제에 대한 앎이다.58) 통찰, 

반야 등의 지혜는 고통의 구조에 대한 앎, 자신의 상에 대한 집멸의 앎을 의미

하며 출세간으로 이끄는 것이다. 삼계에서 지는 상의 영역에 속하고 출세간에

서 관은 반야, 승지, 변지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볼 경우 지･
관은 각각 삼계･출세간으로 구분된다.

54) MN. I, pp.1-4. “assutavā puthujjano … paṭhaviṃ pathavito sañjānāti, paṭhaviṃ pathavito saññatvā 

paṭhaviṃ maññati, pathaviyā maññati, pathavito maññati, paṭhaviṃ-me ti maññati, paṭhaviṃ 

abhinandati; … āpa … teja … vāya … bhūta … deva … pajāpati … brahma …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 

… diṭṭha …suta … muta … viññata … ekatta … nānatta … sabba …  bhikkhave bhikkhu … Āpaṃ … 
nibbānaṃ nibbānato abhijānāti.” 이 경에서 삼계와 출세간을 가르는 기준은 변지(遍知, pariññā)의 

여부이다.

55) 우동필, ｢십이연기에서 오온｣, 불교학보 제63호(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2), 

pp.61-65.

56) 승지는 ‘-에 대하여’, ‘뛰어난’를 의미하는 접두사 abhi와 ‘알다’를 의미하는 √jñā(혹은 √(ñ)ñā)로

부터 발생된 단어이다. abhiññā의 3인칭 단수 동사는 abhijānāti이고 1인칭 단수 아오리스트는 

abbhaññāsiṃ이다.

57) MN. I, p.23. “그 때 나는 이것이 고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했다. 이것이 고집이라고 있는 그대로 통

찰했다. 이것이 고멸이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했다. 이것이 고멸도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했다(So 

idaṃ dukkhan-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dukkhasamudayo 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dukkhanirodho 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58) SN. III, p.163. “성제자는 색(色)에 대해 깨닫는다. 색집에 대해 깨닫는다. 색멸에 대해 깨닫는다. 색

멸도에 대해 깨닫는다.[수･상･행･식도 마찬가지](ariyasāvako rūpaṃ pajānāti rūpasamudayaṃ 

pajānāti rūpanirodhaṃ pajānāti, rūp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pajān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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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계･출세간은 정견의 여부로 구분된다. 삼계에서 출세간으로 향하는 

방법은 8정도(八正道, Ariya aṭṭhaṅgika magga)의 수행이다. 8정도는 정견, 정지

(正志, sammāsaṅkappa), 정어(正語, sammāvācā), 정업(正業, sammākammanta), 정

명(正命, sammā-ājīva), 정정진(正精進, sammāvāyāma), 정념, 정정이다. 8정도의 

각 법들은 분리되거나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8정도는 항상 선행

하는 정견이 정정진, 정념과 함께 전개하며 정지,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을 수

행하게 한다.59)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앎, 법의 집･멸에 대한 앎을 의미하고,60) 

정정진은 정견, 정념을 지속하게 하며, 정념은 정견의 형식을 기억하도록 기능

한다. 

그는 사견을 버리고 정진한다. 정견을 구족한 그의 정진이 있다. 그는 기

억하고(sato) 사견을 버린다. 기억하고 정견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그의 정념(正念, sammāsati)이다.61) 

정견은 법의 생･멸을 관찰하는 형식을 제공한다. 정견은 ‘사견’(邪見, micchādiṭṭhi)

을 ‘사견’으로 깨닫고(pajānāti) 정견을 ‘정견’으로 깨닫는 형식을 제공하는 것

이다.62) 여기서 정견은 “A를 ‘A’로 깨닫는다(pajānāti)”는 법의 집･멸을 아는 

59) MN. III, p.72. “이처럼 이 세 가지 법이 정견을 따르고 함께 전개한다. 즉 정견, 정정진, 정념이다. …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정견이 선행한다(Itissime tayo dhammā sammādiṭṭhiṃ  anuparidhāvanti 

anuparivattanti, seyyathidaṃ: sammādiṭṭhi, sammāvāyāmo, sammāsati.  Tatra bhikkhave sammādiṭṭhi 

pubbaṅgamā hoti).”

60) SN. II, p.17. “존자여 정견, 정견이라고 말합니다. 존자여 어떠한 점에서 정견입니까? … 고는 발생

될 때 발생된다. 고는 소멸될 때 소멸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른 

것에 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앎이 참으로 있다. 깟짜나여 이런 점에서 정견이 있다(Sammādiṭṭhi 

sammādiṭṭhīti bhante vuccati. Kittāvatā nu kho bhante sammādiṭṭhi hotīti? … Dukkham eva 

uppajjamānaṃ uppajjati dukkhaṃ nirujjhamānaṃ nirujjhatīti na kaṅkhati na vicikicchati aparapaccayā 

ñāṇam evassa ettha hoti. Ettāvatā kho Kaccāna sammādiṭṭhi hoti)”; SN. V, pp.8-9.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정견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고에 대한 앎, 고집에 대한 앎, 고멸에 대한 앎, 고멸도에 대한 

앎이다(Katamā ca bhikkhave sammādiṭṭhi? Yaṃ kho bhikkhave dukkhe ñāṇaṃ dukkhasamudaye 

ñāṇaṃ,dukkhanirodhe ñāṇaṃ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ñāṇaṃ).”

61) MN. III. pp.72-75. “So micchādiṭṭhiyā pahānāya vāyamati, sammādiṭṭhiyā, upasampadāya, svāssa hoti 

sammāvāyāmo. So sato micchādiṭṭhiṃ pajahati, sato sammādiṭṭhiṃ upasampajja viharati, sāssa hoti 

sammā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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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제공하며, 이는 오늘날 일종의 메타(meta) 인식과 의미 지반을 공유한

다. 이러한 정견의 형식은 4념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身, kāya)에 대해 몸을 따라 관찰하며 머무

는가? … 그는 기억하며 내쉬고, 기억하며 들이쉰다. 그는 길게 내쉴 때 

‘나는 길게 내쉰다’고 깨닫는다(Dīghaṃ vā assasanto ‘dīghaṃ assasāmī’ti 

pajānāti) …. [수･심･법에서도 마찬가지 형식]63) 

물론 8정도와 4념처의 동일성에 관해서는 더 엄 한 연구가 요구되지만, 정

견과 4념처의 관법 형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8정도와 관 수행의 공통된 형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지･관은 각각 삼계･출세간으로 구분되고 삼계･출세

간은 정견의 여부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관은 정견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관에서 각각 기능하는 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에서 

발현되는 염은 3선에서는 평온, 즐거움에 대한 기억이고 4선에서는 평온에 대

한 청정한 기억으로 이해할 수 있다.64) 선정에 도달한 수행자는 색계의 희, 락, 

62) MN. III, p.71. “Kathañca bhikkhave sammādiṭṭhi pubbaṅgamā hoti? Micchādiṭṭhiṃ Micchādiṭṭhīti 

pajānāti, Sammādiṭṭhiṃ Sammādiṭṭhīti pajānāti.”

63) MN. I. pp.56-62. “Kathañca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 So satova assasati, satova 

passasati. Dīghaṃ vā assasanto dīghaṃ assasāmī ti pajānāti, ….”

64) 청정도론에서는 사념청정을 ‘평온에 의해 생긴 념의 청정(념=청정)’으로 설명한다. 청정이란 

다수의 법의 상태가 아니라 단일한 법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선은 평온의 단

일한 상태이다. 이 경우 평온의 관점에서는 념을 순수한[단일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념의 관점

에서는 평온에 의한 순수함, 즉 그 상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사념청정을 평온에 대한 청정한 기억으로 옮긴다.; Vism. p.167. “사념청정이란 평온에 의해 생

긴 념의 청정이다. 이 [4]선정에서 청정한 념이 있다. 그 념의 청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에 의해 

행해진다(Upekkhāsatipārisuddhinti upekkhāya janitasatiyā pārisuddhiṃ. Imasmiñhi jhāne suparisuddhā 

sati, yā ca tassā satiyā pārisuddhi, sā upekkhāya katā, na aññena).”; 염의 일차적인 의미는 ‘기

억’(remembering)이다. Sati는 ‘기억하다’(remember)를 의미하는 어근 √smṛ에 파생된 명사이기 때

문이다. 염에 관한 역어인 수동적 자기 집중, 마음지킴, 마음챙김, 마음새김 등의 역어가 관의 염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을지라도 염은 잊음(muṭṭha)의 반대 의미인 ‘잊지 않

음’(asammuṭṭhā)이 더 원형적인 의미이다.; MN. I, p.329. “당신은 너무 오래 머물었기 때문에 그 기

억은 망각되었다(sati pamuṭṭhā). 그 때문에 당신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본

다(Tassa te aticiranivāsena sā sati pamuṭṭhā, tena taṃ tvaṃ na jānāsi na passasi; tamahaṃ jān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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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 하나의 느낌에 도달하여 머물지만 그 상태를 아는 것은 욕계에서 선정의 

경험에 관한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관에서 발현되는 염은 “A

를 ‘A’로 안다”는 정견의 형식을 잊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다. 즉 염은 정견을 잊지 않고 기능할 때 정념이 되고 그렇지 않

을 경우 특정 상태에 대한 기억만을 간직한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지･관 논쟁, Sati 논쟁은 교법의 측면에서 초기불교 수행체계가 명확히 확립

되어 있음을 밝히고 수행론적 측면에서 지･관의 발현 양태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했다. 지･관 차제설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 관에 있다는 점을 충분

히 드러냈고 지･관 균등설은 지→관, 관→지, 지･관 균등의 초기불교 수행의 

전통을 재확인했으며 순관 수행은 지를 배제한 관 수행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 

발전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염은 지･관의 영역 양자 모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염을 기준으로 지･관의 관계를 구분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에서 

염을 기준으로 지･관을 구분할 수 없다면, 지･관을 구분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붓다가 깨닫기 이전부터 깨달음을 증득한 여정을 추적하며 지･
관의 차이를 구분했다. 출가한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당시 사문･바라문

들의 선정이나 고행을 함께 습득했다. 그것들의 한계를 자각한 붓다는 유년 시

절 자신이 경험한 초선의 특정한 상태로부터 새로운 수행의 실마리를 발견한

passāmi).”; SN. V. p.332. “비구들이여 비구가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하는 자가 되어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기억(sati)을 지니며 세계에 대해 탐욕과 불만족을 제거하는 그 때에 확립된 그의 ‘잊지 않는 

기억’(sati asammuṭṭhā)이 있다(Yasmiṃ samaye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upaṭṭhitāssa tasmiṃ samaye sati hoti 

asammuṭṭhā).”; MN. I, p.20. “어떤 사문 혹은 바라문들은 기억이 망각되고(muṭṭhassati) 정지가 아닌 

상태로 삼림, 숲, 황량한 곳의 외딴 거처들에서 [수행을] 실천한다(ye kho keci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muṭṭhassatī asampajānā araññavanapatthāni pantāni senāsanāni paṭisev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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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년 시절 붓다는 초선에서 자신의 상태에 따른 기억, 염을 자각했고 그로

부터 의식이 선정의 상태에 고정되지 않았다. 유년 시절 붓다의 초선은 선정

[止]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관이 행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붓다는 색

계･무색계에서뿐만 아니라 욕계에서 관을 수행하며 누의 멸을 증득했다. 삼

계 중 색계･무색계는 지의 영역이고 출세간은 삼계로부터 관이 행해진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정견의 여부에 따른 삼계･출세간을 기준으로 지･관 구분을 제안

했다. 삼계･출세간에서 지･관의 영역은 욕계, 관이 배제된 지(색계･무색계), 

지를 대상으로 한 관, 지가 배제된 관의 영역에서 구분된다. 욕계는 일반 범부

의 의식이다. 관이 배제된 지는 색계･무색계로 선정을 통해 도달하는 수행자

의 의식이다. 지를 대상으로 한 관은 선정 상태를 관찰하는 출세간의 의식이

다. 지가 배제된 관은 욕계를 대상으로 관찰하는 순관 수행자의 의식이다. 여

기서 중요한 점은 지 수행이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관 수행은 자신

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조건적 발현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조건적 발현 관계란 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 경

험과 다른 상태라는 점에서 분리된 관계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정견의 여부는 지･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삼

계는 범부의 인식[想]과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된 의식 세계이고 출세간은 그 

한계를 무상･고･무아로 극복하며 법의 집･멸을 관찰하는 수행자의 의식 세계

이다. 정견은 삼계의 상과 출세간의 반야, 승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

으며 법의 집･멸을 관찰하는 형식을 제공한다. 오온･오취온으로 표현되는 자

신의 상태를 스스로 아는 정견은 신･수･심･법으로 자신을 관하는 4념처 수행

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염이 아니라 정견의 

여부에 있다는 새로운 이해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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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study is to justify that it is not in mindfulness (念, sati) but in 

view (見, diṭṭhi) what distinguishes the difference between Calm (止, samatha) and 

Insight (觀, vipassanā). Korean scholars have studied on both samatha-vipassanā 

enthusiastically to try to understand their complex coherence since 2000. Cho 

Joon-Ho proposes the view of ‘the sequential cultivation’ (止觀次第) which ascend 

from samatha to vipassanā, regarding the concentration-meditation (禪, jhāna) and 

‘the establishment of mindfulness’ (念處, satipaṭṭhāna) as samatha and vipassanā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Lim Seung-Taek suggests the view of ‘the 

simultaneous cultivation’ that samatha and vipassanā would be cultivated 

simultaneously or arbitrarily based on Yuganaddhasutta, Paṭisambhidāmagga. 

Kim Jae-sung introduces pure-insight (suddha-vipassanā) without samatha. In this 

process, sati was accepted as the criteria that could classify samatha-vipassanā. But 

despite their clear claims, there remains the difficult crux of sati that appears at 3rd 

and 4th material concentrations in samatha while at every level in vipassanā. This 

study looks for a clue in which the mundane world (世間, loka) and supermundane 

(出世間, lokuttara) diverge according to the right view (正見, sammadiṭṭhi). Whether 

the right view is present or not could become a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samatha and vipassanā, because samatha belongs to loka while vipassanā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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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uttara. As a result of research, this study proposes to differentiate between 

samatha and vipassanā by virtue of whether the right view is presen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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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tha, vipassanā, sati, mindfulness, the right view, suddha-vipassa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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