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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의 목적은 �대승장엄경론�제14 ｢교수교계장｣을 중심으로 유가행파에서 해탈

적 인식의 산출 과정과 그 방법 및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과정은 6종심이라는 예비

적 수습을 전제로 한 입무상방편상이라는 방법을 거쳐 비존재의 존재로 규정되는 법계

를 접촉하는 해탈적 인식을 낳는 것이다.

6종심은 경전 등의 교법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설해진 언어와 의미 하나하나

를 고찰하는 합리주의적 방식의 수습이다. 그것은 교법에 대한 주석 방식의 내면화라고

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입무상방편상은 파악대상과 파악주체에 대한 분별이라는 일

상적 인식을 제거하되 비존재의 존재로 규정되는 법계를 인식하는 출세간적 인식을 낳

는 신비주의적 경향의 방법이다. ｢교수교계장｣은 신비주의적 성격을 가진 입무상방편

상을 중심에 놓고 6종심을 예비과정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행과정상에서 이 양자

를 결합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수교계장｣은 신비주의적 방식을 중심으로 합리주의적 

방법을 균형있게 통합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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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습의 결과 산출되는 해탈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파악대상과 파악주체를 결

여하고, 그것을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는 무분별지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비존재를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 자체의 소멸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

은 오히려 비존재의 존재라는 법계의 존재방식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초월적 인식이다. 

이러한 법계에 대한 인식은 세간적인 이원적 인식이 소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초월적인 인식이지만, 동시에 매우 지적인 성격의 인식이기도 하다. 비존재의 존재라는 

일종의 개념적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교계장｣에서 설하는 해탈적 인

식은 세간적이고 이원적인 인식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비주의적 성격을 띄고, 고

도의 개념적 대상에 대한 출세간적 인식의 발생이라는 점에서는 합리주의적 경향을 드

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대승장엄경론�에서 설하는 해탈적 인식은 신비주의적 성격과 합리주의

적 측면을 조화롭게 융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대승장엄경론, 신비주의, 합리주의, 통합주의, 무분별지, 입무상방편상, 6종심

I. 들어가며

종교 운동으로서 불교는 그 궁극적 목표로 번뇌의 소멸을 상정하고 있다. 번

뇌야말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추구해 왔다. 초기 경전으로 제한한다

면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석가모니 붓다가 그랬던 

것처럼 4정려를 닦아 제4정려에서 4제를 인식함으로써 해탈하는 것이다. 둘째

는 5온을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자아가 아닌 것으로 관찰하여 집착에서 벗어

나는 것이다. 셋째는 4정려 4무색정이라는 선정의 심화 과정을 거쳐 모든 마음

과 정신현상이 소멸한 멸진정이라는 상태에 도달하여 열반에 머무는 것이다. 

최초기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용된 것처럼 보이지

만, 이미 초기 경전 안에서 이 세 가지 해탈도는 통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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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합의 양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발견되는 양상

은 자신의 방법을 우위에 놓고 다른 방법을 하위에 배치하는 이른바 ‘통합주

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설일체유부의 해탈도는 4제의 관찰이라는 비파샤나

적 방법을 중심에 두고 샤마타적인 방법은 거의 무시하고 있다. 초기경전에 나

타난 두 번째 해탈도는 확장했지만 세 번째 해탈도는 거의 무시한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유가행파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합주의적 방식으로 해탈적 

인식의 획득 방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행파는 설일체유

부와는 달리 비파샤나적 방법과 샤마타적 방법의 균형있는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균형있는 해탈도를 구축한 하나의 예

로서 초기 유가행파 문헌 중 미륵논서 계통에 속하는 �대승장엄경론�의 제14

장을 중심으로 유가행파의 해탈도를 개괄적으로 묘사해 보고자 한다. 이 묘사

를 통해 �대승장엄경론�이 추구한 해탈적 인식의 성격과 그 획득 방법의 특징

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II. 본고의 문제의식과 선행연구

푸셍은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무실라와 나라다라는 두 비구를 전형으로 삼

아, 초기 불전과 후대의 아비달마 문헌에서 이른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라

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합리주의

란 해탈을 야기하는 인식(=깨달음)과 열반을 지적인 작업의 과정과 결과로 보

는 이론이고, 신비주의란 그것을 명상 특히 집중적 명상의 과정과 결과로 보는 

이론이다. 전자의 해탈적 인식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나타나고, 후자의 

그것은 모든 심리작용의 소멸로 표현된다. 이를 초기 경전의 용어로 표현하면 

무실라는 교리에 집중하는 자(dhammayoga), 나라다는 명상에 집중하는 자

(jhāyin)에 해당할 것이다.1) 

1) 루이 드 라 발레 푸셍, ｢무실라와 나라다: 열반의 길｣, 김성철･배재형 공역, �불교학리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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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하우젠과 페터는 푸셍의 선구적인 업적에 기반하여 더 면밀한 고찰

을 수행하거나,2) 초기 경전 내 다른 주제로 고찰 영역을 확장하였다.3) 특히 슈

미트하우젠은 푸셍의 논의를 매우 전문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찰

하였다. 그는 이러한 통합 시도가 합리주의적 경향에 속하는 문헌에서 특히 눈

에 띈다고 지적하고 있다.4)

한편, 프라우발너는 푸셍이 언급한 합리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설일체유부

의 수행단계론이 확립되는 과정을 명확히 하였다. 프라우발너에 따르면 설일

체유부는 4제의 직관[現觀, abhisamaya]을 중심에 두고, 번뇌의 성격에 따라 깨

달음을 분리하고, 그 과정을 견도와 수도로 단계화한다. 견도에서는 4제 현관

을 통해 이성적 번뇌를 단번에 끊고 수도에서는 4제 현관을 반복하여 정서적 

번뇌를 점진적으로 끊는 것이다. 그리고 4제 현관을 준비하는 예비적 과정을 

배치하는 것으로 설일체유부의 수행단계론은 완성된다.5) 인도불교의 주류 전

통인 설일체유부 수행단계론은 유가행파 수행단계론의 전제가 된다.

이에 비해 최초기 대승불교의 담지자들은 주류불교에서 채택한 합리주의

적 경향에 맞서 신비주의적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팔천송반야

경� 제1장에서, 용어 자체는 나타나지 않으나, 3삼매의 내용이 반야바라밀과 

동일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6) 인도불교 전통 안에서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p.295-335.

2) Lambert Schmithausen,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Gedenkschritf für L. Asldorf, Wiesbaden, 

1981, pp.199-250.

3) 틸만 페터,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김성철 역(서울: 씨아이알, 2009).

4) Schmithausen, 앞 논문, J장 이하 참조. 그는 합리주의적 경향에 서서 신비주의를 통합하려는 시도

를 J.3장, L장, M장에서 고찰하고 있다.

5) 에리히 프라우발너, ｢아비다르마 연구 III. 現觀論(Abhisamayavāda)｣, 안성두 역, �불교학리뷰�제2

호(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7) pp139-176.

6) 이영진, ｢공성기술(空性記述)의 두 형태｣, 박사학위청구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7. pp.48-84.; 3

삼매를 古 반야경 문헌과 용수가 의존한 더 오래된 성문 계통의 경전에서 설했지만 그들에게 비판

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틸만 페터, ｢古반야경(prajñāpāramitā) 문헌과 용수의 중론

송(Mūla-Madhyamaka-kārika)에 나타난 신비주의의 비교｣, 이영진 역, �불교학리뷰� 제2호(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7) pp.177-205. 참조.; 3삼매가 성문과 대승 사이의 가교 역학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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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주류에 머물렀으나, 반야경군에서 유래하는 신비주의적 전통은 동아시

아불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슈미트하우젠은 대승불교에서는 합리주의적 경향과 신비주의적 경향이 내

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초기 경전에 보이는 것과 같은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

다고 지적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 안에서도 양자 중 어느 측

면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끊임없는 논쟁은 진행된다. 인도 내부에서는 유가행

파의 무분별지 개념에 대한 중관학파의 비판이 존재하였다.8) 동아시아에서 

비로소 시민권을 획득한 대승불교는 인도의 대승불교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 역사적 현현이 티베트의 삼예 논쟁이다.9) 이러한 대립과 논쟁은 현대 한국

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고의 주제인 유가행파의 해탈적 인식의 성격에 관해서도 슈미트하우젠

의 탁월한 업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수행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대립과 통합이라고 본 이전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예

비과정과 세간도 및 출세간도로 구성된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선정수행

과 해탈경험을 분석하였다.10) 그에 따르면 <성문지>에서는 출세간도인 해탈

적 인식을 획득하는 과정이 4제의 통찰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의 심화과정은 

잠정적으로만 번뇌를 벗어나게 할 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세간도인 것이다.11) 이 점에서  <성문지> 또한 합리주의적 경향에 입각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성문지>의 합리주의적 경향은 4제의 현관 직전에 경

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Deleanu, Florin, “A Preliminary Study of Meditation and Beginnings of 

Mahāyāna Buddhism”, Buddhism – Critical Concepts in Religious Studies (ed. By Paul Williams) III (The 

Origins and Nature of Mahāyāna Buddhism: Some Mahāyāna Religious Topics), Routledge, 2005(2000) 

참조.

7) Schmithause, 앞 논문, p.246f.

8) 袴谷憲昭, ｢唯識文獻における無分別智｣, �驅澤大學佛敎學部硏究紀要� 43, 1985, p.247.

9) 삼예 논쟁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는 폴 드미에빌, �라싸 종교회의�, 배재형 외 공역(서울: 씨아이

알, 2017) 참조.

10)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안성두 역, �불교학리뷰� 제1호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6) pp.125-159.; <성문지>의 수행론을 다룬 것으로 다음 논

문도 매우 유익하다. 毛利俊英, ｢�聲聞地�の止觀｣, �龍谷大學院硏究紀要 人文科學� 10, 1989, pp.37-54.

11)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안성두 역, 앞 논문,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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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대승의 해탈적 경험과 매우 유사한 깊은 샤마타 상태를 진정한 해탈적 

경험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12) 

나아가 슈미트하우젠은 �아비달마집론�의 네 가지 견도 규정을 고찰하고, 

그것이 더 대승적인 성격의 견도 규정에서 더 “소승”적인 성격의 견도 규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아비달마집론�에서는 그 네 가지 견

도 규정이 아무런 통합의 시도도 없이 단지 병치될 뿐이지만, �아비달마잡집

론�에서는 네 번째인 가장 “소승”적인 견도 규정을 재해석하여 네 가지 규정

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13)

안성두는 위 논문을 바탕으로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에 나타나는 견도

설을 그에 대한 동아시아 주석가들의 설명을 참조로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특히 설일체유부의 견도설이 직접 지각과 유비적 추론라는 두 계기로 이루어진

데 비해 유가행파의 그것은 좀더 직접적인 ‘봄’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지

적,14) 견도에서 지관쌍운의 의미가 ‘동시적 일어남’이 아니라 ‘곧바로 연속적으

로 일어남’을 의미한다는 지적은15)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이상의 유가행파 견도설에 관한 선행 연구는 �유가사지론�, �아비달마집론�, 

�성유식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 아라마키에 따르면 이들 문헌은 보수적

인 아비달마 계통에 속하는 유가행파 문헌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진보적인 대승

불교 계통에 속하는 유가행파 문헌으로 �대승장엄경론�과 �변중변론�을 들

12)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안성두 역, 앞 논문, pp.155-157.; 이에 대해 그는 같은 �유가사지론�안에서

도 대승적 경향이 강한 곳에는 이러한 깊은 샤마타 상태야 말로 진정한 해탈 경험이라고 평가가 

역전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Schmithausen의 강연으로 람버트 슈미트하우

젠, ｢초기유가행파 수행도의 양상들｣, 김성철 역, �불교평론� 42호(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0), pp.353-355. 참조.

13) Schmithausen, Lambert, “The Darśanamārga Section of the Abhidharmasamuccaya and its Interpretation 

by Tibetan Commentators (with special reference to Bu ston Rin  grub)”, Contributions on Tibetan and 

Buddhist Religion and Philosophy, ed. By E. Steinkellner and H. Tauscher, vol.2, Vienna: Arbeti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ein, 1983, pp.259-274.  특히 pp.264-267. 참조.

14) 안성두, ｢유가행파에 있어 견도설｣, �인도철학� 12호, 서울: 인도철학회, 2002, pp.145-171. 특히 

pp.151-155. 참조.

15) 안성두, ｢瑜伽行派의 見道(darśana-mārga)설(Ⅱ)｣, �보조사상� 22,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4, 

pp.73-105. 특히 pp.83-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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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6) 이른바 미륵논서라고 부르는 이 계통의 문헌은 아비달마 계통 유가

행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비주의와 합리주의의 융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비주의와 합리주의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좀더 대승적인 면

모를 보여주고 있는 �대승장엄경론�의 수행도를 제13장과 제14장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대승장엄경론� 수행도의 체계

�대승장엄경론� 제13 ｢수행장｣은 첫 여섯 게송에서 수행도에 들어선 다섯 

종류의 수행자를 그 단계에 따라 분류한다.

첫째 의미를 아는 자(arthajña, 知義), 둘째 진리를 아는 자(dharmajña, 知法), 셋

째 법수법행자(dharmānudharmapratipanna, 法隨法行者), 넷째 동득행자(sāmīcī-

pratipanna, 同得行者), 다섯째 수법실현자(anudharmacārin, 隨法實現者)다.17)

게송과 주석에 따르면, 이 중 의미를 아는 자란 교법을 듣고 이해하는 자를 

말한다. 진리를 아는 자란 청문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전의 가르침이 뗏목과 

같은 것임을 아는 자다. 법수법행자는 가르침에 따라(anudharma, 隨法) 수행하

는 자고, 동득행자란 초지에 올라 자신이 다른 보살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는 

자다. 마지막으로 수법실현자는 제2지부터 제10지까지 무분별지와 후득지로

써 가르침에 따라(anudharma, 隨法) 수행하는 자다.18) 이와모토는 이 다섯 수행

자가 제13 ｢수행장｣과 제14 ｢교수교계장｣ 전체에 대응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의 논의를 참조하여,19) 다섯 종류의 수행자 및 수행과정과 두 장의 대

16) Aramaki, Noritoshi,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Vijñaptimātratā”, Wisdom, Compassion, and the 

Search for Understanding – The Buddhist Studies Legacy of Gadjin M. Nagao. ed., by Jonathan A. Silk, 

Univ. of Hawaii Press, Honolulu, 2000, p.57ff. 참조.

17) 이 다섯 가지 명칭은 이미 오랜 팔리 문헌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된다. 早島 理, ｢法隨法行(dharma- 

anudharma-pratipatti) - その語義と意義 -｣, pp.14-16.; 岩本明美, ｢�大乘莊嚴經論�の修行道 - 第13･14章

を中心として -｣, 博士學位請求論文, 京都大學大學院, 2002, p.47.

18) MSA(L) pp.84,14-86-2.; MSA(I), pp.252,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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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자 3학 10지 섹션(게송)20) 장

지의자 문

신해행지 

이전

I. 5종의 수행자(1-6)

제13 

｢수행장｣지법자 사

II. 불방일행(7-10)

III. 무명 즉 보리의 이해(11-13)

IV. 성문･연각의 사유에서 벗어남(14-15)

V. 무자성성과 본성청정의 의미(16-19)

VI. 보살의 탐욕(20-23)

VII. 다양한 수행대상(24-28)

VIII. 삼륜청정의 무분별지(29)

법수법행자

수

신해행지

I. 신해행지에 오름(1)

제14 

｢교수교계장｣

II. 수행의 주체인 보살(2)

III. 법문류삼매(3)

IV. 6종심(4-6)

V. 11종작의(7-10)

VI. 9종심주(11-14)

VII. 마음의 적절성을 획득한 유작의자(15-18)

VIII. 지관의 5종공덕(19-22)

IX-X. 입무상방편상-순결택분(23-27)

동득행자 초지(=견도)

XI-XII. 무분별지･전의･초지(28-29)

XIII. 다섯 가지 동일성의 획득(30-31)

XIV. 허망분별의 인식(32)

XV. 법계의 인식(33)

XVI-XVII. 3삼매의 대상(34-35)

XVIII. 보리분법의 획득(36)

XIX. 견도를 획득한 보살의 위대함(37-41)

수법실현자
제2지-10지

(수도)
XX. 수도(42-46)

한편, �대승장엄경론�제11 ｢구법장｣ 제8-12게송에는 ‘작의를 구함’이라는 

주제 아래 18종 작의가 설해져 있다. 그 중 제13-16작의가 ｢교수교계장｣과 긴

19) 岩本, 앞 논문, pp.45-50.

20) 섹션 제목은 MSA 본래의 도입구와 岩本의 명명 중 적절한 것을 취해 다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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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21) 이 부분은 ｢교수교계장｣을 포

함한 �대승장엄경론�의 독자적인 수행도의 핵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13-16작의에 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3. 공덕에 대한 작의란 두 가지다. ①뿌리깊은 악습을 제거하는 것, ②잘

못된 견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14. 영수[작의란] 법문류[삼매]에서 붓다와 보살 곁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15. 삼매의 대상에 대해, 노력과 관련한 [작의란] 다섯 가지다. ①수를 관

찰하는 노력과 관련한 [작의란] 경전 등에서 단어와 문장과 음절의 수를 

관찰하는 수단이다. ②작용을 관찰하는 노력과 관련한 [작의란] 두 가지

로 작용을 관찰하는 수단이다. [곧] 음절의 한정된 작용과 단어 및 문장의 

한정되지 않는 작용을 관찰하는 [수단인] 것이다. ③분별(parikalpa)을 관

찰하는 노력과 관련한 [작의란] 두 가지에 근거하여 두 가지 분별을 관찰

하는 수단이다. [곧] 단어의 분별에 근거해서 의미의 분별을, 의미의 분

별에 근거해서 단어의 분별을 [관찰하는 수단이다.] 음절은 무분별이다. 

④차례를 관찰하는 노력과 관련한 [작의란] 단어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의

미의 파악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는 [수단]이다. ⑤또 통달을 위한 노력

과 [관련한] 작의가 있다. 나아가 그것은 11종이라고 알아야 한다. ㉠외

래성에 대한 통달, ㉡현현의 원인에 대한 통달, ㉢대상의 비지각에 대한 

통달, ㉣[대상의 비지각이라는] 지각의 비지각에 대한 통달, ㉤법계의 통

달, ㉥인무아의 통달, ㉦법무아의 통달, ㉧저열한 의도에 대한 통달, ㉨광

대하고 위대한 의도에 대한 통달, ㉩증득된 교법에 따라 확립하는 것에 

대한 통달 ㉪확립된 교법에 대한 통달이라는 점에서 [11종이 있다.]

16. 자유자재함의 발생에 대한 작의는 세 가지다. ①번뇌장의 청정, ②번

뇌장과 소지장의 청정, ③공덕을 산출하는 최고의 청정[에 대한 작의

다.]22)

21) 岩本, 앞 논문, pp.89-95. 참조.

22) MSA(L) p.57,30-p.58,14.; 岩本, 앞 논문, pp.9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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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용문을 보면 먼저 15.①-④가 ｢교수교계장｣ 제4-6게송에서 설하

는 6종심과 대응한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어서 15.⑤에서 설하는 열 

한 가지 작의 중 15.⑤.㉠-㉣은 각각 ｢교수교계장｣ 제23-27게송에서 설하는 입

무상방편상 곧 순결택분의 4선근위에, 5.⑤.㉤-㉦가 ｢교수교계장｣ 제28-41게

송에서 설하는 견도에, 5.⑤.㉧-㉪이 ｢교수교계장｣ 제42-46게송에서 설하는 수

도에 해당하는 것도 명료하다. 또한 13. 공덕에 대한 작의가 ｢교수교계장｣ 제1-2

게송에, 14. 영수작의가 법문류삼매를 언급하는  ｢교수교계장｣ 제3송에 대응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 있다.23) 이와 같이 본다면, ｢교수교계장｣의 수행

도는 6종심, 순결택분, 견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수교계장｣에서 6종심, 입무상방편상(=순결택분), 견도는 상

세하게 주석되고 있는데 비해, 지관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해설인 11종

작의(제7-10게송)와 9종심주(제11-14게송)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4)

이상으로 �대승장엄경론� 제13 ｢수행장｣과 제14 ｢교수교계장｣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일관된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핵심은 제14장에 설

해진 6종심과 입무상방편상임을 확인했다. 이하에서는 이 6종심과 입무상방

편상을 살펴 본다.

IV. 6종심의 수습

1. 6종심 수습의 배경

6종심이란 교법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 관찰 방법이

다. 교법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사･수라는 3혜의 수행이라는 관점에

서 보면, 일견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를 살펴보

23) 이상은 岩本明美, 앞 논문, p.93. 참조.

24) 岩本明美, 앞 논문, p.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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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시작에서는 계를 갖춘 후 문･사･수 3혜를 언급하지만,25) 본격적으로는 

부정관이나 입출식념을 통해 수행도에 입문한다.26) 이에 비하면 유가행파는 

의언(意言, manojalpa) 개념을 매개로, 교법의 관찰을 수행의 시작으로 삼는 것

이 특징이라고 지적되어 있다.27) 

교법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해심밀경�에서 본격적으로 조직화한

다. �해심밀경� 제8 ｢미륵장｣은 <성문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대승

화한 수행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륵장｣ 제1절은 언어로 확립된 교

법과 무상정등정각에 대한 서원을 버리지 않는 것에 머물고 의지하여 대승에 

대한 샤마타와 비파샤나를 수습한다고 선언한다.28) 이어서 제3절에서 언어로 

확립된 교법이란 12분교라고 부연한다.29) 나아가 제12절에서는 교법에 의거

하는 샤마타･비파샤나와 교법에 의거하지 않는 샤마타･비파샤나를 설한다. 

전자는 교법을 듣고 사유하여 그 의미에 대해 샤마타･비파샤나를 얻는 것이

고, 후자는 교법을 듣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의 교수와 교계에 의지하여, 그 의

미에 대해 샤마타･비파샤나를 얻는 것이다. 후자의 예로 부정관이나 4제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법에 의지하여 샤마타와 비파샤나를 얻는 자

를 이근의 수법행보살이라고 하고, 교법에 의지하지 않고 샤마타와 비파샤나

를 얻는 자를 둔근의 수신행보살이라고 한다.30) 교법에 의지하는 수행의 우위

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법에 의지하는 명상 수행은 <성문지>에

서는 중시되지 않는다. 교법에 의지하는 명상 수행은 대승화한 �대승장엄경

론�의 특징인 것이다.

25) AKBh p.334,13ff: kathaṃ punas teṣāṃ darśanaṃ bhavati / vaktavyam / ata ādiprasthānam ārabhyocyate 

/ vṛttasthaḥ śrutacintāvān bhāvanāyāṃ prayujyate / (5ab) ……

26) AKBh p.337,7ff: tasya tv evaṃ pātrībhūtasya kathaṃ tasyāṃ bhāvanāyām avatāro bhavati / tatrāvatāro 

’śubhayā cānāpānasmṛtena ca / (9ab)……

27) 小谷信千代, �法と行の思想としての佛敎�(京都: 文榮堂, 2000), p.113.; 藤田祥道, ｢敎法にもとづく止觀

—�解深密經�マイトレーヤ章管見｣, �佛敎學硏究� 48, 1992, pp.42.

28) SNS p.88,6-8: chos gdags pa rnam par bzhag pa dang | bla na med pa yang dag par rdzogs pa’i byang chub 

tu smon lam mi gtong ba la gnas shing brten cing brten nas so //

29) SNS pp.88,30-89,9.

30) SNS p.93,1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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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교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많은 초기 대승경전에 나타나듯이, 

경전숭배 및 삼매를 통한 견불과 청문 경험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대승장엄경론�에서도 6종심 직전에 삼매에서 청문을 경험

하는 법문류삼매가31) 설해져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2) 

다른 한편으로는 분별이 사상(事像, vastu)을 발생시킨다는 <보살지> 사

상,33) 나아가 의언작의(意言作意, yid la brjod pa'i yid la byed pa)에 의해서 선정 

수행자에게 외계의 인식대상과 유사한 영상이 발생한다는 <섭결택분>의 사

상34) 또한 그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정 수행자의 의언이 교법의 언어 이

외의 것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유가행파 사상의 발전에 따라 교법

을 대상으로 하는 6종심 수행은 단순한 견불과 청문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2. 6종심 수습의 실제

이미 언급했듯이 6종심은 법문류삼매를 설한 ｢교수교계장｣ 제3송에 이어, 

제4-6송에서 설해지고 있다. 주석은 �십지경�을 예로 들어 교법을 대상으로 

하는 6종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6종

심은 근본마음(mūla-citta, 根本心), 따라가는 마음(anucara-citta, 隨行心), 숙고하

는 마음(vicāraṇā-citta, 觀察心), 결정하는 마음(avadhāraṇā-citta, 實解心), 종합하

는 마음(saṃkalana-citta, 總聚心), 희구하는 마음(āśāsti-citta, 希求心)이다.35)

31) 법문류삼매에 대해서는 小谷信千代, 앞의 책, pp.120-123 참조.

32) MSA(L) p.90,14-15; : dharmasrotasi buddhebhyo ’vavādaṃ labhate tadā / vipulaṃ śamathajñānavaipulyagamanāya 

hi // 3 //

33) BoBh[D] 34,22-23; BoBh[W] 50,22-24: tasyā eva tathatāyāḥ evam aparijñātatvād bālānāṃ tannidāno 

’ṣṭavidho vikalpaḥ pravartate trivastujanakaḥ /; 高橋, ��菩薩地�｢眞實義品｣から｢攝決擇分中菩薩地｣へ

の思想展開�, pp.28-33 참조.

34) ViSg P ’i 23b8-24a2, D Zi 22a2-4: dper na bsam gtan ba so so’i bdag nyid la bsam gtan byed pa na / ji lta 

ji ltar yid la brjod pa'i yid la byed pa de lta de ltar sems kyi rgyud du gtogs pa’i shes bya’i dngos po dang 

cha mthun pa’i gzugs brnyan dag snang bar ’gyur ba’i tshul gyis ’byung bar ’gyur bas / de ltar na brjod pa 

la brten nas dngos po skye ba yang dmigs pa yin no //; �유가사지론�(대정30, 704b24ff): 如靜慮者, 內靜

慮時, 如如意名言作意思惟. 如是如是, 有所知事同分影像生起, 方便運轉現在前故. 如是當知名言爲依事可

得生.

35) MSA(L) p.91,2-3; MSA(I) p.263,13-15: ebhis tribhiḥ ślokaiḥ ṣaṭ cittāny upadiṣṭāni / mūlacittam 

anucaracittaṃ vicāraṇācittam avadhāraṇācittaṃ saṃkalanacittam āśāsticittaṃ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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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본마음이란 수행자가 경전 등의 교법의 제목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36) 다시 말해, 계경･응송 등의 교법에 대해 “이것은 �십지경�이다” 하

는 식으로 제명에 가장 먼저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37) 이 근본마음은 

다섯 번째 종합하는 마음과도 관계가 있다. 종합하는 마음은 경전의 핵심 내용

이 제명으로 표현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따라가는 마음은 제명이라는 측면에서 인식대상이 된 경전의 언

어를 따라가는 것이다.38) 안혜의 주석에 따르면, 따라가는 마음은 경전의 언어 

안에서 어느 단어가 어느 정도 설해져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39) 다

시 말하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구절에서 “믿고 받아 지녀 힘써 행했다”

는 구절에 이르기까지 교법의 언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숙고하는 마음은 경전의 언어와 의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서 6종

심의 핵심이다. 숙고하는 마음은 다시 의미(artha)를 숙고하는 것과 음절

(vyañjana)을 숙고하는 것으로 나뉜다. 의미를 숙고하는 것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된다. 수를 세는 것(gaṇanā), 정확한 수를 확정하는 것(tulanā), 고찰하는 것

(mīmāṃsā), 관찰하는 것(pratyavekṣaṇā)이다. 수를 세는 것이란, 예를 들면, 색

온은 10색처와 법처의 일부 등 열 한 가지고, 수온은 6수신이라는 것 등으로 수

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확한 수를 확정하는 것이란 법수에 대해 모자라지도 않

고 넘치지도 않게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온의 경우 그것이 

네 가지도 아니고 여섯 가지도 아닌, 정확히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고찰하는 것이란 타당한 인식수단으로 의미를 검토하는 것

36) MSA(L) p.91,4; MSA(I) pp.263.15-264,1: tatra mūlacittaṃ yat sūtrādīnāṃ dharmāṇāṃ nāmālambanaṃ /

37) MSA(L) p.91,1-2; MSA(I) p.263,12-13: sūtrageyādike dharme yat sūtrādināma daśabhūmikam 

ityevamādi tatra cittaṃ prathamato badhnīyāt /; 이 구절은 내용상으로는 근본심 설명 뒤에 있어야 할 

문장이지만, 6종심을 설명하는 주석 가장 처음에 나타난다. 이 구절을 포함하여 근본심에 대한 주

석은 텍스트 상의 혼란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MSA(I), pp.263-264, n.465-466 참조.

38) MSA(L) p.91,6; MSA(I) p.264,2-3: anucaracittaṃ yena sūtrādīnāṃ nāmata ālambitānāṃ padaprabhedam 

anugacchati /

39) MSA(I-S) p.378,10-12: mdo sde’i tshig gi nang nas tshig ji skad ’byung ba dang / tshig grangs kyis du 

zhig ’byung bar shes par byed pa la rjes su ’gro ba’i sems zhes bya’o //; 이하 안혜의 주석은 岩本, 위 논

문, pp.335-433에 수록된 교정본(약호는 MAS(I-S))을 사용한다. 단 티베트 문자 표기법은 와일리 

식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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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지막으로 관찰하는 것이란 수를 세고 확정하고 검토한 의미를 관찰하

는 것이다. 음절을 숙고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음절이 모이면 의미를 갖고, 흩어

지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숙고하는 것이다.40) 이와 같이 숙고하는 마음

에 의해 경전에 설해진 모든 언어와 의미가 숙고된다.

다음으로 결정하는 마음이란 이상과 같이 따라가고 숙고된 법에 대해 그 특

징을 확정하는 것이다. 안혜는 특징을 확정하는 것이란 그 법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고 확정적으로 파악하는 마음이라고 주석한다.41) 

이어서 종합하는 마음이란 숙고된 의미를 다시 한 번 근본마음에 모아 집약

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42) 이미 언급했지만, 종합하는 마음은 근본마음과 관

련해서 설명되는 것이다. 나아가 안혜는 12분교 전체의 의미를 종합하여 경전

에 집약하거나, 혹은 해당 경전에서 그 경전의 모든 언어를 정리하면 공성을 

설할 뿐이라는 식으로 집약하는 것이라고 주석한다.43) 

사실상 이상 다섯 가지 마음이 경전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수행의 전 과정을 

이룬다. 여섯 번째 희구하는 마음은 경전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수행이라기 보

다는 다음 단계의 수행 내용과 그에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서술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마음은 경전 등의 제명을 인식하는데서 시작해, 경

전의 모든 언어와 의미를 검토한 후, 다시 한 번 경전의 핵심내용을 제명에 모

아 정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교법을 대상으로 한 수행은 초기 대승불교

40) MSA(L) p.91,7-13; MSA(I) p.264,4: vicāraṇācittaṃ yenārthaṃ vyañjanaṃ ca vicārayati / tatrārthaṃ 

caturbhir ākārair vicārayati gaṇanayā tulanayā mīmāṃsayā pratyavekṣaṇayā ca / tatra gaṇanā 

saṃkhyāgrahaṇaṃ tadyathā rūpaṃ daśāyatanāny ekasya ca pradeśo vedanā ṣaḍ vedanākāyā ityevamādi / 

tulanā saṃkhyāvato dharmasya samalakṣaṇagrahaṇam anādhyāropānapavādataḥ / mīmāṃsā pramāṇaparīkṣā 

/ pratyavekṣaṇā gaṇitatulitamīmāṃsitasyārthasyāvalokanaṃ / vyañjanaṃ dvābhyām ākārābhyāṃ vicārayati 

/ sārthatayā ca samastānāṃ vyañjanānāṃ nirarthatayā ca vyastānāṃ /

41) MSA(I-S) p.380,16-18: de dag gi mtshan ma ’dzin te ji ltar ’dzin ce na / ’di dag ni ’di kho na lta bu yin gyi 

/ gzhan du ma yin no zhes gtan la ’bebs pa ni ’dzin pa’i sems zhes bya’o //

42) MSA(L) p.91,14-15; MSA(I) p.264,14-15: avadhāraṇācittaṃ yena yathānucaritaṃ vicāritaṃ vā 

tannimittam avadhārayati /

43) MSA(I-S) pp.380,25-381,1: ji snyed du mdo sde yan lag bcu gnyis bshad pa de dag kyang / mdo sde nang 

du ’dus par zad do zhes rtsa ba’i sems su sdud pa’am / mdo sde ’di’i nang nas tshig dang yi ge mang po 

’byung ba thams cad kyang nang bsdus na / ’di tsam zhig ston par zad do zhes bya ba’i sems sdud pa la 

bsdu ba’i sems zhes by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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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불과 청문 체험이 유가행파에서 법문류삼매라는 형태로 계승된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대승장엄경론�의 6종심 중 앞 5종심은 이러한 청문 체험을 바

탕으로 그것을 매우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전

의 양상은 경전 등에 대한 주석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전을 대

상으로 하는 6종심은 경전 주석 방식을 내면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희구하는 마음이란  삼매 혹은 삼매의 완성을 위해, 혹은 사문과

를 위해 혹은 [초]지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지에 나아가기 위한 욕구와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다.44) 이 중에서 삼매 혹은 삼매의 완성을 바라는 것은 

<성문지>의 세간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문과를 얻거나 혹은 10지의 각 단계

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각각 성문과 보살의 출세간도에 해당한다. 이 두 과정

이 ‘혹은(v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승장엄경론�도 <성문지>와 

마찬가지로 세간도와 출세간도를 수행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배치된 6종심의 수습은 <성문지>의 예비적 수행인 5

정심관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대승장엄경론�은 <성문지>의 5정심관을 6

종심의 수습으로 대치하고, 세간도와 출세간도의 수행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

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6종심 이후에 세간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타

나지 않고, 지관의 수행법과 그것의 공덕을 설한 후 곧바로 출세간도의 설명으

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6종심 수행 방식과 입무상방편상이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두 가지 수행법이 그 기원과 방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종심

은 교법이라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입무

상방편상은 대상과 인식의 비존재를 직관하는 상반된 방법을 갖고 있다. 전자

가 합리주의적 경향에 서 있다면, 후자는 신비주의적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하는 방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대승장엄경론�이 취하

44) MSA(L) p.91,15-17; MSA(I) pp.264,15-265,1: āśāsticittaṃ yadarthaṃ prayukto bhavati samādhyarthaṃ 

vā tatparipūryarthaṃ vā śrāmaṇyaphalārthaṃ vā bhūmipraveśārthaṃ vā viśeṣagamanārthaṃ vā 

tacchandasahagataṃ var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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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은 일종의 반성적 명상의 도입이다. 반성적 명상이란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 그 자체를 관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마음 그 자체가 

인식대상으로 현현하는 것이지, 마음과는 별개의 인식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

라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 그 자체가 인식대상이라는 사실로 연

결된다.45)  

이러한 반성적 명상의 형태는 이미 <성문지>에 나타난다. 곧 4성제를 관찰

하는 수행자에게 아직도 “‘내가’ 고제를 관찰한다”는 형식으로 아만이 나타날 

때, 명상 행위 자체를 관찰 대상으로 삼아 아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찰방법의 반복은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동일한(samasamālabyālambaka) 그

러한 인식으로 이끌”어 아만을 억제하기 때문이다.46) 그러나 �대승장엄경론�

에서 반성적 명상은 아만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무상방편상으로 도

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마음과 별개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인식은 입무상방편상의 1단계로 이끌기 때문이다.

V. 입무상방편상의 수습

입무상방편상(asal-lakṣaṇa_anupraveśa_upāya-lakṣaṇa, 入無相方便相)이라는 용

어는 �대승장엄경론�과 같은 계통의 유가행파 문헌인 �중변분별론�에 나타

난다. �중변분별론� 제1장은 허망분별의 다양한 특징을 고찰하면서, 허망분

별에 능취와 소취가 비존재(asat)한다는 특징(lakṣaṇa)을 이해(anupraveśa)하는 

45) MSA(L) p.91,17-18; MSA(I) p.265,1-3: cittam eva hy ālambanapratibhāsaṃ vartate na cittād anyad 

ālambanam astīti jānato vā cittamātram ajānato vā cittam evālambanaṃ nānyat /; 이 단락은 한역에는 나

타나지 않는다. 이 점을 근거로 岩本(위 논문, p.232, n.415)는 이 단락이 입무상방편상을 설하는 제

23-26송의 사상이 확립된 이후 삽입된 것으로 추측한다. 관견으로는, 제23-26송의 사상이 확립된 

이후 삽입되었다기 보다는, 한역은 6종심과 입무상방편상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했던 단계의 

초기 판본에 근거한 번역이고, 현존하는 범본은 이러한 불일치를 인식한 후 개정 과정에서 이 구

절을 삽입한 개정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했듯이 제13-14장은 대단히 체계

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일시에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6)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안성두 역, 위 논문, pp.149-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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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upāya)을 입무상방편상이라 명명한다. 입무상방편상은 두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1단계는 오직 식만 존재한다는 지각을 근거로 대상의 비지각을 낳

고, 2단계는 대상의 비지각을 근거로 식의 비지각을 낳는 것이다. 이로써 파악

대상(grāhya, 所取)과 파악주체(grāhaka, 能取)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해한다.47)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수교계장｣은 순결택분위에서 설한다. 이 단계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이전의 예비과정을 통해 삼매에 든 보살은 개별상과 보편상이

라 불리는 어떤 법도 의언과 분리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곧 의언만이 현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단계를 난위(uṣmagatāvasthā, 煖位)라고 한다.48) 앞

에서 이미 교법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의언작의가 외계대상과 유사한 

영상을 발생시킨다는 <섭결택분>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수교계장｣에서 설하는 난위는 영상뿐 아니라 모든 법이 의언으로부터 현

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이는 삼매 속의 영상뿐 아니라 모든 법이 마

음과 다르지 않다고 선언하는 �해심밀경�의 유식사상이 확립된 이후,49) 이러

한 이론적 선언이 교법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6종심 수행에 적용된 결과일 것

이다.50)

수행자는 이후 법의 광명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위(mūrdhāvasthā, 頂

位)를 거쳐, 법의 광명이 증대한 것에 의해 유심에 머문다. 이 모든 현상이 마음

47) MAV p.20,1-5: u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 no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 6 // vijñaptimātropalabdhiṃ niśrityārthānupalabdhir jāyate / arthānupalabdhiṃ niśritya 

vijñaptimātrasyāpy anupalabdhir jāyate / evam asallakṣaṇaṃ grāhyagrāhakayoḥ praviśati //

48) MSA(L) p.93,14-16; MSA(I) p.268,16-19: ata ūrdhvaṃ nirvedhabhāgīyāni / tathābhūto bodhisatvaḥ 

samāhitacitto manojalpād vinirmuktān sarvadharmān na paśyati svalakṣaṇasāmānyalakṣaṇākhyān 

manojalpamātram eva khyāti / sāsyoṣmagatāvasthā /; 岩本, 위 논문, p.268, n.472에 따르면 이 구절의 

티베트역은 현존 범본과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존 범본에 따랐다.

49) SNS pp.90,33-91,26: bcom ldan ’das / rnam par lta bar bgyid pa’i ting nge ’dzin gyi spyod yul gzugs 

brnyan gang lags pa de ci lags / sems de dang tha dad pa zhes bgyi’am / tha dad pa ma lags zhes bgyi / 

byams pa / tha dad pa ma yin zhes bya’o // …… bcom ldan ’das / sems can rnams kyi gzugs la sogs par 

snang ba sems kyi gzugs brnyan rang bzhin du gnas pa gang lags pa de’ang sems de dang tha dad pa ma 

lags zhes bgyi’am / bka’ stshal pa / byams pa / tha dad pa ma yin zhes bya ste / ……

50) �해심밀경�제8 ｢미륵장｣의 수행론도 교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6종심 수행은 나타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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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실을 통달하기 때문이다. 그 후 모든 대상이 마음에서 현현하고 마음

과는 별개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본다. 그때 그에게는 파악대상에 대한 혼란

이 끊어지고, 파악주체에 대한 혼란만 남아있다. 이 단계를 인위(kṣāntyavasthā, 

忍位)라고 한다.51) 바로 이 인위가 위에서 본 입무상방편상의 제1단계에 해당

한다. 오식 마음만 존재하고 마음과는 별개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

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파악대상에 대한 혼란이 사라진 직후에 그는 무간삼매

(ānantarya-samādhi, 無間三昧)에 접촉하고(spṛśati), 곧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파

악주체에 대한 혼란도 파괴한다. 이 단계가 세제일법위(laukikāgradharmāvasthā, 

世第一法位)이며,52) 입무상방편상의 제2단계에 해당한다. 대상이 없으므로 그

것을 파악하는 파악주체도 없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대승장엄경론�에서 입무상방편상은 설일체유부 수행 단계

론의 형식을 빌어 견도 직전에 위치하고 있다. 입무상방편상은 파악대상과 파

악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그 결

과 파악대상과 파악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단

계로 이끈다. 전통적인 선정의 심화 체계가 모든 심･심소의 소멸로 이끄는 것

과는 달리, 입무상방편상은 세간적이고 이원적인 인식은 소멸시키되, 출세간

적이고 비이원적 해탈적 인식은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탈적 인식이 발생

하는 단계가 초지 곧 견도로 간주되며, 그 인식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분별로 

특징지워진다. 이 점에서 입무상방편상은 신비주의적 경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신비주의적 경향은 선정을 사실상 배제하는 설일체유부의 순결택분

위설과는 달리, �대승장엄경론�의 순결택분위는 선정에 든 수행자가 전제되

51) MSA(L) p,93,19-22; MSA(I) p.269,3-6: dharmālokavivṛddhyā ca cittamātre ’vatiṣṭhate / cittam etad iti 

prativedhāt / tataś citta eva sarvārthapratibhāsatvaṃ paśyati / na cittād anyam arthaṃ / tadā cāsya 

grāhyavikṣepaḥ prahīno bhavati / grāhakavikṣepaḥ kevalo ’vaśiṣyate / sāsya kṣāntyavasthā /

52) MSA(L) p.93,22-24; MSA(I) p.269,6-10: tadā ca kṣipram ānantaryasamādhiṃ spṛśati / sāsya 

laukikāgradharmāvasthā / …… yato grāhakavikṣepo hīyate tadanantara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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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데서도 나타난다. 난위･인위･정위 단계에는 선정의 명칭이 나타나

지 않지만, 마지막 세제일법위에 대해서는 무간삼매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대승장엄경론�의 설을 계승한 �섭대승론�에서는 앞의 세 단계에도 각각 명

득삼마지(明得三摩地), 명증삼마지(明增三摩地), 입진의일분삼마지(入眞義一分

三摩地)라는 삼매를 그 토대로 배치하고 있다.53) 순결택분위의 각 단계에 배치

된 선정은 전통적 선정의 명칭과 다르며, 따라서 기존 선정 체계의 어느 단계

에 해당하는지는 불명료하다. 더구나 앞 세 단계의 삼매는 세제일법위에 무간

삼매가 상정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형식적 요청에 의한 체계로 구성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행파에서는 지와 관 곧 신비주의적 방법과 합리

주의적 방법의 이론적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VI. 최초의 해탈적 인식의 발생54)

이상과 같은 입무상방편상의 결과, 세제일법 직후에 수행자에게 심신의 근

본적인 전환(āśrayaparāvṛtti)이 일어나며 초지 곧 견도에 오른다. ｢교수교계장｣

에서 견도를 설명하는 부분은 제28송에서 제41송까지 모두 15송에 이른다. 이 

중에서 견도에서 발생하는 해탈적 인식의 성격을 설명하는 게송은 제28-29송

ab와 제32-33송이다.55) �대승장엄경론� ｢교수교계장｣은 견도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해탈적 인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53) �섭대승론본�(TD31, p.143b3-10): 於此悟入唯識性時, 有四種三摩地, 是四種順決擇分依止. 云何應知.  

應知由四尋思, 於下品無義忍中, 有明得三摩地, 是暖順決擇分依止. 於上品無義忍中, 有明增三摩地, 是頂順

決擇分依止. 復由四種如實遍智, 已入唯識, 於無義中, 已得決定, 有入眞義一分三摩地, 是諦順忍依止. 從此

無間伏唯識想, 有無間三摩地, 世第一法依止.

54) 이하의 논의는 김성철, �섭대승론 증상혜학분 연구�(서울: 씨아이알, 2008), pp.70-79를 다소 수정

하고 요약한 것이다. 

55) 다른 게송은 견도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진술이라기 보다는 대승보살의 이념을 표방한 것(XIII, 

XIX)이거나 교리적 설명(XVI-XVIII)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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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그는 ①2취와 분리되고 ②출세간이며 ③무상이고 

④무분별이며 ⑤무구인 지를 얻는다. //28//

이 이후가 견도위다. ①2취와 분리되었다는 것은 파악대상이라는 취와 

파악주체라는 취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③무상이란 더 이상의 승이 없

기 때문이다. ④무분별이란 파악대상･파악주체의 분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⑤무구란 견도에서 끊어야 할 번뇌를 끊었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반야경�에서] “먼지가 없고 때가 없다”고 설했다.

이것이 그의 전의고 초지라고 인정된다. //29ab//56)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견도에서 발생하는 해탈적 인식의 성격은 모두 다

섯 가지다. 첫째 2취와 분리된 인식, 둘째 세간을 벗어난 인식, 셋째 무상인 인

식, 넷째 무분별인 인식, 다섯째 무구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지

나치게 간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세친의 주석은 어의 설명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무성57)과 안혜58)의 주석도 세친의 주석을 답습할 뿐,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세 주석가 모두 해탈적 인식을 설명하는데 소극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견도에서 발생하는 해탈적 인식의 본

질을 설명하는데 수반하는 난점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견도에

서 발생하는 해탈적 인식이 앞 단계인 입무상방편상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첫 번째 규정 및 네 번째 규정이 본질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

아도 좋을 것이다. 그 외의 규정은 세간지나 성문 등의 해탈적 인식과 비교하

거나, 견도에서 해탈적 인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번뇌를 끊은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해탈적 인식의 본질을 설명하는 첫 번째 규정은 입무상방편상

의 결과 2취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네 번째 규정은 동일한 사실을 

56) MSA(L) pp.93,27-94,5; MSA(I) p270,2-10: dvayagrāhavisaṃyuktaṃ lokottaram anuttaraṃ / nirvikalpaṃ 

malāpetaṃ jñānaṃ sa labhate tataḥ //28// ataḥ pareṇa darśanamārgāvasthā / dvayagrāhavisaṃyuktaṃ 

grāhyagrāhagrāhakagrāhavisaṃyogāt / anuttaraṃ yānānuttaryeṇa / nirvikalpaṃ grāhyagrāhakavikalpavisaṃyogāt 

/ malāpetaṃ darśanaheyakleśaprahāṇāt / etena nirajo vigatamalam ity uktaṃ bhavati / sāsyāśrayaparāvṛttiḥ 

prathamā bhūmir iṣyate /29ab/

57) MSA(I-A) p.327,7ff.

58) MSA(I-S) pp.401,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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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의 분별과 분리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 2취 혹은 2취의 분별과 분리되었다

는 것은 그것의 비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제32-33송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설하고 있다.

그는 삼계에 속하는 행들을 허망분별이라는 측면에서

②지극히 청정한, ①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지(智)에 의해 본다. 

//32//

그는 삼계에 속하는 행들을 허망분별 뿐인 것으로 본다. ②‘지극히 청정

한 지(智)에 의해’란 출세간이기 때문이다. ①‘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란 파악대상과 파악주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59)

그리고 견소단[의 번뇌]들과 분리된 그 [파악대상과 파악주체의] 비존재

의 존재를 [본다].

그러므로 실로 그때 견도가 획득되었다고 설명된다. //33//

그 파악대상과 파악주체의 비존재의 존재인 법계를 견도에서 끊어야 할 

번뇌와 분리된 것으로 본다.60)

견도에서 발생하는 해탈적 인식은 파악대상과 파악주체를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2취와 ‘분리’되

었다고 한 것은 2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인식대상으로 하

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둘의 비존재가 아니다. 그것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수교계장｣ 은 이 

‘비존재의 존재(abhāvasya bhāva)’ 상태를 ‘법계(dharmadhātu)’라고 규정한다. 

‘비존재의 존재’는 같은 미륵논서 계통에 속하는 �변중변론�에서는 공성의 특

59) MSA(L) p.94,17-20; MSA(I) p.271,9-12: traidhātukān sa saṃskārān abhūtaparikalpataḥ / jñānena 

suviśuddhena advayārthena paśyati //32// sa traidhātukān saṃskārān abhūtaparikalpamātrān paśyati / 

suviśuddhena jñānena lokottaratvāt / advayārthenety agrāhyagrāhakārthena /

60) MSA(L) p.94,21-24: MSA(I) pp.271,14-272,2: tadabhāvasya bhāvaṃ ca vimuktaṃ dṛṣṭihāyibhiḥ / 

labdhvo darśanamārgo hi tadā tena nirucyate //33// tasya grāhyagrāhakābhāvasya bhāvaṃ dharmadhātuṃ 

darśanaprahātavyaiḥ kleśair vimuktaṃ paśya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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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규정되는 것으로서 역시 파악대상과 파악주체의 비존재의 존재로 설

명된다.61) 이와 동일한 내용은 �대승장엄경론�제6 ｢진실의장｣에도 나타난다. 

거기서 법계는 파악대상과 파악주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결여한 것으로서 직

접지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해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법계에 머무는 상태라고 묘사된다.62) 

이와 같이 법계는 단순한 비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든 긍정적 실재라는 

성격을 가진다. 법계의 긍정적 실재성은 열반의 실재성을 설하는 <섭결택분>

에도 나타나며,63) 열반의 실재성은 초기 경전으로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64) 그리고 이러한 궁극적 실재의 긍정성은 ‘접촉(spṛśati)’하거나 ‘직

접지각(pratyakṣatām eti)’하거나 ‘머무는(avatiṣṭhate/saṃtiṣṭhate)’ 방식으로 우리

에게 인식된다. 이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 방식은 신비주의적 경향에서 두드러지는 인식 형태다. 그러나 

비존재의 존재는 단순히 세간적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도의 개념적 대상이다. 그것은 합리주의적 경향의 6종심 수

행을 전제로 반성적 명상을 통해 파악대상과 파악주체라는 분별을 파괴한 후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지적 인식이다. 그 인식은 심･심소의 소멸이라는 전통

61) MAV p.22,23-23,1: dvayābhāvo hy abhāvasya bhāvaḥ śūnyasya lakṣaṇam/ dvayagrāhyagrāhakasyābhāvaḥ/ 

tasya cābhāvasya bhāvaḥ śūnyatāyā lakṣaṇam ...

62) MSA p.24,2ff: pratyakṣatām eti ca dharmadhātus tasmād viyukto dvayalakṣaṇena /7cd/ nāstīti cittāt 

param etya buddhyā cittasya nāstitvam upaiti tasmāt / dvayasya nāstitvam upetya dhīmān saṃtiṣṭhate 

'tadvati dharmadhātau // ...... tataḥ pareṇa dharmadhātoḥ pratyakṣatāgamanaṃ* dvayalakṣaṇena viyukto 

grāhyagrāhakalakṣaṇena [/] iyaṃ darśanamārgāvasthā / 

* Otani A, B본에 따라 pratyakṣato gamane를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티벳역(P Phi 155b5: chos kyi 

dbyings …… mngon sum nyid du rtogs)도 이를 지지한다.

63) ViSg P 'i, 15b5-8, D Zi, 14b5-15a1: mya ngan las 'das pa gang zhe na / chos kyi dbyings rnam par dag pa 

gang yin pa ste / nyon mongs pa dang sdug bsngal nye bar zhi ba'i don gyis yin gyi*/ med pa'i don gyis ni 

ma yin no // gang gi tshe nyon mongs pa dang sdug bngal nye bar zhi ba tsam la nya ngan las 'das pa zhes 

bya ba'i tshe / ci'i phyir de med pa'i don gyis ma yin zhe na / smras pa / 'di lta ste dper na chu'i khams la 

rnyog pa dang ba** tsam gsal ba yin yang rnyog pa dang bar*** gyur pas gsal pa nyid med pa ma yin pa 

dang / gser skyon dang bral ba tsam bzang ba nyid yin yang de dang bral bas bzang ba nyid ma yin pa 

dang / nam mkha' sprin dang khug rna la sogs pa dang bral ba tsam rnam par dag pa nyid yin yang de dang 

bral bas rnam par dag pa nyid med pa ma yin pa bzhin du / 'di la yang tshul de bzhin du bltar bar bya'o //

* P gyi = kyis, ** D dang ba = dangs pa, *** D dang bar = dangs par

64) 틸만 페터, 김성철 역,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p.28, n.9 +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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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의 신비주의적 경향과는 구별되며, 대상뿐 아니라 마음도 궁극적으

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소멸한 것은 이

원적이고 세간적 마음일 뿐, 높은 수준의 초월적 인식은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상태도 신비주의적 경향과 합리주의적 경향이 내적으로 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비주의와 합리주의 두 가지 측면을 융합시키려는 이론적 시도는 

이어지는 3삼매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타난다. 반야경류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중시되는 3삼매 중 특히 무상삼매는 모든 심심소의 소멸을 의미하는 멸진정 

혹은 무상심삼매(animitto cetosamādhi, 無相心三昧)와 사실상 동일한 경지로 간

주된다.65) ｢교수교계장｣ 제34-35송은 이 3삼매를 견도에서 발생하는 삼매로 

재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공삼매는 3성을 인식하는 삼매, 무상삼매는 분별의 

소멸을 인식하는 삼매, 무원삼매는 허망분별을 인식하는 삼매다.66) 이 3삼매 

중 특히 공삼매의 대상이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이라는 3성이라는 

사실은, 반야경류의 3삼매 중 공삼매와는 달리, 대단히 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성을 3성의 측면에서 변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지적 사

유와 다른 어떤 것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은 어느 경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슈

미트하우젠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융합은 주로 합리주의적 경향에 서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신비주

의적 경향에서 합리주의적 경향을 균형있게 통합하려는 시도로 팔리어본 �마

하말룽키야숫타(Mahāmāluṅkya-sutta)�(=�중아함경� 제205 ｢오하분결경｣(대

정1, pp.778c9-780b13, 특히 p.779c16ff.))를 언급한다.67) 우리는 이러한 신비주

의 경향과 합리주의 경향을 균형있게 통합하려 한 예로 �대승장엄경론�의 수

65) 틸만 페터, 이영진 역, 앞 논문, pp.183-185.

66) MSA(L) pp.94,25-95,6: abhāvaśūnyatāṃ jñātvā tathābhāvasya śūnyatāṃ / prakṛtyā śūnyatāṃ jñātvā 

śūnyajña iti kathyate //34// ...... animittapadaṃ jñeyaṃ vikalpānāṃ ca saṃkṣayaḥ / abhūtaparikalpaś ca 

tadapraṇihitasya hi //35// 

67) Schmithausen, 위 논문, J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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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 경전에서 ‘교리에 집중하

는 자(dhammayoga)’와 ‘명상에 집중하는 자(jhāyin)’에서 ‘서로 존중하라’고 한 

권유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나가며

이상으로 �대승장엄경론�제14 ｢교수교계장｣을 중심으로 유가행파에서 해

탈적 인식의 산출 과정과 그 방법 및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6종심이라

는 예비적 수습을 전제로 입무상방편상이라는 방법을 거쳐 비존재의 존재로 

규정되는 법계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의 해탈적 인식을 낳는 과정이었다.

6종심은 경전 등의 교법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설해진 언어와 의미 

하나하나를 고찰하는 합리주의적 방식의 수습이다. 그것은 교법에 대한 주석 

방식의 내면화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입무상방편상은 파악대상과 파악

주체에 대한 분별이라는 일상적 인식을 제거하되 비존재의 존재로 규정되는 

법계를 인식하는 출세간적 인식을 낳는 신비주의적 경향의 방법이다. ｢교수

교계장｣은 신비주의적 성격을 가진 입무상방편상을 중심에 놓고 6종심을 예

비과정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행과정상에서 이 양자를 결합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수교계장｣은 신비주의적 방식을 중심으로 합리주의적 방법을 균

형있게 통합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수습의 결과 산출되는 해탈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파악대상과 파악

주체를 결여하고, 그것을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는 무분별지로 규정된다. 그러

나 그것은 단순한 비존재를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 자체의 소멸

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비존재의 존재라는 법계의 존재방식을 인

식대상으로 하는 초월적 인식이었다. 이러한 법계에 대한 인식은 세간적인 이

원적 인식이 소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초월적인 인식이지만, 동시에 

매우 지적인 성격의 인식이기도 하다. 비존재의 존재라는 일종의 개념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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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교계장｣에서 설하는 해탈적 인식은 세간

적이고 이원적인 인식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비주의적 성격을 띄고, 고

도의 개념적 대상에 대한 출세간적 인식의 발생이라는 점에서는 합리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대승장엄경론�에서 설하는 해탈적 인식은 신비주의적 성격과 

합리주의적 측면을 조화롭게 융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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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 and method of producing 

Liberating Insight,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Yogācāra school, focusing on the 

14
th
 chapter Avavādānuśāsanyadhikāra of Mahāyānasūtrālaṃkāra. 

The process is as follows: Based on the preliminary spiritual practices of the 

Six-fold mind (ṣaṭ citta), Liberating Insight into dharmadhātu which is defined as 

the existence of non-existence is produced by the method of asllakṣaṇapraveśalakṣaṇa. 

The Six-fold mind is an intellectual method for spiritual practice, which examines 

the words and meanings of the teaching of sutra. The Six-fold mind could be said to 

be the internalization of the method of exegesis on the sutra. On the contrary, 

asallakṣaṇapraveśalakṣaṇa is a mystical method that removes the ordinary and 

mundane distinction between the grasped and the grasper, but gives rise to the direct 

and supra-mundane insight into dharmadhātu defined as the existence of non-existence. 

In the Avavādānuśāsanyadhikāra, asallakṣaṇapraveśalakṣaṇa is considered as the 

main method to produce Liberating Insight and the Six-fold mind is considered as a 

preliminary method for asllakṣaṇapraveśalakṣaṇa. 

In this regard, the Avavādānuśāsanyadhikāra appears to integrate the mystical 

method as the main position with an intellectual method as subordinate position. 

The Liberating Insight that is generated as a result of asallakṣaṇapraveśalakṣaṇa is 

basically defined as a non-discriminating cognition (nirvikalpajñāna) that lack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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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sped and the grasper as its object. It has the existence of non-existence, namely 

dharmadhātu, as its object. This non-discriminating cognition of dharmadhātu is a 

transcendental recognition that arises when the ordinary discriminating cognition 

disappear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ntellectual recognition, because it recognizes 

a sort of conceptual object, namely the existence of non-existence. Liberating 

Insight of Avavādānuśāsanyadhikāra is, on the one hand, a mystical recognition in 

terms of the disappearance of the mundane and dualistic mode of mind. On the other 

hand, it is a rational recognition in terms of the appearance of supra-mundane 

insight into the highly conceptual object defined as the existence of non-existence. 

In conclusion, Liberating Insight of Avavādānuśāsanyadhikāra could be regarded 

as a harmonious integration of a mystical tradition and a rational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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