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顯揚聖敎論 品構造에 대해서
최 종남

*1

Ⅰ. 序論

顯揚聖敎論(No.1602; 이하 顯揚論; “성스러운 가르침
1
을 밝히기 위한

* 崔鍾男 : 독일 함부르크 대학 철학 박사.

1) 攝事品 歸敬偈에 “… 옛적에 나 무착이 그(=미륵)에게서 들었으므로
지금 [瑜伽師]地[論]중에서 중요한 것을 섞어 모아 성스러운 교법을

자비스럽게 현양하려는 것이요…”라는 頌이 있다. 이 頌 중에서 “聖敎”는

論名에서의 顯揚聖敎論과 같은 의미로서 瑜伽師地論을 칭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발표된 早島, 毛利의 논문들에 의하면 “聖敎”에 대해서 위의

歸敬偈의 내용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먼저 早島, 毛利는 그들의 共著인 “顯揚聖敎論の科文”(1990)에서
“顯揚聖敎의 聖敎는 瑜伽師地論뿐만 아니라, 인용되어 있는
아함경전 또한 포함된다고 이해 되어야 한다”(p. 83, 註4(1))라고 하고,

그리고 毛利는 “顯揚聖敎論攝事品について”(1992)에서 “이顯의
論体를 논하고 있는 九事各說의 부분에서는 아함에서만 인용되어 있고,
瑜에서의 인용은 없다.”(p. 926)라고 하고 있다. 위의 두 논문에서는
攝事品에 他經典에서 일부 인용이 되고 있어서 “聖敎”는 瑜伽論뿐만
아니라 아함경 等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攝事品에서 설명되고 있는
九事 중 “一切”의 내용을 瑜伽論과 비교하면 兩氏의 의견과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歸敬偈에 의한다면 顯揚論은 성스러운 교법인 瑜伽論의 중요한
내용을 섞어 모아 편집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내용에 따라 他經典에서

인용함을 볼 수 있다. 인용부분을 보면 저자는 顯揚論에 經名을 들어
인용한 곳은 14군데이다. 그 중 4군데가 攝事品에 인용되고 있다. 그외
많은 곳에 經名 대신에 저자는 “如經中說”, “如經說…”, “又說…” 등으로

경전에서 인용하고 있다. 攝事品에서 설명되고 있는 九事 중 “一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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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은 瑜伽行派를 대표하는 無着(4세기)의 저서이다. 顯揚論은 현
장스님의 西域記에 의하면 인도의 橋賞彌國(Kauśāmbi) 菴沒羅林(Āmr

avana) 중에서 편찬되었다고 한다.
2

顯揚論은 攝事品 第一 의 歸敬偈에 있는 바와 같이 미륵의

저서인 瑜伽師地論(이하 瑜伽論)의 五分十七地․百卷의 내용 중에
서 중요한 부분을 섞어 모아

3
20卷 11品

4
으로 구성한 것이다.

顯揚論은 瑜伽行派의 諸論書 중에서 비교적 초기의 論書이고,

그리고 同論은 무착의 저서들 중 大乘莊嚴經論 이전의 論書로서
무착의 생애 중 만년의 저서라고 본다.

顯揚論은 중국에 전래되어 法相宗의 소의경론인 六經十一論
5

중의 한 論書이고 그리고 瑜伽論要義(=사상)를 이은 10개의 諸論

書(十支論)
6
중의 하나이다. 顯揚論은 唯識學을 연구하는 데 중요

한 論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산스크릿트語 원전은 없고 현

존하는 것은 오직 현장스님의 한역본 뿐이다.
7
산스크릿트語文으

로서는 오리지 일부분으로서 大乘阿毘達磨集論에 인용된 것 뿐
이다.

8

내용은 毛利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저자는 먼저 정의를 瑜伽論에서
인용하고, 설명 부분은 歸敬偈에 있는 바와 같이 “聖敎”(=瑜伽論)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顯揚하기 위하여 他經典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본다.

2) 卍大藏經 30-6, 558a10～13: 橋賞彌國 …

伽藍東菴沒羅林中有故基是無著菩薩於此作顯揚聖敎論.

3) 大正 vol.31, 480b20: 今當錯綜地中要.

4) 大正 vol.31, 480b22～23: 攝事淨義聖善巧 無常苦空與無性

現觀瑜伽不思議 攝勝決擇十一品

5) 大正 vol.43, 666a25～b10.

6) 大正 vol.43, 229c28～230a3.

7) 티벳트語譯의 경우, 어느 대장경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티벳트

불교학자인 Bu ston Rin chen grub의 佛敎史중 무착의 七論書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 또한 티벳트 語譯 論書에서도 顯揚論의 티벳트語譯
論名이 일치하지 않아 (Yvy(t): bstan pa la khyab pa; 解深密經疏
티벳트語譯: bstan bcos rnam par bśad pa) 同論이 티벳트에 전래되지

않고 그리고 飜譯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남 1993, pp.

209～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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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揚論 漢譯은 (No.1602) 唐 太宗 貞觀 19年(645) 10月 1日부터

다음해 1月 15日까지 약 3개월에 걸쳐 長安 弘福寺에서 현장스님

에 의해 번역되고, 그의 제자 智證과 여러 제자들에 의해 筆受되

었다.
9

저자는 顯揚論의 品 구성을 모체가 되는 瑜伽論의 品 구성

(五分․十七地)과는 달리 11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同論의 品

구성은瑜伽論과 비슷하게 첫째 品을 攝事品 (=瑜伽論 攝事分 (V
astusa ṁgrahaṇī)으로, 끝 品은 瑜伽論 攝決擇分 (Viniścayasaṁgrahaṇ

ī)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九事) 攝勝決擇品 에서 재정리하

고 있다.

顯揚論의 내용을 구성하는 論體(Śāstra-śarīra)는 歸敬偈에 있는

바와 같이 九事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10

九事에 대해서는 攝事品 (卷一～卷四)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외 十品에서는 각 품명의 성격에 따라 九事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

다.

本稿는 顯揚論을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하나의 자료로써 그
동안 발표된 同論의 品 구조에 대해서 재고찰하고자 한다.

8) ASBh p. 61,1～4 = 顯揚論大正 vol.31, 487a3～6; Schmithausen 1987,
註297 참조

9) 大正 vol.55, 565b5:

…無著菩薩造貞觀十九年十月一日於弘福寺翻經院譯至二十年正月十五日.

畢沙門智證等筆受.

10) 大正 vol.31, 480b24～25: 一切, 界, 雜染, 諦, 依止, 覺分, 補特伽羅, 果,

諸功德, 九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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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品 구조에 대해서

顯揚論 十一品의 내용구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만의 승려인
歐陽竟無와 日本의 早島 理, 毛利 俊英에 의해 연구발표가 되었다.

이 분들이 발표한 顯揚論의 品구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으로서
顯揚論의 전체적인 品 내용을 聞(Śrutā), 思(Cinta), 修(Bhāvanā)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歐陽竟無에 의해 藏要(1936)의 顯揚聖敎論大科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11

歐陽竟無는 顯揚聖敎論大科의 表에서 顯揚論品 구조를 다음
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第一品 攝事品 에서는 “知法九事”에 대해

서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第二品 攝淨義品 에서는 “知義四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서 兩品은 聞持 부분에 해당되고, 第三品 成

善巧品 부터 第九品 成瑜伽品까지는 修行 부분에 해당된다고 한

다. 그리고 第十品 成不思議品과 第十一品 攝勝決擇品 은 思擇

부분에 해당된다고 한다.

早島, 毛利는 그들의 공저인 “顯揚聖敎論の科文”(1990)에서 위

의 분류방법(수행방법)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藏要와는
다른 순서로 顯揚論 品 구조를 보고 있다. 兩氏에 의해 발표된
품구조에 대한 분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顯揚論은 歸敬偈

의 내용과 같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聖敎) 중에서 瑜伽行派

의 사상에 입각하여 교의항목을 九事로 모은 것이다. 第一品 攝事

品 에서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聞 = 理解) 第二品 攝淨義品 에

서는 攝事品 에서 들은 성스러운 가르침을 사유한다. (思 = 思惟).

第三品에서 第十品까지의 品名 첫 자는 “成”으로 시작되고 있다.

11) 藏要 193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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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서 이 여덟 개의 品에서는 修行(修 = 體得)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한다. 그리고 第十一品 攝勝決擇品 에서는 첫 品에서 설

명되고 있는 성스러운 가르침인 九事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종합

해서 설명되고 있다.
12

또한 品名의 첫 자가 “成ㅇㅇ品”으로 되어 있는 전체의 品을

成不思議品 끝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敎와 證으로

분리하고 있다: 成善巧品에서는 敎法(*Āgama)의 修學에 대해서,

成無常品 에서 成不思議品 까지는 證法(*Adhigama)의 修學에 대해

서 논하고 있다.
13

早島, 毛利가 발표한 顯揚論 品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4

1. 攝事品 聞

2. 攝淨義品 思

3. 成善巧品 敎[法의 修學]

4. 成無常品

5. 成苦品

6. 成空品 修

7. 成無性品 證[法의 修學]

8. 成現觀品

9. 成瑜伽品

10.成不思議品

12) 早島, 毛利 1990, p. 76: "…筆者の現段階での顯揚聖敎論理解を示せば
“ 聖敎 を 顯揚 する 論 とは, 仏の言葉である 聖 なる 敎〔導〕 を,

攝事品 ․ 攝淨義品 ․ 成ㅇㅇ品 において,

順次 聞 ․ 思 ․ 修 として 顯揚 する 論 となる. また,

顯揚聖敎論が 聖敎 を如何に理解․思惟․體得するかを論じるものである
以上, 內明とも密接に關わってくるであろう.”

13) 早島, 毛利 1990, p. 86, 註36.

14) 早島, 毛利 1990, p. 69, p. 86 註36, 早島 1997a, p. 2와 早島 1997b, p.

29를 토대로 하여 도표 화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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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攝勝決擇品 : 성스로운 가르침인 九事에 대해서 다시 종합해

서 자세한 설명.

그러나 顯揚論의 品名과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歐陽
竟無와 早島, 毛利가 주장한 바와 같이 品구조가 聞, 修, 思 또는

聞, 思, 修에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고, 顯揚論의 내용적 品구조는
7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구성되었다고 본다.

十一品 중 “成”으로 시작되는 8개 品에 대한 분류는 早島, 毛利

와 같은 의견으로서 筆者 또한 敎와 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본

다.

顯揚論의 品 구조를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攝事品 (卷一～卷四)에서는 顯揚論의 論體가 되는 九事의 내

용을 2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九事의 주제(一切, 界, 雜染, 諦, 位止, 覺分, 補特伽羅, 果, 功德)에 대해서 설

명하고 있다. 9가지 주제사항은 瑜伽論 또는 他經論에는 없다.

그러나 九事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점적인 주제는 瑜伽論의 聞

所成地 (ŚrutamayīBh)에 근거를 두고 있다.
15

15) 瑜伽論 聞所成地 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內明處(adhyātma-vidyā-sthāna)를 4種相으로 설명하고 있다.

云何內明處 adhyātmavidyā katmā/*)

當知略說由四種相. sā caturākārā draṣṭavyā/
**)

一由事施設建立相 vastuprajñaptivyavasthānataḥ

二由想差別施設建立相 saṃjñāprabhedaprajñaptivyasthānataḥ

三由攝聖敎義相. śāsanārthasaṁgrahataḥ

四由佛敎所應知處相.*) buddhavacanajñeyādhiṣṭhānataś ca***)

*)大正 vol.30, 345a24～26; Yt *)Ms.: 。āḥ ; **)Ms: 。āḥ(?) ;
***)
Ym : 13b6

D vol.5, 161a4～5

이 중 두 번째인 “二由想差別施設建立相”에서 “句”(pada; 4개의 嗢拕南과

45개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저자는 九事의 중점적인

주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설명은 瑜伽論전체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

句迷惑戲論 padaṁ*) bhrāntiḥ prapañcaś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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攝事品의 내용은 瑜伽論의 攝事分 (Vastusaṃgrahaṇī) 에서와

같이 三藏(三事: 素咀纜事, 毘奈耶事, 摩咀理迦事, = Sūtra-, Vinaya-, Mātṛkā-piṭ

aka)
16
에 의한 것이 아니고, 九事의 내용에 맞게 經律論의 순서에

구분없이 전개되고 있다.

住眞實淨妙 sthitis tat<t>vaṁ śubhaṁ varaṁ

寂靜性道理 praśamaḥ prakṛtir yuktiḥ

假施設現觀*) saṁketo <'>bhisamayena ca/**)

*)大正 vol.30, 345b2～3; Yt *)Ms.: paṁda; **)Ym: 84a1 D vol.5,

161a6～7

方所位分別 deśī hy(?) avasthā kalpaś ca

作執持增減 ceṣṭādānaṁ cayas tamaḥ/

冥言所覺上 vāg*) boddhavyaṁ samutkarṣo

遠離轉藏護*) viveko vṛttīr ālayaḥ/**)

*)大正 vol.30, 346a7～8; Yt *)Ms.: vāga(?); **)Ym: 84b5 D vol.5,

163a3～4

思擇與現行 vicayaḥ samudācāraḥ/

睡眠及相屬 suptiḥ saṁbandha eva ca/

諸相攝相應 saṁgrahaḥ saṁprayogaś ca/

說任持次第*) ākhyā*) staṁbhaḥ kramaḥ tathā/**)

*)大正 vol.30, 346a25～26; Yt *)Ms. + taṁ; 그러나 지워져 있다;

뒷부분에 ākhyā만 첨부되어 있다; **)Ym: 8467

D vol.5 163b1～2

所作及所緣 k<ṛ>tyaṁ alambanaṁ yohaḥ/

亦瑜伽止觀 śamathaś ca vipaśyanā/

作意與敎授 manaskāro <'>vavādaś ca/

德菩提聖敎*) guṇā bodhiś ca śāsanaṁ//*)

*)大正 vol.30, 346c17～18; Yt *)Ym: 85b2 D vol.5, 165 a2～3

內明處에 있는 중점적인 주제를 九事의 주제사항과 비교하면, 五法이

설명되고 있는 “一切事”만 없고 두 번째 “界事”부터 아홉번째

“功德事”까지는 있다.

순서는 顯揚論의 九事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곱번째 “補特伽羅事”가
“功德事”뒤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大正 vol.30, 345b4～346c16.

16) 大正 vol.30, 772b17ff: 云何攝事. 謂, 由三處應知攝事. 一者素咀纜事.

二者毘奈耶事. 三者摩咀理迦事.; Yt D vol.6, 127a5: gze bsdu ba gaṅ ze

na/ gnas gsum gyis gzi bsdu bar 'gyur te/ 'di lta ste/ mdo ste'i gzi

daṅ/ 'dul ba'i gzi daṅ/ ma mo'i b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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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설명된 九事의 내용을 종합하여 (九事

總分別分當說…: 499c28) 먼저 雜染(saṃkleśa)과 淸淨(vyavadāna)으로 분류

하고
17
그리고 九事에 대해서 思量하는 방법

18
과 九事를 통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19
설명하고 있다.

2)攝淨義品(卷五～卷十三)에서는 品의 첫문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淨義”(如是已說九事. 淨義今當說: 502a7)에 대해서 4가지 相으

로 설명하고 있다:
20

a)最勝相(502a7～503a7); b)自體相(503a7～508c11); c)淸淨相(508c12～516

c4); d)辯敎相(516c13～544c26)

2-a)저자는 最勝相에서 他論書와는 달리 品의 성격이 아닌 論(=
顯揚論)의 성격을 諸論(1.像正法論: *Saddharma-Pratirūpaka-śāstra,21 2.外

醫治論: *Bāhya-cikitsā-śāstra, 3.詰諍論: *Upālambha-(or *Codanā)-vivāda-ś

āstra, 4.矯誑論: *Vañcana-śāstra
22
)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攝淨義品의 첫 頌에서 저자는顯揚論의 수승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7) 大正 vol.31, 500a7～15에 있는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一切事(*sarva-vastu): 爲二所依: 一雜染所依(saṁkleśāśraya)

二淸淨所依(vyavadānāśraya)

2. 界事(*dhātu-vastu): 雜染所依

3. 雜染事(*saṁkleśa-vastu): 雜染差別 攝諸雜染

4. 諦事(*satya-vastu): 淸淨境界

5. 依止事(*āśraya-vastu): 於境界中心不流散

6. 賞分事(*bodhi-pakṣya-vastu): 由不散亂於所緣境正方便 攝諸淸淨

7. 補特伽羅事(*pudgala-vastu): 正方便者位差別…及言說等因

8. 果事(*phala-vastu): 正方便果

9. 功德事(*guṇa-vastu): 彼果功德

18) 大正 vol.31, 500a20～501c14.

19) 大正 vol.31, 501c14～21.

20) 大正 vol.31, 544c26: 今此品中顯示此論有四種相. 一最勝相. 二自体相.

三淸淨相. 四辯敎相.

21) 荻原 1930-1936, p. 195.1; 瑜伽師地論總索引, p. 686b.

22) 瑜伽師地論總索引, p. 1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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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論 중에서 수승한 論(=顯揚論)이고, 또한 瑜伽에 잘 들고, 청

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다. 〔이 論에 의

하여〕네 가지 청정한 덕을 구족하게〔되므로〕인하여.
23

위의 頌에 대한 釋에서 저자는 諸論의 이론과 비교를 하고 다음

과 같이 顯揚論의 훌륭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論(=顯揚論) 중에서는 능히 뒤바뀜이 없는 諸法相을 밝히기

때문이고, 필경에 능히 內心의 병을 고치기 때문이고, 詰諍論과 나쁜

주술(mantra)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24

2-b) 自体相에서는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世俗諦(saṁvṛti-satya)와

勝義諦(paramārtha-satya)에 의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25

2-c) 淸淨相에서는 중생이 청정을 얻게하기 위하여 “들음”(十二

分敎를 들음), “귀의”(가장 수승한 三寶에 귀의), “배움”(三學)그리고 “보리”

(三菩提)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다.
26

2-d)첫째 頌 이외의 모든 부분이 瑜伽論 菩薩地 에서 인용되
고 있는 辯敎相에서는 보살이 수행시 알아야할 7가지 내용에 대해

서 6卷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다: 1.聖行(*āryacaryā), 2.無上乘(*ān

uttaryayāna), 3.大菩提(mahābodhi), 4.功德(guṇa), 5.異論(para-pravāda), 6.

論法(*vāda-dharmaḥ), 7. 釋(*vyākhyāna).
27

3) 成善巧品 에서는 全品에서 七種善巧
28
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

23) 大正 vol.31, 502a8～9: 諸論中勝論 亦善入瑜伽 淸淨義應知 由具四淨德.

24) 大正 vol.31, 50214ff: …由此論中能顯無倒諸法相故, 究竟能治內心病故,

對治詰諍惡呪術故.

25) 大正 vol.31, 503a7～10 : 今此論中顯薄伽梵所說何法. 頌曰

諸佛說妙法 正依於二諦 一者名世俗 二者名勝義.

26) 大正 vol.31, 508c13～14: 聞十二分敎 三最勝歸依 三學三菩提 爲有淸淨說.

27) 大正 vol.31, 516c14～15: 聖行無上乘 大菩提功德 異論論法釋 應知各多種.

28) 七種善巧: 蘊(skandha), 界(dhātu), 處(āyatana), 緣起(pratītyasamutpāda),

處非處(sthānāsthāna), 根(indriya), 諦(satya); 善巧의 수가 여러 곳에서

다름을 알 수 있다:

瑜伽論 意地 (294a19), 攝勝決擇分 (607a23～620b2)에서는 六種善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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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七種善巧는 他論書에서와 같이 我見(ātma-dṛṣṭī)을 對治(pratipa

kṣa)하기 위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고,
29
外道에 의해 세상의 어리석

은 사람들이 전도된 생각을 많이 하므로 인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30

저자는成善巧品의 頌에서:
부처님께서 [이] 俗世에 출현하시기 이전에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일어났는데(=外道의 전도된 생각) 부처님께서 [이] 俗世에 출현하시므로

말미암아 일곱 가지 善巧를 말씀하시었다.
31

그러므로 저자는 이 品에서 正法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七種善巧의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하고 있다.
32

4～7) 저자는 第四品 成無常品 부터 第十品 成不思議品 까지를

四諦(苦, 集, 滅, 道)의 수행단계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 苦諦

에 대해서는 成無常品 부터 第七品 成無性品 까지 설명이 되어

있다.

이 四品에서 저자는 苦諦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無常(anitya), 苦(d

uḥkha), 空(śūnya), 無我(anātman)의 순서에 의해 두루 알아야 한다고

(遍知 = parījñāna)하고 있다.
33

이에 대한 내용 중 成無常品 에서는 無常을, 成苦品 에서는 苦

聲聞地 (433c2)와 菩薩地 (485b24)에서는 五種善巧;

攝事分 (850a19)에서는 四種善巧; 辯中邊論(468c16)에서는 十種善巧;
善巧의 수에 대해서는 早島 1991, p. 370 참조.

29) 辯中邊論 大正 vol.31, 468c11: …十善巧眞實 皆爲除我見; MAVBh ed.
Nagao 1964, p. 37: …kauśalya-tatvaṁ daśadhā

ātma-dṛṣṭi-vipakṣataḥ//; 山口 1966, p. 223, 註1 참조; 早島 1991, p. 371

참조, 여기에서의 vipakṣa는 pratipakṣa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됨,

MAVBh ed. Nagao 1964, p. 37, 11 참조.

30) 大正 vol.31, 545a14～15: 問. 何故唯立七種善巧. 答. 世間愚夫多如是計.…

31) 大正 vol.31, 545c12～13: 佛未出於世 如是愚癡轉 由佛現世間 說七種善巧.

32) 大正 vol.31, 545a13: 住正法者 應善了達如是七種善巧之事.

33) 大正 vol.31, 548a1～2: 云何於苦遍知. 謂, 於苦諦遍知無常苦空無我.

今隨次第應廣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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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그리고 成空品 과 成無性品 에서는 無我를 주제로 하

여 成空品 에서는 人無我(pudgalanairātmaya) 그리고 成無性品 에서

는 法無我 (dharmanairātmaya)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있다.
34

攝事品 九事의 설명중에서 저자는 “無常, 苦, 空, 離我(=無我)”가

有漏(sāsrava)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35
그러므로 위의 四品의 내용

또한 有漏에 해당된다고 본다.

8, 9) 成現觀品 에서는 보살이 現觀位에서 觀(abhisamaya)하여야할

6가지 대상에 대해서 첫 頌에서 언급하고 있다.

현관할 바를 알아야만 한다. [그것은]: (1)하품, 중품, 상품,
36
(2)유루

와 (3)무루, (4)보지 못함,
37
(5)받지 못함(=얻지 못함),

38
(6)두루함이다.

39

위의 6가지 대상에 대해 現觀하기 위해서 저자는 2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成現觀品 을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頌에서 13번째 頌까지는 현관할 때 알아야할 7가

지 테마에 대해서이고
40
그리고 14번째 頌부터 25번째 頌까지는 현

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成瑜

伽品 에서는 成現觀品 에 이어 현관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瑜伽를 설명하고 있다.

成瑜伽品 의 첫부분에:

34) 大正 vol.31, 557b5～6: 成空品中已成立衆生無我非法無我.

今爲成立法無我故說成無性; 早島 1989, p. 15, 1990, p. 427 그리고 1993, p.

15; 毛利 1992, p. 33 참조.

35) 大正 vol.31, 489c29～490a1: … 五苦智. 謂, 於有漏諸行之中,

無常苦空離我思惟.

36) 여기에서는 욕계(kāma-d°), 색계(rūpa-d°), 무색계(ārūpya-dhātu)를

의미하고 있다.

37) 四諦를 의미하고 있다.

38) 四諦 중 滅諦와 道諦를 의미하고 있다.

39) 大正 vol.31, 560b5～6: 當知現所觀 下中上品事 有漏及無漏 未見未受遍.

40) 大正 vol.31, 560b3～561b3: 欲何所觀⑴, 以何現觀⑵, 何處現觀⑶,

誰能現觀⑷, 應知唯心能入現觀非我能入(5,6), 次第能入現觀(7,8),

齊何當言正入現觀(9,10), 現觀有何相貌(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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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품]에서 말하기를 보살이 이 지위에서 먼저 수행한 원인의 힘
에 의해[…]라는 等… 어떤 것을 먼저 원인의 힘이라고 하는가? 다음
의 계송에서 말하리라. …”

41

이 내용은 成現觀品 22번째 頌이다.
42
그리고 “等”은 22, 23번째

頌
43
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成瑜伽品 의 전체적인 내용은 成

現觀品 의 22, 23번째 頌에 의거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본

다.

成現觀品 에서는 “先修…因力”(“먼저 수행한 원인의 힘”)에 의해서

“보살들이 수승한 資糧을 먼저 닦아 익힌 힘으로 말미암아 …”
44
라

고 22번째 頌의 釋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러나 成瑜伽品 에서는 “先因力”이란 瑜伽의 힘(力)을 의미하

고 있다. 釋에서 설명하기를 “三摩鉢底(samāpatti)에 의하여 바라밀

다와 瑜伽의 수승한 行을 일으킨다. 곧 이 바른 슬기로 능히 피안

에 이르나니, 그것이 큰 보리의 가장 수승한 方便(upāya)이기 때문

에 瑜伽
45
라고 이름한다.”

46

成瑜伽品 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보

살은 현관을 하기 위해서 瑜伽의 힘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10) 成不思議品 의 서두에 이르기를:

41) 大正 vol.31, 563b5～6: 復次, 前說, 菩薩於此位中先修因力等.

云何名爲先因力耶. 頌曰. …

42) 大正 vol.31, 562b15～16.

43) 大正 vol.31, 562b15～16, 562b22～23.

44) 大正 vol.31, 562b17～18: … 諸菩薩, 由先修習勝資糧力故, …

45) 方便(upāya)은 瑜伽論書에 있어서 道理(yukti), 瑜伽(yoga)와 같이

동의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大正 vol.30, 419b14～15:

一卽此先起觀待施設觀待, 生起諸蘊施設諸蘊, 說名道理瑜伽方便. (ŚrBh pp.

141,17～142,2: yā cotpattyapekṣā yā ca prajñaptyapekṣā sā yuktir yoga

upāyaḥ/); 佐久間 1990 (Ⅱ), p. 99, 註596, p. 101, 註601; 吉水 1996, p.

115, 註85 참조.

46) 大正 vol.31, 563b9～11: … 依止三摩鉢底發起般若波羅密多瑜伽勝行,

卽此正慧能到彼岸, 是大菩提最勝方便, 故名方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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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思議하고서야 비로서 현관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응당 不可

思議處를 떠나 방편으로 思議를 해야한다. 어떤 것을 不可思議處라 하

는가? …
47

成不思議品 에서는 9가지 不可思議處
48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不可思議處들은 보살이 현관위에 들기 위하여 思議하는 것을 방

해하는 요인들이다. 만약에 보살이 수행을 통하여 이와같은 不可思議

處들을 멀리하게되면, 그는 현관위에 오르게 되어, 곧 정려자와 부처

의 경계중의 하나인 眞如(tathatā)와 無漏性(anāsravatā)의 상태에 들어

감을 의미하고 있다.
49

저자는 成不思議品 의 끝부분에서顯揚論의 品 중 “成ㅇㅇ品

(第三品부터 第十品까지)”으로 되어 있는 모든 品을 두가지 형태로 분

류하고 있다: 1. 成善巧品 에서 설명되고 있는 佛所說(=正法, saddhar

47) 大正 vol.31, 563b14～15: … 要善思議*), 方入現觀.

是故應離不可思議處方便思議*). 云何名爲不可思議處.; *)이 문장에서 議가

의미적으로 惟보다 나으리라고 본다; 大正 vol.31, 563, 註9 참조.

48) 9가지 不可思議處: 1)我, 2)有情, 3)世界, 4)業報, 5)靜盧者境界, 6)諸佛境界,

7)十四不可記事, 8)非正法, 9)一切煩惱之所引攝. 이 내용은瑜伽論의
聲聞地 와 攝決擇分 에 의한 것임: 聲聞地 大正 vol.30, 419a17～22:

云何思正法, 謂, 如有一, 卽如所聞所信正法獨處空閑, 達離六種不應思處, 謂,

思議我, 思議有靜, 思議世間, 思議有情業果異熟, 思議靜盧者境界,

思議諸佛諸佛境界, 但正思惟所有諸法自相共相, (Ms.59b6, Sh. p. 140, 6～11):

cintanā katamā/ yathāpīhaikatyas tān eva*) yathāśrutān dharmān ekākī

rahogataḥ - ṣaḍ acintyāni sthānāni tadyathā<:> ātmacintāṁ

sattvacintaṁ/ lokacintaṁ sattvānāṁ karmavipākacintāṁ dhyāyināṁ

dhyāyiviṣayaṁ buddhānāṁ buddhaviṣayaṁ varjayitvā -

svalakṣaṇataḥ
*
sā[7]mānyalakṣaṇataś ca cintayati/;

*)
Ms.:

。tyasthātāneva; Ta.(8) p. 36,3; W. p. 78, 18～23 참조) 攝決擇分 大正

vol.30, 655a7～9 : 云何不可思議, 當知略有六種不可思議, 謂, 我思議,

有情思議, 世間思議, 有情業果思議, 諸修靜盧靜盧境界, 諸佛世尊諸佛境界. 이

9가지 不可思議處 중 7～9까지는 瑜伽論에 없는 내용들이다.
49) 大正 vol.31, 564b11～12: … 佛境界中眞如及無漏性皆不可思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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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50
)에 대해서는 敎(*Āgama)에 대한 수행의 내용이고, 2. 成無性品

에서 成不思議品 까지 설명되고 있는 苦集滅道의 編知에 대해서

는 證(*Adhigama)에 대한 수행의 내용이라고 한다.
51

11) 攝勝決擇品 에서는 同品의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52
첫품에서(= 攝事品 )설명되고 있는 九事의 내용 중 수승한 것

을 결택(viniścaya)하여 먼저 10가지 相(1.數, 2.相, 3.差別, 4.有性, 5.處所, 6.

邊際, 7.生起, 8.想, 9.善巧, 10.攝等)
53
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뒷 부분에서는 九事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또 다시 (565a1

0ff부터) 결택하고 있다. 이 내용중에서는 攝事品 에는 없는 새로

운 이론들이 瑜伽論에서 인용되고 있다(例: 565a17-568a2).

Ⅲ. 맺는 말

이상과 같이 顯揚論의 品 구조는 歐陽竟無와 早島, 毛利가 주

장한 聞, 修, 思 또는 聞, 思, 修의 형태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11

品의 내용을 7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되어 있다고 본다. 이 중

“成”으로 시작되는 8개의 品은 저자가 成不思議品 끝부분에서 밝

히고 있는 바와 같이 成善巧品 은 敎에 대한 수행의 내용이고,

成無性品 부터 成不思議品 까지는 證에 대한 수행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敎와 證으로 분류된 品 중 證에 해당되는 第四

品 成無常品 부터 第十品 成不思議品 까지는 보살이 깨달음에 이

르기까지를 (=證得) 四諦(苦集滅道 = 有漏, 無漏)의 단계별로 설명이 전

50) 大正 vol.31, 545a13: 住正法者. 應善了達如是七種善巧之事.

51) 大正 vol.31, 564c14～16: …謂, 諸佛所說故, 及於四諦中遍知, 斷, 證, 修,

不相達故. 又略由二因故, 謂, 敎及證. 敎, 謂, 諸佛所說. 證, 謂, 遍知, 苦等.

52) 大正 vol.31, 564c18～19: 於九種事應以十相發起種種最勝決擇.

53) 大正 vol.31, 564c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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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고 있다.

品 구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攝事品 에서는 瑜伽行派의 사상에 입각하여 부처님의 말씀

을 九事로 모아 설명이 되고 있다.

(2) 攝淨義品 에서는 淨에 대한 의미를 4가지 상(最勝相, 自體相, 淸

淨相, 辯敎相)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다.

(3) 成善巧品 에서는 七種善巧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 여

기에서의 七種善巧는 방편적으로 속세의 중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많은 중생들이 外道에 의해 망상에 집착되고 있어서 七種善巧를

통해서 전도된 망상을 버리고 빨리 正法에 귀의할 것을 권하는 내

용으로 되어 있다.

(4) 成無常品 에서 成善巧品 까지는 無常, 苦, 空, 無我 (=人無我,

法無我)에 대해서 각 品에서 品名의 성격에 따라 설명이 되고 있다.

이 내용은 전체가 四諦 중 苦諦에 속하고 그리고 有漏의 성격을

갖고 있다.

(5) 成現觀品 과 成瑜伽品 에서는 見道位(darśanamārga)에서와

같이 四諦에 대해서 현관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兩

品은 有漏와 無漏의 성격을 갖고 있다.

(6) 成不思議品 에서는 思議를 방해하는 9가지 不可思議處에 대

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 보살은 수행을 장해하는 9가지 不可思議

處를 멀리하면, 그는 현관위의 단계에 이르게 되다. 이 단계는 곧

無漏의 상태와도 같다.

(7) 攝勝決擇品 에서는 첫 品에서 설명되고 있는 九事의 내용중

에서 수승한 부분을 결택하여 재검토하고 있다.

위의 品구조의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攝事品: 九事에 대한 설명

(大正 31, 502a7: 如是已說九事.)

2. 攝淨義品: 淨에 대한 의미 설명

(大正 31, 502a7: 淨義今當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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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成善巧品: 敎

(大正 31, 545a13～16: 住正法者.

應善了達如是七種善巧之事.)

4 成無常品:

成苦品: 有漏(=苦諦)

(大正 31, 489c29～490a1: 謂, 於有漏諦行之中,

成空品: 無常苦空離我思惟,… 그리고 大正 31, 548a1～2: 證

於苦諦遍知無常苦空無我, …)

成無性品:

5 成現觀品:

有漏(=苦, 集諦), 無漏(=滅, 道諦)

成瑜伽品: (大正 31, 560b5～9 참조)

6. 成不思議品: 無漏(=道諦)

(大正 31, 564b11～12:

…眞如及無漏性皆不可思議, …)

7. 攝勝決擇品: 九事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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