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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세친, 정토, 보살도, 정토장엄, 사지]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타방정토설과 대비할 수 있는 세친의 유심정토

관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심정토관은 정토를 타처에

서 찾기 보다는 일심 안에서 찾고자 한 것으로서 정토와 유식의 만남이

라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세친의 불국정토의 성립근거와 건립 원리를 살

펴보면, 타방정토설을 보이는 무량수경이 법장보살의 願行이라고 하

는 因의 청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세친은 극락정토라는 果의 청

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서 그 스스로 유식불교적 소견을 보인 것이

다. 세친이 자신의 정토론에서 29종의 정토 장엄을 내세우고 있는 것
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정토가 미망으로 오염된 중생을 구제하고자 건

립된 것이라 할 때, 세친의 정토 장엄의 성취는 보살도의 완성을 의미

한다. 따라서 29종의 장엄은 그 보살도의 완성, 10地의 완성인 대승의

깨달음 즉 네 가지 지혜의 구체적인 나타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를 근거로 해서 유식불교의 전의에 의해 얻어진 네 가지 지혜(四智)와

정토론의 29종의 정토 장엄간의 관련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 세친의 정토장엄은 보살도의 완성, 깨달음의 성취라는 유심

정토의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서언

대승불교의 용수와 제바는 空을 설했고, 무착과 세친은 有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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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상이 전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는 없다. 석존의 본의를 충실히 이어받아 반야 중관사상을 개현한

용수에 이어 유가유식 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두 사상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반야경의 깊은 밀의 즉 반야경 중에 깊이
숨겨져 있던 未了義(neyārtha)가 완전히 해명되어 나타난 것이 
해심밀경의 교의라는 것이 그 실마리가 된다. 지나친 주장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러모로 유식사상은 반야 중관사상에 바탕을 두

고 있다고 볼 수 있다.1) 특히 유식론자인 세친은 용수가 십주비
파사론에서 보여준 정토에 대한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무량수
경을 주석해 정토사상의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2)

후에 세친의 정토론3)을 주해했던 정토론주를 쓴 담란 역시
그 주석의 기반을 용수의 공사상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정

토사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친의 정토론과 관련된 연구는 유
식론자인 세친의 시각보다는 주로 중국의 담란의 시각을 통해서

연구되어 왔다. 담란이 그랬던 것처럼 공관적 시각이 드러나 있

다.

여기서 눈을 돌려 유식론자인 세친이 정토론을 통해 정토사
상의 체계를 완성한 것이 확실하다면 비록 그가 용수의 정토 해

1) 橫山紘一은 반야와 중관은 유식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다. 반야의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진수이며, 유식사상은 골격이다.

유식사상이 새롭게 출현한 이유를 첫째, 무자성공이라는 어휘에 구애되어

반야사상을 허무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며, 둘째,

요가실천에서 ‘識’을 중시하고 실천에 의해 얻어진 진리체험이 첫째를

뒷받침 해주었다고 한다. 橫山紘一(1979) p.251.

2) 山口益(1976) p.70.

3) 淨土論은 세친이 무량수경에 주석을 붙여 정토사상을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論의 원명은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인데
일반적으로 정토론․왕생론이라 한다.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정토론이라 한다. 정토론은 菩提流支가 번역한 것이 있으며, 현재
산스크리트 본과 티벳역은 산실되어 없지만, 이 책이 세친의 저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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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자신의 유식불교적 견해

를 버리지 않고 정토사상 체계를 해석 정립시켰을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담란의 공관적 시각에 한정

해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정토사상에 접근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토와 유식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해석은 충

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전통적인 정토사상의 타방정토설과 대비할

수 있는 세친 만의 정토관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세친 스스로 극

락세계가 십만 억을 지나 타방 어느 곳에 있는 것은 보살 수행의

十地를 설하기 위한 것4)이라고 하고 있듯이, 그의 생각은 십만 억

지난 국토란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수행과정에 있는 십지 수행

보살의 마음수행의 성장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고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정토론에는 정토와 관련된 서술 중에 공
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문구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

명한다.

유식불교의 ‘일체 중생과 세간 - 나와 이 세계는 모두 唯識所變’

이라는 명제에 이어 “일체의 事는 밖의 緣에 의해서 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6)는 세친의 견

해에 따르면, 그의 정토관은 삼계를 벗어난 他方淨土보다는 범부

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唯心淨土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토를

타처에서 찾기 보다는 一心 안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서 淨土에

대한 唯識불교적 해석이 가능하다.

본고는 이러한 세친의 유식불교의 관점에서 정토사상 체계를

재검토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내용적으로는 정토사상과 유식

불교의 구경의 문제 즉 진리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세친

의 불국 정토의 성립근거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로는 유식불교의 보살도 10地의 완성인 전의, 4智와 정토론에서
4) 十地經論(T. 26) p.124 : 定計十億國土 爲說十地故.
5) 허성렬(1978) p.122 참조.

6) 攝大乘論釋(T. 31) p.26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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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29종의 정토장엄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불국토의 성립근거와 그 원리

정토사상에 접근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는 불국정토가 어

떤 곳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그 곳에 왕생하는가? 두 가지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불국정토의 전형을 보여주는 무량수경
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무량수경에서 정토를 ‘극락(sukhāvatī,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정토를 종교적 이상으로 당연시 할

수는 없다. 먼저 그에 합당한 정토의 성립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

근거는 극락정토가 ‘淸淨’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무량수경
에서 48대원으로 대표되는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법장보살의 원

심이 청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취된 극락도 청정하다는7) 것

이 정토성립의 일차적인 근거가 된다. 청정한 因行에 따른 結果

역시 청정하다는 논리적 연속성에 근거하고 있다.

세친은 청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토의 구성과 관련해 정토론
에서 무착이 제시한 18圓淨說8)을 대폭 확대하여 29종으로 대표되

7) 담란은 “이 삼종의 장엄성취는 본래 48원 등의 청정원심을 장엄하신 것에

의함이니 인(因)이 청정함으로 과(果)가 청정하다. 인이 없는 과는 없음을

알라”하여 극락과 정토를 일치시켜 확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淨土論註
권하(T. 40) p.841b : 應知此三種莊嚴成就由本四十八願等清淨願心之所莊嚴

因淨故果淨 非無因他因有也.

8) 무착은 攝大乘論(往 8, 109)에서 제불의 정토라면 어떤 정토든 반드시
18종의 청정공덕이 구족원만해야 한다고 하였다. 色相圓淨․形貌圓淨․

量圓淨․處圓淨․因圓淨․果圓淨․主圓淨․助圓淨․春屬圓淨․持圓淨․業圓

淨․利益圓淨․無怖畏圓淨․住處圓淨․路圓淨․乘圓淨․門圓淨․衣圓淨

등으로서 연기법의 세계를 정토로 하고 이것을 18종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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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종의 國土 장엄, 8종의 佛 장엄, 4종의 菩薩 장엄의 세 종류

의 장엄을 제시하였다. 세친은 이들에 대해 법장보살의 원심이 장

엄한 것이라 하여 무량수경의 본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만
무량수경은 법장보살의 원행이라고 하는 因의 청정을 주로 설

하고 있는 반면 세친은 정토론에서 극락이라는 果의 청정함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곧 정토의 성립의 근거는 청

정성에 있다.

장엄한 불국토의 공덕성취를 관찰하는 것과 장엄한 불공덕성취와

장엄한 보살의 공덕성취 등 이 세 가지 성취를 설한 것은, 마땅히 원

심의 장엄임을 알아라.9)

이렇게 세친은 청정한 원심과 그 원심의 정화의 힘에 의해서

성취한 장엄을 정토성립의 합리적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세친

은 이러한 청정성에 한층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친은 어

떤 의미로 果의 청정을 예시하는 29종의 장엄을 내세웠을까? 이

새로운 물음은 정토 건립의 원리라는 대답으로 가능하다.

먼저 정토론에서 제시된 부분을 보자면 이렇다.

일법구란 이른바 청정구이다. 청정구는 진실한 지혜인 무위법신이

기 때문이다.10)

이 간결한 구절을 통해 세친은 29종의 정토 장엄을 일법구[진

9) 淨土論(T. 26) p.232b : 又向說觀察佛國土功德莊嚴成就 佛功德莊嚴成就
菩薩功德成就 此三種成就願心莊嚴.

10) 淨土論(T. 26) p.232b : 一法句者 謂清淨句 清淨句者
謂真實智慧無為法身故. 담란은 이를 보다 상세히 주해하고 있다. “일법구는

소위 청정구(淸淨句)다. 청정구는 소위

진실지혜무위법신(眞實智慧無爲法身)인 까닭이다. 이 세 가지 말은 서로

상입한다.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법이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청정인

까닭이다. 어떤 생각으로 청정이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진실․지혜․무위

법신인 까닭이다.”(淨土論註(T. 40) p.8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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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세계] 즉 眞如의 등류로 말하고 있다. 일법구와 청정구, 진실

한 지혜 무위법신 세 가지 술어 모두를 하나의 진리 속에 포섭하

고 있다. 그 근거는 정토의 여러 장엄은 하나의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법구, 청정구, 진실한 지혜는 서로 상입상즉

한다.

여기서 일법구의 體를 이루는 두 가지 중심핵 진실한 지혜와

무위법신의 의미를 밝혀보기로 한다. 앞의 구절을 상세히 주해한

담란의 설명을 보면 이해가 보다 분명해진다.

진실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지혜이다. 실상무상이기 때문에

진실한 지혜(眞知)는 무지(無知)다. 무위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신

(法性身)이다. 법성적멸(法性寂滅)이기 때문에 법신은 무상(無相)이다.

무상(無相)이기 때문에 능히 상(相)되지 않음이 없다. 이 때문에 상호

장엄(相好莊嚴) 즉 법신이다. 무지(無知)이기 때문에 능히 알지 못함이

없고, 이 때문에 일체종지 진실 지혜다.11)

먼저 일법구의 體를 이루는 첫 번째 진실한 지혜라고 하는 것

은 무엇일까? 담란이 풀이하듯이 진실한 지혜는 實相을 증득한

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득된 실상은 모든 상을 떠난 無相이다.

또한 無知다. 무상이 실상의 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한 지혜[眞

知]이다. 그러나 이 지혜는 스스로 無이면서 그대로 아는 知이기

도 하다. 그것은 일체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지혜로서 일체종

지이다. 이 無知의 지혜는 일체종지와 하나인 지혜이며, 또한 이

무위무지의 덕을 갖춘 몸이 법신이다. 세친이 제시한 29종의 장엄

의 세계는 진실한 지혜의 세계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진실한 지혜에 이어 무위법신은 무엇일까? 법성신이다.

그것은 제법의 본체를 여실히 현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법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眞如이다. 그것은 항상 스스로 적멸하고 생도

11) 淨土論註(T. 40) p.841b : 真實智慧者實相智慧也 實相無相故真智無知也
無為法身者法性身也 法性寂滅故法身無相也 無相故能無不相

是故相好莊嚴即法身也 無知故能無不知是故一切種智即真實智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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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멸도 없는 無 그 자체이다. 어떠한 상도 취할 필요가 없기에

無相이라고 할 수 있다. 色相이 없는 무위법신은 상호장엄과 하나

인 법신이다. 이렇게 무위법신은 적멸의 無相이지만 그것이 활동

할 때는 어떠한 상도 자유로이 취한다. 규정된 相이 없으므로 여

러 가지 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세친이 보여주는 29종의 상

호장엄 모두가 無相의 法身임을 보이는 증거이다. 곧 진실 그대로

의 적정의 절대무 그대로의 정토가 건립되어 있는 것이다. 무상의

상이 불국정토다. 상호장엄이 곧 법신이다.12)

이상으로 청정구 그리고 진실한 지혜와 무위법신은 정토의 장

엄으로서 일법구의 性에 攝收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물

과 파도’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장엄의 파도를 온

전히 하여 일심진여의 물에 거두어들인 것을 일법구라 하고, 그

청정이 現象으로 나타난 것이 정토의 장엄이다.

이와 같이 적정무상의 법성법신은 상호장엄의 방편법신인 동시

에 방편법신은 곧 법성법신이다. 법성법신은 방편법신 없이는 현

현할 수가 없다. 법성법신은 구체적으로 방편법신으로만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설사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분리할 수 없

다. 智悲不二, 性便不二인 것이다. 이들 두 법신은 다르면서도 나눌

수 없고 하나이면서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정토의 주장엄인 아미

타여래도 법성법신의 성(性)을 온전히 한 방편법신이며, 정토의

장엄도 일법구의 약(略)을 온전히 하여 29종의 장엄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일법구는 29종의 장엄에 의해서 나타나고 29종의 장엄은

일법구에 略에 收入되는 것이다. 색상(色相)이 없는 무위법신은 상

호장엄과 하나인 법신인 것이다.13)

이와 같이 세친은 정토의 성립의 근거를 법장보살의 원심의 청

정에서 찾았고, 일법구와 청정구와 진실지혜무위법신의 세 가지가

서로 상입하는 것으로 삼아서 정토건립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12) 정태혁(2001) pp.159-160참조.

13) 정태혁(2001) p.158. : 此三種成就願心莊嚴 略說入一法句故 一法句者

謂清淨句 清淨句者 謂真實智慧無為法身故 淨土論(T. 26) p.2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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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정국토와 중생구제

여기서 시선을 돌려 세친이 29종의 장엄을 예시한 또 다른 근

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 청정구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라.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하

면, 하나는 기세간청정이요, 둘째는 중생세간청정이다. 기세간청정이

란, 앞에서 17종의 장엄한 불국토의 공덕성취를 설한 것과 같은 것이

니, 이것을 기세간청정이라고 한다. 중생세간청정이란, 앞에서 8종의

장엄한 부처의 공덕성취와, 4종의 장엄한 보살의 공덕성취를 설한 것

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중생세간청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법구

는 두 가지 청정을 포섭하는 것을 마땅히 알아라.14)

이 글에서 세친은 다시 이 청정을 17종의 기세간청정과 12종의

중생세간청정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친이

이런 구분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세친이 29종의 장엄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이 될 것이다. 담

란은 세친의 첫째 국토 장엄인 청정공덕성취를 주석하면서 앞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잠시 담란의 설명을 빌어보자.

불이 인행시에 장엄청정공덕을 일으키신 이유는 삼계를 보니 거짓

된 모습이고, 변하는 모습이며, 끝없이 미혹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마

치 자벌레가 순환하는 것과 같고, 누에고치가 스스로 속박되어 있는

것과 같다. 중생들이 이 삼계에 속박되어 있고, 전도되어 깨끗하지 못

14) 淨土論(T. 26) p.232b. : 此清淨有二種應知 何等二種 一者器世間清淨
二者衆生世間清淨 器世間清淨者 向說十七種佛國土功德莊嚴成就

是名器世間清淨 衆生世間清淨者 如向說八種佛功德莊嚴成就

四種菩薩功德莊嚴成就 是名衆生世間清淨 如是一法句 攝二種清淨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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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슬프다. 중생이 거짓되지 않은 곳, 윤회하지 않는 곳, 끝없는

미혹이 없는 곳에 있어 필경에는 안락과 크게 청정한 곳을 얻게 하고

자 하기 때문에 청정장엄을 일으킨 것이다.15)

삼계가 전도하여 부정한 곳에 사는 중생에게 그곳을 피하는 곳,

거짓되지 않은 곳, 윤회하지 않는 곳, 미혹이 없는 곳, 안락과 청

정한 곳을 얻게 하고자 정토를 건립한 것이다. 이것은 곧 유마경
에서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실로 그 마음을 청정하

게 하라. 그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 곧 불국토도 청정하다.”16)고

하듯이 중생으로 하여금 染心에서 벗어나 淸淨心의 획득을 돕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 청정을 제시한 이유가 된다.

이 두 가지 청정은 각각 불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게 한

다. 우선 지혜 곧 무분별지의 성취는 고뇌의 생사를 초탈한 것이

다. 하지만 그 무분별지에는 청정세간지가 생사에 침윤하여 일체

중생의 고뇌의 문제에 대처한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초탈무

공의 대상에 낙착하는 동시에 생사 잡염의 세계에 회입하는 것이

다. 이렇게 청정세간지는 무분별지를 근본으로 세간을 청정화하기

위해 생사의 세계에 개입한다. 세간을 청정화 한다. 이것이 대비

행이다. 보살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사에 거주하며, 자비

가 있기 때문에 열반에 거주한다”고 하듯이, 무분별지→청정세간

지로의 두 가지 智가 함께 운행될 때, 무주처열반17)의 보살행이

15) 본문 번역은 이태원의 번역을 따른다. 이태원(2003) p.91 참조.

淨土論住(T. 40) p.828a : 佛本所以起此莊嚴清淨功德者 見三界 是虛偽相
是輪轉相 是無窮相 如蚇(尺音) 蠖(屈伸蟲。一郭反) 循環 如蠶(才含反)

繭(蠶衣。公殄反) 自縛 哀哉眾生締(結不解 帝音)此三界 顛倒不淨

欲置眾生於不虛偽處 於不輪轉處 於不無窮處 得畢竟安樂大清淨處

是故起此清淨莊嚴功德也.

16) 강동균(2002) p.21. 재인용

17) 成唯識論에서는 네 가지 열반을 다루는데 그 중 무주처열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무주처열반은 진여가 소지장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대자비와 지혜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고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함을 미래시간이 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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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청정한 정토는 중생의 세계와 아무런 관련도 없

이 오로지 초연하게 고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

적으로 중생의 미망의 세계에서 미혹과 業과 苦를 거두는 구제작

용을 갖는 세계이다. 미망으로 인한 오염된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

청정의 세계에 안주하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건립된 것이다.18)

Ⅳ. 전의와 정토

유식불교의 목적이 요가(yoga, 瑜伽)행 통해서 자기를 변혁하

고,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에 있다

면, 그것은 정토건립의 이유로 삼았던 염심에서 벗어나 청정성 획

득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식불교의 이런 목적은 성유
식론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서를 짓는 목적은, 아법이공(我法二空)에 미혹한 사람으로 하

여금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두

가지 장애를 소멸하고자 한다. 아법(我法)에 집착하는 데서 두 가지 장

애가 생겨난다. 두 가지 공을 깨달으면 장애도 따라서 소멸한다. 장애

를 소멸하는 것은 두 가지 뛰어난 증과를 얻기 위함이다. 윤회의 삶을

계속하게 하는 번뇌장(煩惱藏)을 소멸함으로써 참다운 해탈을 증득한

다. 지혜를 막는 소지장(所知藏)을 소멸함으로써 대보리를 얻는다.19)

행하면서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름 한다.(無住處涅槃

謂即真如出所知障 大悲般若常所輔翼

由斯不住生死涅槃利樂有情窮未來際用而常寂故名涅槃)”(成唯識論 10권(T.
31) p.55b.)

18) 강동균(2002) p.18.

19) 成唯識論 1권(T. 31) p.1a : 今造此論為於二空有迷謬者生正解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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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공[二空眞如]을 바르게 이해하고 먼저 번뇌장을 끊으면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고, 또한 소지장을 끊으면

보리를 얻어 붓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열반과 보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유식불교에서

는 10地의 수행단계에서 무분별지를 닦고 바라밀행을 실천함으로

써 존재의 절대적인 진실인 眞如(tathatā)를 덮고 있는 아뢰야식

속의 번뇌장과 소지장의 추중을 끊음으로서 성취할 수 있다. 이것

은 오염에서 청정으로의 轉依(āśraya paravṛtti)를 말한다.

전의는 자기 존재의 基體(의타기=팔식)를 허망한 상태(변계소

집)에서 완성적 상태 진실한 상태(원성실성)로의 질적으로 변혁시

키는 과정을 의미한다.20) 또한 전의는 자기 안에 잠재해 있는 악

이 근본적으로 청정해져서 신체도 마음도, 또한 자기를 둘러싼 환

경까지도 완전히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전의는

‘일체의 정화’, ‘전 우주의 청정화’라고 할 수 있다.21) 이것을 무착

이 대승아비달마집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心轉依에 맞춰 해석하

자면 마음을 덮고 있는 오염이 제거되어 마음의 본성이 밝게 나

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의 본성인 진여로 되돌아가는 것

生解為斷二重障故 由我法執二障具生 若證二空彼障隨斷 斷障為得二勝果故

由斷續生煩惱障故證真解脫 由斷礙解所知障故得大菩提.

20) 成唯識論에서는 열반과 보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두 가지 추중(잠재적인 악)을 끊으면 곧 광대한 전의를 증득하게

된다. 依는 所依로서 의타기를 말한다. 이것은 染淨法의 소의이다. 염은

허망한 변계소집이고, 정은 진실한 원성실성이다. 轉은 두 가지를

버리고(轉捨) 얻는 것(轉得)이다. 여러 무분별지를 닦아서 本識에 있는 두

가지 장애의 추중(번뇌장, 소지장)을 끊었으므로 의타기 위의 변계소집을

소멸한다. 또한 의타기 안에 원성실성을 증득한다. 번뇌장을 전환하여

대열반을 얻고, 소지장을 전환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증득한다. 유정은

이와 같은 두 가지 轉依(āśraya paravṛtti)를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식이 성립한다.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전의가 증득하는가? 십지에서 열

가지 뛰어난 행을 닦고, 열 가지 번뇌를 끊고, 열 가지 진여를

증득함으로써 이다.” 成唯識論제9권(T. 31) p.51a, ; 橫山紘一(1979)
pp.214-229 참조.

21) 橫山紘一(1979)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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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염된 진여가 청정한 진여로 변모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

은 한 점 티끌도 없는 청정한 세계(極淸淨世界)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22)

그렇다면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는 것 내지는 전의 결과에 대해

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친은 유식삼십송 제29송에서
오염으로부터 청정, 분별에서 무분별로의 전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얻는 바가 없고, 사량 분별할 수 없으며, 이는 출세간의 지혜이다.

두 가지 유루종자[麤重]를 버림으로써 문득 전의를 증득하도다.(제 29

송)23)

세친은 이 게송에서 주객의 분별을 제거함으로써 識의 대전환

이 성취되는 전의를 출세간의 지혜로 해석하고 있다. 전의를 통해

서 얻게 되는 여러 결과 중에서 참다운 실재를 깨달아서 지혜와

그 작용을 얻는다고 한다.24) 이런 전의의 결과를 성유식론에서
는 대열반과 대보리로 나누어 설명하는데25) 전자는 청정법계, 후

자는 네 가지 지혜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八識을 질적으로 변화

시켜서 얻어지는 네 가지 지혜로의 전의를 보여주는 것이다.26)

22) 橫山紘一(1979) p. 234.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진여가 현성하는 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마음이 진여로 변모하는 것이다.

23) 無得不思義 是出世間智 捨二麤重故 便證得轉依. 서광(2003) p.270. "이것이

무심이고, 무득(無得)이다. 그리고 그것이 출세간의 지(智)이며,

소의(所依)의 전(轉)이다. 두 가지의 추중(麤重)을 버렸기

때문이다."(acitto’nupalambho’sau jñānaṃ lokottaraṃ ca tat /āśrayasya

parāvṛttirdvidhā dauṣṭhulyahānitaḥ //29//)

24) 전의로 얻게 되는 것 4 가지를 보면, 1)자기와 우주가 청정하게 된다. 2)

신체와 정신이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 3)자기 내면에서

최고의 참다운 실재가 현현하는 것, 4)참다운 실재를 깨달아서 지혜와 그

작용을 얻는 것 등이 있다. 橫山紘一(1979) p.239.

25) 成唯識論 제9권(T. 31) p.51a
26) 이 네 가지 지혜는 근본 무분별지(아공과 법공)를 거친 다음의 지혜인

까닭에 後得智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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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적으로 세친이 설하는 29종의 정토 장엄은 여래의 내

식(內識)에서 변해 나타난 것으로서 청정하고 자재로운 유식지(唯

識智)를 체(體)로 삼고 있다는 주장27)을 통해 유식불교의 佛智에

해당하는 대보리의 네 가지 지혜와 일법구요 청정구인 29종의 장

엄을 대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29종의 장엄은 대승의

증오의 구체적인 나타남이라는 입장에서 네 가지 지혜와 3종의

장엄을 대비해 볼 수 있다.

成所作智(전오식의 轉依態) 4종 보살장엄공덕

能智 妙觀察智(의식의 전의태) 중생세간청정
세

간

적

실

용

平等性智(오염의의 전의태) 8종 불장엄공덕 (정보)

所智 大圓鏡智(아뢰야식의 전의태) 17종 국토장엄공덕 기세간청정

청정․정토 (의보)

위의 도표는 識이 전의된 智에 있어서 능소의 세간적 실용이라

고 하는데 착안해서 4智와 29종 장엄공덕의 세계를 표로 대비해

본 것이다. 4智와 29종의 장엄성취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1. 대원경지와 국토장엄

8식인 아뢰야식이 전환하면 거울과 같은 지혜 大圓鏡智(mahā-

ādarśajñāna)가 된다. 아뢰야식이 모든 오염(추중)이 제거되어 근

27) 장휘옥은 세친의 정토관련 설은 용수의 현생불퇴(現生不退)의 설보다는

훨씬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세친의 정토관련 주장은 매우

유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휘옥(1996)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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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거울처럼 된 상태이다.

깨끗한 거울에는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

주의 삼라만상을 비추어 낸다. 곧 주체와 객체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아는 원만한 지혜가

대원경지이다. 자기와 진여법계가 하나로 된 지혜이다.28) 이 대원

경지의 본성을 간추리면 이렇다.

① 대원경지는 不動을 본성으로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단하게 기

동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② 거울 위에 비치는 영상에는 ‘자기, 이기심’이 없다.

③ 거울 위에 영상이 비추어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정되지 않

는다. 또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다.

④ 번뇌장과 소지장의 단절이다.29)

②와 ③은 아집 아소집이 다시는 움틀 가능성이 없는 원성실성

의 상태를 나타낸다. 아집 아소집의 가능태가 없다는 것은 범부가

일으키는 능소분별이 없음을 말한다. 聖位의 智이다. 따라서 대원

경지는 무분별지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④에 있

어서 번뇌와 소지의 단절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세친은 정토론
에서 불국토의 공덕성취로서 17종의 장엄(vyūha)이 원만성취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원경지는 번뇌장과 소지장이 단절된 무

주처열반의 영역이며, 그 무주처열반 세계를 나타내 보인 것이 17

종의 불국토 장엄성취30)이다. 또한 부처의 지혜인 진실한 세계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원경지를 가시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세

28) 橫山紘一(1979) p.242.

29) 山口益(1976) p.86 참조.

30) 淨土論(T. 26) p.231c : 有十七種事應知 何者十七 一者清淨功德成就
二者量功德成就 三者性功德成就 四者形相功德成就 五者種種事功德成就

六者妙色功德成就 七者觸功德成就 八者莊嚴功德成就 九者雨功德成就

十者光明功德成就 十一者聲功德成就 十二者主功德成就 十三者眷屬功德成就

十四者受用功德成就 十五者無諸難功德成就 十六者大義門功德成就

十七者一切所求功德成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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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정토론에서 “저 무량수불국토의 장엄은 제일의제의 묘경

계상이니, 16구와 1구로써 차제로 설한 것과 같음을 알아라.”31)

하듯이 第一義諦의 묘한 세계의 모습이 곧 무량수불국토의 장엄공

덕인 것이다. 또한 불국정토는 본래 無生의 生이라는 근본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삼계를 넘어선 세계로서 무한량이

다.32)

이렇듯 대원경지와 대비되는 불국정토의 본성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실례를 정토론에서 찾아본다. 앞에서 정토의 體를 표시하

는 제1장엄공덕인 ‘청정’공덕성취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다. 제2장엄

공덕은 量을 장엄한 공덕성취이다. 게송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구경은 허공과 같이 광대하여 끝이 없네(究竟如虛空 廣大無邊際)33)

공간적으로 “허공과 같이 광대하여 끝이 없다”는 것은 무한량

을 보인 것이다. 욕계 와 색계 무색계의 세계는 양에 있어서 무한

량이 있을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반면 양의 공덕이 성취된 안락정

토는 무한량의 공덕이 있다. 본래 불국토는 넓은 곳이므로 그 곳

에는 마음대로 궁정과 누각을 건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체중생이

왕생하더라도 협소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한량없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34)

또 다른 제 3의 性공덕성취를 주목해 보자.

장엄성공덕성취자 …… 정도의 대자비는 출세의 선근으로부터 생하

31) 淨土論(T. 26) p.232a : 彼無量壽佛土莊嚴 第一義諦妙境界
十六句及一句次第說 應知.

32) 정태혁(2001) p.132.

33) 淨土論(T. 26) p. 231c.
34) 담란은 보다 신중하게 해석하고 있다. 정토의 중생은 그와 같은

광대무변의 量 중에 거주하고 원이 광대해서 허공과 같이 한량이 없음을

설하면서, 안락국토의 量은 광대하여 중생의 心行의 量이 모두 성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정태혁(2001)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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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性功德成就者 …… 正道大慈悲出世善根生故)35)

삼계는 애욕의 세계이다. 이와 같은 오탁의 세계에 상대해서 정

토 즉 正道인 청정국토가 건립된 것이다. 이 정토는 법성에 수순

하여 중생이 그 正道의 세계에 태어나면 마치 여러 하천이 큰 바

다에 유입되면 모두 하나가 되듯이 모두 청정평등무위법신을 얻

는다. 이는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6 妙色공덕은 정토의 無垢의 光炎은 일체 광염을 초월하여

무명 없이 하는 활동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7 觸장엄성

취에서는 이렇게 불국토의 본성을 보이고 있다.

보배스런 성질의 공덕으로 된 풀은 유연하여 좌우로 흔들리고, 접

촉하는 사람은 수승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寶性功德草柔軟左右旋觸者生

勝樂)36)

정토에 있는 일체의 장엄은 ‘유연’하여 그것에 접촉하는 자는

수승한 즐거움[樂]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안락정

토의 칠보(七寶)로 이루어진 장엄은 모두 유연하여 눈으로 봐서

즐거운 것이다. 이러한 유연함은 부처의 자비심을 상징한다. 부드

러운 풀은 바람에 따라서 이리 저리로 움직이면서 바람에 몸을

실듯이, 그와 같이 인연에 따르고 중생의 기(機)에 따라서 순응하

는 것이다. 이런 정토의 유연한 보배에 접촉하면 법열(法悅)의 즐

거움을 얻을 수 있다.37) 그래서 정토의 보배로운 법성을 유연하다

고 비유한 것이다.38)

35) 淨土論(T. 26) p.231c.
36) 淨土論(T. 26) p.231c.
37) 정태혁(2001) pp.34-36.

38) 이밖에 제8에서 “여러 누각에서 시방을 관찰해도 걸림이

없고(宮殿諸樓閣 觀十方無碍)”(淨土論(T. 26) p.231c.)라는 게송이 있다.
이에 대해 담란은 논주에서 “정토에 있는 궁전 누각은 보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정토에 사는 보살의 마음에 따라서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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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불국토 장엄 17종 중에 총상으로 보이는 제1 淸淨

공덕성취에서는 삼계를 뛰어 넘은 불국토는 안락하고 청정한 곳

으로서 오염된 미혹의 세계와는 다른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 보임

으로서 아미타불의 불국토, 정토가 ‘청정의 근본’임을 예시하는 동

시에 초월적 지혜 내지는 깨달음의 세계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17종의 불국토 장엄공덕을 여기서 전부 살피지는 못했지만 일부

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불국토 장엄은 여래자신의 이익의 공덕

성취와 이타공덕성취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정으

로 대표되는 정토의 양상은 중생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객체적

형태로서 서술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불국토 장엄은 본원의 성취

라는 근원적인 양태로서 청정의 能의 측면을 나타낸 면도 있다.

따라서 염심에서 청정심으로, 분별에서 무분별로 그리고 중생구제

의 성취를 포함한 대원경지의 세간적 실용을 보여주는 것이 불국

토 장엄인 것이다.39)

2. 평등성지와 불장엄

제7 말라식이 전환하면 平等性智(samatā-jñāna)가 된다. 이는

평등성, 즉 진여를 증득하는 지혜로서 말라식이 지니고 있는 근원

적인 자아의식(분별심) 작용이 없어져서 자기와 남 모두를 평등하

게 보는 지혜이다. 일체 현상과 절대적 실재가 空함을 깨닫고 자

신과 모든 중생들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열반

과 생사가 평등해서 같은 것으로 본다. 평등성지는 청정의 세간적

장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엄함은 마치 거울과 같이 시방의 국토가

더럽고 깨끗한 모습을 나타내고 시방 국토의 인간이나 천인이 지은

선악의 인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 이것은 法性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주해하고 있다.(정태혁(2001). p.120.)

39) 山口益(1976)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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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의 能의 측면으로서 대원경지를 대상(所緣)으로 하는 2취를

버린 후득세간지이다. 곧 대자비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의 구제활

동으로 나아가는 세간지이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여 여러 가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40)

정토론에는 이런 평등의 성격을 보여주는 8종의 佛장엄41)이

있다. 그 중에서 제4를 주목해보자.

어떤 것이 장엄한 [불의] 心業의 공덕성취냐 하면, 게에서 말한 바,

지․수․화․풍․허공이 무분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무분별이란, 분

별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42)

담란은 이글에 대해서 “아미타불의 마음은 땅과 물과 불과 바

람과 허공과 같이 분별함이 없다고 한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을 분

별하지 않고 모두를 정토에 가도록 한다. 이와 같이 아미타불의

마음은 무분별심 그대로를 쓴다.”43)고 주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40) 橫山紘一(1979) p.242.

41) ⓛ 장엄좌(座)공덕성취: 아미타불이 앉아 있는 주위의 연화대가 미묘한

것. ② 장엄신업(身業)공덕성취: 아미타불의 신업에 미묘한

상호(相好)공덕이 있는 것. ③ 장엄구업(口業)공덕성취: 아미타불의

구업의 공덕에 있어서 불의 묘한 소리가 시방세계에 울려퍼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 ④ 장엄심업(心業)공덕성취:

아미타불이 평등무분별지를 가지고 그 심업을 장엄한 것. ⑤

장엄대중(大衆)공덕성취: 정토의 대중은 똑같이 불의 지혜청정의

바다로부터 나오며 순수하고 청정한 공덕이 있음. ⑥

장엄상수(上首)공덕성취: 정토의 최고자인 아미타불은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성중에게 공경을 받는 것. ⑦ 장엄주(主)공덕성취: 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이 정토의 대중에게 공경받는 것. ⑧

장엄불허작주지(不虛作住持)덕성취: 아미타불의 본원력은 허망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불을 행하는 자를 속히 정토의

보해(寶海)에 견불 성취하도록 하는 공덕이 있는 것. 淨土論(T. 26). p.
232a : 何等八種 一者座莊嚴 二者身莊嚴 三者口莊嚴 四者心莊嚴 五者衆莊嚴

六者上首莊嚴 七者主莊嚴. 八者不虛作住持莊嚴

42) 淨土論(T. 26). p. 232 a, 何者心莊嚴 偈言同地水火風虛空無分別故
無分別者 無分別心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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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성지와 대비되는 8종의 불장엄은 무분별심을 근간으로 한 평

등성의 요득이요 또한 無我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佛장엄 제8에는 ‘헛되지 않게 주지하는 장엄(不虛作住持莊嚴)’44)

이란 구절이 있다. ‘불허작’의 허(mṛṣa)는 ‘허망, 虛證’45)을 뜻한다.

아집 아소집을 지닌 분별희론을 떠난 무분별에 기초한 청정세간

지로서의 평등성지를 나타낸다. 평등성지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

분이다.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하니 만나는 사람마다 헛되이 지나지 않고”

(觀佛本願力 遇無空過者)46)

‘지나가는 자가 없다’는 것에서 불허작 주지하는 평등성지의 의

미가 잘 나타나 있다. 이어지는 “능히 속히 공덕대보해를 만족시

켜 주네(能令速滿足 功德大寶海)”47)라는 구절에 대해서 담란이 자

신의 주해에서 “적멸평등을 얻는다” “평등법신을 증득한다”고 해

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佛의 본원력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관

하는 자, 즉 범부중생의 희론을 적멸해서 공성진여를 증득케 하고

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평등성지의 실천이 완성

(구경)되고 필경평등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간략하게 불

장엄 제8구는 여래의 이타자리공덕장엄의 순서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대원경지와 불국토 장엄과는 달리 이 불장엄

은 청정의 주체적 측면으로서 중생세간청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8종의 불장엄은 대체로 평등성지

의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정태혁(2001) p.139.

44) 淨土論(T. 26). p.232a
45) ‘불허작의 주지’라는 것의 주지(adhiṣṭhāna)의 뜻은 誓라는 의미를

지닌다. 함께 神力이라는 의미도 있다.

46) 淨土論(T. 26). p.231a
47) 淨土論(T. 26). p.2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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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관찰지․성소작지와 보살장엄

제 6식 意識은 소취를 식별하는 것으로서 오염의를 소의로 하

기 때문에 色 등의 대상을 본래 실체적 존재가 아닌 것을 실체로

집착하는 法執을 짓는다. 법집으로 제한받는 의식의 전의태가 묘

관찰지(pratyavekṣāna-jñāna)이다. 묘관찰지는 모든 현상과 존재

들의 자체(自相)와 보편적인 특질(空相), 즉 차이점과 공통점을 있

는 그대로 정확히 꿰뚫어 통찰하는 지혜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

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후득지이다. 설법하는 것도 이 지

혜이다. 여래의 광명무량, 수명무량이라는 것의 완성태를 智의 형

태로 말할 때 이것을 묘관찰지라 한다. 이러한 묘관찰지는 무애한

업이 보다 구체적인 智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48) 설법집회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고 법의 단비를 내려서 모든 의혹을 끊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49)

한편 성소작지는 감각지인 前五識의 전의태이다. 해야 할 일을

마치는 지혜(kṛtyānuṣṭhāna-jñāna)이다. 부처의 本務를 다하는 것

이 智의 형태로 표시된 것이다. 부처의 본무는 우리의 감각세계에

서 실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成所作智는 시방 일체의 세

계에서 몸과 생각과 입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작용한다. 결국 전5식이 전환된 성

소작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변화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변화신으로 모습을 바꾸어 중생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

는 아미타불의 본원에 필적할만한 작용인 것이다.50)

이렇게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각각 의식과 전오식의 전의태이

지만 전의 이전에는 모두 요별의식이다. 이런 요별의식의 전의를

정토론에서는 보살의 4종의 장엄을 통해 묘관찰지와 성소작지

48) 山口益(1976) p.99.

49) 橫山紘一(1979) p.242.

50) 竹村牧南(1985)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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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로 묶어 대비해 보여주고 있다. 세친은 이 두 요별의식 모

두가 염오의를 소의로 하는 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로 총괄

해 다룬 것 같다.

앞에서 평등성지가 불장엄의 주된 내용으로서 표현되었다면 묘

관찰지와 성소작지는 그 불장엄을 소의로 한 보살장엄의 징표로

요약된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같은 대승보살이 부처의 지

혜와 자비 양면을 중생계에 투여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같이

보살은 佛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정토론의 4종의 보살장엄51)을 살펴본다.
정토론 해의분 문장 처음에 “정토 보살의 4종의 正修行공덕

성취”를 관하라는 구절이 있다. 정토에 사는 보살은 그 공덕의 성

취함이 진실한 세계와 같아서 진여 그대로가 이루어져 있다. 진여

그대로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진여 그대로의 수행을 해야 한다.

진여 그대로 행한다고 함은 행함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행이다.52)

이를 세친은 정수행이라 한다. 또한 정수행은 여실수행과도 같은

뜻인데, 여실(yatha bhūta)이란 ‘연기의 도리에 적합한’이란 뜻이

며, 다른 말로 眞如라는 것이다. 그런 정수행은 부처를 이루는 행

이다. 부처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로서 보살이 올바

르게 수행하는 근본은 진여 그것이다. 따라서 네 가지 보살장엄을

행하면 보살의 올바른 수행이 되는 것이다.

세친이 제시하는 4종 보살장엄 중에 첫 번째에서

51) 보살장엄에는 네 종류가 있다. 명칭이 없었으나, 후대에 붙여진 이름을

들면 ⓛ 장엄부동이지(不動而至)공덕성취: 정토의 보살은 정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중생을 화익(化益)하게 하는 일.

②장엄일념변지(一念遍至)공덕성취: 정토의 보살이 일념이라고 하는 극히

짧은 시간에 빠짐없이 일체의 세계에 이르러 대중을 이익되게 하는 일.

③ 장엄무상공양(無相供養)공덕성취: 하늘의 꽃과 음악과 묘한 옷과

향기로 공양하고 모든 불의 공덕을 찬탄함에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일. ④ 장엄시법여래(示法如來)공덕성취: 보살이 부처가 없는

세계에 가서 불․법․승 삼보를 주지하고 불이 계심과 같이 불의 종자를

끊지 않도록 하는 일. 淨土論(T. 26). p.232 b.
52) 정태혁(2001)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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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락국은 청정하여 항상 무구륜을 굴린

다.53)

이글에서 안락국의 청정은 청정의 주체적 측면으로서 중생세간

청정을 나타낸다. 그 첫 작업인 ‘항상 무구륜을 굴린다’에서 ‘무구’

는 아집 아소집이 없는 무분별인 평등성지의 내용이다. 佛地인 八

地 이상에 이른 보살이 갖춘 공덕이다. 이미 알고 있듯이 부처의

세계에는 더러운 때가 없다. 그런데 팔지 보살은 삼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삼매력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능히 시방세계에 이르

러서 중생을 교화한다.54) 여기서 ‘항상 …… 굴린다’는 표현은 묘

관찰지 성소작지의 작용과 연관해 볼 수 있다. 안락국토라는 대원

경지를 근저로 해서 능동적으로 평등성지(무구)→묘관찰지→성소

작지(항상 …… 굴린다)로 이어서 나타나는 것에서 정수행의 의미

를 알 수 있다.

보살장엄 제2의 정수행은 중생에 응해서 나타나는 불의 응화신

이 일심일념으로 대광명을 방사해 시방세계에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설했다.

둘째는 저 응화신은 일체 시에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아서 일

심일념으로 대광명을 발하여 모두 능히 두루 시방세계에 이르러 중생

을 교화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행하여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앤

다.55)

이 글에서 부처의 응화신은 움직이지 않고 일체 처에 이르러

불사를 하는데, ‘일심일념으로 대광명을 방사한다’는 것은 佛智인

묘관찰지로서 지혜의 광명이 걸림 없이 일념일시에 두루 비춘다

53) 淨土論(T. 26). p.232b : 偈言安樂國清淨常轉無垢輪.
54) 정태혁(2001) p.152.

55) 淨土論(T. 26). p.232b : 二者彼應化身 一切時不前不後 一心一念放大光明
悉能遍至十方世界 教化衆生種種方便修行 所作滅除一切衆生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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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방세계에 이르러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묘관찰지의 무애

한 업과 성소작지가 하나 되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보

살의 공덕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불의 응화신의 대광명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

니, 제불을 받들어 공양하고 찬탄하는 것이 제3의 정수행이다. 제

불을 공양하고 찬탄한다는 것은 제불의 증오의 본질인 진여의 덕

을 찬탄하는 것이 된다. 또한 진여의 덕을 찬탄하는 것은 한계 없

는 진여의 덕에 귀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 3 정수행의 게의

본문은 이렇다.

저 일체 세계에서 남김없이 모든 부처님 회상을 비추니, 대중이 남

김없이 광대 무량하여 제불여래의 공덕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

는 것이다.56)

제불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유가 보인다. 그 답은 부처가 모든

중생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구제하기 때문이다. 무분별에 기

초한 佛의 평등성지가 보살행이다. 찬탄으로 진여의 공덕에 귀입

한다는 것은 보살수행의 상구보리의 덕을 말하는 것이다.57)

이상의 대원경지를 비롯한 네 가지 지혜는 붓다 곧 깨달은 자

의 지혜이다. 근원적인 대원경지의 기반 위에 다른 세 가지 지혜

가 활동한다. 그 활동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중생구제를 지향한다

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네 가지 지혜는 정지된 이론적인 지혜

가 아니라, 동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로서 각각 상응 대비되는 정
토론의 3종의 29장엄 역시 자기와 우주의 참다운 모습을 깨닫고
동시에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대자 대비한 실

천 활동임에 틀림없다.

56) 淨土論(T. 26) p.232b : 彼於一切世界無餘 照諸佛會大衆無餘
廣大無量供養恭敬讚歎諸佛如來.

57) 山口益(1976) pp.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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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전통적인 정토사상의 타방정토설과 대비할 수 있는

유식론자인 世親의 唯心정토관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특히 唯心정토관은 정토를 타처에서 찾기 보다는 一心 안에서

찾고자 한 것에서 淨土와 唯識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

케 한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세친의 정토론을 분석해 불국정토의 성립
근거와 건립 원리를 살펴보았다. 정토의 성립근거는 무량수경에
서 48대원으로 대표되는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법장보살의 원심

의 청정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청정한 因行[원심]에 따른 結

果[정토] 역시 청정하다는 논리적 연속성에 근거하고 있다. 타방

정토설을 보이는 무량수경이 법장보살의 원행이라고 하는 因의
청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세친은 극락정토라는 果의 청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서 그 스스로 유식적 소견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친이 자신의 정토론에서 29종의 정토 장엄을 내
세우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이어서 정토 건립의 원리라는 새로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세친

은 “일법구란 이른바 청정구이다. 청정구는 진실한 지혜인 무위법

신이기 때문이다.”란 구절을 통해 29종의 정토 장엄을 일법구(진

리의 세계) 즉 眞如의 등류로 말하고 있다. 곧 일법구와 청정구,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 세 가지 술어 모두를 하나의 진리 속에 포

섭함으로서 정토의 여러 장엄을 하나의 진리 그 자체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친은 청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적정무상의 법성법

신과 상호장엄의 방편법신의 양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곧 분

리할 수 없는 智悲不二, 性便不二의 관계는 정토를 적극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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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미망의 세계에서 미혹과 業과 苦를 거두는 구제작용을 갖는

세계로 각인시키고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정토가 미망으로 오염된 중생을 구제하고자 건립된 것

이라 할 때, 세친은 보살도의 8지에 도달하는 것을 원생행자가 청

정 불국토에 왕생하는 것으로 보고, 정토에서 왕생한 자가 체득한

덕상을 대승보살의 궁극적인 지위인 10지의 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세친이 정토의 성취를 보살도의 완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9종의 장엄은 그 보살

도의 완성, 대승의 증오 즉 10地의 완성 곧 전의로 얻어진 4智의

구체적인 나타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유식불교

의 4智와 29종의 정토 장엄간의 상관성 내지는 그 역할과 작용을

비교분석해 살펴 보고자 했다.

먼저 8식인 아뢰야식이 전환되어 거울과 같은 지혜(mahā-ādar

śajñāna)인 大圓鏡智의 특성을 17종의 불국토 장엄과 대비해 보았

다. 불국정토의 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실례 중 제2 장엄

공덕인 量 공덕성취를 통해 세친의 불국토는 욕계와 색계 무색계

의 세계를 넘어선 무한량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

본성의 17종의 불국토 장엄은 곧 佛智인 대원경지의 구체적인 나

타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은 8종의 佛장엄을 평등성지와 비교해 보았다. 대원경지를

대상(所緣)으로 하는 평등성지는 대자비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의

구제활동으로 나아가는 후득세간지이다. 평등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로 8종의 佛장엄 중 제4에서 “불의 心業이 분별심이 없는 것”으

로 묘사되고 있는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모든 중생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를 정토에 가도록 하는 아미타불의 마음은 무분별심 그

대로를 쓴다”는 것은 곧 평등성지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난 것임

에 틀림없다.

마지막 4종의 보살장엄을 묘관찰지와 성소작지에 대비해 보았

다. 대승보살이 佛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로 나타나

듯이 4종의 보살장엄은 부처를 이루는 행인 정수행의 면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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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곧 네 가지 보살장엄을 행하면 보살의 올바른 수행

이 되는 것이다. 세친이 제시하는 4종 보살장엄 중에 첫 번째에서

“항상 무구륜을 굴린다”에서 팔지 보살은 삼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삼매력으로 그 몸을 움직이지 않고 능히 시방세계에 이르러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는 것에서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작용과 연

관성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요가행으로 얻어진 네 가지 지혜를 불국토, 불, 보

살의 29종의 장엄과 관련시켜 대비해 본 결과는 세친의 정토 장

엄은 보살도의 완성, 깨달음의 성취라는 유심정토의 내용을 분명

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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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Study of Vasubandhu's Thought of Pure

Land in Treatise on Pure Land and Yogācāra

Joo, Myung Chul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looking into

Vasubandhu's thought of pure land[唯心淨土] of Yogācāra,

which can be compared with traditional theory of pure land.

His thought of pure land is trying to seek after pure land in

one mind, not in other place, allowing us to mak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joining of Buddhism of pure land and

Yogācāra.

As a first attempt, making an observation of

Vasubandhu's basis of realization and principles of formation

on the pure land of Buddha, Sukhāvatīvyūha-sūtra places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purity of cause of praṇidhāna of

Dhamākara(法藏) bodhisattva, while Vasubandhu mainly

focuses on the purity of effect of pure land. In this regard, it

is evident that he is on the side of Yogācāra. There is

another proof of his point of view in the theory of pure land,

consisting of 29 kinds of magnificence of pure land.

He has especially suggested 29 kinds of magnificence of

pure land and interpreted them as tathātā, and so forth. He

has also considered pure land as a realm where all mankind

can be saved from delusion and hardships.

When it comes to the notion that the pure land is

supposed to save ankind contaminated with delusion, the

fulfillment of the magnificence of pure land means the

completion of a religious truth of bodhisat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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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summarized that 29 kinds of

magnificence of pure land be materialized in four knowledge

such as the completion of a religious truth of bodhisattva

and the enlightenment of mahāyāna as the attainment of ten

bhumi. On the basis of this, we can look into the

interrelation between four knowledge by Yogācāra and 29

kinds of theory of pure land.

As a result, mahā-ādarśajñāna can be compared with 17

kinds of magnificence of pure land. 17 kinds of magnificence

are the realization of mahā-ādarśajñāna as Buddha's

knowledge. Next, 8 kinds of magnificence can be compared

with samata-jñāna. Lastly, 4 kinds of magnificence of

bodhisattva can be compared with pratyavekṣāna-jñāna and

kṛtyānuṣṭhāna-jñāna consecutively. Mahāyāna bodhisattva is

eager to carry out Buddha's teachings, while 4 kinds of

magnificence of bodhisattva show the real aspect of right

ascetic practices of Buddha.

In conclusion of comparing four knowledge with the

land of Buddha, the Buddha, and 29 kinds of magnificence

of bodhisattva,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Vasubandhu's

magnificence of pure land shows the contents of pure land

of Yogācāra, the completion of a religious truth of

bodhisattva and the attainment of enlightenment.

Key Words: Vasubandhu, path of bodhisattva, pure land,

magnificence of pure land, four knowledge by

yogA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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