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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함에 나타난 몸 관찰 수행방법의 순차성

강명희*1)

Ⅰ들어가는말. Ⅱ 몸 관찰의순차성. Ⅲ 나가는 말.

요약문 [주요어: 몸 관찰, 내신(內身), 계차별, 시신관찰, 중아함경]

아함을 위시한 초기불교의 수행법 내용의 특징 중 하나는 몸을 관찰

하는 身念處을 중심으로 기술된다는 점이다. 초기불교는 다양한 수행법

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부분은 몸을 위

주로 하는 수행방법이었으며, 이는 몸에 대한 관찰 방법이 정확해야만

다른 순차적인 수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초기경전에 나타난 몸 관찰 수행법은 몸의 내부를

관찰하는 內身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4界(또는 6界)와 外身의

시체관찰에 이르러야 완성됨을 밝히는 데에 있으며, 이는 훗날 발전된

5정심의 부정관수행법의 기본 모델이 됨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몸 관찰 방법론은 중아함에 2군데, 잡아함에 1군데,

증일아함에 1군데, 장아함에 1군데에서 언급하고 있고, 팔리문 대
념처경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경전에 나타난 내용
들은 내신관찰의 내용 부분에서 일치하고, 차제적인 수행방법 부분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대념처경은 중아함의 내용 보다는 오히려
증일아함의 내용과 흡사하게 기술되고, 각각 경전에 나타난 시신관찰
의 순차적 내용도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Ⅰ. 들어가는 말

아함을 위시한 초기경전은 4념처관 등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

는데, 그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 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법을 가

장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수행법을 설명하는 초기경전을 조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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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 어떤 수행방법보다도 구체적이고 체

계적이다. 몸 관찰의 수행법은 사념처 중 신념처의 관찰 방법으로

서 설명되고, 근문의 조절과 관련하여 설명되며1), 부정관의 일부

로서 설명되며2), 음욕으로 대표되는 여인에 대한 경계의 측면3)에

서 설명된다.

그 중 신념처의 일부로서 설해지는 몸 관찰의 방법은 단순한

몸의 각 부분의 관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방법적

인 순차성을 갖고 설명된다. 첫째, 내신의 각 기관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한다. 내신관찰에서는 여러 가지 몸의 기능과 장

기뿐만 아니라 배설물도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내신 관

찰 후에는 몸을 요소로써 관찰하는 계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셋째 계 관찰 후에는 외부에 버려진 시신의 여러 가지 상태

를 관찰한 다음, 자신의 몸과 빗대어 올라오는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고 한다.

초기불교에 나타나는 자신의 몸 내부를 관찰하는 내신관찰은

內 지계관찰로서 후대의 內身不淨觀으로 제시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계 관찰은 外 지계관찰로서 후대의 오정심관의 계차별

관의 초기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시신관찰은 外身不淨觀으

로 제시되고 9상관으로 정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초기경전에 나타난 신념처의 몸 관찰 형태의 전모가 드러나야

만 후대 대승과 중국불교에서 정형화되는 5정심관과 9상관 등의

소의가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신념처를 중심으로 하는 몸 관찰의 방법들이 후대 중국불교의

7賢수행의 근본 모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전반

적인 4념처관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4)만이 진행되었을 뿐, 부정관

1) 雜阿含經 35권(T 2, p.252b), 참조.
2) 長阿含經 12권(T 1, p.77b), 참조.
3) 본 논문에 인용된 잡아함경 43권의 내신관찰의 경문의 내용은 여인에
대한 음욕의 경계차원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4) 임승택(2004) ; 김준호(2008) ; 이은주(2011) ; 한자경(2008) ; 최봉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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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개과정 속에 포함된 몸 관찰의 연구는 미미한 상태였다.

그래서 본 논문은 초기불교에 나타난 몸 관찰의 기본 형태와

특징들을 밝혀, 후대의 수행법의 변형의 실마리를 밝혀내고자 하

며, 몸을 위주로 하는 수행 실참자들에게 몸 관찰의 순차적인 방

법들의 체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몸 관찰의 순차성

4부 아함 중에 長阿含經5)을 제외한 나머지 3부의 아함은 몸
관찰의 방법들을 같은 형식으로 기술한다. 3부 아함 중에서도 중
아함과 증일아함은 몸 관찰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가
면서 관찰해야 함을 기술하며, 잡아함은 순차성 보다는 內身을

중심으로 하는 몸 관찰의 방법들만 기술한다.

1. 內身觀察

아함의 몸 관찰의 방법은 內身의 관찰로부터 시작함의 특징을

보인다. 내신을 관찰하는 방법은 아함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 조준호(2002) ; 최은영(2007) ; 이은주(2010) ; 강신보(2004).

5) 열반에 이르는 一法으로 신념처를 언급하고(T 1, p.59b), 4법의 하나로

4념처의 신념처를 언급하고(T 1, p.59c), 세속적인 貪優를 버리는 방법으로

內身, 外身, 內外身을 관찰할 것을 언급하지만(T 1, p.13c, T 1, p.39a, T 1,

p.50c, T 1, p.53b, T 1, p.76b, T 1, p.85a), 구체적인 행법에 대해서는

1개소에서만 기술되고, 초선정과 연관된다고 기술하고 있다(T 1, p.77b).

장아함의 형식은 본 논문의 순차성과는 다른 형식이므로 인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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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몸 내부의 각각의 부위와 장기와 뼈와 살 등등을 구

체적으로 관찰할 것을 기술한다. 내신을 관찰하는 방법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는 중아함 20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비구는 몸의 집중에 대하여 수습해야 한다. 비구는 이 몸

을 따라가면 머무르면서 그 좋고 싫음에 따라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

지 갖가지 부정물 즉 이 몸은 머리카락, 터럭, 손톱, 이빨, 거칠고 미세

한 피부, 살가죽, 살, 힘줄, 뼈, 심장, 콩밭, 간장, 폐장, 대장, 소장, 지

라, 위장, 똥 덩어리, 뇌와 뇌의 뿌리, 눈물, 땀, 울음, 침, 고름, 피, 기

름, 골수, 입 밖으로 흐르는 침, 쓸개, 소변으로 꽉 차 있음을 관찰한

다.6)

몸을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몸의 내부의 장기 등등과 몸 밖으로

표출되는 32 가지의 부정물들을 관찰할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다. 이를 분석해 보면 주로 몸 밖의 딱딱한 성품인 地性에 해당하

는 머리카락, 터럭, 손톱, 이빨의 관찰을 제 1순위로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몸의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 힘줄, 뼈를 언급

하고, 다음으로 오장 육부를 언급하며, 다음으로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언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몸 관찰의 방법은 4부 아함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하

며7), 長阿含經만 제외하고, 위 경문의 기술방식과 일치한다. 중
아함 20권의 念身經 8) 내용은 중아함 24권의 大因經 9)의 기

술과 같고, 잡아함 43권의 내용과도 거의 흡사하다. 다만 잡아
함은 “이 몸은 발부터 정수리까지 뼈대와 두터운 살이 피부로

6) 中阿含經 20권(T 1, p.556a). “復次. 比丘修習念身. 比丘者. 此身隨住.
隨其好惡. 從頭至足. 觀見種種不淨充滿. 謂此身中有髮, 毛, 爪, 齒, 麁細薄膚,

皮, 肉, 筋, 骨, 心, 腎, 肝, 肺, 大腸, 小腸, 脾, 胃, 摶糞, 腦及腦根, 淚, 汗, 涕,

唾, 膿, 血, 肪, 髓, 涎, 膽, 小便.”

7) 中阿含經 24권(T 1, p.583b). 雜阿含經 43권(T 2, p.311a,b),
增一阿含經 5권(T 2, p.568a), 長阿含經 12권(T 1, p.77b).

8) MN. 119. Kāyagatāsati sutta에 해당한다.

9) DN. 15. Mahā-nidāna suttanta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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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여있고 갖가지 부정 즉 머리털, 몸 털, 손톱, 이빨, 몸의 때, 흐

르는 침, 피부, 살, 백골, 힘줄, 맥, 심장, 간장, 폐장, 위장, 신장, 창

자, 목구멍, 생장(소장), 숙장(대장), 종기, 눈물, 땀, 울음, 눈방울,

비계, 기름, 골수, 가래, 핏자국, 고름, 피, 뇌, 즙, 똥, 오줌이 속을

꽉 채우고 있음을 두루 두루 관찰해야 한다.”10)라고 하여 내신의

36 가지의 관찰만을 기술한다.

잡아함의 몸 관찰의 내용은 중아함의 기술과 거의 흡사하
며, 이러한 기술 형식은 대념처경과11), 증일아함12)에서도 나
타나고 있음을 볼 때, 위의 방식이 몸 관찰의 일반적인 형식이었

던 것 같다. 다만 증일아함은 “비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
에서 머리까지 그 성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몸을 관찰한다. 이

몸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깨끗하지 않아서 욕심낼 필요 없음을

관찰한다.”라고 하여, 몸의 작용의 현상을 따라가면서 관찰할 것

을 강조하고, 몸 관찰의 방법이 중아함 보다 다소 정리된 인상
을 준다.

다만 위 3부 아함의 다른 점은 중아함 20권과 24권은 몸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방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유가 첨가되고

있는 점이다. 농부가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갖가지 씨종자

들을 눈여겨보는 것과 같다13)고 하기 때문이다. 농부가 씨종자를

고르는 비유의 형식은 대념처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14)
다만 아함 간의 차이점은 잡아함 43권은 내신의 관찰만을 기

록하고, 내신 관찰 다음으로 연결되는 계관찰과 시신관찰에 대해

서는 기술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증일아함 5권은 몸 관찰을 내
신관찰로부터 계관찰과 시신관찰의 순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중
10) 雜阿含經 43권(T 2, p.311ab), 참조.
11) DN 2권, p.296, 참조.

12) 增一阿含經 5권(T 2, p.568a), 참조.
13) 中阿含經 20권(T 1, p.556a). “猶以器盛若干種子. 有目之士. 悉見分明.
謂稻, 粟種, 大麥, 小麥, 大小麻豆” ; 中阿含經 24권(T 1, 583b
“猶如器盛若干種子. 有目之士. 悉見分明.謂稻, 粟種ㅡ 蔓菁, 芥子.”

14) DN 2권, p.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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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함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 내신에 관한 중아함의 비유 형식
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신관찰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중아함 20권은 근심을 끊
고 선정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며, 이는 念身 즉 신념처를 수습한

것이라고 하고15), 잡아함 43권은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년
비구에게 법과 율을 잘 지키게 하고 계속 청정히 하게 한다고 하

고16), 증일아함 5권은 몸 관찰을 즐기면서 할 정도이면 악한 생
각들이 제거되고 감정적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한다.17) 대념처경
은 선정과 관계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몸의 內와 外와 內外의 세
부분에서 kāyānupassī(몸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것)을 중시하고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며18)또한

이 수행을 통하여 세간적인 것에 대한 무집착19)을 얻는다고 한다.

중아함 24권에서는 몸 관찰의 방법에 대하여 중아함 20권
과 같은 순서로 기술하고 있지만20),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르게

기술한다. 중아함 20권에서 몸 관찰의 결과로 선정을 언급했다
면, 중아함 24권은 知, 見, 明, 達이 있다고 하여, 제 2선정의 내
용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 界觀察

15) 中阿含經 20권(T 1, p.556a). “彼若如是在遠離獨住. 心無放逸. 修行精勤.
斷心諸患而得定心. 得定心已.則知上如真. 是謂比丘修習念身.”

16) 雜阿含經 43권(T 2, p.311b). “此因此緣故, 年少比丘於此法. 律, 出家未久,
安隱樂住, 乃至純一滿淨.”

17) 增一阿含經 5권(T 2, p.568a). “無可貪者. 如是. 諸比丘.
當觀身自娛樂.除去惡念. 無有愁憂.”

18) DN 2권, p.294. 참조.

19) DN 2권, p.294. 참조.

20) 中阿含經 24권(T 1, p.583b). “復次. 比丘觀身如身. 比丘者. 此身隨住.
隨其好惡. 從頭至足. 觀見種種不淨充滿. 我此身中有髮, 髦, 爪, 齒, 麁細薄膚,

皮, 肉, 筋, 骨, 心, 腎, 肝, 肺, 大腸, 小腸, 脾, 胃, 摶糞, 腦及腦根, 淚, 汗, 涕,

唾, 膿, 血, 肪, 髓, 涎, 膽, 小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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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함은 몸의 내신에 해당하는 몸의 각 부분과, 장기, 몸 밖으로

배출되는 부정물들을 관찰하고 나서, 다음으로 몸의 요소에 해당

하는 界에 대하여 관찰해야 한다고 하여 內 지계에 해당하는 내신

관찰 다음의 外 지계의 순차적인 관찰방법을 제시한다.

잡아함은 내신관찰만 기술하지만, 중아함 20권과, 중아함
24권과 증일아함 5권의 몸 관찰의 방법은 내신에 국한하지 않
는다. 상 2부의 아함에서는 내신 관찰 다음에 계 관찰을 해야 함

을 시설하기 때문이다. 두 아함의 경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비구는 몸에 집중하여 수습해야 한다. 비구는 몸의 여러

가지 요소[界]에 대하여 관찰해야 한다. 나의 이 몸속에는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가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마치 백정이 소를 잡

을 때, 거죽을 벗겨서 방바닥에 펼쳐놓고 여섯 가지로 갈라놓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는 여러 가지의 요소 즉 나의 이 몸속에 지계, 수

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를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그 몸

의 작용을 따라가며 곧 위와 같은 진실을 안다. 그가 만약 이렇듯 (속

세와) 멀리 떨어져 홀로 머물면서 마음에 방일함이 없이 부지런히 수

행하여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을 끊어서 선정의 마음을 얻고 선정의

마음을 얻고 나서 위와 같이 진실을 안다면 이를 비구가 몸에 집중하

여 수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21)

다시 비구는 몸에 집중하여 관찰해야 한다. 비구는 몸이 지성의 종

21) 中阿含經 20권(T 1, p.556ab). “復次. 比丘修習念身. 比丘者. 觀身諸界.
我此身中有地界, 水界, 火界, 風界, 空界, 識界. 猶如屠兒殺牛. 剝皮布於地上.

分作六段. 如是比丘觀身諸界. 我此身中.地界, 水界, 火界, 風界, 空界, 識界.

如是比丘隨其身行. 便知上如真. 彼若如是在遠離獨住. 心無放逸.修行精勤.

斷心諸患而得定心. 得定心已. 則知上如真.是謂比丘修習念身.” ; 中阿含經
24권(T 1, p.583b). “復次. 比丘觀身如身. 比丘者. 觀身諸界. 我此身中有地界,

水界, 火界, 風界, 空界, 識界, 猶如屠兒殺牛. 剝皮布於地上. 分作六段.

如是比丘觀身諸界. 我此身中.地界, 水界, 火界, 風界, 空界, 識界.

如是比丘觀內身如身. 觀外身如身. 立念在身. 有知有見. 有明有達.

是謂比丘觀身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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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지, 수성, 화성, 풍성의 종류인지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

는 이 몸을 관찰해야 한다. 다시 비구는 이 몸을 관찰하여 여러 요소

들을 관찰해야 한다. 이 몸은 네 가지 종류의 요소가 있어서 마치 소

를 능숙하게 잘 잡는 사람과 소 잡는 제자가 소의 뼈마디를 자르고 가

르고 나서 스스로 이것은 다리, 이것은 심장, 이것은 관절, 이것은 머

리라고 관찰하여 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저 비구는 이 요소들을

분별하여 스스로 이 몸에 있는 지, 수, 화, 풍의 종류들을 관찰한다. 이

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관찰하고 스스로 오락한다.22)

중아함 20권과 24권에서는 내신 관찰 다음으로 비구들은 몸
의 여러 요소인 계에 대하여 관찰해야 한다고 하고, 몸속의 지,

수, 화, 풍, 공, 식의 6界에 대하여 관찰해야 한다고 하고, 증일아
함 5권은 6계가 아닌 지, 수, 화, 풍의 4界에 대하여 관찰해야 한
다고 한다. 대념처경은 4界만을 언급하고23), 백정의 비유 형

식24)도 증일아함과 흡사하게 기술한다.
이러한 몸의 요소관찰은 대승과 아비달마에 이르면 界差別觀으

로 정형화되고25), 점차 중국불교에 이르면 五停心觀26)의 하나로

명명되지만27), 아함은 내신관찰 다음의 외 지계의 순차성으로 기

술할 뿐이다. 다시 말해 후대의 발달된 계차별관은 요소를 내와

22) 增一阿含經 5권(T 2, p.568ab). “復次. 比丘. 還觀此身有地種耶. 水, 火,
風種耶 .如是. 比丘觀此身. 復次. 比丘. 觀此身. 分別諸界. 此身有四種.

猶如巧能屠牛之士. 若屠牛弟子. 解牛節. 解而自觀見此是脚. 此是心. 此是節.

此是頭. 如是. 彼比丘分別此界. 而自觀察此身有地, 水, 火, 風種.如是.

比丘觀身而自娛樂.”

23) DN 2권, p.294. 참조.

24) DN 2권, p.294. 참조.

25) 大般若波羅蜜多經 331경(T 6, p.696a). ; 阿毘達磨大毘婆沙論 40권(T
27, p.205a).

26) 五停心觀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용례는 智顗의 문헌에서 보인다.

27) 智顗는 7현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고, 하나는 소승의 5정심관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대승의 초발심인과 유상을 행하는 사람과 무상을

행하는 사람과 행과 방편을 행하는 사람과 종성을 끊는 사람과 성종성의

사람과 도종성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들은 모두 地 이전에 속한다고

한다(仁王護國般若經疎 2권(T 33, p.2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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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나누고, 몸의 내부요소 관찰을 위하여 외부자연의 地水火風

의 요소를 관찰해야 함을 구체화시키고 있지만28), 아함의 계 관찰

은 내신관찰의 일환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3. 屍身觀察

아함 몸 관찰의 특징은 시신관찰의 세부화에서도 드러난다. 내

신관찰에서 계 관찰까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몸 관찰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현상 확인이라도 하듯이 실재 무덤가에 가서 온갖

종류의 시체들의 참혹상을 보고 이를 통해 다시 마음관찰을 권유

하고 있다. 시신관찰을 통한 몸 관찰의 방법도 그 순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후대의 外身不淨觀, 9상관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

가 된다.

일반적으로 아함의 시신관찰은 일부 경전에서 觀身不淨이라고

명명되다가29), 대승불교에 이르면 반야계 경전류30)에서 수행의

법수 가운데 명명되고, 불설관불삼매해경31)에서는 죽은 시신의
28) 瑜伽師地論 32권(T 30, p.463c), 참조.
29) 長阿含經 2권(T 1, p.11c). “一者觀身不淨. 二者觀食不淨. 三者不樂世間.
四者常念死想. 五者起無常想. 六者無常苦想. 七者苦無我想.”

30) 放光般若經 1권(T 8, p.2c) ; 摩訶般若波羅密多經 1권(T 8, p.219a) ;
摩訶般若波羅密多經 4권(T 8, p.242c).

31) 佛說觀佛三昧海經 2권(T 15, p.652bc). “구상관이란 첫째는 시신의 처음
모습으로 시신이 꼿꼿이 굳어서 더 이상의 알아차림이 없는 시신을 볼

경우에는 ‘나의 이 몸 또한 당연히 이 시신과 다르지 않게 되게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푸르게

어혈진 모습으로 혹여 하루에서 7일되어 신체가 푸르게 되고 종기가 난

시신을 보게 될 경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몸 또한 다시 이렇게 되어 이와

다르지 않게 되게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어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짓무르는 피의 모습으로 신체가 이미 짓물러서 파괴되고 피가

흘러내려 길바닥에 질펀해져 매우 끔찍하여 차마 쳐다볼 수 없는 시신을

보게 될 경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몸 또한 다시 이와 같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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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차이에 의한 변화된 모습으로 설명된다. 수행법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관문이라고 하며32), 보살의 수행의 初門33)으로

시설된다. 9상관을 설하는 대부분의 아비달마의 논서와 대승의 경

론은 세간의 선법34) 또는 不淨觀門35), 離欲初門36)이라고 시설하고,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혈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넷째는 짙은 즙의

모습으로 신체가 종횡으로 누런 물이 흘러나와 그 상태가 진홍색의 즙과

같아진 시신을 보게 될 경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몸 또한 다시 이와 같게

되게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즙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먹어도 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까마귀 등 새가 쪼아 먹고 벌레와

이리가 씹어 먹고 파리와 구더기가 먹어도 그 살이 다 없어지고 그

절반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신을 보게 될 경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몸 또한 다시 이와 같게 되게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불소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힘줄이 얽혀 잡초처럼 묶여 있는

모습으로 살가죽과 살이 이 소진해버려 힘줄과 뼈가 서로 연결되어

비유하면 풀 얽힘처럼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산할 수 없는 시신을

보게 될 경우에 ‘나의 사랑하는 몸 또한 다시 이와 같게 되게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전속신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골절이

분리되는 모습으로 힘줄이 이미 문드러져 무너지고 골절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시신을 보는 경우에 ‘나의 사랑하는 몸

또한 다시 이와 같게 되게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절분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참혹하게 불태워져 사그라진 모습으로 가족에

의해서 태워지고 들불로 소각되어 수축되어 땅에 떨어져 있어 매우

참혹하여 차마 쳐다볼 수 없는 시신을 보는 경우에 ‘나의 사랑하는 몸

또한 다시 이와 같게 되게 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초가악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홉째는 마른 해골의 모습으로 50년이나 100년 200년

300년 되어서 해골이 하얗게 변해 있고 햇빛이 쌔고 밝아서 그 화염이

해골 위로 불빛처럼 일어나고 화장된 후 바람이 땅속까지 불어 들어와

흙으로 되고 오래되어 마른 해골을 보는 경우이다.”

32) 佛說觀佛三昧海經 2권(T 15, p.652c). “是為菩薩始在樹下初開不淨觀門.”
33) 佛說十二頭陀經 1권(T 17, p.721b). “又塚間住. 若見死屍臭爛不淨.
易得九想觀. 是離欲初門.”

34) 大智度論 44권(T 25, p.381a). “九相：脹相, 血相, 壞相, 膿爛相, 青相,
噉相, 散相, 骨相, 燒相. 四禪, 四無量心, 四無色定；念佛, 念法, 念僧, 念戒,

念捨, 念天, 念善, 念安般, 念身, 念死. 是名世間善法.”

35) 阿毘達磨順正理論 59권(T 29, 671c). “全身已復方便入.
緣外白骨不淨觀門.”

36) 佛說十二頭陀經 1권(T 17, p.721b). “又塚間住.若見死屍臭爛不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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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관 내용

창상(脹想) 팽창하는 시신에 대한 관찰

청어상(靑瘀想)
바람과 햇빛에 의하여 빛깔이 변하는 시신에 대한

관찰

괴상(壞想) 파괴되는 시신에 대한 관찰

혈도상(血塗想) 피와 살이 땅에 말라붙어 있는 시신에 대한 관찰

농란상(膿爛想) 짓무르고 부패하는 시신에 대한 관찰

담상(噉想) 새와 짐승에 의하여 뜯어 먹히는 시신에 대한 관찰

산상(散想)
새와 짐승에 의해 뜯어 먹혀서 힘줄과 뼈와 손과

발이 분열되고 파산되는 시신에 대한 관찰

골상(骨想)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이 남아 있는 시신에 대한

관찰

소상(燒想) 뼈가 불에 타서 재로 변하는 시신에 대한 관찰

욕심을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첫 관문으로 시설한다.

이러한 9상관(九相觀)37)을 정형화된 시신의 변화과정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_1

중아함 20권의 시신관찰은 초기적인 9상관의 모습을 시설하
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비구는 몸에 집중하여 수습해야 한다. 비구는 하루, 이틀,

혹은 육칠일 된 저 시체가 까마귀, 올빼미에게 쪼아 먹히고 이리(犲)

와 개떼들에게 먹히고 화장되고 매장되며, 모두 부패되고 문드러진 저

지체를 관찰하고, 보고나서 ‘지금 나의 이 몸과 다시 이와 같이 이런

법이 있어서 결국에 분리될 수 없게 되겠구나.’하고 자신의 몸과 견주

어 본다.38)

易得九想觀. 是離欲初門.” ; 大智度論 68권(T 25, p.538a). “又塚間住,
若見死屍臭爛不淨, 易得九相觀, 是離欲初門.”

37) 九相觀은 일부 경론에서 九想觀으로도 번역되었다.

38) 中阿含經 20권(T 1, p.556b). “復次. 比丘修習念身. 比丘者. 觀彼死屍.或一,
二日. 至六, 七日. 烏鵄所啄. 犲狗所食. 火燒埋地. 悉腐爛壞. 見已自比.

今我此身 亦復如是.俱有此法. 終不得離.” ; 中阿含經 24권(T 1, p.58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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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형화된 9상관과 비교해 볼 때, 膿爛想과 噉想과 壞想의

혼합형태라고 볼 수 있다. 중아함은 대념처경과 증일아함
의 형식에서 보이는 농란상과는 달리 3상의 모습을 혼합하여 기

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증일아함은 “다음으로
비구는 죽은 지 하루, 죽은 지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된 시체에서 종기 나고 부풀러 오르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시신

을 관찰한다. 다시 자신의 몸이 저 시체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관

찰하고 나의 몸도 이 고충을 면할 길을 없음을 관찰한다.”39)고 하

여, 전형적인 농란상의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념
처경은 증일아함의 농란상과 매우 흡사하게 기술하고 있다.40)
중아함의 “본래의 息道로서의 해골의 청색을 보고 부패되고 문

드러지고 절반이 먹힌 골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41)는

靑瘀想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증일아함은 이 부분에
서 “또한 다시 비구는 까마귀와 까치와 올빼미들에게 씹어 먹히

거나 혹은 호랑이와 이리와 개떼들에게 씹어 먹히거나 벌레와 짐

승들에게 씹어 먹히는 시체들을 관찰하고 다시 자신의 몸과 저것

과 다르지 않고 이 몸은 이런 고충과 분리되지 않음을 관찰한다.

이를 비구가 몸을 관찰하여 스스로 오락한다고 하는 것이다.”42)라

고 하여 噉想을 기술하고 있다. 대념처경도 증일아함의 내용
과 비슷하게 기술한다.43) 중아함의 “비구는 본래 그대로 息道로
“復次. 比丘觀身如身. 比丘者. 觀彼死屍. 或一, 二日. 至六, 七日. 烏鵄所啄.

犲狼所食. 火燒埋地. 悉腐爛壞. 見已自比. 今我此身 亦復如是. 俱有此法.

終不得離.”

39)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復次.比丘. 觀死屍. 或死一宿. 或二宿.
或三宿, 四宿. 或五宿. 六宿, 七宿. 身體膖脹. 臭處不淨. 復自觀身與彼無異.

吾身不免此患.”

40) DN 2권, p.295. 참조.

41) 中阿含經 20권(T 1, p.556b). “如本見息道 骸骨青色. 腐爛食半. 骨鎖在地.”
; 中阿含經 24권(T 1, 583c). “如本見息 道骸骨青色. 爛腐食半. 骨璅在地.”

42)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若復比丘觀死屍. 烏鵲 鵄鳥所見噉食.
或為虎狼, 狗犬, 虫獸之屬所見噉食. 復自觀身與彼無異. 吾身不離此患.

是謂比丘觀身而自娛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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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거죽과 살과 피와 분리되어 오직 힘줄만이 서로 연결된 것

을 보고”44)는 전형적인 散想에 해당한다. 증일아함은 이 부분에
서 “다음으로 비구는 씹어 먹혀서 반은 땅에 흩어져 떨어져 있는

시체에서 악취가 곳곳에서 나는 시체를 관찰하고 다시 자신의 몸

이 저것과 다르지 않고 나의 몸은 이 법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관찰한다.”45)라고 하여 중아함과 동일한 散想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중아함의 “비구는 본래 그대로 息道로서의 뼈의 마디마

디 즉 다리 뼈, 발꿈치 뼈, 넓적다리 뼈, 허벅다리 뼈, 등 뼈, 어깨

뼈, 목 뼈, 해골 뼈가 해체되어 흩어져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고”46)는 骨想에 해당하며, 백골관이

라고 할 수 있다. 증일아함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죽은 시
체가 살덩어리가 다 소진하여 뼈만 남고 혈흔도 더럽게 말라 없

어진 것을 관찰하고 다시 이 몸도 저 몸과 다를 것이 없음을 관찰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관찰해야 한다.”47)라고 하여 혈

도상을 기술한다. 골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념처경은
“다시 비구들이여, 한 비구가 있어, 묘지에 버려진 뼈사슬과, 붉은

살점과, 힘줄, … 뼈 사슬만 있고 살점은 없이 붉게 얼룩진 힘줄,

… 뼈사슬만 있고 붉은살점이 없는 힘줄, … 손뼈, 다리뼈, 장단지

뼈, 넓적다리뼈, 등뼈, 대퇴부뼈, 어깨뼈, 이빨, 두개골 등이 각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만 남은 시체를 보고서, 자신의 몸에 대해

서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의 이 몸도 이러한 법이며, 이와 같

43) DN 2권, p.295. 참조.

44) 中阿含經 20권(T 1, p.556b). “比丘者. 如本見息道 離皮肉血. 唯筋相連.” ;
中阿含經 24권(T 1, 583c). “比丘者. 如本見息道. 離皮肉血. 唯筋相連.”

45)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참조.
46) 中阿含經 20권(T 1, p.556b). “比丘者. 如本見息道 骨節解散. 散在諸方.
足骨, 踹骨, 髀骨, 臗骨, 脊骨, 肩骨, 頸骨, 髑髏骨. 各在異處.” ; 中阿含經
24권(T 1, 583c). “比丘者. 如本見息道 骨節解散. 散在諸方. 足骨, 膞骨,

髀骨, 髖骨, 脊骨, 肩骨, 頸骨, 髑髏骨. 各在異處.”

47)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復次.觀死屍. 肉已盡. 唯有骨在. 血所塗染.
復以此身觀彼身亦無有異. 如是.比丘觀此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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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인 바, 이것을 뛰어 넘지 못하겠구나’고 [생각한다.]”48)라

고 하여 다양한 뼈의 형태를 기술하고 있다.

중아함 20권은 백골관 다음에 뼈의 변질된 모습을 관찰할 것
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비구는 몸에 집중하여 수습한다. 비구는 본래 그대로 息道

로서의 하얀 뼈는 소라껍질과 같고 그 푸른 뼈는 비둘기 색과 같고 붉

은 뼈는 끈끈한 피와 같아서 부패되고 부서지는 것과 같음을 보고 보

고나서 ‘지금 나의 이 몸과 다시 이와 같이 이런 법이 있어서 결국에

분리될 수 없겠구나.’라고 자신의 몸과 견주어 본다.49)

이는 9상관의 燒想이라고 할 수 있다. 대념처경은 소상에 대
하여 “다시 비구들이여, 한 비구가 있어,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

가 조개껍질처럼 하얗게 변해있는 … 시체의 뼈가 몇 년이 지나

무더기로 쌓여 있는 … 뼈마저 썩어 가루가 된 것을 보고서, 자신

의 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의 이 몸도 이러한 법이

며, 이와 같이 될 것인 바, 이것을 뛰어 넘지 못하겠구나’고 [생각

한다.]”50)라고 기술하여 중아함의 내용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48) DN 2권, pp.296-297. “Puna ca paraṃ bhikkhave bhikkhu seyyathāpi

passeyya sarīraṃ sīvathikāya chaḍḍitaṃ aṭṭhisaṅkhalikaṃ

samaṃsalohitaṃ nahārusambaddhaṃ … pe … aṭṭhisaṅkhalikaṃ

nimmaṃsaṃ lohitamakkhitaṃ nahārusambaddhaṃ … pe…

aṭṭhisaṅkhalikaṃ apagatamaṃsalohitaṃ nahārusambaddhaṃ … pe …

aṭṭhikāni apagatasambandhāni disāvidisāsu vikkhittāni aññena

hatthaṭṭhikaṃ aññena pādaṭṭhikaṃ aññena jaṅghaṭṭhikaṃ aññena

ūraṭṭhikaṃ aññena piṭṭhiṭṭhikaṃ aññena kaṭaṭṭhikaṃ aññena

khandhaṭṭhikaṃ [DN. II, 297] aññena dantaṭṭhikaṃ aññena

sīsakaṭāhaṃ. So imameva kāyaṃ upasaṃharati 'ayampi kho kāyo

evaṃdhamemā evambhāvī etaṃ anatīto'ti.”

49) 中阿含經 20권(T 1, p.556c). “復次. 比丘修習念身. 比丘者. 如本見息道
骨白如螺. 青猶鴿色. 赤若血塗.腐壞碎末. 見已自比. 今我此身 亦復如是.

俱有此法. 終不得離.” ; 中阿含經 24권(T 1, p.583c). “復次. 比丘觀身如身.
比丘者. 如本見息道 骨白如螺. 青猶鴿色. 赤若血塗. 腐壞碎末. 見已自比.

今我此身 亦復如是. 俱有此法.終不得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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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증일아함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으로 비구는 힘줄이 얽매
이고 묶여 있는 시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몸이 저것과 다르지 않

음을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관찰해야 한다

.”51)라고 하여 산상과 골쇄관을 결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

로 비구는 시체의 골절이 분산되어 혹은 손뼈 다리뼈가 한 곳에

있고 장단지 뼈, 허리뼈, 꽁무니뼈, 어깨뼈, 열구리뼈, 등뼈, 목뼈,

해골이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관찰하고 다시 이 몸은

저것과 다르지 않고 나는 이 법을 면할 길이 없으며 나의 몸도 역

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관찰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관

찰하여 스스로 오락한다.”52)라고 하여 골상을 기술한다.

증일아함의 9상관의 특징은 중아함에 보이지 않는 시체의
흰색, 흰 옥돌 색을 관찰하는 53) 등의 마른 해골의 모습이 기술되

고 있는 점이다. 또한 시체의 뼈의 푸름과 어혈의 형상을 관찰하

여 이를 욕심내지 않고 색깔로 분별하지 않고 재와 동일하다고

보는 비구는 몸을 통하여 생각과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며,

몸의 무상성의 법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이는 몸의 안과 밖과 안

팎의 무소유를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54) 시신을 통하여 몸에

50) DN 2권, p.297. “Puna ca paraṃ bhikkhave bhikkhu seyyathāpi

passeyya sarīraṃ sīvathikāya chaḍḍitaṃ aṭṭhikāni setāni

saṅkhavaṇṇupanibhāni, … pe … aṭṭhikāni puñjakitāni terovassikāni …

pe … aṭṭhikāni pūtīni cuṇṇakajātāni, so imameva kāyaṃ upasaṃharati

'ayampi kho kāyo evaṃdhammo evambhāvī etaṃ anatīto'ti.”

51)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復次.比丘. 觀死屍筋纏束薪.
復自觀身與彼無異. 如是. 比丘觀此身.”　　

52)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復次. 比丘. 觀死屍骨節分散. 散在異處.
或手骨, 脚骨各在一處. 或膞骨.或腰骨. 或尻骨. 或臂骨. 或肩骨. 或脇骨.

或脊骨. 或項骨. 或髑髏. 復以此身與彼無異. 吾不免此法. 吾身亦當壞敗. 如是.

比丘觀身而自娛樂.”

53)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復次. 比丘. 觀死屍白色, 白珂色.
復自觀身與彼無異. 吾不離此法. 是謂比丘自觀身.”

54) 增一阿含經 5권(T 2, p.568b). “若見死屍, 骨青, 瘀想. 無可貪者.
或與灰土同色 不可分別. 如是. 比丘.自觀身除去惡念. 無有愁憂. 此身無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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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중아함 20권은 각각의 시신관법에 “이와 같이 비구는

그 몸의 작용을 따라가며 곧 위와 같은 진실을 안다. 그가 만약

이렇듯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홀로 머물면서 마음에 방

일함이 없이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을 끊어서

선정의 마음을 얻고 선정의 마음을 얻고 나서 위와 같이 진실을

안다면 이를 비구가 몸에 집중하여 수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55)”라고 하여 선정의 체득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몸에 집중하

게 되면 선정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데, 4선 중 어떤 선정을 얻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몸 관찰이 다 마쳐

져 널리 베푸는 사람은 몸을 통한 선법을 다 끝낸 것이라고 하고

이를 도품법이라고56) 결론짓고 있다.

중아함 24권에서는 몸 관찰의 방법에 대하여 중아함 20권
과 똑같은 순서로 기술하고 있는데, 20권에 기술되는 각 시신관

마다 언급되는 선정의 기술이 “이와 같이 비구는 안의 몸을 몸 그

대로 관찰하고 밖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한다. 집중력을 몸에 두

어 앎이 있고 견해가 있고 밝음이 있고 통달이 있으면 이를 비구

가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57)라는 문구로

대치될 뿐이다. 이 문구는 내신과 계 관찰과 시신관찰 전반에 언

급되어 있다. 이를 볼 때 한 수행법이 완성되면 종합적 차제수행

의 결과와 관계없이 일 법의 수행으로도 똑같은 수행의 결과를

얻음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앎과 견해가 있

為分散法. 如是.比丘 內自觀身. 外觀身. 內外觀身. 解無所有”, 참조.

55) 中阿含經 20권(T 1, p.556b). “如是比丘 隨其身行. 便知上如真.
彼若如是在遠離獨住. 心無放逸. 修行精勤. 斷心諸患而得定心. 得定心已.

則知上如真. 是謂比丘修習念身.”

56) 中阿含經 20권(T 1, p.556c). “若有如是修習念身, 如是廣布者.
彼諸善法盡在其中. 謂道品法也.”

57) 中阿含經 24권(T 1, p.583b). “如是比丘 觀內身如身. 觀外身如身.
立念在身. 有知有見. 有明有達. 是謂比丘觀身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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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것은 漏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집멸도의 4성제의 이치

를 그대로 아는 것58)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밝음과 통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명이 거치고 5통달을 성취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념처경은 각각의 시신관찰 기술 다음에 “또한 그는 의존하
는 것이 없이 머물고, 어떠한 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한 비구가 있어, 몸에 관련하여 몸

을 따라가며 보면서 머문다.”59)라고 하여 선정과의 관계는 밝히지

않고 세간에 대한 무집착으로 그 의미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경전의 9상관과 관련된 시신관찰은 유가행파에 이

르면 外身不淨觀60)으로 정리된다.

Ⅲ. 나가는 말

이상으로 아함을 중심으로 몸 관찰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구체적인 몸 관찰의 방법적인 면을 기술하고 있는 중아함 20
권과 24권과 잡아함 43권과 증일아함 5권과 팔리문 대념처
경을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
다.

잡아함 43권은 다만 內身을 위주로 하는 몸 관찰의 방법들만
기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경전에서는 내신관찰 다음에 계 관찰

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또한 계 관찰이 이루어지면 그

58) 中阿含經 10권(T 1, p.490a). “有知有見者. 便得漏盡. 非不知. 非不見.
云何知見便得漏盡. 謂知見苦如真. 便得漏盡. 知見苦習, 知見苦滅,

知見苦滅道如真.”

59) DN 2권, p.297. “Anissito ca viharati, na ca kiñci loke upādiyati.

Evampi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60) 瑜伽師地論 11권(T 1, p.330a). “若觀此身種種不淨雜穢充滿.
名觀內身不淨之相. 復觀於外青瘀等相種種不淨. 名觀外身不淨之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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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부에 있는 시신의 부패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몸

과 비교하여 올라오는 마음을 관찰해야 하는 外身觀察을 기술하고

있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이미 몸 관찰의 내용을 커다란 3가지의 틀

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내신

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내신관찰은 몸과 관

련된 여러 가지의 부분과 장기와 배설물들을 관찰해야 하는 것으

로, 이는 몸 안의 견고성에 해당하는 內 地界觀察이라고 할 수 있

다.61) 또한 내신을 위주로 하는 몸 관찰은 후대의 유가행파에 이

르면 內身不淨觀으로 정형화된다. 그 다음에 수행해야 하는 계 관

찰은 몸의 요소관찰로서 4대 혹은 6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몸을 통하여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며, 몸을 통하

여 몸과 관계된 느낌의 受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

서 중아함은 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심을 끊어서 선정의

마음을 얻는다고 기술하는 것이며, 증일아함에서는 감정의 문제
를 액체로 비유하여 몸에서 우유처럼 부정물이 흘러내린다고 한

것이며62) 느낌의 受觀察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

국 계 관찰을 통하여 지계에서 벗어난 몸을 다시 한 번 물과 같은

상태의 감정적의 문제63)로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의 지계관찰 다음에 외 지계관찰로 상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 몸 관찰에 해당하는 시신관찰은 자신의 몸을 외부에 놓

여있는 시신을 비교하여 外身不淨觀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

61) 中阿含經 7권(T 1, 464c). “云何地界. 諸賢. 謂地界有二. 有內地界.
有外地界. 諸賢. 云何內地界. 謂內身中在. 內所攝堅. 堅性住內之所受.

此為云何. 謂髮, 毛, 爪, 齒, 麤細皮膚, 肌肉, 筋, 骨, 心, 腎, 肝, 肺, 脾, 腸,

胃, 糞. 如是比此身中餘在. 內所攝. 堅性住. 內之所受.”

62) 增一阿含經 5권(T 2, 568b). “復次. 比丘. 觀此身有諸孔. 漏出不淨.”
63) 中阿含經 7권(T 1, 464c). “諸賢. 是謂內地界. 諸賢. 外地界者. 謂大是.
淨是. 不憎惡是.” 諸賢. 有時水災. 是時滅外地界. 諸賢. 此外地界極大. 極淨.

極不憎惡. 是無常法, 盡法, 衰法, 變易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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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몸속에 담겨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초기경전은 외부부정물인 시신을 통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감정적 우울상태를 적

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무너져 가는 시신의

현장성을 통하여 몸 분리의 무상성64)을 깨달아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며, 몸의 직접적인 외부의 객관화를 통하여 무 집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외부에 놓여 진 시신관찰을 통하여 몸을 집

착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무엇보

다도 중요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초기경전의 3단계의 몸

관찰의 순차성이 후대에 이르면 독자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는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신관찰은 내 지계관찰과 부정관의 내신

관찰 방법으로, 계 관찰은 외 지계관찰 방법으로, 시신관찰은 외

신부정관과 9상관 관찰방법으로 정형화된다.

64) 增一阿含經 5권(T 2, 568a). “如是. 比丘. 自觀身除去惡念. 無有愁憂.
此身無常. 為分散法. 如是. 比丘內自觀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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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der of Body Observing Meditation in Agama

Kang, Myung Hee

Dongguk University

One of the features in meditation techniques in early

Buddhism which expresses a lot in Agama is an emphasis

onobserving the body, Kayanupassana. Even though early

Buddhism suggested diverse meditation techniques, it was

Kayanupassana that developed detailed instructions for

practice. Only after the way of observing the body has been

correctly established is meditation possible.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mpletion of Kayanupassana lies not only

in observing inside the body but also in observing dhatu

(elements) and the nin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and

it becomes the basis of Wu-Ting-Hsin-Kuan and other

evolved meditation techniques. The details of the method of

Kayanupassana are mentioned twice in Madhyama Agama

in Sanskrit, once inSamyukta Agama and Ekottara Agama

in Sanskrit, and also in Mahasatipatthana sutta in

Dighanikaya in Pali. However, the details are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book one reads.

Even though They all talk about the order of observing

the body, first inside the body, followed by observing the

dhatuyo (elements), and finally the nin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and have same interpretation of

observinginside the body (e.g. organs), techniques in

observing elements and orders in the nin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are somewhat different between th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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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Ekottara Agama and the Mahasatipatthana sutta in

the Palinese Dighanikaya talk about observing 4 dhatuyo

(elements) while Madhyama Agama refers to6 dhatuyo

(elements) and the Palinese version of the Mahasatipatthana

sutta in Dighanikaya have a different order of the nin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compared with Agamas.

The order of observing the body in the early Buddhism

(first inside the body, then the elements (mahabhutani),and

finally the nin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was a whole

view of Kayanupassana and made a new development called

Wu-Ting-Hsin-Kuan. The development of observing inside

the body comes to observation ofexternal body, the nin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and th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mentioned in Agama can be seen as the

basis of the Nine Images Observation which is emphasized

in Chinese Buddhism.

Keywords : Observation of the body, inside the body,

dhatuppabheda(elements), the nine charnel

ground contemplations, Madhyama Ag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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