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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라밀(dhyānapāramitā)의 예비단계

__대지도론을 중심으로__
김홍미(원과)*1)

Ⅰ 들어가며. Ⅱ 선바라밀의 의미. Ⅲ 선바라밀의 예비단계. IV 나오며.

요약문 [주요어: 대지도론, 선바라밀의 예비단계, 반야바라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 대승 통합주의, 반야에 의한 통찰, 보살]

이 논문은 대지도론의 기술을 중심으로 대승적 관점이 투영되어

재구성된 선바라밀의 예비단계를 분석한 것이다.

선바라밀은 산란하지도 않음과 미착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성취된 것

이다. 그 기초 골격은 초기불전에서부터 정형화된 그 형식 그대로이지

만 구체적 실천지침은 대비심의 적용과 반야바라밀의 부사의함 등으로

재구성된다. 이에 따라 그 예비단계도 거시적으로 선바라밀의 성취와

초선의 성취를 동등한 선상에서 다루면서 내용적으로는 보살의 실천지

침으로서 매우 상세한 재해석[5欲, 5蓋]과 새로운 요소[5法]를 첨가하는

대승 통합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제거

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5가지 감각적 욕망

의 대상들과 5가지 덮개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그 해로운 속성들과 그로

인한 환란을 반야에 의해 통찰하여 염리하는 방식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경전에 설해진 예화[佛說]나 관련 지식이 게송의 형태로 매우

다양하게 그 예비단계의 수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수습하는 자

가 재가보살임에도 그 수습 장소는 여전히 독거처이며, 그 목적은 일체

중생을 위한 대비심의 차원에서 반야바라밀의 뛰어난 방편으로서 선바

라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고, 그 구체적인 양상은 3가지 체계로 재해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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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대지도론1)에서 해설된 바라밀(pāramitā, 到彼岸)2)로서 선(dh
yāna, 禪)은 대승적 관점이 투영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즉 기존 소

승의 선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대승 보살이 성취하고자 하

1) 이것은 大智釋論이라고도 불리며, 원래의 명칭은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 또는

Mahāprajñā-pāramitā-upadesa[śāstra]일 것이라 추정된다.

Pañcaviṃśati 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大品般若經)의 제2회 401권에서

487권에 상당함)의 대표적 주석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텍스트의

산스끄리뜨 원전이나 티베트 번역은 발견되지 않으며, CE. 403～404년

장안에서 구마라집(Kumārajīva)의해 한역(漢譯)된 것만 전해지고

있다(대정장 25, T.1509). 거기에서 저자는 나가르주나(Nāgārjuna,

龍樹菩薩)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그 진작여부는 아직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가르주나 제자들의 저술들이 인용되어

있는 등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平川(1957), 干潟(1958), Lamotte(1970), 印順(1993), 加藤(1996),

武田(2000)등의 학설이 있다]. 僧叡의 서문을 참조하면(대정장 25,

57a2-c2), 이 텍스트의 구성은 크게 인도원전을 전역(全譯)한 앞의 34권과

초역(抄譯)된 나머지 부분으로 나뉜다. 본고에서 다룰 ‘선바라밀’의

내용[대정장 25, 180b11-190a7]은 17권에 해당하므로 전자에 속한다. 또한

이 한역의 번역에 Lamatte(1981: II, 762-818)와 Tadeusz(2002: 89-108)의

영역을 참조하였지만 전문술어는 다소 어색하더라고 한역에 의거할

것이다. 이 텍스트는 문학적으로 주해, 대화, 논쟁, 문답의 형태로, 학설,

사상, 용례, 전설, 역사, 지리, 실천규정 등에 걸쳐 상술되고 있다. 그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며, 거기에 인용된 자료의 범주도 초기,

아비달마는 물론 화엄이나 법화 등 초기대승 불전, 심지어 인도의 일반

사상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고따마 붓다와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와 설화,

그리고 준역사적 사실과 전생담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Tadeusz

2002: XV-XVIII)

2) 바라밀은 ‘pāramitā’에 대한 음역으로 불전문학류에서는 본생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덕목으로서 제시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문법적 분석은 사이구사(1997: 166-17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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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라밀의 하위체계로 통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3) 이에 따라

선바라밀(dhyānapāramitā)에는 기존의 선정 체계와 새롭게 첨가

된 요소가 혼재되어 재배치되어 있다. 물론 그 재배치에서 선의

의미와 범주부터 달라진다. 이를테면 해탈적 통찰4)을 일으키기에

능숙한 심일경성(cittaikāgratā, 心一境性)이라는 의미5)가 산란하지

않음(avikṣepaṇatā)과 미착하지 않음(anāsvādanatā)을 의지한 선

바라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범주도 선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공덕들까지 포함한 일체의 선정이나 삼매

등으로 확장되어 있다.6)

3) 이런 방식을 Schmithausen(1981: 223)은 ‘통합주의(inclusivism)’라고

지칭하고 “통합주의란 대립하는 교리 혹은 그것의 본질적 요소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위로 폄하하거나, 적절히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화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나 그 주창자를 능가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이것은 그 자신의 전생에 대한 기억에 대한 통찰로서

숙명지(pubbenivāsānussatiñāṇa), 중생들의 죽음과 재생에 대한 통찰로서

사생지(cutūpapātañāṇa), 4성제의 통찰을 포함하고 있는 루진지(āsavāṇaṃ

khayañāṇa)이다. 이 3가지를 모두 기술하고 있는 MN4, MN19, MN36,

MN85이고, 제자들의 ‘해탈도의 정형적 기술’[이것은 후라우발너가 MN과

DN에서 발췌하여 ‘불교 해탈도’로서 정립한 것임(1973, 127-135)]에서

제시된 것은 MN의 경 번호 27, 51, 60, 76, 79, 94, 101과 DN의 경 번호 2,

3, 4, 5, 6, 7, 8, 10, 11, 12이다. 그러나 DN은 MN의 정형적 해탈도의

기술이 확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루진지만 기술하고 있는 것은 AN

5.75-76이다.

5) dhyāna의 한역인 선과 ‘samādhi’라는 용어의 합성어가 일반적으로

한역에서 말하는 선정이다. 초기불교 선정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성(2005: 144-9)과 水野弘元(1972: 218-25)을 참조.

6) 선바라밀 범주에 4등심(samacitta, 等心), 5신통(abhijñā, 神通),

8배사(vimokṣa, 背捨), 8승처(abhibhvāyatana, 勝處), 일체처(kṛtsnāyatana,

一切處), 무쟁삼매(araṇāsamādhi, 無諍三昧), 원지정선(prāntakoṭidhyāna,

願智頂禪), 자재정(īśvarasamādhi, 自在定), 연선(vṛddhikāṣṭhāgatadhyāna,

練禪), 14변화심(nirmāṇacitta, 變化心), 반주반(pratyutpannasamādhi,

般舟般) 등과 심지어 수능엄(śūraṃgama, 首楞嚴)등의 모든 보살의 삼매,

120가지 이상의 부처님들의 삼매, 부처님들의 득도, 그리고 부처님들의

수명을 버리심(āyuḥparityāga)까지 모두 포함된다(대정장 25, 185b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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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엇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온 소승의 4선과 4무

색정[等至, samāpatti] 등을 대승의 관점에서 그 하위체계로 재구

성해야 하는가, 대지도론에 의하면 선바라밀은 단독적으로 수습
되는 보살행이 아니다. 그것은 반야바라밀(prajñāpāramitā)을 수

습하는 하나의 뛰어난 방편으로서 다른 바라밀과 함께 제시되기

때문이다.7) 말하자면 선바라밀, 그 자체가 보시(dāna), 지계(śīla),

인욕(kṣānti), 정진바라밀(vīryapāramitā)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서 동시에 반야바라밀을 수습하기 위한 토대라는 것이다. 물론 이

러한 측면에서만 주해된 것도 아니다. 대승적 적용을 더 중시하면

서 선바라밀 그 자체가 반야바라밀이라는, 다시 말하면 반야(praj

ñā)의 완성을 돕기 위한 차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것, 그대로

반야의 완성이라는 관점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한 선바라밀의 기본적 골격은 초기불전에서 기술된 선정 체

계이다.8) 하지만 그 위에 덧붙여진 해설과 그에 따른 운용방식은

대승적으로 변용되는데, 이 재구성의 중심축은 한마디로 반야바라

밀이다. 즉 부주법으로 머무는 것(sthitvā’sthānayogena, 不住法住)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보살도로서 재구성된 선바라밀

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지혜와 삼매가

균등하면서도 즐거운 특징을 지닌 것이 된다.9) 그리고 그만큼 선

의 주된 방향과 그로 인해 생기는 쟁점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지도론에서 선바라밀은 그 예비단계에서부터 2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각 주제에 대한 초기불전 또는

아비달마의 해설과 그 운용방식이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선정의 훈련에서 중생에 대한 대비심의 적절한

적용과 반야바라밀의 방식을 통한 무량함이 새로운 핵심요소로서

7) 김홍미(2008: 137-9)를 참조.

8) 대정장 25, 185c2-27; 예를 들면 고따마 붓다의 정각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MN 36(I, 247.17-35)과 비교해보라.

9) 대정장 25, 185b17-9: “復次禪最大如王 說禪則攝一切 說餘定則不攝 何以故

是四禪中 智定等而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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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주제를 해설하는 방향도 주로

2가지에 입각하여 진행된다. 첫째는 선바라밀이 보살선으로서 기

존의 외도선, 성문선과 비교하여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가라는 부

분이고10), 둘째는 어떻게 부주법으로 머무는 것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 실례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부분이다.11)

이런 맥락에서 별도의 언급 없이 선바라밀을 증득하는 방편은

초선을 얻기 위한 예비단계와 동등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각

선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덕목과 제거되는 장애를 기존

과 달리, 보살도의 체계 속으로 전환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를테

면 주요 골격과 주된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그 의도나 목적에

어울리게 어떤 내용을 첨가하거나 변형시키고, 그에 따라 선의 특

징과 장애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검토할 부분은 대승적 통합주의에 입각하여 그

하위체계로 재구성되기 이전의 외도선이나 성문선의 특징이 아니

다. 또한 선바라밀의 주요 내용만 단순하게 요약 정리해서 소개하

려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반야바라밀을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방

편으로서 특징화된 선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예

비단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12)

주지하듯이 선정은 반야와 더불어 고따마 붓다의 해탈체험에서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교적 해탈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

요 요소로 간주된 것이다. 불교의 주된 해탈도가 지계 삼매 반

야13)라는 삼학 혹은 삼매와 반야 혹은 사마타(samatha)와 비파샤

10) 대정장 25, 188a11-4; 대정장 25, 188a16-9; 대정장 25, 188a19-25;

대정장 25, 188b2-7; 대정장 25, 188b19-21; 대정장 25, 188b27-c6;

대정장 25, 188c27-189a1를 참조.

11) 대정장 25, 187c28-188a3; 대정장 25, 188c9-12; 대정장 25, 189b2-4;

대정장 25, 189b28-c4; 대정장 25, 189c18-20. 이 구절을 검토해보면

부주법으로 머무는 선정에서의 자유자재함, 부사의함, 무량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2) 선바라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분석은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 모두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조만간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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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vipaśyanā) 등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탈도에서 선정은 해탈적 통찰

로서 반야를 일으킬 수 있는 뛰어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지도론에서 선정의 위상은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덕과

의 관련성이 더 강조되며14), 해탈적 통찰에 불가결한 보조 장치라

기보다 그 자체로 반야바라밀을 수습하는 방편이다. 특히 다른 바

라밀과 달리 예비단계를 두어야만 하는 선바라밀의 특수성과 전

체적으로 반야바라밀의 방편으로서 설명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보

면 선바라밀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환언하면 이것

이 해탈적 통찰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절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면 굳이 예비단계까지 설정하여 그 수습을 독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비단계를 논의하기 이전에 선바라밀의 의미

를 살펴보자.

13) 붓다의 교법이 전법 교화 후반기에 어떤 일정한 형태로 전달하기

용이하게 요약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찾기에 DN16

“mahāparinibbānasuttanta”만큼 좋은 자료도 없을 것이다. 이

경전에서는 삼학과 관련하여 빈번하게(6번 정도) “이와 같은 것이

계이다. 이와 같은 것이 삼매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반야이다. 계를

완전하게 수습함으로부터 생긴 삼매는 큰 결과와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완전히 수습함으로부터 생긴 반야는 큰 결과와 큰 이익이 있다.

반야를 완전하게 수습함으로부터 생긴 마음은 바로 그처럼 올바르게

번뇌들, 즉 욕루, 유루, 견루, 무명루로부터 해탈된다(iti sīlaṃ iti

samādhi iti paññā, sīlaparibhāvito samādhi mahapphalo hoti

mahānisaṃso, samādhiparibhāvitā paññā mahapphalā hoti

mahānisaṃsā, paññāparibhāvitaṃ cittaṃ sammad eva āsavehi

vimuccati seyyathīdaṃ kāmāsavā bhavāsavā diṭṭhāsavā avijjāsavā ti.

DN II, 81)라는 정형구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붓다의 열반 직전

비구상가가 훈련한 불교 해탈도에서 삼매의 역할과 그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4) 선을 공덕과 관련지어 설명한 구절은 대정장 25, 180c18: “功德之福田” ;

185b15-6: “此諸定功德”; 185b26: “如是等種種功德妙定皆在禪中”; 186a12:

“知初禪利益功德甚多 心大歡喜”; 187c17-8: “如是等諸功德 皆禪波羅蜜中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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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바라밀의 의미

이 텍스트에서 선이라는 용어는 위에 살펴보았듯이 지혜와 삼

매가 균형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

이다. 이 단어는 동사 어근 √dhyai에서 파생된 것15)이지만 초기

불전에서, 특히 붓다의 정각이나 그 제자들의 해탈도 기술에서는

삼매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16) 8정도의 바른 삼매의 실질적

내용이 4선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17) 일차적으로 이것의 의미를

삼매, 즉 ‘마음이 [대상이라는] 한 점에 [집중된] 상태’18)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일경성으로

서 삼매와 동의어이며 그 실질적인 내용이 4선이라는 선의 기본

적 구조는 아비달마 논서들에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된다.19) 다만

15) Har Dayal(1932: 221), 임승택(2003: 187, n.5)을 참조.

16) ‘dhyāna’와 ‘samādhi’를 유사 동의어로 간주하는 초기불전과 달리,

대지도론에서는 ‘dhyāna’, ‘samāpatti’, ‘samādhi’를 동의어로 간주하지
않는다. ‘dhyāna’를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대정장 25, 185b21-6) 반면 붓다의

정각이나 해탈체험의 기술에서 삼매와 동의어로서 선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모든 루(āsrava)들로부터 해탈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해탈적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로서 4선이다. 다른 하나는

상수멸(saññāvedayitanirodha)을 성취할 때, 4무색정과 함께 차제대로

서술된 것이다. 하지만 상수멸과 연관된 후자는 처음부터 갈애나 루의

파괴라는 열반으로 이끄는 길을 설명한 것인지를 선뜻 결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아홉 단계의 과정이 반야가 개입되지 않은 채, ‘현생에서의

열반’, 즉 몸으로 체험되거나 접촉되어야 한다(kāyena phusitvā)는 것을

요구하는 열반 혹은 불사계(amṛtā dhātu)와 관련된

것이다.(Schmithausen 1981: 214-9)

17) DN 22(II, 313.11-21)

18) MN I, 301.13: “cittassa ekaggatā ayaṃ samādhi.”

19) 阿毘達磨大毘婆沙論: “心一境性是靜慮亦是靜慮支 餘是靜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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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해설이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청정도론(Visuddhi-magga)에서는 삼매를 해탈지견을 일으키기
에 능숙한 심일경성이라고 정의한 다음, 등지(samāpatti)라는 측

면에서 그것을 하나의 인식 대상에 대해 심과 심소가 고르고, 올

바르게 산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유지되어 머무는 것이라 해

설한다. 그리고 그 특징은 산란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작용은 마치 가루가 물에 의해 뭉치는 것처럼, 함께 일어나는

심과 심소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나타남은 바람이 없는

곳에 멈춘 등불처럼 마음이 멈추어진 상태로서 적정이고, 그 직접

적인 원인은 즐거움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통에 맞게 자세

하게 풀이한 것이다.20)

하지만 대지도론에서 해설한 바라밀로서 선은 부주법에 의지
해 머무는 것이다. 그 부주법은 산란하지 않음과 미착하지 않음으

로 특징지어지지만, 이 2가지 특징에도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의

지하는 것, 그 자체가 선바라밀이고, 동시에 반야바라밀의 수습이

라고 정의한 것이다. 물론 이 2가지 부주법은 PvsP의 내용21)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PvsP에 따르면 선바라밀은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일체 다르

마를 알고자 하는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수습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로서 설명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 주해하고 있는

支而非靜慮”(대정장 27, 496c10-1) ; AKBh, 431: “samāpattiḥ

śubhaikāgryam, abhedena kuśalacittaikāgratā dhyānam;

samādhisvabhāvatvāt”

20) Vism, 84-5.

21)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I (ed. Takayasu Kimura 2007:

28): “iha śāriputra bodhisattvena mahāsattvena prajñāpāramitāyāṃ

sthitvā’sthānayogena, … dhyānapāramitā paripūrayitavyā

anāsvādanatām upādāya”; “不亂不味故 應具足禪波羅蜜”(대정장 25,

180b17). 여기에서 보면 PvsP에는 한역 ‘不亂’에 해당하는

‘avikṣepaṇatām’라는 단어가 없다. 이것은 Dutt(1934: 18)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Lamotte(1981: 490), Tadeusz(2002: XVII)에서는

모두 이것을 한역처럼 삽입하여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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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대지도론에서의 선바라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 지

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6가지는 모두 반야바라밀을 수습

하는 방편으로서 대등한 위상을 지닌다.

그러면 선정에서 물러나게 하는 상태로 대지도론에서 제시된
산란함(vikṣepaṇatā)과 미착함(āsvādanatā)은 무엇인가? 미착은

선정을 성취했을 때의 첫 경험에 대해 애착하는 것(āsaṅga)이다.

심일경성, 즉 마음을 한 지점에 전일하게 거두어 들여 굳게 머물

려는 속성과 애착의 속성은 유사하다. 그 때문에 미착은 다른 번

뇌들보다 선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착이 일어나는 순간 심일경성을 곧바로 잃어버리게 되

는데, 이것은 반드시 과보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재물을 보시한

자에게 복덕(福德)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22)

이에 비해 산란은 선정에서의 즐거움과 관련된다. 이것은 크게

거친 것과 미세한 것으로 나뉘어 설명되며, 둘 중 거친 것은 입정

하여 즐거움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 애착하거나 아만이 일어나

거나, 사견을 일으키는 순간의 산란을 가리킨다. 이러한 3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행자가 입정하여 즐거움을 얻는 순간,

그 즐거움이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해 붙잡아 두고 더 많이 갈구

하게 되면 그것은 애착이고, 그 얻기 어려운 사태를 얻었다고 스

스로를 높인다면 그것은 아만(abhimāna)이며, 아견(ātmadṛṣṭi) 등

으로 선정에 들어가 분별된 특징(nimitta)들을 붙잡으면서 ‘이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견(dṛṣṭi)이

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거친(sthūla) 산란을 따라 3가지 미세한

(sūkṣma) 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3가지 독[rāga, dveṣa,

moha]이다.23)

초선을 얻기 이전 혹은 초선을 얻을 때, 일어난 산란은 큰 기러

기 털보다 더욱 가볍게 나부끼고, 질풍보다 더 흩어져 머물지 않

고, 번쩍이는 번개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24)

22) 대정장 25, 189c27-190a6.

23) 대정장 25, 189c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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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착도 마왕의 세 딸과 고따마 붓다와의 대화에서 보듯이

범부의 해태심으로는 물리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세 딸에게

고따마 붓다가 ‘그 열반의 맛을 얻은 자는 처처에서 염오된 애욕

을 미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다.25)

그러면 이와 같이 산란과 미착이 없는 상태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을 선바라밀이라 정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실제로 수습하는 자와 그 수행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자와 수행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텍스트에서 선바라밀을 수습

하는 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난다. 첫째는 중생들 속에서 부모

나 처자, 혹은 스승이나 제자 등이 되어 천신, 인간, 축생에게 갖

가지 언어와 방편을 열어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들에게

숲, 연못가, 고요한 산속에서 훈련하여 얻은 선정의 힘은 마치 보

약을 복용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과 같고, 가업을 지키기 위해 집

안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26)

또한 적정처에서 삼매를 추구하는 것은 여실한 지혜를 얻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비심의 차원이기에 몸이 비록 중생들과 멀

리 떨어져있더라도 전체 보살도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는 무량한 세간에서 보시·지계·인욕이라는 복덕문을 실천

한 결과, 언제나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갖춘 천신들의 왕

(Brahmādevarāja), 석제환인(Śakradevendra), 전륜성왕(cakravart

i), 염부제왕(Jambudvīpa)이 되어 선바라밀을 실천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춘 복덕문으로 세세생생 중생의 이익과 행복

을 도모하지만 세속적 즐거움은 무상한 것이고, 그로 인해 중생들

은 계속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어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욱 더 자신이 보살임을

자각하면서 대비심을 일으켜 상락열반을 추구한다. 물론 그 열반

24) 대정장 25, 180c14-7.

25) 대정장 25, 180c28-181a11.

26) 대정장 25, 180b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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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실한 지혜, 초발심에서부터 일체종지를 구할 때까지 모든 측

면에서 제법실상을 아는 지혜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실한 지혜가 선정으로부터 생길 경우, 바람 속에서 소용이 없는

밝은 등불이 조용한 방에 놓으면 그 효용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더욱 온전해지고 그 효용은 배가가 된다. 이 때문에 보살에게 반

드시 선바라밀이 필요한 것이다.27) 이와 같이 대지도론에서는
가족, 스승과 제자에서부터 전륜성왕처럼 이상적 지도자로서 재가

보살까지 실제로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자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실제 장소는 재가생활이 아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잠시이든 오랫동안이든 모두

중생 곁을 떠난 고요한 숲속, 연못가, 산속에서 머물면서 선바라

밀을 수습한다고 설명되기 때문이다.28) 이것은 우리에게 비춰진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보살의 현실적인 모습이 중생들 속에 함께

머무는 생활형이 아니라, 대비심을 바탕으로 적정처에 홀로 떨어

져 수행에 몰두하는 은둔형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다른 덕목과 달리,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이중적으로 제

거하는 예비단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가 생활과 조화롭게 선바

라밀을 수습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와 같이 선바라밀의 수습자는 재가보살까지 아우르는 보살들

이고, 그 장소는 대비심을 바탕으로 할지라도 적정처나 한가로운

독거처이다. 결국 그 기간 동안 금욕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27) 대정장 25, 180a26-c11.

28)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만 “閑坐林澤靜黙山間”(대정장 25, 180b18-9);

“持戒淸淨閑居獨處”(대정장 25, 185c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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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바라밀의 예비단계

선을 수습함에 있어서 보살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품은 독거

와 금욕, 혹은 4범주(brahmavihāra)나 변처(kṛtsnāyatana)의 수습

등이다.29) 그러나 재가보살이 대지도론의 선바라밀 수습자임을
고려하면 예비단계로서 독거와 금욕은 사실상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동안 보살은 가족생활

과 평범한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고, 숲 속에서 격리된 곳에 은둔

하여 금욕해야 한다. 그 동안 그는 독신자로서 선바라밀의 수습과

보리(bodhi)의 획득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조건아래, 성자들이나

재가자들의 삶을 유지한다. 또한 재가의 삶은 늘 감각적 욕망, 자

존심, 중독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

은 중생을 귀의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며,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위

해 독신을 선택한다.30)

하지만 대지도론에서는 독거에 대한 언급은 있는 반면, 금욕
은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고 예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금욕으로 인한 얻는 내적 청정과 즐거움은 자신의 해탈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러한 행위의 일상적 반복을 통해 일어나는 즐거움이 선으로 전환

되고, 그것을 통해 수행의 활력이 충전되기 때문에 보살은 금욕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것이다.31) 또한 전통적으로 계승되

어온, 즉 지계를 토대로 정진의 도움을 받아 선정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 지계바라밀과 정진바라밀이 선바라밀 이전에 수습되었

기 때문에 금욕은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다. 더욱이 내용적으로도

29) Har Dayal(1932: 221-2).

30) Śata. Pr. P., 116-7.; Mahāvastu II, 117, 140; III, 50.

31) Vetter(1988: 23).



선바라밀(dhyānapāramitā)의 예비단계 ∙ 277

독거처에서의 수습을 전제하고 있고, 5가지 감각적 욕망들을 물리

치는 단계를 가장 선두에 배치하고 있다.

대지도론에서 제시된 선바라밀의 예비단계는 크게 3가지 맥
락으로 나타난다. 첫째 맥락은 3단계로서 ⓵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kāma, 欲)들을 스스로 경책하는(nigarhaṇa) 단계, ⓶5가지
덮개(nīvaraṇa, 蓋)를 제거하는 단계, ⓷5가지 다르마(dharma, 法)
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둘째 맥락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

한 즐거움(kāmasukha, 欲樂)을 버리고서 ⓑ5가지 덮개를 제거한

다음, ⓒ5가지 다르마를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맥락은 미도지(an

āgmya, 未到地)에 의지하여 초선을 성취하는 것이다.32)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 3가지는 문장 주어가 각기 다르다. 첫

째는 선바라밀을 얻고자 하는 자이고, 둘째와 셋째는 초선을 얻으

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련된 문맥을 살펴보면 이 셋은

서로 다른 수습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단계의 수습자라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는 앞에서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

상들을 스스로 경책하고 5가지 덮개를 제거하고 5가지 다르마를

실천하면 초선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태를 수습하고 어떤

도를 의지해야 초선을 얻을 수 있는가”33)라고 질문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를 통해 형태상 선바라밀의 예비단계는 기존 초선의 그

것과 동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측면에서 이것들이 완

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선바라밀은 전체적으로 반

야바라밀과 관련된 대승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첫째와 둘째 맥락에서 모두 ⓵과 ⓐ는 ‘감각적 욕망
의 대상(kāma)으로부터 분리되고’라는 초선의 정형구를 보살의

실천지침으로서 상세하게 해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⓶, ⓑ는 ‘나쁜 불선법으로부터 분리되고’라는 정형구를 구체적으

32) 첫째 맥락은 대정장 25, 181a11-3이고, 둘째 맥락은 대정장 25,

185a20-b13이고, 셋째 맥락은 대정장 25, 185c28-186a1이다.

33) 대정장 25, p.185b27-9: “汝先言呵五欲除五蓋行五法得初禪

修何事依何道能得初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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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어놓은 것이지만 ③, ⓒ는 새로운 요소가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그것에 대한

탐착과 그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kāma, 欲)’이든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즐거

움(kāmasukha, 欲樂)’이든지, 그 제거 이후에 재차 5가지 덮개의

첫 번째 조항인 ‘탐욕(kāmacchanda, 欲)’에서 또 다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경우 모두 이중적 제거가 전제되어

있다. 게다가 그 실질적 내용도 전자는 그 대상들에 대한 음욕이

고 후자는 집착이다. 그리고 둘 다 그 제거에 용이한 구체적 숙고

와 관찰을 통해 이것들을 스스로 경책하거나 물리치고 있다. 이를

테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라리 선바라밀을 성취하

고자 하는 보살에게 그만큼 감각적 욕망의 제거가 필요한 현실적

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우

라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보살의 동기에서 이 수행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비단계가 기존의 선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논의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후라우발너가 주

장한 ‘해탈도의 정형적 기술’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살펴보자.34)

여기에서 기술된 예비단계는 바른 삼매를 정점으로 한다고 보고,

그 바른 삼매와 그 앞의 7가지 항목으로 8정도를 분류했을 때, 앞

의 7가지 항목이다.35) 그 7가지 가운데 앞의 두 항목, 바른 견해,

바른 결심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예비단계와

거의 유사하다.

34) 후라우발너가 주장한 ‘해탈도의 정형적 기술’의 내용 중(각주 4번

참조)에 본고에서 예시로 삼은 것은 sāmaññaphala sutta(DN I,

71.21-77.2)이다. 이에 대응되는 한역 沙門果經 (대정장 1, 109b7-11)의

내용은 축약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역이 아닌 DN에 의거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5) 8정도에서 앞의 7가지 항목을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전은 AN 7.5.2.(AN IV 40.22-25: DN 18(II 216.31-217.1): MN

117(III 71.17-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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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정(śīlaviśuddhi, 戒淸淨)을 지니고 독거처에 한가롭게 머물면서

모든 감관을 보호해 거두어들이는 동안 초야에서 후야까지 전일하고

정밀하게 사유하여 외적 즐거움을 놓아 버리고 선으로써 스스로 즐거

워한다. 모든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과 불선법으로부터 멀어져 미도지

(anāgmya, 未到地)를 의지하여 초선을 얻는다.36)

여기에서 계청정은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계수단’에 대

응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해 거두어들이면서 전일하게 사유하고

외적 즐거움을 버리고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구절은 ‘바른 정진’의

내용과 상통한다. 또한 가장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오래된

가르침에서부터 선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덮개의 제거가 기술된

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억누르는 것이 순전히 부정적 행위라고 말

할 수 없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이롭게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

고 이 단계를 통해 마음의 청정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37) 즉

7가지 항목들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예비단계라면, 5가지 덮개는

초선 직전 얻어야 하는 마음의 청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해탈도의 정형적 기술’에서의 예비단계를 바라밀 체계에

서 선정의 예비단계와 비교하면, 7가지 항목들은 바라밀로서 지

계, 인욕, 정진과 대응할 수 있고, 5가지 덮개는 이후 자세한 해설

이 첨가된 보살의 실천지침과 배대된다. ‘해탈도의 정형적 기술’에

36) 대정장 25, 185c28-186a1.

37) DN 2(I, 71.21-30) ; 반면 5가지 덮개의 제거는 “So abhijjhaṃ loke

pahāya vigatābhijjhena cetasā viharati, abhijjhāya cittaṃ parisodheti.

Vyāpāda-padosaṃ pahāya avyāpanna-citto viharati,

sabba-pāṇa-bhūta-hitānukampī vyāpāda-padosā cittaṃ parisodheti.

Thīna-middhaṃ pahāya vigata-thīna-middho viharati, āloka-saññī

sato sampajāno thīna-middhā cittaṃ parisodheti. uddhaccakukkuccaṃ

pahāya anuddhato viharati, ajjhattaṃ vūpasanta-citto

uddhacca-kukkuccā cittaṃ parisodheti. Vicikicchaṃ pahāya

tiṇṇa-vicikiccho viharati, akathaṃkathī kusalesu dhammesu

vicikicchāya cittaṃ parisodh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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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5가지 덮개의 제거가 구체적 지침이 없이 비교적 소략적인

정형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지도론에서는 5가지 덮
개를 제거하고 마음의 청정을 획득하는 단계 이전에 5가지 감각

적 욕망의 대상들을 스스로 경책하여 물리치는 단계나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의 포기가 기술되고, 그 이후에는 5가지 다르

마의 실천이 뒤따른다. 이 재구성에서 두드러진 것은 감각적 욕망

들의 제거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방법도 매우 구체

적인 실천 지침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대비심이

선 바라밀 수습의 동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수습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세속]와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

각적 욕망의 제거가 강조될만한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만큼

음욕으로 설명되는 감각적 욕망들의 위협은 보살도에서 물러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와 쟁점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예비단계에서 3가지 방식으로 설명된 감각적 욕망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은 일차적으로

는 눈의 인식대상(rūpa), 귀의 인식대상(śabda), 코의 인식대상(ga

ndha), 혀의 인식대상(rasa), 몸의 인식대상(spraṣṭavya)을 가리킨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인식대상들에 대한 탐착을 의미한

다.38) 특히 이 텍스트에서는 매우 추운 눈 내리는 밤에 동료를 잃

고 한 석굴에 머물던 우바새의 에피소드39)와 초선에 들어간 자를

38) 대지도론에서 이 구절은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속성은 종기를 불로
뜨는 것처럼 얻을수록 힘들게 하고, 개가 뼈다귀를 핥은 것처럼

무익하고, 새가 고기를 경쟁하는 것처럼 싸움을 부추기고, 역풍에서

횃불을 잡는 것처럼 사람을 불태우고, 독사를 밟은 것처럼 사람을

해치고, 꿈속의 사태처럼 실다운 것이 아니고, 임시로 잠깐 빌린 것처럼

항구하지 않는 것이다.”(대정장 25, 181a14-8)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욕에 대해 초기 불전에서 비유된 것들은 붓다가 아릿타(Ariṭṭha)

비구에게 설한 설법에서 나타나는데, 즉 해골(aṭṭhikaṅkala), 썩은 고기

한 조각(maṃsapesī), 불타는 풀무더기(tin’ukkā), 불타는

숯불덩이(aṅhārakāsu), 꿈(supina), 걸인(yācita), 독성을 지닌

과일(rukkhaphala), 도축장(asisūna), 날카로운 쇠말뚝(sattisūla), 독사의

머리(sappasira)이다.[Vin II, 25 ; MN I, 130 ; AN III,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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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욕의 불꽃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서 곧바로 청량한 정을

획득한다’라고 묘사하는 부분40)을 참조하면,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5가지 인식대상에 대한 음욕을 가리키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

음욕은 아직 얻지 못한 경우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잃을

까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잃으면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속성을 지

닌 것이다. 그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나방이 등잔불로 뛰어들

어 목숨을 잃은 것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들게 된다.

다음으로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즐거움이란 항상 그 환

란을 근심하여 그것을 없애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방식으

로 설명된다. 두려움(bhaya), 근심(daurmanasya), 고(duḥkha)의

조건으로서41)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탐착은 꿀을 바른 칼

을 핥은 자가 단맛을 탐착하다가 혀가 다치는 것처럼, 얻을 때는

잠시 즐겁다가 잃어버리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것이다. 또한 이것은 축생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마라의 그물에 붙

잡힌 것처럼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며, 숲의 네 모퉁이에서

난 불처럼, 모든 즐거움을 불태울 수 있다42)고 기술된다. 이와 같

이 감각적 욕망은 매우 두려워할만한 것이다. 그래서 대지도론
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인용하는데,

즉 독사의 위협과 같고, 원적이 칼을 뽑은 것과 같고, 나쁜 나찰과

같고, 악독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끊어 녹은 구리를 삼킨

것과 같고, 삼류의 미친 코끼리와 같고, 크고도 깊은 구덩이에 다

다른 것과 같고, 사자가 길을 막은 것과 같고, 마갈(makara)이라

39) 이 에피소드에서는 여자로 변화한 산신의 유혹에 우바새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이 부정한 말을 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추악한 자여, 물에

떠내려가고 불에 타버려라. 그대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 아내에게도

마음이 없거늘 어찌 하물며 삿된 음행을 짓겠는가”(대정장 25,

181b2-4)라고 게송으로 대답하고 있다.

40) 대정장 25, 185c4: “已得離婬火 則獲淸涼定”

41) ‘kāma’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초기 불전에서부터 나타난다. MN 14(I,

91-2), Vin(II, 250), MN 22(I, 130), AN(III, 97.

42) 대정장 25, 181a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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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고기가 입을 연 것과 같고, 큰 불구덩이 다다른 것과 같다고

그 두려움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물론 이것은 감각적 욕망

의 대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그 환란에 대해 깨우쳐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감옥의 죄수, 그물 속에 들어간 새, 낚시를 삼킨 물고기, 승냥이에

게 잡힌 개, 솔개 무리 속에 있는 까마귀, 들 돼지를 만난 뱀, 고

양이에게 잡힌 쥐, 구덩이에 다다른 맹인들, 뜨거운 기름에 붙은

파리, 진영에 선 병자, 불을 만난 절름발이 등과 같이 괴로운 상태

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43)

마지막으로 5가지 덮개의 하나로서 탐욕도 감각적 욕망의 대상

들과 동일하게 구할 때 괴롭고 얻으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잃어버

릴 때는 극심한 괴로움을 품게 된다고 기술된다. 그리고 이것은

머무는 곳마다 갖가지로 성가심과 혼란을 초래한다. 그 때문에 해

탈도에 가까워질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점점 해탈도와 거리가 멀

어지게 한다. 이러한 환란에 대해 대지도론에서는 비웃음과 연
관시켜 출가자 혹은 보살에게 그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장치로 사

용된다. 즉 중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 출가한 자로서 그러한 집착

은 갑옷을 입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도 적을 보고 도망하는

것처럼 큰 비웃음을 받을만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탐욕이 마

음을 덮어버리면 그로 인해 본원을 관찰해 알지 못하고, 좋고 나

쁨도 식별하지 못하며, 미친 듯이 갈애(tṛṣṇā)에 취하여 참(hrī,

慙)과 괴(apatrāpya, 愧) 등의 귀중한 법들을 모두 버리고, 현명하

고 지혜로운 자와 친하지 않고 매우 어리석은 자들과 가까이 하

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결국 해탈도에서 멀어

지게 된다.44)

이와 같이 비록 3가지 단계로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물리치

거나 제압할지라도 이것들을 다른 속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

다. 즉 그 대상들에 대한 음욕[欲], 그 대상에 대한 즐거움[欲樂],

43) 대정장 25, 185a22-b10.

44) 대정장 25, 183c21-184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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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탐욕이라는 덮개[欲蓋]라고 표현되지만 그 속성은 동일한 감각

적 욕망의 대상들을 그 수습의 단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속성과 환란을 강조하여 그것

들을 거듭 제거하는 예비단계를 두고 있다는 것이 선바라밀의 주

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살펴

보자. 그것은 대체로 ㉠그와 관련된 붓다의 말씀을 떠올려 ㉡그

환란이나 속성을 관찰하고, ㉢그 위험을 감지한 다음 스스로 경책

하는 것을 통해 물리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아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45)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에 대해 감각적으로 붙잡는 색46)이 일어났

을 때:

㉠그는 색으로 인해 적국의 들어가 홀로 음녀 암바팔리(Āmrapālī)

의 방에 있게 된 빔비사라(Bimbisāra)의 예화, 혹은 색에 염오되어 50

0명 선인(ṛṣi)의 수족을 자른 우전(Udayana)왕의 에피소드를 떠올린

다. ㉡누구든지 색에 집착하면 불이 금은을 태우는 것처럼 결사의 불

이 타올라 그의 몸을 태울 것이라는 등, 그 환란을 관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희애(喜愛)로 그것이 나타나지만 원수에게는 분노로 일어나

고, 이에 비해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자에게 분노하지 않

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속성을 지닌 색의 부정성(aniyat

ā)을 관찰하여 분명하게 안다. ㉢그것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을 감지한

다음 스스로 경책하고, 색과 그에 대한 나쁜 느낌들을 모두 일시에 제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물지 않고 잠시 들리다가 곧 사라지는 특징을 지닌 귀의 인식

45) 대정장 25, 181b12-183c20.

46) Vetter(2000: 21, n. 23): MN(I, 88,6; 88,14)에 기술된 것으로서 ‘kāma’와

관련된 색은 복수형[rūpā]으로 수들(vedanā)과 함께 사용되며, 색들의

달콤함은 젊은 소녀들로, 쓰라린 고통은 노년의 추함을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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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서 소리에 대해 사랑스러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욕망

이 일어날 때:

㉠그는 견다라녀(kiṃnarī)가 설산의 연못에서 목욕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선정을 잃어버리고 그 소리에 마음이 사로잡

혀 미쳐 날뛴 500명의 선인들의 예화를 되새긴다. ㉡그 무상하고(anit

yatva) 변하는 것(pariṇāmatva)이고 사라지는(hāni) 속성을 지닌 소리

에 대해 반복적으로 숙고하여 집착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지혜로운

자라면 생각생각 생멸하여 전 찰나와 후 찰나가 함께 갖추어지지 않

고, 그로 인해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부단히 분석하고 관

찰한다. ㉢그 소리에 대한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

한 지를 간파한 다음, 스스로 경책하는 것을 통해 물리친다.

코의 인식대상으로서 향기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때:

㉠그는 용궁의 향기로운 밥알과 용녀의 향기롭고 단정하고 미묘한

신체에 대해 애착하여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 수행하여 나가

(nāga)가 된 어떤 사미의 에피소드, 혹은 연꽃 연못가에서 경행하다가,

그 향기에 대해 일으킨 기쁨과 즐거움에 탐착하여 선정에 들던 나무

아래에서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그 향기를 훔치다가 연못 신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드는 비구의 예화47)를 기억한다. ㉡향기에 대한 애착

이 비록 그 죄가 적다할지라도 결사의 문을 열어 100년 동안의 지계

자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관찰하다. ㉢이와 같이 그 속

성을 간파한 다음 스스로 경책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물리친다.

혀의 인식대상으로서 맛있는 맛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때:

㉠그는 타락에 애착하여 죽은 이후 타락 병속에 사는 벌레로 태어

난 사미의 예화, 혹은 향산에서 매우 맛좋은 과일을 가져다 새끼를 기

르는 정원의 나무 위의 새의 과일을 훔치다가 화가 난 새가 가져온 독

과를 먹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죽은 월분(Candrabhāga)왕의 태자의

에피소드를 떠올린다. ㉡다음으로 스스로 즐기는 마음으로 맛있는 맛

을 탐착하면 흘러넘치는 구리를 입에 들어부은 것처럼 큰 고통을 받

을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하면서 먹을 때마다 그것을 관찰한다. ㉢스스

로 경책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물리친다.

47) SN 9.14(I,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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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의 인식대상으로서 감촉되어진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때:

㉠그는 라후라모본생경(Rāhulamātṛ-jātaka)에서 아쇼다라(Yaśod

harā)와 석존과의 인연, 혹은 바라내국 외뿔 선인(Ekaśṛṅga)과 관련된

예화48)를 되새긴다. ㉡앞의 4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과 달리, 감촉

은 일어나는 영역이 넓고 두루 신식에 가득차서 염착을 일으킬 수 있

는 여지가 많은 속성을 지닌 것이고, 불꽃처럼 모든 결사를 일으키고

마음을 속박시키는 근본원인이며, 그만큼 감촉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

기가 어렵고, 심지어 부정관조차도 크게 이익이 없을 정도라고 관찰한

다. ㉢스스로 경책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물리친다.

이와 같이 5가지 감각적으로 인식된 대상들에 대해 욕망이 일

어날 때 물리치는 방법은 그 환란을 숙고하거나 관찰하여 스스로

경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그 경책은 그것들에 대한

반야적 통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스승들에게 배우거나 경

전을 통해 그 환란과 관련된 예화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깊이 숙

고한 다음, 그 속성을 반야로 철저하게 통찰하여 염리하고 스스로

경책하여 물리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바라밀을 얻으려는 보살은 이 대상들에 대한 음욕을 이

와 같은 방식으로 물리친 다음, 차제적으로 5가지 덮개를 제거해

야 한다. 대지도론에서 5가지 덮개는 그것들의 속성과 그로 인
한 환란을 통찰하여 제거된다.49) 그 각각의 속성 가운데 탐욕이라

는 덮개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진에(vyāpāda)라는 덮개는 근본

적으로 모든 선법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모든 행복의 원수이고 선심의 큰 도적이고 갖가지 악구

의 창고로 비유된다. 이러한 진에가 와서 마음을 덮으면 좋고 나

쁨을 구분해 알지 못하고 이익과 손해를 알지 못하며 악도의 두

려움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뇌를 헤아리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진에는 자신뿐 아니

라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속성을 분명하게

48) Mahāvastu(III, 143-152)

49) 대정장 25, 183c21-185a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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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하여 제거해야 한다.

오직 숨만 쉴 뿐 죽은 것처럼 만드는 수면(styānamiddha)이라

는 덮개는 큰 어둠으로 보이지 않게 날마다 침투하여 사람의 혜

명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으로서, 현세에 욕락(欲樂), 이락(利樂),

복덕이라는 3가지 사태를 파괴할 수 있고, 현세와 후세에는 구경

락(niṣṭhasukha, 究竟樂)을 파괴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것이다.

도거(auddhatya)라는 덮개는 고삐 없는 술 취한 코끼리와 코가

터진 낙타처럼, 마음을 거두어 들여 머물 수 없도록 들떠 흩어지

게 하는 것으로서, 출가심(pravrajyācitta)을 파괴할 수 있고, 후회

(kaukṛtya)라는 덮개는 항상 두려움을 품고 있는 큰 죄를 범한 자

처럼, 짓지 않는 것과 이미 지은 것에 대해 견고하게 꽂혀 뺄 수

없는 화살처럼 마음에서 두고두고 매달리는 속성을 지닌 것이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일어난 의심(vicikitsā)이라는 덮개는 보배 산에

들어갔지만 손이 없어 아무 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자처럼, 갈림길

에서 제법실상에 대해 부지런히 구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기울여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속성을 지닌 것이다. 이와 같이 집중하지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심은 그 수습차제에서 불법 가운데 얻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와 같이 그 속성을 분명하게 통찰하는 것이 5가지 덮개를 제

거하는 첫 순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과 더불어 5가지 덮개

의 제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통해 이루어진다.50)

탐욕개(貪欲蓋): 붓다의 간절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로 인해 발생

할 비웃음 등의 환란을 숙고함, 부정관(aśubhabhāvana)을 수습함,

노․병․사를 관찰함, 선법(善法)을 좋아하여 훈련, 몸을 관찰하여 그

실상을 얻음.

진에개(瞋恚蓋): 성내는 제자에게 가르친 붓다의 말씀에 따라 ‘몸을

받아 태에 있을 때의 더럽고도 아득한 고통, 태어난 이후의 큰 어려움’

50) 이 텍스트에서는 5가지 덮개 가운데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대한 바램’은

‘貪慾’으로, ‘악의’는 ‘瞋恚’로, ‘해태와 혼침’은 ‘隨眠’으로, ‘들뜸과 후회’는

‘掉悔’로 한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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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숙고함, 죄와 그 과보, 그리고 꾸짖을 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서 자애로써 인욕함, 모든 사람에게 노․병․사가 불가피한 것임을 관

찰하여 그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킴, 서로 원수처럼 해치는 중생의 고통

을 인식하여 자비를 행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선법을 수습함, 선

악의 병립하지 못하는 특성을 이해하여 도법을 수습함, 홀로 스스로

맑고 한가로운 장소에 거처하면서 자애관(maitrībhāvana)을 수습함.

수면개(睡眠蓋): 수면하는 제자를 꾸짖는 보살의 가르침51)을 되새

기면서 수면이 모든 복덕과 해탈까지 파괴할 수 있는 것임을 깨우쳐

스스로 경책함.

도회개(掉悔蓋): 경전에 설해진 관련 지식을 숙고함, 즉 출가자로서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그것을 인식함52), 후회의 종류와 그 속성에 대

해 숙고하여 멀리 여윔.53)

의개(疑蓋): 경전에 설해진 관련 지식, 특히 제법실상에 대해 의심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깊이 숙고함54)

51) 대정장 25, 184b26-c4: “그대 일어나라. 냄새를 안고 있는 몸으로

누워있지 말라.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가명으로 사람이라고 하나니,

중병을 얻은 것과 같고,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여러 고통이 모여드는데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일체 세간이 죽음의 불로 타고 있다. 그대

마땅히 벗어남을 구해야 하거늘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사람이 묶여

장차 죽으러 가는 것처럼 재앙이 드리워져 있거늘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도둑을 묶어 없애지 않는다면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다. 독사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자는 것과 같으며, 진영의 날카로운 날 사이에 임한

것과 같은데 이때에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수면은 큰 어둠처럼 보이지

않은 채, 날마다 침투해서 사람의 밝음을 속여 빼앗아 간다. 수면으로

마음이 덮인다면 알려지는 것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큰 손실이 있거늘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52) 대정장 25, 184c9-10: “그대는 이미 머리를 깎고 염의를 입고서 질그릇

발우를 가지고 걸식을 행하면서 어찌하여 즐거움에 집착하고 들뜨는

법으로 희롱하는가. 이미 법에 이익을 없앴고, 세간의 즐거움도 잃을

것이다.”　

53) 대정장 25, 184c13-6: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도다. 후회는 괴로운 불로 태워지는 것이고, 후세에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다. 사람은 죄를 뉘우칠 수 있으니, 이미 뉘우쳤다면 놓아버려라.

이와 같다면 마음이 안락하리니, 두고두고 생각에 매이지 말라.”

54) 대정장 25, 184c25-185a5: “사람이 갈림길에 있을 때 의혹하면 나아갈 수

없듯이 제법실상에 대한 의심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의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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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덮어버리는 가리개로서 선정을 가로막는다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주된 방법도 앞의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

들에 대한 음욕을 물리치는 방법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전에서 기

술된 관련지식을 숙고하거나 그 속성에 대해 여실하게 올바른 반

야로 통찰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반야라고

간주되는 경전에서 설해진 관련 지식을 숙고하여 그 덮개의 위험

성을 간파하여 원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생긴 고통스러운 사태

를 관찰하여 그것을 원리하거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전

통적 관법, 예들 들면 부정관, 자애관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물

리치는 것과 함께 5가지 덮개를 제거하기 위해 보살이 사용한 수

습방법이다. 둘 다 경전에 설해진 관련 지식으로서 붓다의 말씀이

나 전생담, 심지어 보살의 교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보살들은 초선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전에 대한 지식을 이미 이전

에 습득하고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에게 나타난 선

정의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가지 덮개의 경우는 모두 경전에서 인용된 게송이다. 이것

은 아마도 암송하기에 편리한 게송으로 이루어진 가르침들이 선

바라밀을 성취하고자 하는 보살들에게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

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5가지 덮개를 제거한 이후에 수습해야 할 5가지 다

르마는 욕(chanda, 欲), 정진, 념(smṛti, 念), 공혜(saṃprajñāna, 巧

慧), 일심(cittaikāgratā, 一心)이다. 선정의 예비단계로서 더군다나

제법실상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도다. 의심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악중에 폐악이로다. 선과 불선법 중에 생사와 열반은 결정된 진실과

법성, 이것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대가 만약 의심을

일으킨다면 죽음 왕의 옥리들이 묶어버릴 것이니, 사자가 사슴을

포박하는 것처럼 능히 벗어날 수 없으리라. 세상에 있으면서 비록

의심하더라도 마땅히 오묘한 선법을 따라야 하리니, 비유하면

갈림길에서 이롭고 좋은 쪽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과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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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으로서 이것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배

대한 것은 니까야(Nikāya)나 아비달마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특이사항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욕’은 욕계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바램이고, ‘정진’은 집을 떠나 계를 지니면서 밤을 새우면

서 오로지 정밀하게 게으름 없이 음식을 절제하고 마음을 섭수하

여 달아나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념’은 초선에서

의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욕계는 청정하지 않고 미혹하고 천시할

만하지만 초선은 높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고, ‘공혜’는 욕계의 즐거움과 초선의 즐거움에 대해 경중과 득실

을 헤아려 관찰하는 것이고, ‘일심’은 항상 마음을 묶어서 반연하

는 대상에 대해 분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55)

일심이나 정진은 마음을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나머지는 욕계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 의지, 초선과 욕계의 차별

에 대해 알아차리거나 관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불선법이라는

5가지 덮개들로부터 분리, 이를테면 빚을 진 자가 빚을 갚고 중병

에 차도가 있고, 기아의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 도달하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안온하고(kṣema) 청정하고 쾌락한(sukh

a) 상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56)

그러면 기존의 선정체계와 달리 여기에서 5가지 다르마를 실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5가지 덮개의 제거를 통해 얻

은 청정한 상태에 머물러 초선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내용적으로 욕계와 대비되는 색계, 즉 4선에 상응하

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범천에서의 즐거움에 대해 경중과

득실을 헤아려서 관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비심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자가 그 성취 직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욕계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초선

의 즐거움이 귀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라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그만큼 선바라밀은 대승보살도에서 반야바라밀의 방편으로

55) 대정장 25, 185a15-20.

56) 대정장 25, 185a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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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탁월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지혜를 지키는 창고이고 공덕

의 복전이며, 그로 인해 얻은 6가지 신통력으로 무량한 중생을 제

도할 수 있고, 특히 금강 삼매를 얻는다면 결사의 산을 부수어 버

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나오며

모든 측면에서 일체 다르마를 알고자 하는 보살이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머무는 반야바라밀을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대
지도론에서 해설된 선바라밀이다. 따라서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머문다는 측면, 즉 산란하지도 않음과 미착하지 않음에 의지한 상

태가 바로 선바라밀이 되며, 그 범주도 포괄적으로 모든 삼매와

공덕을 포함하게 된다. 한마디로 대승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것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바라밀의 기초 골격은 초기불전

에서부터 정형화된 그 형식 그대로이지만 구체적 지침은 대비심

의 적용과 반야바라밀의 부사의함, 자유자재함, 무량함으로 나타

난다.

이 논문의 취지는 선바라밀의 예비단계에서 드러난 대승적 통

합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은 거시적으로 선바라밀의

성취와 초선의 성취를 동등한 선상에서 다루면서 그 예비단계를

보살의 실천 지침으로 매우 상세하게 해설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여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선의 특징적 정형구 가운

데, 즉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로부터 분리되고, 나쁜 불선법으로부

터 분리되고’라는 것을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스스로 경

책하기 위하고 5가지 덮개를 제거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 실천 지

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5가지 다르마의 실천

을 첨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책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다. 물론 기존의 부정관, 자애관 등의 수습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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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되지만 대체로 그 속성들과 관련된 스승들이나 경전에서 배

운 예화를 토대로, 그로 인한 환란을 반야에 의해 통찰하여 염리

하고 이욕(virāga)하는 방식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경

전에 설해진 예화나 관련 지식이 게송의 형태로 매우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는 것은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보살들에게 이전에

이것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텍스트에서 제시된 선바라밀의 예비단계는 크게 3가지 체계

로 나타난다. 첫째는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을 스스로 경책

하는 단계 → 5가지 덮개를 제거하는 단계 → 5가지 다르마를 실

천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즐거움을

버림 → 5가지 덮개를 제거함 → 5가지 다르마를 실천하는 것이

다. 셋째는 계청정을 지니고 독거처에 머물면서 모든 감관을 단속

하는 동안 정밀하게 사유하여 외적 즐거움을 놓아버리고 선으로

즐거워하는 미도지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그것을 수습하는 자는 출가보

살에서부터 가족, 스승과 제자, 전륜성왕 등 재가보살까지 아우른

다. 그러나 그 장소는 적정처나 한가로운 독거처이다. 또한 그 목

적은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대비심의 차원에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즉 선바라밀을 수습하는 동안 출가보살이든

재가보살이든 모두 독거처에서 머물지만 그 대비심으로 삼매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용한 방에 놓인 밝은 등불처럼 선으로

부터 제법실상을 아는 지혜가 온전해지고 효용이 뛰어나기 때문

에 보살에게 선바라밀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예비 과정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음욕이나 그 즐거움, 혹은 그 탐욕에 의한 덮개를

제거하는 부분이다. 이것들에 대한 환란은 지나칠 만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체계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거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대비심의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속과 지속적

인 연관성을 떨쳐버리기 어렵고, 실제 수습에서 감각적 욕망이 보

살도에 큰 위협이 되었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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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선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한 예비단계는 5가지 감각적 욕

망의 대상들로부터 분리, 즉 그 대상들에 대한 음욕을 스스로 경

책하여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5가지 덮개의

제거도 필요하고, 5가지 다르마의 실천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후에 보살은 선바라밀의 방편, 즉 초선을 성취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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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liminary for the Perfection 
of Absorption(dhyānapāramitā) in the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

Kim, Hongmi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limi-

nary for the perfection of absorption[dhyānapāramitā] in the

description of the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Chinese:

Ta-chin-tu-lun; T1509]. The preliminary for it has been re-

constituted based on the mahāyāna-inclusivism, which is

that a method of intellectual debate in which the essential

meditative elements of it, was admitted but relegated to a

minor position, or given extensive reinterpretation and

which aims not at reconciliation between concentrative

meditation and the dhyānapāramitā but at prevailing over

the other meditative system. The dhyānapāramitā re-

interprets what PvsP's a passage called "the Bodhisattva …

must accomplish the dhyānapāramitā by relying on the

non-existence of distraction and delectation".

Foundational data of the preliminary for it patterned on

the Buddha's definition as buddhist typical concentrative

meditation but detailed guidelines are marked by mind of

great compassion(mahākaruṇācitta) and infinitude of perfec-

tion of wisdom(prajñāpāramitā). Macroscopically, the

dhyānapāramitā equalized with which path are employed to

gain the first dhyāna. As the bodhisattva’s practice guide-

lines, it have been copiously annotated and added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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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dharmas in the step of preliminary.

The main contents of the preliminary for it may be

divided into three types in this śāstra: The first is acquired

through the elimination of five desirable objects(kāma), the

removal of the five obstacles(nīvaraṇa), and the practice of

the five special dharmas; The second is firmly rejected the

pleasures of desirable objects(kāmasukha); The third is

gained though the purity of morality, the solitude of the

meditative place, the protection of the senses, intensive

meditation during the first and last watches of the night

that the meditator casts off external joys and takes delight

in meditation. I point out that the emphasis rests on the

elimination or rejection about desirable objects, as the case

analysis illustrates. Their eliminable methods are charac-

terized by discriminating insight about their harmful attrib-

utes and high-risks. In addition to dealing with specifically

doctrinal matters, this Śāstra also contains many stories and

narratives, some of which are edifying jātakas.

Keywords :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 preliminary for the

perfection of absorption(dhyānapāramitā),

perfection of wisdom(prajñāpāramitā), object of

sense desire(kāma), mahāyāna-inclusivism,

discriminating insight, bodhisat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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