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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__청화의 실상염불선과 관련하여__

*

박경준**1)

Ⅰ 머리말. Ⅱ 대지도론의 성립과 의의. Ⅲ 대지도론의
염불사상. Ⅳ 대지도론의 선사상. Ⅴ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청화 선사, 염불선, 실상염불선, 대지도론, 중도실상,

염불삼매]

청화선사가 제시한 실상염불선은 그 사상적 근원을 대지도론에 두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 이의 전거로서 고찰한 대지도
론의 염불사상의 특징은 첫째, 염불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억
념(憶念)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둘째, 염불의 대상을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염불은 염불삼매를 지

향하며 탐진치 3독과 죄업장을 소멸하고 중생을 제도함을 목표로 한다.

넷째, 법신불을 염불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신(佛身) 및 불공

덕(佛功德)의 무자성(無自性) 공(空)을 관하는 것이 참다운 염불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대지도론의 선사상의 특징은 첫째,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시대의 선사상의 체계를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수용한다. 하지만 보살의

선바라밀 내용과 부파불교의 선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선정의 수행은 한적한 곳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선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5욕(欲)에 대한 꾸짖음, 5개(蓋)의 제거, 5법

(法)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선 체계를 대승적 이념에

의해 재구성하고 있다. 넷째, 보살은 선 수행을 통한 선정과 지혜의 힘

을 바탕으로 대비심(大悲心)에 의지하여 중생 제도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보살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진리를 깊이 이해

하기에 산란함의 모습도 탐하지 않고 선정의 모습도 탐하지 않는다.

청화 선사의 실상염불선은 중도실상의 진여불성 자리, 이른바 법신

자리를 생각하는 최상승선으로서 대지도론의 염불사상 및 선사상을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 논문은 2014년 5월 23일 동국대학교 학명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염불과

선: 염불선의 성립과 전개”라는 주제의 <청화사상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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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청화 선사는 어떤 행복보다도 제일 큰 행복이 열반제일락(涅槃

第一樂)이라고 설파하여, 열반이 불교의 최고선이자 최종 목표임

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이러한 영원한 행복이요 참다운 자유의 길

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본래 공(空)한 번뇌 망상을 여의고

참 자기를 찾는 마음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1)

마음 공부의 길은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실로 다양한 모습을 드

러내 보였다. 이 다양한 마음공부의 방법 가운데서도 선과 염불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행의 전통을 형성하

여 왔다. 청화 선사는 그의 은사인 금타 화상의 <보리방편문>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선과 염불의 전통을 하나로 회통하는 수행 방

법이 현대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

하여 제시한 수행법이 바로 염불선이다. 이 염불선은 더욱 구체적

으로 표현하면 실상염불 또는 실상염불선이라고 할 수 있다.2)

실상염불이란 실상 즉 진리를 비추어 관하면서 하는 염불이다.

실상이란 생(生) 하지도 않고 멸(滅)하지도 않는 진공묘유(眞空妙

有)의 생명 자체를 의미하며, 동시에 진여, 여래, 불, 열반, 도, 실

제, 보리, 주인공, 일물, 본래면목, 제일의제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선사는 실상염불은 우리가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부처님

께서 밝히신 대로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염불이라고 정의한

다.3) 실상염불선은 청화의 불교관 및 수행론을 특징짓는 키워드

1) 청화대종사(2013) 서두 참조.

2) 청화 선사는 “실상염불은 모든 상을 떠나서 부처님의 진리, 중도실상이라,

이른바 우주에 두루해 있는 부처님의 참다운 생명의 실상,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염불입니다. 따라서 실상염불이 되면 그때는 바로

염불참선이 됩니다. 실상염불은 염불선과 둘이 아닙니다.”라고 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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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우선 청화의 실상염불선의 연원을 용수의 대지도론
에 나타난 염불 및 선사상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

다. 대지도론은 대승불교사상의 기본 텍스트와 같은 논서로서

훗날 전개되는 거의 모든 대승불교사상의 원천인 동시에 ‘불교백

과전서(全書)’라고 할 만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

요한 문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화 선사가 여러 저술과

법문 속에서 이 대지도론의 가르침을 적지 않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

Ⅱ. 대지도론의 성립과 의의

1. 대지도론의 성립

대지도론은 그 본래 명칭이 마하반야바라밀경석론(摩詞般若
波羅蜜經釋論)이다. 이름 그대로마하반야바라밀경[大品般若經]
에 대한 석론[주석서]이라는 의미다. 대지도론은 대혜도경집요
(大慧度經集要), 대지도경론(大智度經論), 마하반야석론, 대
지석론(大智釋論), 대지론, 대론, 지론, 지도론, 석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대지도론은 일반적으로 용수(龍
樹, Nāgārjuna, C.E. 약 150～250)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

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什,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으로

전한다. 구마라집은5) 홍시(弘始) 3년(401년)에 장안(長安)으로 들

어와 승예(僧叡), 승조(僧肇), 승계(僧契) 등과 더불어 대품반야경
3) 박경준(2013) p. 141.

4) 청화대종사(2013) pp. 147, 165, 177, 178, 191, 335, 436 등 참조.

5) 구마라집에 대해서는, 鎌田茂雄저/정순일 역(1992) pp. 68-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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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홍시 6년 4월에 착수하여 이듬해(405년) 12월에 끝마쳤다. 구
마라집은 34권 (대품반야의 초품에 해당)까지만 원전 내용을 온
전히 번역하고 그 이후 내용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게

발췌하고 압축하여 번역하였다. 그렇게 하여 완성된 것이 현존하

는 대지도론100권이다.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번역했
다면 100권이 아니라 이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분량이 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지도론의 저자를 용수로 확정한다든가 단지 용수

일인(一人)으로 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용수는

남인도에서 출생하여 주로 남인도에서 활동하였는데 반해, 대지
도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생담(本生譚) 등이 거의 서북인도를

중심 무대로 하고 있고 서북인도의 지리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

기 때문이다. 라모뜨가 대지도론의 저자를 서북인도 출신의 누
군가로 주장하는 근거도 바로 이 점이다. 또한 대지도론 여기저
기에서 발견되는 ‘진나라 말 운운(秦言云云)’하는 구절은 아무래도

구마라집이 첨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따

라서 대지도론의 성립과정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대지도론의 핵심부분은 중론을 지은

용수가 저술하고, 그 후 제바(Ārya-deva)와 나후라(Rāhulabhadr

a),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가필하고, 나아가 구마라집이 번역하

는 과정에서 내용을 첨가한다. 대지도론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 성립한 것이다.6)

2. 대지도론의 주요내용과 의의

대지도론은 형식적으로는 대품반야경에 대한 주석서이지

6) 武田浩學(2005) 참조;한글대장경대지도론<1>, p. 해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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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가운데 ‘불교백과전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내용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채롭다. 이 논의 내용은 대품반야경에
대한 주해(註解)를 중심으로, 전설과 비유, 역사와 사상, 인물과 지

리, 승가의 실천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도론은 초기경
전과 율전은 물론 부파불교의 여러 논서, 반야경을 비롯한 법화,

화엄, 보적, 정토 등의 대승경전, 나아가 인도 일반 사상까지를 망

라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비달마의 교리도 소승이라 하여 획일적

으로 배척하지는 않고 취할 것은 취한다. 예컨대 설일체유부가 주

장하는 일체법의 ‘실유론(實有論)’ 같은 사상은 강하게 비판하지만,

그 밖의 많은 교의는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나아가 반

야바라밀을 천명하는 근거로 삼는다.7)

대지도론은 근본적으로 ‘반야공(般若空)’의 선양을 궁극의 목
표로 삼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 저술인 중론이 그것을 파사(破
邪)에 의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밝히고 있는데 반해, 지도론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진리를 역설한다.

또한 육바라밀(六波羅蜜)을 비롯한 대승보살사상의 종교적 실천을

해명하고 강조한다. 요컨대 대지도론은 그것이 성립하기 이전까
지의 불교의 교리적·종교적 측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종합하고

유기적으로 재조직하여 대승학(大乘學)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8)

이러한 대지도론은 후대의 여러 대승불교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용수를 ‘8종(八宗)의 조사(祖師)’라고 하는 것도 실로

이 논서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지도론은 인도

유식(唯識)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대승기신론의 진여
사상도 대지도론의 이론에 힘 입은 바가 크다. 또한 이 논서의
불신관 특히 법신관(法身觀)은 밀교사상의 토대가 되고 진언다라

니의 모태가 된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는 아미타불국토를 찬탄하

고 있는 바, 이것은 정토사상의 흥기에 자양분이 된 것으로 보인

7) 한글대장경대지도론<1>, p. 26.
8) Ramanan(1998) 참조; 정승석(1989)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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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대지도론의 교의는 중국의 삼론학파(三論學派)
는 물론, 천태교학과 화엄학, 나아가 선종의 성립에도 큰 영항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9)

Ⅲ. 대지도론의 염불사상

1. 대지도론의 염불론

오늘날 우리 한국인이 흔히 사용하는 ‘염불’의 사전적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의 상호·공덕을 염하면서, 입으

로 불명(佛名)을 부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는 일’이다.10) 하지만 일반적으로 염불의 싼스끄리뜨 원어는 Bu

ddha-anusmṛti(빨리어: Buddha-anussati)로서 원래는 ‘선정 수행’

의 개념이며 ‘붓다에 대한 간단(間斷) 없는 염염상속(念念相續)의

조견(照見) 상태’로 정의된다.11) 대지도론에서는 ‘염불’이 부처님
을 입으로 부르고 왼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으로 억념(憶念)한다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그것은 대지도론에서는 ‘염불’이
라는 용어보다 ‘염불삼매’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사실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요컨대 대지도론에서는 ‘염
불’이 Buddha-anusmṛti라는 원어적 의미에 더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은 염불이 칭명(稱名)의 염불

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心]의 염불임을 언명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항상 모든 부처님을 뵙고자 원하면서, 계신 곳을 듣거나

9) 정승석(1989) p. 92.;伽山 佛敎大辭林(제4권) p. 672.
10) 이희승 감수 (1993) p. 1547.

11) 조준호(2013) pp. 24-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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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토 안에 부처님이 계시면, 뜻대로 그곳에 왕생(往生)하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마음을 밤낮으로 항상 유지하나니,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을 염하는 마음[念佛心]이니라.12)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염불의 마음(念佛心)’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칭도(稱道)하는 염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지도론 <불토원(佛

土願)> 석론(釋論)에 나오는 ‘염불삼매’의 다음 용례에서도 마찬가

지다.

한량 없는 불국토라 함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말한다. 염

불삼매란 시방삼세(十方三世)의 부처님들을 마치 눈 앞에 현재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항상 마음의 눈(心眼)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름한다.13)

여기에서도 ‘심안(心眼)’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염불의 선

정(禪定)적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대지도론은 위의 가르

침에 계속하여 두 가지 염불삼매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는 성문법

(聲聞法)에서의 염불삼매이니, 이것은 한 불신(一佛身)에 대해 마

음의 눈으로 관하여 시방에 가득하심을 보는 것이다. 둘째는 보살

도(菩薩道)에서의 염불삼매이니, 이것은 한량 없는 불국토 가운데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念)하는 것이다.14) 대승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

떤 한 시간, 어떤 한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무한히 열려 있다. 그

리하여 무한한 공간[十方]과 무한한 시간[三世] 속에서 얼마든지

많은 부처가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시방삼세무량제

12) 大智度論(TD 25) p. 577b,

“是人常願欲見諸佛，聞在所處國土中有現在佛，隨願往生；如是心常晝夜行，

所謂念佛心.”

13) 大智度論(TD 25) p. 108c, “無量佛土名十方諸佛土 念佛三昧名十方三世諸佛

常以心眼見如現在前.”

14) 大智度論(TD 25) pp. 108c-109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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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十方三世無量諸佛)’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따라서 대승의 기

본 텍스트인 대지도론이 지향하는 염불삼매는 보살도의 염불삼매

로서 부처님의 외연을 끝없이 확장하고 있다. 대승의 종교적 상상

력은 여기에서도 빛을 발하며 고통 속의 중생에게 성불(成佛)에의

희망을 안겨준다.

대지도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염불의 내용을 부처님(또는

부처님의 몸)에서 부처님의 특성과 공덕으로 확장한다.

[보살은] 또한 항상 인자한 마음[慈心]을 닦으면서 중생을 두루 생

각하여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또한 항상 염불삼매를 닦으면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과 신령스런 덕을 생각[念]하는 까닭에 몸에 광명을 얻

는 것이다.15)

여기서는 염불삼매를 닦을 때 부처님의 광명과 신덕(神德)을 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지도론<사리불인연(舍利佛因緣)>장
(章)에서는 염불 시에 여래십호(十號)를 염한다 하고 있는데16) 여

래십호를 염한다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의 여러 공덕을 염하는 것

이다. <십력(十力)>장의 석론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염불 시에 법신(法身)도 염해야 한다고 설한다.

어떤 (성문이나) 보살이 염불삼매를 닦을 때는 비단 부처님 몸만을

염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갖가지 공덕과 법신도 염해야 하느니라.17)

법신불 사상은 대승의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교의다. 염불

삼매의 내용 속에 법신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염불이 단순히 종교

15) 大智度論(TD 25) p. 309a, “復次，常修慈心，遍念眾生，心清淨故.

又常修念佛三昧，念諸佛光明神德故，得身光明.”

16) 大智度論(TD 25) p. 138a, “念佛者 佛是 多陀阿伽陀 阿羅呵 三藐三佛陀

如是等 十號.”

17) 大智度論(TD 25) p. 236a; 용수의 법신관에 대해서는, 김잉석(1963) p.

28.



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 239

적(신앙적) 차원만이 아니라 교리발달사적 차원까지를 포함함을

보여준다. 이 내용은 훗날 정립된 <4종 염불> 가운데 ‘실상염불

(實相念佛)’ 개념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염불삼매에는 여러 수승한 공덕이 따르게 된다. 대지도

론은 염불삼매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염불삼매는 갖가지 번뇌와 전생[先世]의 죄를 제거하지만, 다른 삼

매로는 능히 음욕을 제거하나 성냄을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능히 성

냄을 제거하나 음욕을 제거하지 못하고, 능히 우치를 제거하나 음욕과

분노를 제거하지 못하고, 능히 삼독(三毒)을 제거하나 전생의 죄를 제

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염불삼매는 능히 갖가지 번뇌와 갖가지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염불삼매에는 큰 복덕이 있어서 능히 중

생을 제도하나니, 이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려 함에 다른 삼매들 가

운데 이 염불삼매만큼 무량한 복덕으로 모든 죄를 속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없다.18)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염불삼매에는 크게 세 가지 공덕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공덕은 탐진치 삼독과 그로 인한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이요, 두 번째 공덕은 전생의 죄를 제거하는 것

이며, 세 번째 공덕은 중생의 죄를 빨리 없애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또한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며 믿음이 청정하고 의심하지 않

으면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된다.”19)라는 설명에서 보듯이 염불삼

매를 통해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게 된다. 금생만이 아니라 태어나

는 곳마다 부처님을 만난다.

이 모든 보살은 부처님과 실상(實相)인 반야바라밀을 애경(愛敬)하

고 염불삼매의 업을 닦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

을 만나게 된다.20)

18) 大智度論(TD 25) p. 109a.

19) 大智度論(TD 25) p. 127a, “一心念佛、信淨不疑，必得見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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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삼매의 공덕은 실로 끝이 없다. “염불삼매의 힘 때문에 색

(色)에도 집착하지 않는다.”21)는 설명처럼 염불삼매는 부처님을

만나게 하기도 하지만 불색(佛色)에 집착케 하지도 않는다. 이 무

집착의 염불수행은 대지도론 <차제학품>장의 석론에서 더욱 상

세하게 설명된다.

<차제학품>에서는 보살마하살의 차제행(次第行)과 차제학(次第

學)과 차제도(次第道)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든 보살은 반야바라밀

다에 의지하여 모든 법의 있지 않은 성품[無所有性]을 믿고 이해

하면서 육념(六念)22)을 닦아야 한다고 설한다. 그 중 염불(念佛)에

대해서는, 부처님을 염할 때 오온(五蘊)이라든가 32상 80수형호(隨

形好)로써 염하면 안 된다고 설한다. 부처님을 오분법신[五分法身,

계·정·혜·해탈·해탈지견신]이나 18불공법, 대자대비, 12인연법으로

써 염해도 안 된다. 이 모든 법에는 제 성품이 없는[無自性] 바, 만

일 법(法)에 자성이 없으면 곧 법이 아니어서 염할 바가 없어진다.

이것을 참다운 염불이라 한다.23) 이 내용의 앞부분만을 소개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보살마하살이 ‘염불’을 닦느냐 하면, 보살마하살의

염불은 색(色)으로써 염하지 않고, 수·상·행·식(受想行識)으로써도 염하

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색은 자성(自性)이 없고 수상행식 또한 자성

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法)에 자성이 없다면 이것은 곧 있는 것이

아니다[無所有]. 왜냐하면 억념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참

다운) 염불이니라.24)

대지도론의 설명에 의하면, 보살이 아직 깊은 선정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의 산과 강, 그리고 초목을 보면 곧 마

20) 大智度論(TD 25) p. 333b, “是諸菩薩愛敬於佛 及實相般若波羅蜜

及修念佛三昧業故 所生處常值諸佛.”

21) 大智度論(TD 25) p. 275b.

22) 念佛, 念法, 念僧, 念戒, 念捨, 念天을 의미함.

23) 大智度論(TD 25) p. 667b.

24) 大智度論(TD 25) p. 6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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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산란해진다. 그러므로 우선은 부처님만을 관하는 것이다. 그

러나 선정의 힘을 얻고 나면 토지와 산하, 수목을 널리 관해도 된

다.25) 하지만 무자성(無自性)과 반야공(般若空)을 표방하는 대지
도론이 언제까지나 부처님의 몸과 공덕을 관하라고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이러한 입장이 결국 부처님의 원만상호를

관하는 관상(觀像)염불과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는 관상(觀想)염불

에서 중도실상의 진여불성을 관하는 실상(實相)염불로 나아가게

하는 이론적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도론 <차제학품>에서는, 염불을 포함한 육

념 수행을 ‘행하기도 쉽고 얻기도 쉬운 것’이라고 설한다.26) 모든

법의 성품은 비록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속의 진리[世諦]에 따라

행하여 뒤바뀜[顚倒]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행하기 쉬운’ 수행법이

필요한데, 그 수행법이 바로 염불 수행이라고 본 것이다.27) 하지

만 대지도론에서는 어디까지나 차제학의 맥락에서 이행(易行)을

말한 것이지, 아직 불법을 이른바 ‘난행도(難行道)’와 ‘이행도(易行

道)’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에 의해, 아미타불을 칭명하고 억념함으로써 불퇴

전(不退轉)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이행도’는28) 용수

보살의 또 다른 저술로 전해지는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이행품(易行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법(佛法)에는 한량없는 문(門)이 있다. 마치 세간의 길에 가기 어

려운 길이 있고 가기 쉬운 길이 있어서, 육로로 걸어서 가면 힘들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쉽고도) 즐거운 것처럼, 보살의 길도 그러하

여 혹은 부지런히 행하며 힘써 나아가는(勤行精進) 길이 있기도 하고,

혹은 믿음의 방편으로써 쉽게 나아가서 아유월치[不退轉地]에 빨리 이

25) 大智度論(TD 25) p. 306b.

26) 大智度論(TD 25) p. 670a.

27) 大智度論(TD 25) p. 670a.

28) 이에 대한 연구는, 石上善應, 淨土敎における龍樹の影響 , 壬生台舜 編,

龍樹敎學の硏究(大藏出版株式會社, 1983), 283-30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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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길이 있기도 하다.29)

그렇다고 해서 대지도론에 아미타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은 아니다. <견일체불세계의(見一切佛世界義)>에서는, 아미타불

세계 안의 모든 보살들이 몸에서 항상 광명을 놓아 10만 유순(由

旬)을 비춘다는 설명도 보이고,30) 아미타불경을 송독한 공덕으
로 임종 시에 아미타불이 그 대중을 데리고 온다는 내용도 발견

된다.31) 하지만 아미타불 신앙에 의한 본격적인 ‘이행도’의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2. 대지도론의 염불론과 실상염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지도론에 나타난 염불론의 내용
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지도론에서는 염불이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고 왼다

는 의미보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억념(憶念) 한다는 의

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둘째, 대지도론에서는 염불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을 서방 정
토의 아미타불에 한정하지 않고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으로 확

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대지도론에서 염불은 염불삼매를 지향하며 왕생극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탐진치 3독과 죄업장을 소멸하고 중생을 제도

함을 목표로 한다.

넷째, 대지도론에서는 법신불을 염불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야지혜의 입장에서 불신(佛身) 및 불공덕(佛

29) 十住毘婆沙論(TD 26) p. 41b.

30) 大智度論(TD 25) p. 309a.

31) 大智度論(TD 25) p. 1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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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德)의 무자성(無自性) 공(空)을 관하는 것이 참다운 염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지도론의 염불관과 청화 선사의 염불관은 상당한 유

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화 선사가 칭명염불보다는 실

상염불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의 첫 번째 특징과 연관 지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선사의 다음 가르침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관세음보살님을 염한다 하여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 염불은 별로

공덕이 없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 가장 수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공덕이 못되고 부처님 법에 여법한 염불도 못 됩니다.

아미타불을 염할 때도 같은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무장무

애(無障無礙)하고 평등일미(平等一味)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라는 평등

일미 자리에는 높고 낮은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명호나 다 좋은 것입니다.32)

또한 세 번째 특징도 자성미타·유심정토를 강조하며 왕생극락

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청화 선사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생

각된다. 대지도론의 네 번째 염불관 역시 청화 선사가 역설하는

실상염불의 개념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선사는 실상염

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라는 이 몸뚱이나 너라는 몸뚱이나 천지우주에 있는 모든 두두

물물이 다 비어있다’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비어있는 무량무변

한 자리에 무량공덕을 갖춘 청정적광(淸淨寂光)이 충만해 있구나’ 이렇

게 생각해서 마음을 매는 것이 실상관입니다.33)

이것은 현상적인 가유(假有)나 허무에 집착하는 무(無)를 다 떠나서

32) 성륜불서간행회 편(1993) p. 233.

33) 성륜불서간행회 편(1993)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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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실상의 진여불성 자리, 이른바 법신(法身) 자리를 생각하는 염불

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여불성자리를 생각하는 실상염불이 참다운 본

질적인 염불입니다.34)

이와 같이 비록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염불에 대한 대지도

론의 입장과 청화 선사의 입장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Ⅳ. 대지도론의 선사상

1. 대지도론의 선사상

대지도론에서 선(禪)에 관한 설명은 제17권 제28<선바라밀

(禪波羅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승 보살의 실천 덕

목인 육바라밀을 설명하는 가운데 선바라밀은 다섯 번째로 다루

어진다. 기존의 초기·부파불교의 선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4선(禪)

과 4무색정(無色定)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대승적 이념을 반영하

여 선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내용을 약간

변형시키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며 다양한 비유를 활용

한다.35)

이 <선바라밀>장은 반야경 가운데 매우 짧은 한 구절, 즉

“어지럽지 않고 맛들이지 않는 까닭에 선바라밀을 구족한다(不亂

不味故 應具禪波羅蜜)”라는 가르침에 대한 장황한 석론(釋論)이다.

선정의 기본 개념은 바로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이다. 대지도
론에서는 이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34) 성륜불서간행회 편(1993) p. 232.

35) 김홍미(2013) pp. 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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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마음은 “가벼이 나부끼기는 기러기 털보다 더하고, 달리

고 흩어짐이 멈추지 않기는 빨리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제지하기

어렵기는 원숭이보다 더하고,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

은 번개보다 빠르기”36) 때문이다. 어지러운 마음을 쉬고 선정을

성취하기 위한 전통적인 선정 체계는 이른바 4선 4무색정이다. 
대지도론에서는 각각의 선정에 대한 설명과 수행법을 상세히 설
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초선정에 관한 내용만

을 요약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대지도론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실천해야 초선을 성취할 수 있

다고 설한다. 즉 5사(事, 5塵)를 물리치고 5법(法, 5蓋)을 제거하고,

5행(行, 5法)을 실천해야 한다.

5사를 물리친다는 것은 곧 5욕(欲)을 꾸짖는 것으로서 5욕은 색

(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에 대한 욕망이다. 이들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첫째, 그와 관련된 붓다

의 말씀을 떠올리고 둘째, 그 우환이나 속성을 관찰하며 셋째, 그

위험을 감지한 다음 스스로 경책함으로써 각각의 욕망을 물리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37) 일례로 이 중 첫 번째 ‘색’에 대한 욕망

을 물리치는 가르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살은) 색으로 인해 적국에 들어가 홀로 암바팔리 음녀(淫

女)의 방에 있게 된 빔비사라의 일화, 혹은 색욕 때문에 500명의 손과

발을 자른 우전왕의 일화를 떠올린다. 둘째, 누구든지 색에 집착하면

불이 금과 은을 태우듯 번뇌의 불길이 그의 몸을 태우고, 또는 달구어

져 끓는 꿀이 비록 모양과 맛은 있으나 그의 몸을 태우고 입을 데이는

등의 우환을 관찰한다. 셋째, 그것에 대한 욕망과 집착의 위험성을 감

지한 다음 스스로 경책하고, 색과 그에 대한 나쁜 느낌들을 모두 일시

에 제거해야 한다.38)

36) 大智度論(TD 25) p. 180c.

37) 김홍미(2013) p. 283.

38) 大智度論(TD 25) p. 181b; 김홍미(2013)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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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라밀을 이루고자 하는 보살은 다섯 가지 대상들에 대한 욕

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물리친 다음, 단계적으로 5개(五蓋, 마음

을 덮는 다섯 가지의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5개란 욕(欲)개, 진

에(瞋恚)개, 수면(睡眠)개, 도회(掉悔)개, 의(疑)개를 일컫는다. 대
지도론은 우리로 하여금 5개의 속성과 우환을 깨닫게 하여 제거
토록 이끈다. 이 가운데 특히 욕개, 즉 욕망의 덮개에 대한 비유는

매우 인상적이다.

욕락이란 악마의 그물에 걸린 것 같아 벗어나기 어렵고, 사방의 숲

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즐거움을 태우고 말린다. 욕락은 불

구덩이 같고, 독사와 같고, 원수가 뽑아든 칼과 같고, 무서운 나찰과

같고, 독약과 같고, 구리 녹인 물을 삼킨 것 같고, 미친 코끼리 같고,

크고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사자가 앞을 막아선 것과 같고, 마

갈어(摩竭魚)가 큰 입을 연 것과 같다.39)

또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욕락에 집착된 사람에 대한 비유도

여간 흥미롭지 않다.

욕락에 집착된 사람은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다. 우리 안의 사슴과

같고, 그물에 걸린 새와 같고, 낚시를 삼킨 고기와 같고, 이리에 붙잡

힌 개와 같고, 솔개무리 속의 까마귀와 같고, 들 돼지를 만난 뱀과 같

고, 고양이들 속에 갇힌 쥐와 같고, 구덩이 앞에 선 맹인 같고, 뜨거운

기름에 빠진 파리와 같고, 전쟁터에 있는 환자와 같고, 앉은뱅이가 불

을 만난 것 같고, 끓는 소금강에 뛰어든 사람과도 같다. 또한 꿀 묻은

칼을 핥는 것 같고, 네거리에 놓인 저민 고기 같고, 얇은 천으로 칼숲

을 가린 것 같고, 꽃으로 더러운 것을 덮은 것 같고, 꿀을 독 항아리에

바른 것 같고, 독사를 담은 광주리 같다. 꿈처럼 허망하고, 빌린 것을

다시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 같고, 허깨비가 아이들을 속이는 것 같고,

불꽃이 실제가 없는 것 같고, 큰 물에 빠진 것 같고, 마갈어의 입으로

들어간 배와 같고, 곡식을 해치는 우박과 같고, 사람에게 떨어지는 벼

락과도 같다.40)

39) 大智度論(TD 25) p. 1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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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욕망과 욕락은 이처럼 두려움, 근심,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거짓되고 공허하며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론은 이 욕망을 제멸하는

방법으로, 선정의 즐거움을 얻을 것, 부정관(不淨觀)을 닦을 것, 노

병사(老病死)를 관할 것, 선법(善法)을 좋아할 것, 몸의 진실한 모

습을 관찰할 것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41)

다음으로 성냄의 덮개(진에개)는 모든 선법(善法)을 잃는 근본

이고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원수이며 선심(善心)의 큰 도적이라

고 경계한다. 성냄의 덮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애로운 마음[慈

心]을 사유하며 홀로 청한(淸閑)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노병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한다.42)

잠의 덮개(수면개)는 현세(現世)의 욕락과 이락(利樂)과 복덕은

물론, 현세와 후세의 궁극적 즐거움(究竟樂)을 파괴한다. 겨우 숨

만 쉴 뿐,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잠

은 큰 어둠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나니, 날마다 침입하여

사람의 밝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경계한다.43)

들뜸과 후회의 덮개(도회개)에 대해서는, 들뜨고 산란한 사람은

마치 고삐 없는 술 취한 코끼리 같고 코 잘린 낙타와 같아서 어떻

게 제지할 수가 없으며, 후회(悔)란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항상 두려워하는 생각을 품는 것 같아, 후회의 화살이 마음에 박

히면 뽑을 수 없다고 경계한다.44)

마지막으로 의심의 덮개(疑蓋)에 대해서는, 의심과 의혹이 마음

40) 大智度論(TD 25) p. 185b, “著欲之人 亦如獄囚 如鹿在圍 如鳥入網

如魚吞鉤 如豺搏狗 如烏在鵄群 如蛇值野猪 如鼠在猫中 如群盲人臨坑

如蠅著熱油 如儜人在陣 如躄人遭火 如入沸醎河 如舐蜜塗刀 如四衢臠肉

如薄覆刀林 如華覆不淨 如蜜塗毒甕 如毒蛇篋 如夢虛誑 如假借當歸

如幻誑小兒 如焰無實 如沒大水 如船入摩竭魚口 如雹害穀 如礔礰臨人.”

41) 大智度論(TD 25) p. 184a.

42) 大智度論(TD 25) p. 184ab.

43) 大智度論(TD 25) p. 184bc, “眠為大闇無所見 日日侵誑奪人明.”

44) 大智度論(TD 25) p. 18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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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덮어 모든 법에서 안정된 마음(定心)을 얻지 못하고 불법 가

운데서 아무것도 얻는 바가 없다. 마치 어떤 사람이 보물산에 들

어갔으나 손이 없으면 보물을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것과 같다

고 경계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덮개(5개)를 제거하면 마치 빚 진

이가 빚을 갚듯이, 중환자가 쾌차하듯이 마음이 편안하고 청정하

고 즐거워진다고 지도론은 설한다.45)

이와 같이 5욕을 꾸짖고, 5개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5법을 실천

해야 한다. 이 5법을 행하면 초선(初禪)을 얻게 된다. 5법이란 곧

욕(欲), 정진(精進), 염(念), 교혜(巧慧), 일심(一心)이다. 욕은 긍정

적인 의미의 의욕이다. 욕계에서 벗어나 초선을 얻고자 하는 의욕

이다. 정진이란 집을 떠나 계를 지키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오로

지 정진하고 게으르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다. 염(念)이란 초선(천)의 즐거움을 기억하되, 욕계는 더럽고 미

친 듯 어지럽고 천박하나 초선천은 존중할 만하고 귀한 줄을 아

는 것이다. 교묘한 지혜(巧慧)란 욕계의 즐거움과 초선천의 즐거

움을 관찰하고 헤아려서 그 가볍고 무거움과 얻고 잃음을 아는

것이다. 일심(一心)이란 마음을 항상 대상(緣) 가운데 매어 두어

분산(分散)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46)지도론은 이렇게 5욕을 꾸

짖고, 5개를 제거하고, 5법을 실천하면 초선을 성취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지도론에 따르면, 이러한 선정 또는 선바라밀의 수행은 일반
적으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숲속이나 연못가에 한가히 앉거나

산 속에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47) 하

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마음은 항

상 세상과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心常不捨].

45) 大智度論(TD 25) pp. 184c-185a.

46) 大智度論(TD 25) p. 185a.

47) 이것은 당시의 생활방식이나 생활환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오늘날의

재가보살은 도회지의 법당이나 포교당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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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컨대 사람이 약을 먹음으로써 몸을 추스르고 잠시 일을 쉬었다

가 기력이 회복되면 예전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살이 조용한 곳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선정의 힘으로 지혜의 약을 먹고 신통력을

얻어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혹은 부모나 처자가 되기도 하고 스

승과 어른이 되기도 하며, 혹은 천(天)이나 인간, 나아가서는 축생이

되어 갖가지 말과 방편으로 그들을 깨우쳐 인도한다.48)

이와 같이 지도론은 선바라밀을 닦는 목적이 자신만의 열반성

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제도 혹은 중생회향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정의 공능은 숲과 한정처(閒靜處)가 아니라 오히

려 중생의 생활세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발휘되어야 함을 역설하

고 있는 것이다. 보살의 선(禪)은 대비심(大悲心)에 기초하며 중생

을 버리지 않는다.49) 또한 보살은 모든 법의 실상[諸法實相]을 알

기 때문에 선정에 들면 마음이 안온해지고 맛[禪味]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도(外道)들은 선정에 들더라도 제법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사견(邪見)과 교만에

빠져 선미에 탐착한다. 반면에 아라한과 벽지불은 선미에 집착하

지는 않지만 대비심이 없거나 희박하다. 그러므로 아라한과 벽지

불 및 외도들의 선은 선바라밀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선일 뿐이다.

오직 보살의 선만을 선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50) 나아가 선바

라밀을 닦는 보살은 이제 어지러움과 선정을 분별하지도 않고, 따

라서 어지러운 모습도 탐하지 않고 선정의 모습도 탐하지 않는다.

보살은 일체법의 어지러움과 안정된 모습이 모두가 둘 아닌 모습

[不二相]으로 관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지러움을 제거하고서 안정

을 구하려 한다. 왜냐하면 어지러운 법에 대하여는 성냄의 생각을 일

으키고, 안정된 법에 대하여는 애착하는 생각을 내기 때문이다.51)

48) 大智度論(TD 25) p. 180b, “譬如服藥將身 權息家務 氣力平健 則修業如故

菩薩宴寂亦復如是 以禪定力故 服智慧藥 得神通力. 還在眾生 或作父母妻子

或作師徒宗長 或天或人 下至畜生 種種語言 方便開導.”

49) 大智度論(TD 25) p. 188a.

50) 大智度論(TD 25) p. 1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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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지도론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모든 부처님과 큰 보

살은 지혜가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항상 선정에 머물면서 세간과

열반에 대하여 분별하는 바가 없다. 제법실상은 실로 다르지 않고

다만 지혜의 우열이 있을 뿐이다.”52)

이렇게 볼 때, 대지도론은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인 소승선의

체계를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다. 다음의 가르침은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보살은 선바라밀에 들어가서 온갖 악하고 착하지 못한 법[諸惡不善

法]을 제멸(除滅)하나니, 초선 내지 비유상비무상정(非有想非無想定)에

들어가고, 그 마음이 부드럽게 길들여져 각각의 선정에서 대자대비를

행하며, 자비의 인연으로써 한량없는 겁의 죄를 멸하여 모든 법의 실

상 지혜[諸法實相智]를 얻는다.53)

2. 대지도론의 선사상과 청화의 실상염불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지도론에 나타난 선사상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지도론에서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시대의 선사상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며, 그 선사상 체계를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수

용한다. 하지만 보살의 선바라밀 내용과 부파불교의 선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51) 大智度論(TD 25) p. 188c, “菩薩觀一切法 若亂若定 皆是不二相

餘人除亂求定，何以故 以亂法中起瞋想於定法中生著想.”

52) 大智度論(TD 25) p. 299c.

53) 大智度論(TD 25) p. 189c, “菩薩入禪波羅蜜中 除諸惡不善法

入初禪乃至非有想非無想定. 其心調柔 一一禪中行大慈大悲 以慈悲因緣

拔無量劫中罪 得諸法實相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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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지도론에서는, 선정의 수행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산과 숲 등의 한적한 곳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

인 선정[초선]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5욕(欲)에 대한 꾸짖

음, 5개(蓋)의 제거, 5법(法)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지도론에서는 선을 외도선, 소승[아라한·벽지불]선,

보살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 체계를 대승적 이념에 의

해 재구성하고 있다.

넷째, 대지도론은, 보살은 선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선미(禪
味)에 탐착하는 것을 경계할 뿐 아니라, 선수행을 통한 선정과 지

혜의 힘을 바탕으로 대비심(大悲心)에 의지하여 중생 제도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보살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에

산란(亂, 어지러움)과 선정(定, 안정됨), 나아가 세간과 열반을 서

로 다르게 보지 않아[不二相] 산란함의 모습도 탐하지 않고 선정

의 모습도 탐하지 않는다.

이 다섯 번째 특징에서 말하는 제법실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는 ‘모든 사물과 존재(諸法)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實相)’이지만

천태가에서는 ‘제법은 실상임’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이것은 근본

적으로 인간사회의 고락(苦樂)을 포함한 모든 것은 절대자의 뜻

[神意]이나 과거의 운명[宿命] 또는 우연[無因無緣]의 산물이 아니

고 연기(또는 인과)의 소산이라는 불교적 세계관에 기인한다. 그

리고 여기서의 제법실상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연기론적 세계관에

바탕한 반야공 사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중도실상’의 의미로 읽힌

다. 불교의 중도(中道) 사상은 ‘비유비무(非有非無)’의 관점을 기본

으로 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 산란과 선정,

세간과 열반에 대한 무분별을 역설하는 대지도론도 중도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함[亂]과 선정[定]이 불이(不二)라는

가르침은 훗날 발전한 화엄의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 천태의

공가중 삼제(空假中 三諦) 사상의 맹아라고도 생각된다.

청화 선사의 선사상도 대지도론의 선사상 체계와 상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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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선사는 선나(禪那: dhyāna, 思惟修, 靜慮), 삼매(三昧, 三摩地: sa

mādhi, 定, 等持), 삼마발저(三摩鉢底: samāpatti, 等至, 至), 삼마희

다(三摩呬多: samāhita, 等引) 등, 선정의 원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54) 시작하여 기존의 다양한 선과 선의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예컨대 선사는 기존의 여러 선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

개한다.

첫째, 외도선(外道禪)이다. 외도선은 인과를 불신(不信)하고 유

루공덕(有漏功德)을 위하여 닦는 선이다.

둘째, 범부선(凡夫禪)이다. 인과를 신(信)하고 유위공덕(有爲功

德)을 위하여 닦는 선이다.

셋째, 소승선이다. 아공(我空)을 믿고 해탈을 위하여 닦는 선이

다.

넷째, 대승선이다. 아공 및 법공(法空)을 믿고 해탈을 위하여 닦

는 선이다.

다섯째, 최상승선(最上乘禪)이다. 여래선(如來禪) 또는 조사선(祖

師禪)이라고도 하며, 본래 부처로서 일체무루공덕(一切無漏功德)이

원만히 구족(具足)함을 신해(信解)하고 닦는 선이다.

이 가운데서 선사는 최상승선을 닦아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

한다.

우리는 지금 최상승선만이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다 들어있으므로

그 외의 것은 문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출가사문은 최상승선

만을 문제로 해야 합니다 …(중략)… 마땅히 우리는 최상승선 도리를

한 발도 헛디디면 안 될 것입니다.55)

선사는 이러한 최상승선의 방법에는 공안선(화두선), 묵조선,

염불선이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실상) 염불선을 강조한다.

54) 성륜불서간행회(1993) pp. 201, 264-268.

55) 성륜불서간행회(1993)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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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미타, 유심정토라, 우리 본래면목이 바로 아미타불이요56) 마음

이 청정하면 현실세계 그대로 극락세계이니 염불도 근본성품을 안 여

의고 한다면 곧바로 참선이요, 참선과 염불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

니다. 이른바 진여나 실상이나 중도실상의 본래면목 자리는 상대적으

로 분별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사의한 부처님 광명

이 충만한 경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여실상의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들의 업장이 녹아짐에 따라서 점차로 진여불성의 광명이 밝아오는 것

입니다.57)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지도론에서는 법신불을 염불의 대상

에 포함시키고, 반야지혜의 입장에서 불신(佛身)과 불공덕의 무자

성(無自性) 공(空)을 관하는 것이 참다운 염불이라 설하고, 산란함

과 선정, 세간과 열반을 서로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 선바라밀이

라고 설한다. 또한 청화 선사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며 영생

상주한 진공묘유의 생명 자체인 실상(實相) 즉 진리(眞理)를 관조

하면서 하는 ‘실상염불’을 강조한다.58) 이렇게 보면 대지도론의 염

불 및 선 사상과 청화 선사의 실상염불선 사상은 상당 부분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Ⅴ. 맺음말

우리는 이상에서 대승불교사상의 기본 텍스트라 할 수 있는 
대지도론의 염불사상과 선사상에 대해 살펴본 바, 대략 다음과

56) 후지요시 지카이 교수도 진여, 법성, 실제, 자성, 불성, 본래면목,

아미타불 등을 인간의 근원적 주체에 관련된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藤吉慈海저/한보광 옮김(1991) pp. 296-297.

57) 藤吉慈海저/한보광 옮김(1991) p. 599.

58) 벽산문도회 편(2008)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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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먼저, 대지도론의 염불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도론에서는 염불이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고 왼다

는 의미보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억념(憶念) 한다는 의

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둘째, 대지도론에서는 염불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을 서방 정
토의 아미타불에 한정하지 않고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으로 확

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대지도론에서 염불은 염불삼매를 지향하며 왕생극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탐진치 3독과 죄업장을 소멸하고 중생을 제도

함을 목표로 한다.

넷째, 대지도론에서는 법신불을 염불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야지혜의 입장에서 불신(佛身) 및 불공덕(佛

功德)의 무자성(無自性) 공(空)을 관하는 것이 참다운 염불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대지도론의 선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도론에서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시대의 선사상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며, 그 선사상 체계를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수

용한다. 하지만 보살의 선바라밀 내용과 부파불교의 선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둘째, 대지도론에서는, 선정의 수행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산과 숲 등의 한적한 곳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

인 선정[초선]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5욕(欲)에 대한 꾸짖

음, 5개(蓋)의 제거, 5법(法)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지도론에서는 선을 외도선, 소승[아라한·벽지불]선,

보살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 체계를 대승적 이념에 의

해 재구성하고 있다.

넷째, 대지도론은, 보살은 선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선미(禪
味)에 탐착하는 것을 경계할 뿐 아니라, 선수행을 통한 선정과 지

혜의 힘을 바탕으로 대비심(大悲心)에 의지하여 중생 제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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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보살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에

산란(亂, 어지러움)과 선정(定, 안정됨), 나아가 세간과 열반을 서

로 다르게 보지 않아[不二相] 산란함의 모습도 탐하지 않고 선정

의 모습도 탐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화 선사의 실상염불선은 중도실상의 진여불성 자리,

이른바 법신 자리를 생각하는 최상승선이다.

이와 같이 대지도론의 사상적 특징은 청화 선사의 ‘실상염불선’

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연관성과 유사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선사의 실상염불선은 상당부분 그 사상적

뿌리를 대지도론의 사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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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itation of the Buddha’s name and Seon 
Mahāyāna Tradition in the 
Mahāprajñāpāramitaśāstra

Park, Kyoung-Joon

Dongguk University

Master Chunghwa (淸華, 1923～2003) recommended

combining the practices of reciting the Buddha’s name and

Seon Meditation so that they mutually enhance one other.

The origin of this practice is derived from the

Mahāprajñāpāramitaśāstra, one of the principle texts of

Mahāyāna Buddhist Tradition. Thus, the primary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reciting the

Buddha’s name and Seon as they appear in the

Mahāprajñāpāramitaśāstra in an attempt to open new doors

to understanding the practices of reciting the Buddha’s

name and Seon Meditation.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of recitation of the

Buddha’s name in the Mahāprajñāpāramitaśāstra. First, rep-

resentations of reciting the Buddha’s name are frequently

used to express the idea that practitioners reflect on the life

and teachings of the Buddha. Second, the objects of recita-

tion of the Buddha’s name are inclined to extend to all bud-

dhas in ten directions three times. Third, recitation of the

Buddha’s name is aimed toward the Buddha-Recollection

Samadhi, deletion of the three poisons (greed, anger, and

ignorance), and providing salvation to all sentient beings.

Finally, the dharmakaya (the true body of the Buddha) is

included among the objects addressed through reci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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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ddha’s name, culminating in the true practice of re-

citing the Buddha’s name by encompassing the

Buddha-Body, the merit of the Buddha, non-self-existent

reality, and emptiness.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are the figures of

Seon(Ch. Chan, Ja. Zen) doctrines in the Mahāprajñāpāram-

itaśāstra. First, the text shows systematized elements in-

trinsic to Seon thought in Abhidharmic period as well as

early Buddhism. There is, however, a difference between

Bodhisattva’s means of transcendence in Seon Buddhism

and the meditation of Abhidharmic thought. Second, the

meditation of Seon should be principally practiced in a silent

spot for the first enlightenment by admonishing the five de-

sires, removing the five modes of ignorance, and putting in-

to practice the five dharmas. Third, the text re-systemizes

Seon doctrines in terms of Mahāyāna tradition. Fourth, the

text emphasizes that bodhisattvas,based on the power of

Samadhi and wisdom derived from Seon practice, should

have to endlessly cultivate great compassion toward the

salvation ofall sentient beings. Finally, bodhisattvas engage

neither in scatteringof thought nor in Samadhi status due to

their knowledge of the true characteristics of all dharma.

Consequently, in the Seon thought of Master

Chunghwa, who called for discovery of the true reality

through recitation of the Buddha’s name, the supremacy of

Seon is that it considers and reveals the nature figures of

middle ways, the becoming a buddha of suchness, and the

status of dharma-body. Thus, his thought in many aspects

proceeds from the doctrine of reciting the Buddha’s name in

the Mahāprajñāpāramitaśāstra.

Keywords: Master Chunghwa, Reciting the Buddha’s

Name and Seon Meditation Together,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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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of Reciting the Buddha’s Name, the

Mahāprajñāpāramitaśāstra, the Nature Figures
of Middle Ways, the Buddha-Recollection

Sama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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