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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성콘서트 제7탄

출입식념경(出入息念經, 아나빠나사띠 경) 

* ① 아나(들숨, 안安) ② 빠나(날숨, 반般) ③ 사띠(마음챙김, 알

아차림, 수의守意)

* 붓다의 수행법(중부 36경인 긴삿짜까경의 주석)

붓다는 ‘출입식념’을 통해 증득한 1선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었다.

* 고통을 버리고 청정한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중도中道’ 

즉 ‘8정도’(계정혜)는 ‘4념처’(계정혜의 토대)로 대표되며, 4념처는 

‘출입식념’(내면에 순수한 알아차림의 확립)으로 대표 됨! ‘출입식

념’은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계율’이자, ‘선정’(알아차림)과 ‘지

혜’(무상ㆍ고ㆍ비아를 꿰뚫어 봄)를 모두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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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주관

* 마음챙김 수련의 핵심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소멸’입니다! (지적 유희가 아님)

고통을 소멸시킬 수 없는 가르침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음챙김’(알아차림)은 ‘계정혜’, ‘8정도’의 기초이다. 

온갖 선의 토대이며 ‘지혜’의 뿌리요 ‘해탈’의 심법이다. 

곧장 본연의 ‘열반’에 집속하는 지름길이다.

사실 자연스러운 ‘마음챙김’(알아차림) 자체가 ‘열반’이다.

‘마음챙김’에는 ‘탐진치’가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챙김’ 자체가 고통을 녹이는 불덩이이다. ‘알아차림’은 

‘무상’하지 않고 ‘고통’이 없으며 ‘내가 아님’(5온)이 없다.

마음챙김이 절로 흐르는 동안 우리는 ‘열반의 상태’를 체험한다.

‘마음챙김’이 안으로 확립되어 자연히 흘러 ‘탐진치의 무명’이 

붙을 수 없는 경지가 바로 ‘아라한’의 경지이니, 

5온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의 확립’은 ‘지관쌍운止觀雙運’, ‘진여삼매’의 경지이다.

‘4념처’를 닦는다고 하나 일체 현상을 

모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온의 집착이 발생!) 

안으로 ‘상락아정의 알아차림’이 애쓰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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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흐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아차림’이 안으로 확립되면

‘대상’(몸ㆍ느낌ㆍ마음ㆍ진리)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진다!

무상ㆍ고ㆍ무아의 현상을 초월하여 

상락아정한 자리가 ‘열반’이니 

‘알아차림’이 안에서 확립됨이 바로 ‘상락아정의 열반’이다.

‘알아차림’ 밖에 다른 ‘열반’이 있지 않다.

우리 ‘마음’ 중에서 ‘무상ㆍ고ㆍ비아’를 벗어난 자리는 

오직 ‘알아차림’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에 안착할 때만 

우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초월할 수 있으며,

영원해지며, 행복해지며, ‘내가 아님’(5온)이 없게 된다.

거기에서 절로 ‘정견’(4성제, 4법인 꿰뚫어 봄)이 확립된다. 

모든 것을 알아차리려고

조급해 하지 마라. 단 하나의 ‘대상’이라도 상관없다.

한 가지 대상의 흐름을 알아차리더라도

‘애씀 없이 마음챙김이 흐르는 경지’ 

즉 모든 번뇌가 소멸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위빠사나 수련의 목적은 ‘고통의 소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 내면에서 굳건히 확립되어

‘탐진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이다. 

* 출입식념경出入息念經
1. 

비구들이여, ‘들숨ㆍ날숨에 대한 마음챙김’(正念, 알아차림)을 닦

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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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여, ‘들숨ㆍ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지속적으로 행하면 

‘4가지 주제에 대한 마음챙김’(사념처四念處, 4가지 주제는 ① 몸 

② 느낌 ③ 마음 ④ 진리)을 성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사념처

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칠각지七覺支)를 

성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칠각지를 닦고 지속적으로 행하면 

‘신령한 지혜’(명지明知ㆍ일체지ㆍ통찰지, 4성제ㆍ4법인 꿰뚫어 

보는 지혜)와 ‘해탈’(열반안주, 아라한의 경지)을 성취하게 된다.

* 7각지(七覺支, 7가지 깨달음의 요소) 

① 깨어있는 염念각지(4념처)

② 참된 진리를 가려내는 택법擇法각지(무상ㆍ고ㆍ무아ㆍ청정)

③ 선을 실천하고 악을 물리침에 정진하는 정진精進각지

④ 수행 중에 희열을 느끼는 희喜각지

⑤ 수행자의 몸과 마음이 경쾌하고 안락해지는 경안輕安각지

⑥ 고요한 선정에 드는 정定각지

⑦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捨각지(알아차림의 확립)

* 사법인四法印

① 일체개고一切皆苦(고통) ② 제행무상諸行無常(무상)

③ 제법무아諸法無我(무아) ④ 열반적정涅槃寂靜(청정)

* 사성제四聖諦 (염처경)

① 고성제苦聖諦(5온이 고통) ② 집성제集聖諦(갈애ㆍ욕망)

③ 멸성제滅聖諦(갈애의 소멸) 

④ 도성제道聖諦(중도中道, 8성도聖道, 고통 소멸의 유일한 길)

2. 

그러면 비구들이여, ‘들숨ㆍ날숨에 마음챙김’을 어떻게 닦고 지속

적으로 행해야 큰 효과와 이익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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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있으니, 그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 오두

막으로 간다. 거기서 가부좌를 하고 상체를 곧게 세우고서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앉는다. 그는 ‘마음챙김’을 확고히 하고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3. 

몸(身)

①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 

②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

③ 호흡을 하는 중에 온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두루 경험하면

서 들이쉬며, 이를 두루 경험하면서 내쉰다. 

④ 몸의 작용(身行)을 평온하게 하면서 들이쉬며, 몸의 작용을 평

온하게 하면서 내쉰다.

느낌(受)

⑤ ‘희열’(喜)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쉰

다. 

⑥ ‘즐거움’(樂)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내

쉰다.

⑦ ‘마음의 작용’(心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⑧ ‘마음의 작용’을 평온하게 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의 작용을 평

온하게 하면서 내쉰다.

마음(心)

⑨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⑩ 마음을 ‘기쁜 상태’(↔불만족)로 만들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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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상태’로 만들면서 내쉰다.

⑪ 마음을 ‘집중’(↔산란)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

쉰다.

⑫ 마음을 ‘해탈의 상태’(↔집착)로 만들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해탈의 상태’로 만들면서 내쉰다. 

진리(法)

⑬ ‘무상無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며,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쉰

다. 

⑭ ‘탐욕에서 벗어남’(離欲)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탐욕에서 벗

어남’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⑮ ‘집착의 소멸’(無執着)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며, ‘집착의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쉰다.

⑯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며,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쉰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들숨ㆍ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널리 익

히면 큰 효과와 큰 이익이 있다. 

4.

그러면 비구들이여, ‘들숨ㆍ날숨에 마음챙김’을 어떻게 닦고 지속

적으로 행해야 ‘4념처’를 확립할 수 있겠는가?

몸(身)

①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 

②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 (길고 짧은 호

흡이 각각 육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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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흡을 하는 중에 온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두루 경험하면

서 들이쉬며, 이를 두루 경험하면서 내쉰다. (호흡과 육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함) 

④ 몸의 작용(身行)을 평온하게 하면서 들이쉬며, 몸의 작용을 평

온하게 하면서 내쉰다. (4단계의 선정을 두로 체험하면서, 호흡으

로 육체를 조절하는 법을 터득함)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를 할 때(①염念각지) 그 비구는 ‘몸’에서 

‘몸’(호흡)을 관찰하면서(②택법擇法각지), 정진하면서(③정진精進

각지)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며, 세간(5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④희喜각지 ⑤경안輕安각지 ⑥정定각지 

⑦사捨각지)

비구들이여, 이 ‘들숨ㆍ날숨’은 ‘몸들’ 중에서 ‘한 가지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 때에 비구는 ‘몸’에서 ‘몸’

(호흡)을 관찰하면서, 정진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

며, 세간(5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탐욕과 근

심이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 즉 ‘열반’, ‘청정한 마음’에 머문다.)

5. 

느낌(受)

⑤ ‘희열’(喜)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쉰

다. (제2선정의 경지까지 체험해야 함)

⑥ ‘즐거움’(樂)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내

쉰다. (제3선정의 경지까지 체험해야 함)

⑦ ‘마음의 작용’(心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4단계의 선정을 모두 체험하면서 마음이 겪

게 되는 각종 ‘느낌’의 원인과 작용을 두루 이해함)

⑧ ‘마음의 작용’을 평온하게 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의 작용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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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하게 하면서 내쉰다. (4단계의 선정을 통하여 ‘느낌’을 자유자재

로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함)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출

입식념에서 오는 느낌)을 관찰하면서, 정진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며, 세간(5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ㆍ날숨’은 ‘느낌들’ 중에서 ‘한 가지 느낌’이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 때에 비구는 ‘느낌’에

서 ‘느낌’(알아차림에서 오는 느낌)을 관찰하면서, 정진하면서 ‘알

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며, 세간(5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6.

마음(心)

⑨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4

단계의 선정을 통해 ‘마음’의 원인과 작용을 모두 이해함)

⑩ 마음을 ‘기쁜 상태’(↔불만족)로 만들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기쁜 상태’로 만들면서 내쉰다. (마음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조절

하는 법 터득함)

⑪ 마음을 ‘집중’(↔산란)하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

쉰다. (‘선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 터득함) 

⑫ 마음을 ‘해탈의 상태’(↔집착)로 만들면서 들이쉬며, 마음을 

‘해탈의 상태’로 만들면서 내쉰다. (제4선과 멸진정에 들어 마음을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안락하게 하는 법을 터득함)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정진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며, 세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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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비구들이여, ‘마음챙김’을 놓아버리고 ‘알아차림’을 지니지 못한 

자가 ‘들숨ㆍ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는다고, 나는 말하지 않

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 때에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정진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며, 세간(5

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7.

진리(法)

⑬ ‘무상無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며,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쉰

다. (현상계의 모든 사물들이 늘 변화하여 무상함을 관찰함)

⑭ ‘탐욕에서 벗어남’(離欲)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탐욕에서 벗

어남’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현상계에 대한 집착들이 점차 느슨

해짐을 알아차림) 

⑮ ‘집착의 소멸’(無執着)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며, ‘집착의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쉰다.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소멸됨) 

⑯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며,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쉰다. (자신의 ‘청정ㆍ순수한 마음’ 즉 ‘열반’에 안착함)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비구는 ‘진리’에서 ‘진리’를 

관찰하면서, 정진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며, 세간(5

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그는 탐욕과 근심을 버린 것을 ‘통찰지’로 보고, 평정심으로 관찰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 때에 비구는 ‘진리’에서 ‘진리’를 

관찰하면서, 정진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지니며, 세간(5

온)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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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법륜경
이와 같이 법(4성제)이 설해졌을 때, 꼰단냐(교진여) 존자에게 “일어난 것
은 조건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3법인, 고통ㆍ무상ㆍ무아[비아非我가 정
확!])라는 청정한 ‘법안法眼’이 열렸다. (수다원과의 오도송) … 그때 세존
께서는 “오! 참으로 꼰단냐는 깨달았다. 참으로 꼰단냐는 깨달았다”라고 
하셨다. 

* ‘4성제’를 듣고 ‘고통’(5온의 무상함이 고통)의 실체를 보고, ‘고통의 소
멸’(고통의 원인인 ‘5온에 대한 갈애’를 내려놓음)을 체험한 자리가 바로 
‘수다원과’이다. (고통 소멸에 안착→ 아라한과)

* 무아의 형상경(無我相經, 상윳따니까야 S22.59) 

(이 경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난 후 2번째로 설한 경이라고 한

다. 첫 번째 경은 ‘4성제’를 설한 초전법륜경이다. 두 번째 설한 

것이 바로 이 경으로 ‘3법인’을 설한다.)

1. 

“비구들(5명의 비구)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色’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무상無常)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고苦)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한다면 옳은 것인가?”(무아無我)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5온 중 나머지 ① 수受 ② 상想 ③ 행行 ④ 식識도 동일함)

2.

비구들이여, 어떠한 ‘색色’(표상)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바깥의 것이건, 거칠건 섬세



- 11 -

하건, 열등하건 뛰어나건, 멀건 가깝건, 그 모든 ‘색’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

아’가 아니다!”(非我)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5온 중 나머지 ① 수受 ② 상想 ③ 행行 ④ 식識도 동일함)

3.

비구들이여, 이처럼 보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① ‘색色’을 싫어하여 
떠나고 ② ‘수受’를 싫어하여 떠나고 ③ ‘상想’을 싫어하여 떠나고 ④ ‘행
行’을 싫어하여 떠나고 ⑤ ‘식識’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나서 집
착이 소멸함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해탈한 자아, 무상ㆍ
고ㆍ무아[내가 아님, 비아非我]를 떠난 아我)”라는 지혜가 생겨난다. “태어
남은 다했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청정한 아我) 해야 할 일을 다 마
쳤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무상ㆍ고ㆍ무아의 윤회를 초월한 아我)”

(아라한의 오도송)라고 그는 분명히 안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색수상행식’ 자체를 싫어하여 떠나라고 
했다. 단순히 이 자리가 ‘무상’하고 ‘고통’이고 ‘내가 아님’이라는 것만을 
알아차리라고 하지 않았다. 이들을 모두 싫어하여 내려놓고 초월할 수 있
어야 ‘열반’을 바로 볼 수 있다. ‘색수상행식’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해탈’

이라고 하였다. ‘색수상행식’이 무상ㆍ고ㆍ무아[비아]임을 알고 이를 모두 
초월할 뿐이다. ‘순수한 알아차림’은 무상하지 않고(常), 고통스럽지 않고
(樂), 내가 아님이 없으니(我), 그 자리가 바로 ‘청정’(淨)이며 ‘해탈’이며 
‘열반’이다. 상락아정常樂我淨! ‘색수상행식’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체험하
고 그 자리에 안주할 뿐이다!)

4.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비구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에 
환희하였다. 이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5명의 비구들의 마음은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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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멸하여 번뇌에서 해탈했다. (초전법륜에서 ‘4성제ㆍ8정도’를 듣고 
수다원과를 얻은 뒤, 무아상경無我相經에서 5온의 ‘무상ㆍ고ㆍ무아[비
아]’에 대한 ‘3법인’을 듣고 아라한과에 도달)

(5온 중 ‘식별’(識)은 나머지 4온인 ‘표상ㆍ느낌ㆍ생각ㆍ의지’와 

함께 ‘생멸生滅’하는 ‘무상’하며, ‘내’가 아니라 ‘고통’인 ‘제법諸法’

일 뿐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은 ‘내 것’이 아니며, 

‘고통’을 일으킨다. 우리의 ‘마음’ 중 ‘무상’하지 않아서 ‘내가 아

님’이 없으며,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생멸하지 않는 마음’, ‘청정

하고 순수한 마음’이 바로 ‘순수한 알아차림’이며, 이 자리야말로 

‘열반’이다! 이 자리는 ‘무위법無爲法’의 자리로 모든 인과를 초월

하여 영원한 마음이며, 지복의 마음이며, 청정한 마음이다. 오직 

이 자리에 안주할 때만, 우리는 모든 현상계의 구조적 ‘고통’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 법구경
일체의 행위(行, saṅkhārā)는 ‘무상’하다(無常)!”

지혜로 이렇게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淨)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행위(行, saṅkhārā)는 ‘괴로움’이다(苦)! … 

일체의 법(法, dhammā)은 ‘내’가 아니다(無我,非我 anattā)!

* 대승열반경
(대승의 ‘진아眞我’는 ‘상락아정의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무상ㆍ
고ㆍ무아(비아)’의 ‘5온’을 초월한 ‘나’이니, ‘유신견有身見’(5온이 ‘나’라는 
견해)을 벗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유신견’을 ‘진아’와 동일시하
는 것은 정말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편견에 가득 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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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온의 초월)라는 것은 바로 ‘여래장’이라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라는 
것이 애초부터 항상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어서, 중생들이 볼 수 없는 것
이다. … ‘법신’은 바로 ‘상락아정常樂我淨’이니, 영원히 일체 중생의 생사
를 떠난다. … 선남자야, 일체 중생은 늘 ‘상락아정常樂我淨’의 4가지 법의 
전도된 것으로 사유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현상’(諸法)이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아니며 청정하지 않음을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아야 4가지 
전도된 것이 끊어진다. 

*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
불법이란 것이 원래 별다른 것이 아니니, 감정과 생각만 끊어 버

릴 것 같으면, 당장에 깨닫고 인정할 것이다. 

* 대념처경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4념처’를 이와 같이 7년을 닦는 사람

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궁극의 지혜’(아라한과)를 얻거나, 집착이 남아 있으면 ‘아나함

과’(불환과不還果)를 기대할 수 있다. … 보름은 그만두고, 누구든

지 이 4념처를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 지금 여기서 ‘궁

극의 지혜’(아라한과)를 얻거나, 집착이 남아 있으면 ‘아나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리왕자경에서는 7일도 길며, 저녁에 배우면 아침에,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특별한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하심.)

* 아라한의 경지→ 부처님 당시 즉각 아라한이 가능했던 이유!

4념처(8정도의 핵심) 하나면 ‘아라한’ 가능. 아라한은 다름이 아니

라 ‘마음챙김ㆍ알아차림’이 굳건히 확립된 경지. 애쓰지 않아도 

알아차림에 머무르는 경지. 5온의 집착에서 벗어난 경지. (我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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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아라한’은 욕계ㆍ색계ㆍ무색계의 3계를 초월한 ‘열반-안

주자’를 의미하며, 힌두교의 ‘생존해탈자’를 의미한다. 선불교의 

‘확철대오의 경지’와 동일한 의미. ‘아라한’이나 ‘확철대오’는 모두 

‘1주 보살’(진아-안주자)을 의미한다. ‘석가모니’도 아라한이다. 공

덕에 따라 다양한 계제나 등급이 있으나 ‘열반-안주자’라는 점에

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아라한은 ‘5온’에 대한 ‘보호복’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 10가지 족쇄

① 5온을 ‘자아’라고 여기는 견해(有身見), ② 회의적 의심, ③ 계

율에 집착하는 견해, ④ 탐욕(욕계), ⑤ 분노, ⑥ 색계에 대한 탐

욕, ⑦ 무색계에 대한 탐욕, ⑧ 아만(我慢, 자만심), ⑨ 들뜸(산란

한 마음), ⑩ 무명(無明, 무지)

* 수행의 4단계

1. 수다원(預流) : ‘자연스럽게 흐르는 알아차림’ 즉 ‘열반’의 짧은 

체험(20~30%), ①~③을 벗어남 

2. 사다함(一來) : ‘열반안주’가 길어짐(70~80%), ④~⑤가 약해짐

3. 아나함(不來) : ‘열반안주’가 이어짐(애씀◯), ④~⑤를 벗어남

4. 아라한(應供) : ‘열반안주’가 이어짐(애씀⨉), ⑥~⑩을 벗어남

* 아라한과 석가모니의 차이

아라한과에 도달한 뒤에는 ‘무루의 8정도’를 실천할 수 있음. ‘열

반’에 안주하여 ‘무루의 8정도와 4무량심’ 실천. 현실적으로는 공

덕의 차이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남. ‘열반’에 안주했다는 점에서

는 동일하나, 석가모니의 8정도, 4무량심과는 큰 차이가 남. (대

승불교의 문제의식, 대승불교는 아라한과 석가모니의 차이를 분명

히 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넘어서 나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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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무량심 (출입식념경, 깔라마경, 삼명경)

① 10방의 우주로 ‘사랑’(慈)의 마음을 확장하여 가득 채움.

② 10방의 우주로 ‘연민’(悲)의 마음을 확장하여 가득 채움.

③ 10방의 우주로 ‘기쁨’(喜)의 마음을 확장하여 가득 채움.

④ 10방의 우주로 ‘평정’(捨)의 마음을 확장하여 가득 채움.

* 마하데바의 5사事

부처가 열반에 든 뒤 약 200년 뒤 아쇼카왕 때 마하데바(大天, 

대중부의 아라한)가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 5가지 주장을 함.

① 아라한도 유혹을 당할 때가 있다. (몽정)

② 아라한 이룬 것을 본인이 모르기도 한다.

③ 알기까지 시간적 유예가 있기도 하다.

④ 타인이 알게 해줄 수도 있다.

⑤ 아라한도 괴로움이 있고 이를 통해 더 성스러워진다.

이러한 마하데바의 ‘5가지 일’의 주장에 대해 찬반이 갈려서, 부

파불교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후 아라한은 흔해져서 더 

이상 이상적 목표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지며, 부처

를 추구하는 ‘대승불교’가 싹트기 시작했다. 

* 사문과경沙門果經- 의성신

사문은 이와 같이 명상에 들어 4선정의 마음에서 ‘생각으로 만드

는 몸’(意生身ㆍ意成身)을 만드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육신으로부터 다른 몸뚱이를 변화시켜 나투게 

됩니다.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각 부분들을 두루 갖추

고 있으며, 감각기관이 열등하지 않는 몸을 바꾸어 나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뱀에게서 허물을 벗겨내고는 “이것이 뱀이

고 저것은 허물이다. 뱀과 허물은 다르다. 저 허물은 뱀으로부터 

벗겨낸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공法空의 구체적 증표→ 대승불교의 보신報身ㆍ환신幻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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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승과 대승 

소승 아라한은 ‘열반안주’는 가능하나 부처에 비해 ‘지혜와 자비’

가 부족하다. (석가모니는 중생에 구제에 자유로움, 18불공법, 아

라한은 포기) 그래서 ‘5온에 대한 집착’에서는 자유로우나 ‘열반’

만 누릴 뿐, ‘열반ㆍ진여의 지혜와 공덕’이 원만하게 계발되지 못

하였다. 그래서 이런 ‘지관쌍운’(알아차림의 확립)의 아라한 경지

를 대승에선 ‘1주 보살’로 보고(소승의 반야), ‘반야ㆍ방편’을 함께 

함께 닦을 실력이 될 때 진정한 보살도의 ‘1지 보살’을 인정한다. 

‘보살도’는 ‘반야’로 열반에 안주하되 ‘방편’으로 윤회 속에서 중생

을 구제한다. 보살도는 아라한에 도달한 뒤, 더욱 열반의 지혜ㆍ

능력ㆍ자비를 계발하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길이다. 그래서 ‘열

반안주’로 ‘반야’에 안주하여 윤회를 초월한다는 발상을 반대하고, 

윤회 속에서 ‘방편’을 닦아 ‘지혜ㆍ자비ㆍ능력’을 닦아간다. (대승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넘어서, 영원히 윤회를 버리지 않는 

‘보살도’를 추구)

* 유마경
1. ‘몸’이 ‘무상’하고 ‘고통’이고 ‘공空’하며 ‘내가 아님’이라고 관찰

하는 것은 ‘지혜’라고 이르며, 비록 몸에 질병이 있고 늘 생사 속

에 있더라도 일체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하되 싫어하고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방편’이라고 이른다. 

2. ‘생과 사’에 머물면서도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열반’에 

머물면서도 영원히 ‘멸도(적멸)’에 들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3. 비록 일체의 중생을 포섭하더라도 사랑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

이 ‘보살행’이다. 비록 멀리 떠나기를 즐기면서도 ‘몸과 마음’(5온)



- 17 -

에 의지함을 다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비록 3계(욕계ㆍ색계

ㆍ무색계, 생각ㆍ감정ㆍ오감의 세계)를 돌아다니더라도 ‘진리의 

본성’(법신法身)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 비록 ‘4념

처’를 행하더라도 영원히 ‘몸ㆍ느낌ㆍ마음ㆍ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 ‘보살행’이다.

4. 만약 ‘무위법’만 보고 ‘정위’(아라한)에 들어간 이는, ‘보리심’을 낼 수 
없다. 비유하자면 높은 육지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고, 진흙탕에서 ‘연꽃’

이 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무위법’만 보고 ‘정위’에 들어간 자는 끝내 
‘불법’에서 나지 못한다. 번뇌의 진흙탕에 ‘중생’이 있어야만 ‘불법’을 일으
킬 수 있다. … ‘번뇌’가 ‘여래의 종자’인 줄 알아야 한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과 구슬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번뇌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온갖 지혜
의 보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보살은 ‘보리’[깨달음]+‘살타’[중생])

*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넘어서 ‘보살도’(개인적 해탈을 버리고 
진여ㆍ열반의 전지ㆍ전능ㆍ자비로 중생구제)를 추구하는 종교이다! ‘보살
도’의 핵심은 ‘열반’과 ‘윤회’(5온)를 둘로 보지 않고, 늘 열반에 머물며(반
야바라밀), 늘 생사를 떠나지 않으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방편바
라밀, 나머지 5바라밀, 열반의 지혜ㆍ능력ㆍ자비) → 궁극의 이상은 영원히 
현상계에 머물면서 끝없이 5온을 청정하게 닦아가며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부처와 보살은 둘이 아님!)

* 능가경 → 달마가 가장 강조하며 혜가에게 위촉한 경전(능가종)

응당 이것이 ‘성문승의 종성’임을 알라. 그들은 자신의 승乘의 견해에서만 
증득하였을 뿐이다. 이는 5지ㆍ6지 보살이 ‘번뇌의 결박’을 끊었으나 ‘번뇌
의 습기’를 끊지는 못한 것이다. ‘불가사의한 생사’(변역생사變易生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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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생사分段生死)에 머물며 바로 사자후로 말하기를 “나는 이미 태어남을 
다하였으며, 청정한 행위(梵行)는 이미 확립되었다. 해야 할 것은 이미 다 
갖추어져서 다시는 뒤의 생을 받지 않을 것이다!”(석가모니의 오도송, 아라
한의 오도송)라고 한다. 

(초기불교는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하강하여 ‘욕계’에서 부처가 되고 ‘열
반’에 들었다고 보았으나, 대승불교는 ‘색계’ 중 ‘색구경천’의 연화좌에서 
10지 보살이 ‘궁극의 부처’를 이룬다고 보았으며, 열반에 들지 않고 ‘의성
신’을 통해 온 우주에 자유자재로 ‘화신’을 나툰다고 보았다. 힌두교의 인
격신인 이슈와라[自在神]에 상응하는 신격화된 경지. 전지ㆍ전능한 자재신
의 경지. (관자재보살)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이룬 경지를 5지ㆍ6지를 넘
어서 7지를 이루어 ‘의성신’을 이루어 ‘색계’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그 
너머에 궁극의 부처의 경지를 설정하였다. 

대승불교의 주장은 ‘초기불교의 석가모니’도 ‘의성신’을 이루어 색계로 나
아가 욕계로 다시 오지 않는 경지로 보았으며, 열반에 안주한 ‘아라한들’

은 잠시 ‘삼매’에 취해 있는 상태일 뿐, 실제로 윤회를 초월한 경지가 아
니라고 보았다. 결국 ‘색계’에서 더 정진하여 전지ㆍ전능한 경지인 ‘궁극의 
부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윤회ㆍ5온가 본래 청정하니 애초
에 윤회ㆍ5온를 초월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 대승불교는 ① 아라한의 열반안주에서 더 나가(↔아라한) ② 바라밀을 
통해 열반의 능력을 더욱 계발하여(=석가모니) ③ 영원히 윤회계에 머물면
서 온 우주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석가모니/부처 신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