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Ⅱ. 열반경 제본에 보이는 입멸과정

Ⅲ. 열반경에 보이는 입멸과정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해석

Ⅳ. 붓다의 입멸과정에 관한 說一切有部의

입장과 그 해석

1. 欲界의 善心--→ 第四靜慮→ 般涅槃

2. 제4靜慮--→欲界의 無覆無記心→般涅槃

3. 妙音 존자의 견해

Ⅴ. 반열반 직전의 붓다의 최후 상태

1. 第四靜慮

2. 不動寂靜定

3. 欲界의 無覆無記心

Ⅵ. 맺는 말

붓다의 입멸 과정과 그 해석

- 說一切有部를 중심으로 -

안 양규
*

1)

Ⅰ. 머리말

붓다의 입멸이라는 사건은 불교사에 가장 주요한 사건 중의 하

나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불교문헌들은 자세히 그가 어떻게 입

멸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다른 종교의 교주의 최후심리 상

* 安良圭 :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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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붓다 만큼 자세히 알려져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붓다의 입

멸 직전의 정신 상태를 불교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불교의

목표가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는 것임을 먼저 염두에 두

어야할 것이다. 여래 사후 존속에 관한 물음이 붓다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1) 생사의 사슬에서

벗어난 성자의 사후 존재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직접 붓

다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난해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이 주어지고 있지만,

초기불교의 열반경에서는 붓다의 입멸과정을 자세히 기록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하고 있다. 部派佛敎 시대에 이르

러 說一切有部의 논서에서는 붓다의 입멸과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

이 제시되고, 동시에 입멸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이루어지

게 된다. 붓다의 입멸과정을 주목함으로써, 불교도들은 윤회의 세

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 붓다의 본질을 그의 般涅槃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說一切有部의 논서를 중심으로 붓다의 입멸과정과 그 해석을 다루

고자 한다. 설일체유부의 입장을 더욱 뚜렷이 밝힐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남방 실론 上座部의 견해를 참고하고자 한다.

Ⅱ. 열반경 제본에 보이는 입멸과정

佛般泥洹經을 제외한 열반경 제본은 대체로 붓다의 입멸 과
1) 이 문제는 여러 경전에서 매우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Saṃyutta Nikāya의 한 章(ⅳ pp. 374-402)은 如來의 사후 존재에 관한

논의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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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큰 차이 없이 기술하고 있다. 먼저 팔리어 본 열반경부터
살펴보자. 붓다는 최후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한다.

“그리고 나서 세존은 第1靜慮(jhānaṃ)에 이른다. 제1정려에서 나와

제2정려에 이른다. 제2정려에서 나와 제3정려에 이른다. 제3정려에서

나와 제4정려에 이른다. 제4정려에서 나와 空無邊處(ākāsānañcāyatana

ṃ)에 이른다. 空無邊處에서 나와 識無邊處(viññāṇañcāyatanaṃ)에 이른

다. 識無邊處에서 나와 無所有處(ākiñcaññāyatanaṃ)에 이른다. 無所有處

에서 나와 非想非非想處(nevasaññā-nāsaññāyatanaṃ)에 이른다. 非想非非

想處에서 나와 想受滅(saññāvedayitanirodhaṃ)에 이른다. 이때 아난다 존

자는 아누룻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누룻다 존자여! 세존은 般涅槃했습

니다. (아누룻다 존자는 대답했다). ‘아난다 존자여! 세존은 般涅槃하지 않

았습니다. 想受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존은 想受滅에서 나

와 非想非非想處에 이른다. 非想非非想處에서 나와 無所有處에 이른다.

無所有處에서 나와 識無邊處에 이른다. 識無邊處에서 나와 空無邊處에

이른다. 空無邊處에서 나와 제4靜慮에 이른다. 제4靜慮에서 나와 제3靜

慮에 이른다. 제3靜慮에서 나와 제2靜慮에 이른다. 제2靜慮에서 나와

제1靜慮에 이른다. 제1靜慮에서 나와 제2靜慮에 이른다. 제2靜慮에서

나와 제3靜慮에 이른다. 제3靜慮에서 나와 제4靜慮에 이른다. 제4靜慮

에서 나온 즉시 般涅槃하였다."2)

2) DN. ⅱ. p. 156. "Atha kho Bhagavā paṭhamajjhānaṃ samāpajji.

Paṭhamajjhānā vuṭṭhahitvā dutiyajjhānaṃ samāpajji. Dutiyajjhānā

vuṭṭhahitvā tatiyaṃjjhānā samāpajji. Tatiyajjhānā vuṭṭhahitvā

catutthajjhānā samāpajji. Catutthajjhānā vuṭṭhahitvā

ākāsānañcāyatanaṃ samāpajji. Ākāsānañc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viññāṇañcāyatanaṃ samāpajji.

Viññāṇañc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ākiñcaññāyatanaṃ

samāpajji. Ākiñcaññ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ṃ samāpajji.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saññāvedayitanirodhaṃ samāpajji. Atha kho āyasmā Ānando

āyasmantaṃ Anuruddhaṃ etadavoca: ' Parinibbuto bhante Anuruddha,

Bhagavā ti. ' Na āvuso Ānanda, Bhagavā parinibbuto,

saññāvedayitanirodhaṃ samāpanno ti. Atha kho Bhagavā

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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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入出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靜慮→제2靜慮→

제3靜慮→제4靜慮→空無邊處→識無邊處→無所有處→ 非想非非想處

→ 想受滅→非想非非想處→無所有處→識無邊處→空無邊處→제4靜慮

→제3靜慮→제2靜慮→ 제1靜慮→제2靜慮→제3靜慮→제4靜慮→般涅

槃. 입멸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제1정려

부터 시작하여 滅盡定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로 9차제정을 순서대

로 하나씩 출입하는 과정이다. 둘째 단계는 첫째 단계와 반대로

멸진정에서 시작하여 제일정려에 이르기까지의 9차제정을 역순으

로 하나씩 입출하는 과정이다. 셋째 단계는 제1정려에서 시작하여

제4정려까지를 순차적으로 출입하는 과정이다. 제1정려에서 제4

정려까지를 四靜慮라 하고, 공무변처에서 비상비비상처를 四無色

定이라고 한다. 그리고 4정려와 4무색정을 합하여 8等至라 하고 8

등지에 滅盡定을 더한 것을 9차제정이라고 이름한다. 사정려를 色

界에 배대하고 사무색정을 無色界에 배치한다. 이러한 분류방식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부파불교에서는

이러한 분류법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선정을 이렇

게 삼계에 대응시키는 것은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면 멸진정은 三界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3) 어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ṃ samāpajji.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ākiñcaññāyatanaṃ

samāpajji. Ākiñcaññ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viññāṇañcāyatanaṃ samāpajji, viññāṇañc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ākāsānañcāyatanaṃ samāpajji.

Ākāsānañcāyatana-samāpattiyā vuṭṭhahitvā catutthajjhānaṃ samāpajji.

Catutthajjhānā vuṭṭhahitvā tatiyajjhānaṃ samāpajji. Tatiyajjhānā

vuṭṭhahitvā dutiyajjhānaṃ samāpajji. Dutiyajjhānā vuṭṭhahitvā

paṭhamajjhānaṃ samāpajji. Paṭhamajjhānā vuṭṭhahitvā dutiyajjhānaṃ

samāpajji. Dutiyajjhānā vuṭṭhahitvā tatiyajjhānaṃ samāpajji.

Tatiyajjhānā vuṭṭhahitvā catutthajjhānaṃ samāpajji. Catutthajjhānā

vuṭṭhahitvā samanantarā Bhagavā parinibbāyi."

3) jhāna를 여기에서 靜慮라고 의역했다. 靜慮라는 용어는 설일체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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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이러한 체계에 따르면 붓다는 색계의 사정려와 무색계의 사

무색정과 멸진정을 입출하고 제4정려에서 나와 반열반하였으므로

욕계에서 반열반한 것이다. 그리고 멸진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다.4)

한역 열반경 제본을 살펴보자.般泥洹經에 의하면 붓다는 제
자에게 최후로 훈계한 뒤 선정에 들어가서 입멸한다.

“붓다는 一禪을 思惟하고 第一禪을 통과한다. 다시 二禪을 思惟하고

第二禪 을 통과한다. 다시 三禪을 思惟하고 第三禪을 통과한다. 다시

四禪을 思惟하고 第四禪을 통과한다. 다시 空無際를 思惟하고 空無際를

통과한다. 다시 識無量을 사유하고 識無量을 통과한다. 다시 無所用을

사유하고 無所用을 통과한다. 다시 不想入을 사유하고 不想入을 통과한

다. 想知滅을 사유하고 想知滅을 통과한다. 이때 阿難은 阿那律에게 佛

이 이미 반열반하였는지 묻는다. `아직 아니다. 佛은 지금 想知滅을 사

유하고 있다`라고 대답한다. 阿難이 말했다. `이전에 佛이 四禪의 사

유에서 無知棄所受餘無爲之情에 이르고 이에 반열반한다고 說하는 것

을 들었다.` 이때 佛은 想知滅을 버리고 돌아와 不想入을 사유했다.

不想入을 버리고 無所用을 사유했다. 無所用을 버리고 識無量을 사유했

다. 識無量을 버리고 空無際을 사유했다. 空無際를 버리고 第 四 禪을

사유했다. 四禪을 버리고 第三禪을 사유했다. 三禪을 버리고 第二禪을

사유했다. 二禪을 버리고 第一禪을 사유했다. 一禪에서 나와 사유하여

다시 三禪에 이르렀다. 곧 四禪에서 나와 無知棄所受餘泥洹之情으로 돌

아갔다. 곧 반열반하였다.”5)

논서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jhāna(산스크리트어로는

dhyāna)를 정려로 번역하였다. 정려란 색계 사선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阿毘達磨大毘婆沙論은 무색계의 사무색정이나
욕계의 삼매가 왜 정려가 될 수 없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大正藏
27, p. 411 中).

4) 팔리어본 대반열반경 (Mahāparinibbāna-suttātanta)을 중심으로 한
붓다의 입멸과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졸고,

「붓다의 般涅槃(parinibbāna)에 관한 고찰」, 인도철학 제10집 (서울:
인도철학회 2000) pp. 9-36.

5) 般泥洹經 (大正藏 1 p. 188中).
“佛作一禪之思惟。通第一禪。又起二禪之思惟。通第二禪。又起三禪之思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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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입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禪의 思惟→제일

선→二禪의 사유→第二禪→ 三禪의 사유→제삼선→四禪의 사유→

第四禪→ 空無際의 사유→ 空無際→識無量의 사유→識無量→無所用

의 사유→ 無所用→ 不想入의 사유→ 不想入→ 想知滅의 사유→想

知滅→不想入의 사유→불상입→ 無所用의 사유→무소용→ 識無量

의 사유→ 식무량→空無際의 사유→공무제→第四禪의 사유→四禪

→第三禪의 사유→三禪→第二禪의 사유→二禪→第一禪의 사유→一

禪---→三禪→四禪→無知棄所受餘泥洹之情→般泥洹. 이 한역본은

다른 제본과는 달리 9차제정을 차례대로 들어갈 때마다 들어갈

선정에 대하여 들어갈 마음을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붓다

의 의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도적으로 각 선정을 들었

다는 것이다.6) 空無際, 識無量, 無所用, 不想入, 想知滅은 각각 空無

邊處, 識無邊處, 無所有處, 非想非非想處, 想受滅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無知棄所受餘泥洹之情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

는지 알 수 없지만, 특정 선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선정에 들어

갈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無知棄所受餘泥洹之情은 반열반과

동의어라고 여겨진다. 다른 모든 선정과 마찬가지로 붓다는 자신

의 의지에 따라 반열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제4정

려에서 나와 곧장 반열반한 것이 아니라 반열반 직전에 반열반에

관한 사유를 했다는 것은 欲界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通第三禪。又起四禪之思惟。通第四禪。又起空無際之思惟。通空無際。又起識

無量之思惟。通識無量。又起無所用之思惟。通無所用。又起不想入之思惟。通

不想入。又起想知滅之思惟。通想知滅。是時阿難。問阿那律。佛已滅度耶。答

言。末也。佛方思念想知滅之思惟。阿難言。昔聞佛說。從四禪思惟。至於無知

棄所受餘無爲之情。乃般泥曰。時佛捨想知滅還思不想入。捨不想入思無所用。

捨無所用思識無量。捨識無量思空無際。捨空無際思第四禪。捨於四禪思第三禪

。捨於三禪思第二禪。捨於二禪思第一禪。從一禪思復至三禪。便從四禪反於無

知棄所受餘泥洹之情。便般泥洹.”

6) 선정을 출입하는 경위를 살펴보면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入定(adverting) ②성취(attaining) ③선정의 지속(duration)

④出定(emerging) ⑤다시 살피는 것(reviewing). 제일단계인 入定하려는

의도가 다른 열반경 제본에 비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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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 마지막 단계로 4정려를 출입할 때 제3정려에서 나와

제4정려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빠져있다. 아마도 단순히 생략된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想知滅과 반열반에 관하여 아난이 묻고 있는

장면도 보인다.

大般涅槃經을 살펴보자. “如來는 곧 初禪에 든다. 初禪에서 나

와 第二禪에 든다. 二禪에서 나와 第三禪에 든다. 三禪에서 나와 第

四禪에 든다. 第四禪에서 나와 空處에 든다. 空處에서 나와 識處에

든다. 識處에서 나와 無所有處에 든다. 無所有處에서 나와 非想非非

想處에 든다. 非想非非想處에서 나와 滅盡定에 든다. 이때 阿難은

如來가 조용하여 말씀이 없고 身體 肢節이 다시 동요함이 없음을

보고 곧 눈물을 흘리며 ‘世尊이 지금 般涅槃하셨다.’ 라고 말했다.

이때 阿[少/免]樓駄는 阿難에게 ‘如來는 지금 아직 般涅槃하지 않았

다. 조용하여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滅盡定에 들어가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때 世尊은 滅盡定에서 나와 곧 非

想非非想處에 되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점차 차례대로 初禪에 들

어갔다. 다시 初禪에서 나와 第二禪에 들어갔다. 二禪에서 나와 第

三禪에 들어간다. 三禪에서 나와 第四禪에 들어간다. 곧 여기에서

般涅槃하였다.”7)

이상의 입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初禪→第二禪→第三

禪→第四禪→空處→識處→無所有處→非想非非想處→滅盡定→非想非

非想處----→초선→제이선→제삼선→제사선→반열반. 空處와 識

處는 각각 空無邊處와 識無邊處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인다. 이 한

7) 大般涅槃經 (大正藏 1 p. 205上).
“於是如來。卽入初禪。出於初禪。入第二禪。出於二禪。入第三禪。出於三禪

。入第四禪。出第四禪。入於空處。出於空處。入於識處。出於識處。入無所有

處。出無所有處。入於非想非非想處。出於非想非非想處。入滅盡定。爾時阿難

。旣見如來湛然不言。身體肢節不復動搖。卽便流淚而作是言。世尊今已入般涅

槃。爾時阿[少/免]樓駄語阿難言。如來卽時。未般涅槃。所以湛然身不動者。正

是入於滅盡定耳。爾時世尊出滅盡定。更還入於非想非非想處。乃至次第入於初

禪。復出初禪。入第二禪。出於二禪。入第三禪。出於三禪。入第四禪。卽於此

地入般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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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본에서는 제4정려에서 반열반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붓다는

선정의 상태에서 반열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계의 인간계에

다시 내려오지 않고 입멸한 것이다. 아난이 멸진정과 반열반을 혼

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점에서 멸진

정과 반열반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遊行經을 살펴보자. “世尊은 곧 初禪定에 든다. 初禪에서 일어

나 第二禪에 든다. 第二禪에서 일어나 第三禪에 든다. 第三禪에서

일어나 第四禪에 든다. 四禪에서 일어나 空處定에 든다. 空處定에

서 일어나 識處定에 든다. 識處定에서 일어나 不用定에 든다. 不用

定에서 일어나 有想無想定에 든다. 有想無想定에서 일어나 滅想定

에 든다. 이때 阿難은 阿那律에게 世尊은 이미 般涅槃했느냐고 묻

는다. 阿那律은 아난아! 아직 아니다. 世尊은 지금 滅想定에 있다.

이전에 나는 佛로부터 ‘四禪에서 일어나 般涅槃한다’고 친히 들었

다. 이때 世尊은 滅想定에서 일어나 有想無想定에 든다. 有想無想定

에서 일어나 不用定에 든다. 不用定에서 일어나 識處定에 든다. 識

處定에서 일어나 空處定에 든다. 空處定에서 일어나 第四禪에 든다.

第四禪에서 일어나 第三禪에 든다. 三禪에서 일어나 第二禪에 든다.

二禪에서 일어나 第一禪에 든다. 第一禪에서 일어나 第二禪에 든다.

二禪에서 일어나 第三禪에 든다. 三禪에서 일어나 第四禪에 든다.

四禪에서 일어나 佛은 般涅槃하였다.”8)

상기의 입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선→제이선→제

8) 遊行經 (大正藏 1 p. 26中).
“世尊卽入初禪定。從初禪起。入第二禪。從第二禪起。入第三禪。從第三禪起

。入第四禪。從四禪起。入空處定。從空處定起。入識處定。從識處定起。入不

用定。從不用定起。入有想無想定。從有想無想定起。入滅想定。是時。阿難問

阿那律。世尊已般涅槃耶。阿那律言。未也。阿難。世尊今者在滅想定。我昔親

從佛聞。從四禪起。乃般涅槃於時。世尊從滅想定起。入有想無想定。從有想無

想定起。入不用定。從不用定起。入識處定。從識處定起。入空處定。從空處定

起。入第四禪。從第四禪起。入第三禪。從三禪起。入第二禪。從二禪起。入第

一禪。從第一禪起。入第二禪。從二禪起。入第三禪。從三禪起。入第四禪。從

四禪起。佛般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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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제사선→공처정→식처정→부용정→유상무상정→멸상정→

유상무상정→不用定→識處定→空處定→第四禪→第三禪→三禪→二禪

→第一禪→第二禪→第三禪→第四禪→般涅槃. 空處定, 識處定, 不用定,

有想無想定, 滅想定은 각각 空無邊處, 識無邊處, 無所有處, 非想非非

想處, 想受滅과 대응하고 있다. 이 한역본에 의하면 붓다는 제4정

려에서 나와 반열반하였다. 선정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반열반

했음을 알 수 있다. 제4정려와 반열반 사이에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경

전 편집자는 세심한 주의를 두지 않는 것 같다. 이 한역본에서도

멸진정과 반열반에 관한 혼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에 의하면 “붓다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正念하여 初靜慮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일어나 순차적으로

第二靜慮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非想非非想處와 滅受想定에 이

르러 조용하였다. 이때 阿難陀는 阿尼盧陀 존자에게 지금 우리의

大師가 입멸했느냐고 묻는다. `佛은 아직 涅槃하지 않았고 단지 滅

受想定에 머물고 있다`고 답한다. 阿難陀는 나는 일찍이 佛로부터

친히 다음과 같이 들었다. `만약 佛 世尊이 邊際定에 들어가면 조

용히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곧 世間의 눈은 닫히고 반드시

입멸한다고`. 이때 世尊은 滅受想定에서 일어나 역순으로 非想非非

想處에 들어간다. 非想非非想에서 나와 無所有處에 들어간다. 순서

대로 識無邊處에 들어가고 다음에 空無邊處에 들어간다. 다음에 第

四靜慮에 들어간다. 第三정려에 들어가고 第二정려에 들어가고 初

靜慮에 들어간다. 初禪에서 나와 다시 第二, 第三, 第四靜慮에 들어

간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다가 곧 無餘妙涅槃界에 들어간다.”9)

9)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 (大正藏 24 p. 399中).“安心正念

入初靜慮。從此起已順次第入第二靜慮。乃至非想非非想處。及滅受想定寂然宴

黙。時阿難陀問尊者阿尼盧陀曰。今我大師爲入涅槃爲未入耶。答曰。佛未涅槃

但住滅受想定。阿難陀言。我曾從佛親聞此語。若佛世尊入邊際定寂然不動。從

此無間世間眼閉

必入涅槃。爾時世尊。從滅受想定出。逆次第入非想非非想處。從非想非非想出

入無所有處。次入識無邊處。次入空無邊處。次入第四靜慮。入第三入第二入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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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安心正念→初靜慮→二靜慮-

-----→非想非非想處→滅受想定→非想非非想處→無所有處→識無邊

處→空無邊處→第四靜慮→第三靜慮→第二靜慮→初靜慮→第二靜慮→

第三靜慮→第四靜慮→餘妙涅槃界. 邊際定이란 第四靜慮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제정은 선정 중에서 가장 수승한 선정으로

여겨진다. 제4정려에는 下下品으로부터 上上品까지의 9品이 있는

데 그 마지막인 上上品은 色界의 선정 가운데 최고가 되므로 변제

정이라고 이름한다.10) 이 한역본에서 우리는 제4정려에서 나와 반

열반했는 지 제4정려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반열반했는 지 명료

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문맥 상 후자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마

지막 단계로서 4정려를 출입하는 과정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지면을 아끼려고 한 것인 지 알 수 없지만 제2정려, 제3정려,

제4정려를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만 말하고 있고, 出定하였다는 말

이 빠져 있다. 즉 제2정려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제3정려로, 그리

고 제3정려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제4정려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출정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지 모르겠다. 이 한역본

에서도 滅受想定과 열반이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역 제본과 달리 禪定에 관한 명칭이 널리 통용되고 있

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한역본은 다소 늦게 성립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자인 義淨은 선정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이미 그 시대에는 선정 용어들이 정착 단

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佛般泥洹經을 살펴보자. “붓다는 일어나 정좌하고

깊이 道原을 생각했다. 善惡 그리고 三界를 버렸다. 나이가 79세

이르렀다. 오직 生死 迴流의 연못을 끊었다. 思惟하고 깊이 관찰하

靜慮。從初禪出還入第二第三第四靜慮。寂然不動便入無餘妙涅槃界."

10) 변제정(prāntakoṭika)에서 다음의 여섯이 얻어진다: 無諍, 願智, 四無礙解.

붓다를 제외한 다른 성자는 변제정을 오직 加行만으로 얻지만, 붓다는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이끌어 현전하게 한다. 그는 일체법에 대해서

자재로와 가행에 말미암지 않는다. 俱舍論 (大正藏 29 p. 14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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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四天王에서 위로 不想入에 이르렀다. 不想入에서 다시 身中

으로 돌아왔다. 身中의 四大가 惡에 露出되어 있고 하나도 가치 있

는 것이 아님을 사유하였다.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손을 베고 右

脅으로 눕고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포개 챈 곧 般涅槃하였다.”11)

입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正坐→思道→ 思惟深觀→ 四

天王→不想入→身中→右脅臥→屈膝→般泥曰. 다른 열반경 제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도 명료하지 않다. 四

天王은 欲界 6天의 第一인 四王天을 다스리는 신들로 제석천의 명

령을 받아 인간의 행동 거지를 살핀다. 不想入은 非想非非想處(neva

saññā-nāsaññāyatanaṃ)로 보인다. 따라서 無色界에 속한다. 신체의

무상함을 관찰한 뒤 반열반했다고 말함으로써 신체의 무상을 중

생들에게 가리키고 있다고 보인다. 無色界의 비상비비상처까지 붓

다가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고 滅盡定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12) 色界 四禪에 해당하는 부분도 빠져 있다. 욕계에서 색계

그리고 無色界를 차례대로 거친 것인지 아니면 욕계에서 바로 무

색계로 간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 다른 열반경 제본이 붓다의

선정 자세에 대해 불명확한데 비해 이 한역본은 붓다가 정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정이 끝난 후에 붓다가 누웠다고 말함으로

써 붓다가 누운 채 禪定에 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1) 佛般泥洹經 (大正藏 1 p. 172下).
“佛起正坐。深思道原。棄是善惡。都及三界。年亦自至七十有九。惟斷生死迴

流之淵。思惟深觀。從四天王。上至不想入。從不想轉還身中。自惟身中四大

惡露。無一可珍。北首枕手猗右脅臥。屈膝累脚。便般泥曰.”

12) 한 팔리어 경전(SN. i. p. 158)은 멸진정이 생략된 붓다의 입멸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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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열반경에 보이는 입멸과정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해석

佛般泥洹經을 제외한 열반경 제본을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
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첫째, 9차제정

을 순서대로 그리고 역순으로 입출하고 색계사선을 통하여 입멸

한다. 둘째, 멸진정과 열반을 분명히 구분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셋째, 제4정려를 통하여 입멸한다. 열반경제본에서는 붓다가 왜
이런 과정을 경과하여 반열반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주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파불교 시대의 논사들은 이 문제를 다루

지 않을 수 없게되고 그러한 논의가 유부의 논서에 자세히 나타

나고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왜 붓다가 9차제정과 사정려를 통하여 입멸하였는지 살펴

보자. 열반경은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붓다가 입멸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외견상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붓다가 선정을 통해 입멸했다는 기술이다. 욕계는 물론이고

색계, 무색계는 윤회의 세계이다. 붓다가 열반에 들기 전에 삼계

로 이루어진 윤회 세계를 모두 출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삼계의 중생들에 대한 이 자비심을 보이려 했던 것은 아

닐까하고 억측해 본다.

阿毘達磨大毘婆沙論은 왜 세존이 입멸직전 일체의 靜慮․解

脫․等至․等持를 출입했는가를 다루고 있다.13)

① 과거의 모든 佛을 따라, 세존도 그렇게 한다.

13)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6上). 정려는 4정려를, 해탈은
8해탈을, 等至는 8등지를 각각 가르키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等持는

그 이외의 선정을 가르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선정 용어는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붓다가 모든 선정을 입출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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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선정에 자유자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③ 후세의 유정으로 하여금 일체의 선정을 수행하도록 장려하

기 위함이다.

④ 남게될 舍利를 거듭 닦기 위함이다. 쇠약해진 몸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춘다를 위하여 福田을 증광하기 위함이다. 육신이 부수

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을 멈추기 위함이다.

⑤ 부유한 상인이 임종시 창고를 열어 재물을 열람하고 자손에

게 부촉한 연후 수명을 버린다. 마찬가지로 최상의 정법의 상주인

세존도 입멸시 모든 공덕의 창고를 열어 일체의 정려․해탈․등

지 등의 보배를 열람한 뒤 제자에게 이들을 부촉한 뒤 열반에 든

다.

⑥ 妙音존자에 의하면 세존은 不退法을 보이기 위함이다. 세존

은 일체공덕을 성취하였고 일체에 대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

재하다. 입멸시 일체의 선정에 들어감을 보인 것은 여전히 자신이

성취한 것은 잃지 않았음을 보이게 한 것이다.

①, ②는 세존이 왜 특정한 입멸과정을 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의 답변으로도 나타나고 있다.14) ④는 4개의 설로 이루어져

있다. 논사는 이것을 동일한 설로 취급하고 있다. 생신사리를 다

시 잘 닦음으로써 훗날 중생들에게 공양의 복덕을 짓게 했다는

것이다. 선정을 통해 쇠약해진 몸을 자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 멸진정은 질병을 극복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춘다를

위하여 선정 운운은 붓다고사의 주석서를 참고하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15) ④는 전체적으로 육신과 관련하여 선정의 효과를 말하

고 있으므로 4개를 하나의 큰 설로 묶은 것 같다. ⑤는 붓다의 입

멸직전에 보인 선정이 불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다. ③과 자연히 연계된다. 선정이 가장 중요한 보배임으로 중

생들은 선정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 것이다. ⑥은 붓다가 35세 成

道한 이래 80세 입멸 직전까지 일체의 공덕 등을 잘 수지하고 있

14) 본고 p. 11 참조.

15) DA. ⅱ. p.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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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둘째, 열반과 멸진정이 구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阿毘達磨大毘婆沙論은 세존이 제일정려에서 순차적으로 멸진정

에 이를 때, 아난 존자가 아니율타 존자에게 세존이 지금 반열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먼저 열반
경 제본을 살펴보자.

팔리어본열반경에 의하면 세존이 멸진정에 들어 있을 때, 아난다
는 멸진정과 열반을 혼돈하였다. 이것을 아누룻다는 바로 잡아 멸진정

과 열반을 구분하여 세존은 멸진정에 들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팔리

어본 열반경에 의하면 아난다는 탄식조 형식으로 세존이 입멸했노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역본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般
泥洹經,遊行經,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에서는 아난다가 아누룻다
에게 묻고 있다. 반면에 大般涅槃經은 팔리어본과 마찬가지로 의문
문이 아니다. 질문형식으로 되어 있는 열반경 제본들은 한결같이 아
난다가 붓다로부터 입멸과 관련하여 들은 것을 회상하고 있다.遊行

經,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에 의하면 아난다는 붓다로부터 붓다는
제4정려에서 나와 반열반한다고 들었노라고 회상한다.16)

아비달마대비파사론은 멸진정과 열반을 둘러싼 아난다와 아

누룻다의 대화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논서가 인용하는 대화와 열반경 제본에 보이는 대화
와 약간의 차이가 보이므로 인용해보자.

“그때 세존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곧 初靜慮에 든다. 차례대로 멸

진정에 들어갔다. 그 때 阿難 존자는 阿泥律陀 존자에게 물었다. ‘世尊

은 지금 반열반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滅盡定에 들어갔을 뿐입니

다.’ ‘어떻게 알 수있습니까?’ ‘나는 親히 佛로부터 世尊은 第四靜慮에

들어가 不動寂靜定에 의거하여 般涅槃하고 世間의 眼이 멸한다고 들었

습니다.”17)

16) 佛般泥洹經에서는 멸진정에 관한 장면이 빠져 있으므로 다른 제본에
보이는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고 pp. 1-7 참조.

17)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8中).
“爾時世尊說此語已便入初靜慮。次第乃至 入滅盡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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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경과 본 논서의 가장 큰 차이는 아난이 아니라 阿泥律陀

가 과거에 붓다로부터 들은 것을 전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난이

어떻게 붓다가 멸진정에 들었는지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하므로, 아

니율타는 붓다의 가르침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문답에

서 우리가 물론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열반과 멸진정이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고, 멸진정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제4정려에

서 반열반한다는 것이다.

세째, 사정려를 통하여 반열반했다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주요

한 교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먼저 제4정려에서 어떻게 입멸하

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정려에 들어간 상태에서 입멸했는지, 출정한 이후에

입멸했는지에 관한 차이가 그것이다. 大般涅槃經, 根本說一切有

部毘奈耶雜事가 전자에 해당하고, 팔리어본 열반경, 般泥洹經,
열반경은 후자에 해당한다. 佛般泥洹經은 비록 제4정려에서

출정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출정한 상태에

서 입멸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출정한 이후에 입멸했

다면 입멸 직전의 정신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더 자세

히 보여주는 경전이 般泥洹經이다. 입정한 상태에서 반열반했다
는 것은 색계에서 반열반했다는 것이 될 것이고, 출정한 이후에

반열반했다는 것은 욕계에서 반열반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

한 차이는 결국 열반경이 제작될 당시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
았던 것 같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제4정려에서 반열반했다라고만

해도 충분했던 것 같다. 그러나 뒷날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 이 문

제는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붓다의 최후심을 다룰 때 이루어질 것이다.

時尊者阿難則問尊者阿泥律陀言。世尊今者已般涅槃耶。答言未也。

但是入滅盡定耳。復問云何知耶。答言我親從佛聞。

世尊入第四靜慮依不動寂靜定而般涅槃世間眼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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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붓다의 입멸과정에 관한 說一切有部의 입장과 그 해석

佛般泥洹經을 제외한 열반경 제본이 붓다의 입멸과정에 대
하여 대체로 큰 차이 없이 기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의 논서를 살펴보면, 붓다의 입멸과정에 대해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멸과정에 대한 해석

도 동일하지 않음을 살필 수 있다.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서 우리
는 붓다의 입멸과정을 열반경과 달리 이해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다. 몇 가지 견해가 있으므로 하나씩 살펴보자.

1. 欲界의 善心----→ 第四靜慮→ 般涅槃

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서는 왜 세존이 열반을 취할 때 최후로
제4정려에 들어갔는가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붓다의 입멸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 본 열반경 제본의 서술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차제정을 순서대로 順入하는 과

정은 열반경에 보이는 과정과 동일하지만, 想受滅을 나와 第一

禪으로 逆入하는 과정은 자못 다르다. 그러다가 第一禪에서 제4정

려까지 순입하는 과정은 다시 동일하게 된다. 붓다의 입멸 과정을

이렇게 이해한 자들은 제4정려에 커다란 중요성을 두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존이 4번이나 제 4정려에 들었다는 것은 그

만큼 제4정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世尊이 般涅槃할 때 먼저 欲界의 善心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곧 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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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慮에 들어간다. 初靜慮에서 第二靜慮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순차적

으로, 無所有處에서 非想非非想處에 들어간다. 非想非非想處에서 곧 滅

受想定에 들어간다. 滅受想定에서 곧 無所有處에 들어간다. 無所有處에

서 非想非非想處에 들어간다. 非想非非想處에서 識無邊處에 들어간다.

識無邊處에서 無所有處에 들어간다. 無所有處에서 空無邊處에 들어간다.

空無邊處에서 識無邊處에 들어간다. 識無邊處에서 第四靜慮에 들어간다.

第四靜慮에서 空無邊處에 들어간다. 空無邊處에서 第三靜慮에 들어간다.

第三靜慮에서 第四靜慮에 들어간다. 第四靜慮에서 第二靜慮에 들어간다.

第二靜慮에서 第三靜慮에 들어간다. 第三靜慮에서 初靜慮에 들어간다.

初靜慮에서 第二靜慮에 들어간다. 第二靜慮에서 第三靜慮에 들어간다.

第三靜慮에서 第四靜慮에 들어간다. 第四靜慮에서 일어나 곧 般涅槃한

다.”18)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欲界의 善心→初靜慮→第二靜慮-----

→無所有處→非想非非想處→滅受想定→無所有處→非想非非想處→識

無邊處→無所有處→空無邊處→識無邊處→第四靜慮→空無邊處→第三

靜慮→第四靜慮→第二靜慮→第三靜慮→初靜慮→第二靜慮→第三靜慮

→第四靜慮→般涅槃. 이상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붓다가 제4정

려를 네 번이나 출입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논서는 마지

막에 들어간 제4정려와 그 이전에 들어간 세 번의 제4정려를 구

분하고 있다. 전자는 不動寂靜定이라고 이름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는 열반을 인연으로 했지만 후자

는 열반을 인연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9) 붓다가 입멸 직전

18)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5下).
“世尊臨般涅槃時先起欲界善心。從此無間入初靜慮。從初靜慮入第二靜慮。如

是次第乃至從無所有處入非想非非想處。從非想非非想處無間入滅受想定。從

滅受想定無間入無所有處。從無所有處入非想非非想處。從非想非非想處入識

無邊處。從識無邊處入無所有處。從無所有處入空無邊處。從空無邊處入識無

邊處從識無邊處入第四靜慮。從第四靜慮入空無邊處。從空無邊處入第三靜慮

。從第三靜慮入第四靜慮。從第四靜慮入第二靜慮。從第二靜慮入第三靜慮。

從第三靜慮入初靜慮。從初靜慮入第二靜慮。從第二靜慮入第三靜慮。從第三

靜慮入第四靜慮。從第四靜慮起便般涅槃.”

19)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6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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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최후의 제4정려만을 不動寂靜定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20)

이곳에서 보이는 입멸과정은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

실은 그렇지 않다. 팔리어 열반경에 보이는 입멸과정과 비교해
보면, 제일단계 즉 9차제정의 입출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3단계(제1정려→제4정려)도 같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제2단

계(逆順의 9차제정)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서는 계속하여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존이 입멸하게 되

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① 과거에 諸佛이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입멸했기 때문에

세존도 이 법을 따른다.

② 세존은 모든 선정에 自在롭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선정에 自在로운 자는 멸진정까지 순차적으로 선정에 들어가고

멸진정에서 제일정려까지는 超入이 가능하다. 선정에 자재하지 못

한 자는 順超도 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逆超入도 불가능하다.21)

③ 세존은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제일정려에서 멸진정까지 순차적으로 출입하고 멸진정에서 제1정

려까지 순서대로 출입하지 않는 것은 힘든 일인데, 세존은 이 어

려운 일을 해 보였다.

④ 세존은 자신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세존과는 달리 성문 獨覺이 만약 제1정려에서 멸진정까지 순서대

로 출입하면 멸진정에서 제1정려까지 순서대로 출입하지 않으면

서 모든 선정을 출입할 수는 없다.

⑤ 아울러 멸진정에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만약 세존이 그 때 9

20) 우리는 부동적정정과 제4정려가 비록 유사하지만 다르다고 구별짓는

견해를 살펴 볼 것이다.

21) 멸진정에서 제1정려까지의 9차제정을 순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9정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선정에서 자재력을 얻은 不時解脫의 아라한은 사정려, 사무색정의

8등지를 차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一地를 초월하여

더욱 높은 단계의 정을 닦을 수 있는데, 이것을 超定이라고 한다.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86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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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정을 순서대로 출입하지 않았더라면 멸진정에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멸진정은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온 뒤에야 가능하

기 때문이다. 세존은 멸진정까지 포함하여 모든 선정을 들어가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택했다.22)

②, ③, ④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중복되는 면이 보인다. 자신

의 위대한 선정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상의 입멸과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멸과정은 오직 세존만이 할 수 있고 성문․독각

은 할 수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세존과 그의 제자를 구분시키고

있다. 阿毘達磨大毘婆沙論은 붓다의 입멸과정은 성문․연각이

공유할 수 없는 정려․해탈․등지였다고 주장한다. 선정이 열등한

자는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입출하는 선정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히고 붓다와 그의 제자들의 선정력을 구분시키고, 또한 제자들

사이의 선정력을 구분시킨다.

“種性과 般若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입출하는 等至에도 또한 勝劣이

있다． 劣等한 者는 수승한 자에 대하여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와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佛이 般涅槃할 때 不動明等至에 들어간다.

舍利子가 般涅槃할때 師子奮迅等至에 들어간다．大目連이 반열반할 때

香象頻申等至에 들어간다. 阿難陀 존자가 반열반할 때 旋風等至에 들어

간다．根과 慧에 差別이 있기 때문에 반열반할 때 들어가는 等至 또한

差別이 있다.”23)

22) 멸진정은 非想非非想處를 성취한 자나 不還果 이상의 경지를 성취한

자에게 열려있다. 멸진정은 모든 의식과 감정 등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무기상태와는 다르다.

23)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821中).
“然由種性般若有差別故．令所入出等至亦有勝劣．劣者於勝不能測知故作是說

．由此故說佛般涅槃時．入不動明等至．舍利子般涅槃時．入師子奮迅等至．

大目連般涅槃時．入香象頻申等至．尊者阿難陀般涅槃時．入旋風等至．皆由

根慧有差別故．乃至般涅槃時．所入等至亦有差別.” 붓다의 不動明等至와

阿難陀가 취했다고 하는 旋風等至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 알

수 없다. 사리자의 師子奮迅等至는 大正藏 2 P. 640上)에, 목건련의
香象頻申等至는 대정장 2 p. 641下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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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가 성취한 等至는 성문․독각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독각이 성취한 等至는 성문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舍利子가

성취한 等至는 다른 聲聞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大目連이

성취한 等至는 사리자를 제외한 다른 성문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

한다. 종성의 차이에 따라 들어가고 나오는 등지에는 뛰어남과 하

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⑤는 왜 제일정려에서 멸진정에 이르

는 9정을 순차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24)

①은 ②～⑤의 설명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

시된 것 같다. ①은 어떠한 논리적인 논의도 거부하고 있는 듯하

다.

2. 제4靜慮--→欲界의 無覆無記心→般涅槃

입멸과정에 관한 또 하나의 견해를 만나게 된다. 般泥洹經을
제외한 한역 제본, 산스크리트어본, 팔리어본 등은 9차제정을 순

역으로 차례대로 출입하고 나서 다시 색계 사정려를 차례대로 입

출한다. 그리고 제4정려에서 반열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팔리어

본, 般泥洹經, 遊行經은 제4정려에서 나와 반열반하였다고 기
술하고 있다. 특히 팔리어본은 제4사정려에서 나온 즉시 반열반했

다고 말함으로써 제사정려과 반열반에 간격을 크게 두지 않으려

는 의도가 보인다. 반면에 大般涅槃經,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

事는 제4정려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반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본 입멸과정은 9차제정이 생략되어 있고 아울러

색계 사정려을 차례대로 출입하는 단계도 빠져 있다. 제4정려에서

시작하여 반열반하기 까지의 몇 개의 단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24) 그렇지만 佛般泥洹經과 한 팔리어 경전은 멸진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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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第四靜慮에서 일어나 第三靜慮의 近分에 들어간다. 第三靜慮의 近分

에서 일어나 第二靜慮의 近分에 들어간다. 第二靜慮의 近分에서 일어나

初靜慮의 近分에 들어간다. 初靜慮의 近分에서 일어나 欲界의 善心이

나타나 앞에 존재하게 한다. 欲界의 善心에 곧이어 欲界의無覆無記心이

나타나 앞에 존재하게 한다. 곧 이 마음에 머물면서 般涅槃한다.”25)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第四靜慮 →第三靜慮의 近分 →第二靜慮

의 近分 →初靜慮의 近分 →欲界의 善心 →欲界의 無覆無記心 →般

涅槃. 여기 입멸 과정 기술에는 매우 전문적인 선정용어가 등장하

고 있다. 이것은 선정에 대하 체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이

루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4정려와 4무색정을 합하여 8根本定이라

한다. 近分定은 색계나 무색계가 아닌 욕계에 있으면서 下地의 修

惑을 끊고 定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8근본정에 대응하여 8

근분정이 있는데, 初禪의 根分을 특히 未至定이라고 한다. 下地의

修惑을 제압하여 근분정을 얻고 다음에 그 약화된 수혹을 완전히

끊어서 근본정을 얻는 것이 그 차제이다.26)

색계의 사정려에서 바로 반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제4정

려보다 낮은 단계인 3정려를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제1정려, 제2정려, 제3정려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근처만

출입했다는 것이다. 왜 제4정려에서 제3정려, 제2정려, 제1정려로

入出하였다고 말하지 않는 지 모르겠지만, 색계의 제4정려의 입정

상태와 욕계의 출정상태의 간격을 잇는 가교로서 몇 개의 근분정

이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욕계의 善心에서가 아니라 欲界의

25)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5中).
“從第四靜慮起入第三靜慮近分. 從第三靜慮近分起入第二靜慮近分.

從第二靜慮近分起入初靜慮近分. 從初靜慮近分起欲界善心現在前.

欲界善心無間欲界無覆無記心現在前. 卽住此心而般涅槃.”

26) 俱舍論 (大正藏 29 p. 14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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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覆無記心에서 반열반했다는 점이다. 무기는 異熟의 과보를 초래

하지 않는데, 有覆無記와 無覆無記 2종류가 있다. 유부유기는 異熟

果를 초래하지 않지만 聖道를 방해하고 마음을 가려서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예컨대 색계․무색계의 번뇌나 욕계의 身見․邊見 같

은 것이다. 不善과 더불어 오염성이 있다. 반면에 무부무기는 淨無

記라고도 하며 순수한 무기이다.27) 세존은 모든 惡을 제거하였으

므로 선한 마음 상태에서 반열반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업

과 윤회의 교리를 보면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惡業과 마찬가지로 선업도 재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惡業이 괴

로운 곳으로, 반면에 선업이 보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만 근본

적으로 윤회의 세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나 무기업은 再生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반열반과 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반열반

이란 재생이 없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무기심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붓다의 최후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3. 妙音 존자의 견해

妙音 존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붓다가 장차 입멸하려할

때 第四靜慮에 곧이어 欲界의 善心이 나타나 앞에 존재한다. 欲界

의 善心에 곧이어 欲界의無覆無記心이 나타나 앞에 존재하게 된다.

이 마음에 머물면서 반열반한다.”28) 요약해 보면 第四靜慮 →欲界

의 善心 →欲界의 無覆無記心 →般涅槃 순서이다. 妙音 논사는 바

로 앞서 살펴본 입멸과정 중 “第三靜慮의 近分 →第二靜慮의 近分

→初靜慮의 近分”을 생략하고 있다. 존자에 의하면 세존은 제4정

27)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192中; p. 196上).
28)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5中). “佛將入涅槃時.

第四靜慮無間欲界善心現在前. 欲界善心無間欲界無覆無記心現在前.

則住此心而般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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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에서 바로 欲界의 善心으로 간 것이다. 그는 第四禪에서 나와 곧

欲界의 선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세존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도대체 第四靜慮에서 곧 欲界의 善心을 일으킬 자가 있느냐? 있다;

佛이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29) 제4정려와 욕계의 평상심 사이의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붓다의 선정력을 높일 수 있다

고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

Ⅴ. 반열반 직전의 붓다의 최후 상태

1. 第四靜慮

열반경 제본이 붓다가 제4정려에서 입멸했다고 하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입정한 상태에서 인지 출정한 상태에서 인지에 관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았다. 서방의 건타라국(健馱羅國)의 논사들은 다

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세존은 第四靜慮에 들어가서 반열반하

니 세간의 눈이 소멸하였다.”30) 문자 그대로 보면 제4정려에 들어

간 상태에서 입멸한 것처럼 해석되지만, 논사들은 제4정려에서 출

정하여 반열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사는 왜 제4정려에서 반열반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설명을 살피기 이전에 제사정려가 논서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三靜慮가 尋, 伺, 四受, 入息, 出息등의 八災患이

있어 有動者라고 불리는데 비해 第四靜慮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므

로 不動者라고 불린다.31) 第四靜慮에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있

29)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p. 955中). ”問豈有能從第四靜慮無間

則起欲界善心耶. 答有. 謂佛非餘.“

30)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5b).
“世尊入第四靜慮而般涅槃世間眼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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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行捨淸淨, 念淸淨, 非苦樂受, 等持. 等持는 心一境性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의 3정려에도 보인다.32) 제사정려에서는 무엇보다도 청

정의 요소가 수승함을 알 수 있다.

왜 세존이 반열반할 때 최후로 제4정려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5

가지 이유가 주어지고 있다.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자.33)

①세존은 諸佛이 모두 한결같이 최후로 제4정려에 들어가고 거

기서 나온 뒤 반열반했으므로 세존도 그 법을 따랐다.

②세존은 제4정려에 대해서 자유자재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

해 최후로 제4정려에 들었다.

③세존은 후세의 중생을 애민하였다. 세존의 반열반 이후 후세

의 중생들은 일체의 지혜를 갖춘 세존도 입멸시 제4정려를 들어

갔음을 알고서 일체의 선정을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

함이다.

④부유한 상인이 최후로 값진 보배를 바꾸면서도 그것을 애착

하지 않는 것처럼 세존도 가장 수승한 제4정려를 버리면서도 아

까워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⑤轉輪聖王이 이전에 灌頂하여 왕위를 받은 곳에서 뒷날 목숨을

마친다. 마찬가지로 법왕인 세존도 제4정려에 의거하여 법왕이 되

었다. 따라서 제4정려에 의거하여 반열반한다.

①, ②, ④가 세존의 입장에서 말해진 것이라면, ③은 중생을 위

한 붓다의 이타행을 보여준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제4정려가 선정 중에서 가장 수승하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④와 ⑤가 이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⑤는 무엇보다도 교리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끈다. 붓다는 第四靜慮를 통하여 정각을 성취했

기 때문에 입멸할 때도 제4정려에서 입멸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31) 俱舍論 (大正藏 29 147下).
32) 第一靜慮에는 尋, 伺, 喜, 樂, 等持의 다섯이 있고 第二靜慮에는 內等淨, 喜,

樂, 等持이 있다. 第三靜慮는 行捨, 正念, 正慧, 受樂, 等持가 있다. 俱舍論
(大正藏 29 p. 146下).

33)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5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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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유여의열반과 무여의열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을 근거로 한 설명이다.

2. 不動寂靜定

阿毘達磨發智論에 의하면 “세존은 不動寂靜定에 의지하여 반

열반하였다.”34) 論師는 不動寂靜定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열

반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부동적정정에서 나와서 반열반을 이루었

는지 문제삼고 있다. 이 논서에서는 간단히 후자가 옳음을 답변하

고 있다. 이 문제는 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
어지고 있다. 논서는 먼저 세존이 선정 상태에서 반열반하지 않음

을 밝히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 不動寂靜定

이란 무엇일까? 논서에 의하면 “欲界의 無覆無記心에 상응하는 선

정으로 第4靜慮와 유사하다.”35)

우리는 여기서 不動寂靜定이 제4정려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비록 이 둘은 매우 유사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제4정려는 부동적정정과 동일하다는 견해를 살펴 보

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존은 제4정려에 의거하여 반열반한 것이

아니고 부동적정정에 의거하여 반열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34)阿毘達磨發智論 (大正藏 26 p. 1024上) "世尊依不動寂靜定而般涅槃.“

멸진정에 들어간 붓다의 상태에 관한 아난다와 아누룻다의 대화에서도

부동적정정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 p. 17 참고.

35)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5中). “欲界無覆無記心相應定.

似第四靜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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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欲界의 無覆無記心

우리는 붓다의 입멸과정에 관한 설일체유부 논사들이 지니고

있는 견해를 3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중 둘은 붓다가 제

4정려가 아니라 무부무기심에서 반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입멸직전 붓다의 최후 심리 상태로 제4정려와 부동적정정

이 선정상태 인 것에 비해 욕계의 무부무기심은 출정한 평상심이

라는 차이가 눈에 띤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4정려의 입

정상태에서 입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부동적정정이 제4정

려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은 교리적으

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문제

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無覆無記心은 有覆無記心과 상반되는 말로, 둘 다 재생을 가져오

는 업력이 없음을 뜻한다. 欲界의 무부무기심에는 4종이 있다: 異

熟무기, 威儀무기, 工巧무기, 通過무기.36) 왜 아라한은 오로지 無記

心에만 머물면서 반열반하는가에 관한 물음의 답은아비달마대비
파사론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먼저 논서는 논의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즉 아라한은 이미 모든 不善法을 제거하고 善法을

성취하였으므로 善心에서 반열반한다라고 오해하는 사견을 바로

잡기 위해 왜 아라한이 무기심에서 반열반하는 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논서에는 8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씩 간략히 요약해

보자.37)

① 無記의 勢力은 작아서 心의 단절을 따르기 때문이다. 善心과

惡心은 그 힘이 강대하여 재생을 가져오지만 무기심은 그 힘이 미

약하여 재생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無記心에 근거하여 반열반한

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36)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88上).
37)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 27 p. 953中). 발지론 (大正藏 26 p.
1023下)에서는 간단히 무기심에서 반열반한다 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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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기심은 過患을 적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善心과 不善心은

異熟果과 等類果의 문으로 많은 과환을 일으키지만 무기심은 등류

과의 문으로만 과환을 일으키니 과환이 적다는 것이다. 이숙과의

문으로 말미암아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

는데 등류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③ 아라한은 일체의 生을 등졌기 때문이다. 즉 중생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재생을 바라며 의지력으로 선심을 일으켜 선한 곳

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아라한은 이미 生을 버렸으므로 作意하지

않고 무기심으로 반열반한다.

④ 아라한은 이숙의 그릇(異熟器)을 구하여 나가지 않기 때문이

다. 보통 중생은 임종시 加行하여 선심을 일으켜 다음 생의 몸을

받기 원하지만 아라한은 재생의 몸을 원하지 않으므로 무기심으

로 반열반한다.

⑤ 아라한은 自性心에서 반열반하는데 이 자성심은 무기심이다.

자성심은 상대적인 선악의 범주를 벗어난 淸淨心을 가르키고 있는

것 같다. 붓다고사가 말하는 bhavaṅgacitta와 상통한다고 보인

다.38)

⑥ 사람이 멀리 외국으로 떠날 때 下親友는 집 앞에서 배웅하고

돌아가고 中親友는 마을 경계까지 배웅하고 上親友는 국경까지 배

웅한다. 마찬가지로 아라한은 욕계와 비상비비상처를 떠날 때 하

친우인 不善染汚心을 버리고 중친우인 선심은 무기심을 일으킬 때

버려지고, 상친우인 무기심은 반열반할 때 버려진다.

⑦ 욕계를 떠날 때 不善心을 버리고, 비상비비상처를 떠날 때

일체의 염오심을 버리고 무기심을 일으켜 일체의 선심을 버린다.

마지막으로 반열반할 때 일체의 무기심을 버린다.

⑧ 존자 妙音에 의하면 일체 선심은 모두 공용을 지어서 일으

킨다. 공용이 있으면 다시 재생이 있게 마련이다. 아라한은 임종

시 공용을 짓지 않으니 곧 무기심이기 때문이다.

38) 본고 p.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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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은 ⑥을 부연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둘 다 무기심

이 반열반 직전의 마음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여

섯가지는 제각기 다른 각도에서 또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즉 무기심은 그 힘이 미약

하여 재생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아라한은 이미 생에 대한 집착

을 단절했으므로 무기심에서 반열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① 에 모

두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친은 俱舍論에서 ① 만 제
시하고 있다. 涅槃에 들 때는 二無記, 즉 威儀무기와 이숙무기에

의한다고 세친은 밝히고 있다.39)

제4정려와 무기심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사정려는 선정의 하

나이지만 욕계의 무기심은 선정상태에서 벗어난 보통의식이다. 선

정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열반에 들 수 없는 것일까? 死와

再生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산란심에서 가능하고 선정심이

아니라고 한다. 定心에는 死와 生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 몇 가

지가 주어지고 있다. 첫째 선정심은 加行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활동적이다. 둘째 선정심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40)

제사정려에 입정한 상태에서 붓다가 무여의열반을 성취할 수 없

는 이유는 선정심이 무기심과 달리 활동적이라서 心의 단절이 제

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방 상좌부의 대표적 논사인 붓다고사는 붓다의 입멸 직전의

최후의 순간을 주석하면서 붓다는 bhavaṅga에 들어감으로써 반

열반에 들어갔다고 설명한다.41) 담마팔라(Dhammapāla) 는 붓다고사

의 주석을 부연하면서, bhavaṅgacitta는 모든 의식 중 최후의 것

으로, 따라서 죽음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죽음 과

39) 俱舍論 (大正藏 29 p. 56上). “無記勢力微順心斷故”.

40) Pruden, Leo M. (trans), Abhidharmakośabhāsyam vol ⅱ, by Louis de

La Valleé Poussin,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1988, p. 448.

구사론 (大正藏29 p. 56上)에는 이상의 두 가지 설명 이외에 또
하나의 설명이 주어지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41) DA. ⅱ. p.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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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모든 생명체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42) 붓다고사가 bh

avaṅga를 무기(avyākata)로 보고 있는 점에서 설일체유부의 무부무

기심과 다르지 않다. 아마도 설일체유부에서 무기를 더 세분하여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 맺는 말

한 한역본을 제외한 열반경 제본이 붓다의 입멸과정을 큰 차
이 없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설일체유부의 논서에서

는 열반경의 입멸과정 기술과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다. 열반경의 입멸과정을 논사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시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열반경의 입멸
과정 기술이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론 상좌부를 대표하는 붓다고사가 철저히 팔리어 열반경의
기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주석을 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불반니원경을 제외한 열반경 제본이 붓다가 제4정려를 통
하여 입멸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정 상태에서 입멸했는지 출

정한 이후에 입멸했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보았다.

열반경을 편집하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미세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는 것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파불교 시대에 이

르면 선정에 관한 교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이 문제를 분명히 해

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논사들은 붓다의 경우 입정한 상태로 수명을 마치고 입멸할 수

42) DAT. ⅱ.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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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분명히 하고 출정한 후의 붓다의 최후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입멸 직전 붓다의 최후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견들

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지만 욕계의 무기심으로 입멸한다는 주장이

교리적으로 가장 설득력을 얻게된 것 같다. 善心은 惡心과 마찬가

지로 재생을 가져오지만 무기심은 재생력이 없기 때문에 윤회의

세계로 붓다를 이끌지 않는 것이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붓다가

입멸하였다는 기술에서 우리는 죽음과 열반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유부의 논사들은 붓다의 입멸과정을 한결같이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붓다의 선정의 출입은 붓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성문이나 독각이 감히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붓다의 수승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

이다. 입멸과정에 관하여 붓다를 성문이나 독각과 차별화하여 초

인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의 이상화가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

러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超人化된 붓다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붓다의 입멸과정에 관한 초기불교의 전승

을 수정하고 자파의 교리체계에 맞게끔 해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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