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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사띠(sati / smṛti : 念)는 초기불교의 모든 수행체계에 있어 그

중심에 놓여있다.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

足) 오근(五根)과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그리고 팔정도(八正

道)로 구성되어 있는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의 대부분의 수

행도에 있어 사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념처

는 물론 오근(五根)과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그리고 팔정도

(八正道)에 각각 염근과 염력, 염각지 그리고 정염 등으로 구체적

인 수행 항목으로 들어 있고 사정근(四正勤)과 사여의족(四如意足)

또한 그 내용에 있어 직접 ․ 간접적으로 사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띠는 모든 불교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

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더욱

* 조준호 : 조선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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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위빠사나 수행과 관련해서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이러한 삽십칠조도품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초기불교의

모든 수행도를 한마디로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바로 사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바로 위빠사나는

물론 초기불교 전체의 실천적 행법을 적합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불교의 근

본 수행도는 물론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에 대한 입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때늦은 감이 있

지만 최근 우리의 학계에서도 sati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도되어 그 이해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전의

한 졸고에서 sati에 대한 번역어로서 ‘수동적 주의집중’이라는 말

을 제시하였다.1) 당시에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이후 차츰 몇몇 연구가에 의해 새로운 주장과 함께 필자의 주장

에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 ‘수동적 주의집중’이라고 옮기게

된 필자는 초기불교의 일반적인 교리적 분석에서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경전 근거는 생략되어 있다. 본고의 목적은 왜 ‘수동적

주의집중’이라고 옮기는 것이 적절하지를 빠알리경전은 물론 한역

아함 경전을 통해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 동안의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1) 조준호, 초기불교에 있어 止 ․ 觀의 문제 ,한국선학 제 1 호 (서울 :
한국선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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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재까지의 사띠 이해

1. 고대 인도 종교 문헌

고대인도에서는 불교문헌 이외의 다른 문헌에는 smṛti / sati가

기억의 의미 말고 불교처럼 선정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는 아직 찾아 볼 수가 없다. 오로지 불교문헌만이 다른 인도문헌

과는 달리 ‘기억‘의 의미로 볼 수 없는 수행도로서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초기불교 경전 상에 있어 sati가 기억이라는

의미로 설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반면에 후기 주석 문헌으

로 갈수록 산스끄리뜨 어원을 바탕에 둔 어휘 풀이가 늘어간다.

이는 논서나 주석 시대에 경전 주석에 있어 다분히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차적인 어의를 중심으로 설명해나갔던 경향

에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일반의 sati의 일차적인 의미인 ’

기억‘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한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역어들이 제시되다가 결국 ’생각’이나 ‘기억’을 의미하는 염

(念)이나 억념(憶念) 등으로 정착된 이유와 맥락이 일치한다. 하지

만 원래 불교 경전어는 산스끄리뜨가 아니었고 고대 중기 인도어

에서 어느 때부터 산스끄리뜨화하면서 본래 sati의 의미와는 달리

산스끄리뜨 의미로 전와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염처수행에 있어 기억의 sati라는 말이 사용하게 된 하

나의 가능성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설로서 고대 인도인들의 문헌의 보존과 전승 방식을

통해서이다.2)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바로 기억(smṛti)에

의존한 사자상승(師資相承)이었다. Veda 등의 바라문 성전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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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종교의 자이나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즉, 성현이나 경전

의 가르침이 암송되어 기억 속에 항상 머물고 있었고 다시 그것

을 상기(想起)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의

지침은 항상 의식 속의 기억으로 마치 ‘객관적 대상’처럼 머물며

작용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더더욱 집중되고 뚜렷한 의식상태가

형성되면 기억 자체가 생생하게 대상화되어 마치 기억 자체가 저

절로 떠올라 스스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연스럽게 바라만 보는 눈이 있었을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

면, 경문의 기억이 저절로 떠올라 작용하는 것을 바라보는 또다른

눈과의 적당한 거리가 형성되어 단지 ‘수동적으로 주의를 보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 있어 ‘기

억’이라는 말이 동시에 ‘수동적 주의집중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

발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취온

(五取蘊)과 같이 자신의 존재 상황이 깊은 선정의 단계에서 마치

생생한 기억처럼 눈앞에 저절로 선연하게 떠올라 있는 것에 비교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경구의 기억을 능동적으로 변조를 시

도하지 않은 채 단지 수동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념처 수행에 있어 단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로

서 sati가 확립된 상태를 말하는 맥락과 비슷한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억’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특히 불

교의 전문 수행 집단에서는 수행도의 성격인 ‘수동적 주의집중의

상태’로까지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원과 관련해 여러 주장

이 있을 수 있지만 sati를 단순히 기억의 뜻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은 이후 논의의 여러 방면에서 잘 나타나겠지만 가장 간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신념처의 안반념(安般念 또는 出入息念 : ānāpā

nasati)수행과 관련하여 ‘호흡을 기억한다’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

이다.3)

2) 예를 들면, M. Ⅰ. p. 520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적에 대한 좋은

기억(sussata)와 나쁜 기억(dussata)이라는 말이 쓰인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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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과 한글역

현재까지 서구 인도학 불교학계에서 sati를 mindfulness로 옮겨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다

만 번역 과정에 있어 고심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있으나 그럴듯한

분량으로 논의되어있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논의조차 별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4) 이는 이미 한자문화권의 불교전통에서는 중국

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도 이와 비슷하게도 여러 역어들이

사용되었다.5) 예를 들면, 가장 이른 시기에 있어 수의(守意)와, 의

지(意止) 그리고 억념(憶念)과 염(念) 등으로 옮겨지다가 최종적으

로는 염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 말의 한자 뜻으로 sati에 대한

이해를 해 왔는데 우리나라에 있어 한글역을 ‘생각’이나 ‘기억’으

로 옮기는 이유가 되었다.

영어권의 서구에서는 sati에 대한 역어로 대략 다음과 같은 말

들이다. memory, awareness, recognization, consciousness, intent

ness of mind, recollecting, remembering, heedfulness and mindf

ulness 등인데 여기서는 mindfulness라는 역어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영어권 이외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한

글역에서도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에도 어원적으로 유사한 느

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연유한지도 모른다.6)

3) 현재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호흡은 기억의 문제도 아니지만 안반념

수행의 맥락을 통해 볼 때도 호흡에 대한 어떠한 작위가 배제되고 단지

거리를 유지한 채 대응하는 행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 예외적으로 R.M.L Gethin은 그의 The Buddhist Path to Awakening

(New York: E.j. Brill, 1992)의 저서에서 비록 sati를 mindfulness로

따르고 있으면서도 약 4페이지에 걸쳐 불교교리사에 있어 각 부파간의 sati

이해의 차이는 물론 현재의 연구가 에 의한 이해의 차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5) 졸고, 앞의 논문, pp. 335-336

6) ‘마음챙김’은 ‘고요한 소리’의 활성스님의 제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마음챙김’이란 역어는 스리랑카 출판의 불교 안내서에서 사용된

mindfulness에 대한 한글역으로 볼 수 있다. 'mind'와 ‘마음’이라는 말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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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있어 sati를 한역 염(念)에 따라 ‘생각’이나 ‘기억’이

라 옮기가 하면 일부에서는 ‘알아차림’, ‘주시’, ‘관찰’, ‘마음챙김’

‘마음지킴’ 그리고 ‘각성’ ‘마음 새김’ ‘마음집중’, ‘마음모음’ 등으로

다양하게 옮기고 있다. 이 가운데 ‘마음챙김’의 경우 현재 가장 널

리 보급되어 있는 용어이다. 필자의 ‘수동적 주의집중’에 반해 ‘마

음챙김’에 대한 설명으로 챙긴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sati를 “대단

히 능동적인 마음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7)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경전적 전거나 교리적 설명이 제시되고 있

지 않다. 마음챙김과 관련한 sati 이해 가운데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정 수행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는 선정수

행과 무관한 행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8) 사선의 기초 없이

도 sati를 통한 Vipassanā 수행이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한다. 하지

만 초기경전의 많은 곳에서 sati는 정학(定學)에 포함시켜 설명되

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다.9) 다음으로 ‘마음챙김’

일치한다. 그리고 ‘마음챙김’에 이어 ‘마음지킴’이 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주장되었다.

7) Vipassanā 관련 웹 사이트 http://cafe.daum.net/vipassana 에서 김재성은

졸고 보조사상제 16집의 Vipassanā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 에 대한-

“조준호씨 논문에 대한 비평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위빠사나를 행할 때, 관찰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를 관찰하는 sati는 대단히 능동적인 마음의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대념처경에는 마음챙김 수행을 닦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정수행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산란하고, 졸음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일상적인 심리상태에서 곧 바로 관찰과 마음챙김 수행을 닦아

마지막으로 아라한과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이 수행법은

四色界禪이나 四無色界禪 그리고 멸진정을 거치지 않는 慧解脫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성, 위빠사나의 이론 , 불교학 연구회

2002년 여름워크샵 자료집, 명상과 불교수행 - 간화선 ․ 염불선 ․

위빠사나, p. 27) ; “염처경에 설해진 염처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선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 ․ ․ 入出息念經에서도 기본적으로 선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염처경(念處經)에 나타난 수행법 ,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제1집 하권, 2002, p. 99
9) 그렇지만 굳이 전거를 든다면 Nikāya의 첫 Digha Nikāya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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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거의 비슷한 말로 ‘마음지킴’이라는 한글역이 있는데 이

는 졸고의 ‘수동적 주의집중’이라는 역어에 대한 재검토에 따른

반론 형식을 통해서이다.10) 하지만 문제는 ‘마음지킴’의 역어에 대

한 정의는 하고 있지만,11) 초기 경전에 따라 납득할 만한 구체적

인 전거 제시가 없고 그에 따른 교리적 분석 또한 찾아보기 어렵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A. D. 5세기에 작성된 후대 논서

인 Visuddhimagga의 비유12)를 통해 ‘마음지킴’으로 옮길 수 있음

을 들고 있다가 이후 이같은 비유를 초기경전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13) 이처럼 경전에서 sati를 문지기로 비유한 것을

경전(D. Ⅰ. p. 70)을 시작으로 이후 경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0) 임승택, 사띠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고찰 ,보조사상제 16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1) : 여기서 지적해야할 점은 필자가 마치 sati의

“영역을 第四禪이후의 차원으로 국한시키는”것이라는 전제가 바탕되어

전체적인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다.(앞의 논문, pp. 21, 35) 또다른

논문에서도 “네 번째 선정(四禪)’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라고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마음지킴(sati)의 위상과 용례에 대한 재검토 , 제7기 구산논문 발표회

자료집(2002, 11), p. 11)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필자는

이전의 그 어떠한 글에서도 sati의 “영역을 第四禪이후의 차원으로

국한”시킨 경우가 없다. 필자의 전체적인 논지는 sati가 사선 체계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관차제(止觀次第)가 강조되고 있다. sati의 영역을 第四禪이후의

차원으로 국한시키지 않은 구체적인 필자의 언급을 들면 “第三禪에서는

念이 발현되었지만, 아직도 행복감이 남아 있어 완전한 念의 상태가

아니다.”이다.(앞의 졸고 한국선학회(제 1 호 2000), p. 329)
11) “마음지킴이란 특정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anupassī)’

‘따라가는 것(anugacchanā)’으로서 마음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정의”(임승택, 앞의 논문, pp. 25, 32) 이에 다시 이후 논문에서 “․ ․ ․

마음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나아가서는 부차적으로 ‘감지되는(viditā)’

여러 현상들을 통해 ‘연기의 이법’ 등 진리에 대한 자각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여 앞의 문구를 부가시켜 sati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12) “(사띠란)... 눈의 문(眼門 = 根門) 등을 지키므로 문지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승택, 앞의 논문, 보조사상, pp. 26)
13) 임승택,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제1집 하권, 2002, p. 104 ; 제7기
구산논문 발표회 자료집 (2002, 11), p. 4에서 S. Ⅳ. p. 194; A. Ⅳ.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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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sati의 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14)

사실은 경전에서 sati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

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문지기와 같은 지킴의 성격이 이후의

다른 sati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격에 있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감관의 문을 지키

는 것(indriyesu guttadvāro)’을 들고 있으나 사실은 초기불교의

많은 경전에서 ‘sati-sampajaññā 수행’과 다른 영역의 행법으로

항상 나열되고 설명된다는 점이다.15)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음지

킴’ 또한 ‘마음챙김 같이 작위적 성격으로 sati를 “의지적 노력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16) 이에 대한 교리상의 상충된 문제는

이후에 자세히 검토되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sati를 ‘알아챔’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전문 학술 논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17) 하지만

111의 “Dovārikoti kho bhikkhu satiyā etaṃ adhivacanaṃ.”

14) 발표장에서 논란된 바로는 adhivacana를 필자와 같이 비유하는 말로

보지 않고 ‘언명하다’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이 나타나는 S.Ⅳ. 194-5 에서 처음부터

비유(Upamā)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맥락은 물론 각각의 항목마다

반복적으로 adhivacana라는 말로 성(城), 육문(六門), 문지기, 한 쌍의

전령, 城主, 성의 중심 사거리, 여실한 전언 그리고 왔던 길을 각각

사대(四大), 육입처(六入處), 염(念 : sati), 지관(止觀), 식(識), 사대(四大),

열반(涅槃) 그리고 팔정도에 비유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15) 예를 들면, Digha Nikāya(D.Ⅰ. 71-2)부터 이후의 같은 품의 경전은

물론 다른 Nikāya의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6) 다음과 같은 경문 해석을 통해서이다. “마음지킴이 일차적으로‘의지적

노력의 대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 마음지킴은 ‘극단적인

바램(adhimattaṁ chandaṁ)이라든가’ 맹렬함(ussoḷhiñ) 따위의

수식어와도 동일한 격(case)을 이루고 있다.” (임승택,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제 1 집 하권 p. 105 ; 마음지킴(sati)의 차제적

성격에 관한 일고찰 )

17) 김형록(인경스님)은 한역의 정념정지(正念正知)의 빠알리어 sati -

sampajañña에 있어 양자의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正念과 正知(智)는 늘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sati는 “‘알아챔’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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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기불교내의 용어에 대한 엄격한 개념차를 간과한 것으로

sati와 sampajañña는 그 내용상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은 이후에

잘 설명될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이 모두 sa

ti를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즉 작위의 개념으로 보는 것과 같이 ‘알

아차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sati와 Vipassanā를 인위적이고

조작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18)

Ⅲ. 왜 사띠는 ‘수동적 주의집중’인가

이처럼 sati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전의 근거를 들어 이에 대

한 자세한 교리적 논증은 없었다. 여기서는 이전에 다시 필자에

의해 이전에 제시된 ‘수동적 주의집중’이라는 역어로 옮기게 된

몇 가지 경전의 근거와 교리적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역어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수동적 주의집중’이라고 정의한 이전 졸고의 압축적인

문구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을 통해 지극히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김형록(인경), 初期佛敎에서의 止觀과 四禪 , 보조사상제 16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1), p. 95) ; 박문기(종호스님) 또한 sati를 알아챔의

뜻으로 번역하여 “간화에서 볼 때 위빠사나에서 말하는 느낌이나 감정

등의 알아차림은 하나의 망심에 불과하다”는 등의 평가를 하고

있다.(박문기(종호스님), 선 수행의 비교 고찰 , 선 수행의 비교 고찰 ,

한국불교학, 제25집, 1999, p. 292)
18) “造作은 위빠사나(觀空)와 사마타수행(入空)을 의미한다”이나 “초기불교

수행은 오히려 인위적이고 조작되어 그 자체로 허물(有爲法)이

된다”(인경, 위빠사나와 간화선 , 보조사상연구원 제14차 정기 학술

발표회, 2002,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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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되면 언제부터인가 사유나 감정이 능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마음은 분명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念이란 자신을 포함한 일체에 대해 의식적으로나 능동적으로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가 되어 단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있는 상

태를 뜻한다. 그것은 이후의 Vipassanā 수행을 위한 단지 바라볼 준비

태세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念 그 자체로서 바

로 觀을 의미하지 않는다. 念의 작용적인 측면을 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念을 ‘수동적 주의집중’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제까

지 스스로의 사유와 감정,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능동적인 행위로부

터 벗어나게 되어, 이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상에 있어 완전히 수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念 즉, sati는 일체(五蘊․十二處․十八界)를 대상화시켜 바라

볼 준비 태세를 갖춘 ‘수동적 주의집중’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19)

이러한 입장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수동적 주의집중’이라고

옮기면서 생략한 구체적인 경전 근거이며 다 자세한 교리적 분석

으로 큰 의미가 있다. 왜 ‘수동적 주의집중’의 역어가 적절하지를

빠알리경전은 물론 한역 아함 경전을 통해 그 근거와 이유를 밝

혀본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현재 일부 연구들의 이해와는 어떠

한 큰 차이가 있는지를 또한 검토해 본다.

1. 삼염주(三念住 : tayo satipaṭṭhānā)를 통해 본 sati의 성격

사념처를 사의지(四意止)나 사념주라 한역하였듯이 삼염주 또

한 삼의지(三意止)로 한역되었는데 사념처와 정확히 같은 용어이

다. 그런데 sati 이해와 관련하여 삼염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

는데도 불구하고 사념처 수행과 관련하여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이유는 초기불교 이후 차츰 불타관의 상승과 함께 다

19) 앞의 졸고, 한국선학, pp.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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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붓다에게만 있는 특유한 공덕으로

십팔불공법(十八不共法)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삼념주를 넣었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과 관련한 설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

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초기경전에서는 삼념주를 붓다만

의 공덕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내용상 수행에 뛰어난

제자들도 있을 수 있는 덕목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를 말하는 경전에서도 성인(聖人)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20) 그 외의 경전의 많은 곳에서 붓다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덕

20) 중아함 제42권의 六分別六處經:
"三意止。謂聖人所習。聖人所習已。衆可敎者。此何因說。若如來爲弟子說法。憐

念愍傷。求義及饒益。求安隱快樂。發慈悲心。是爲饒益。是爲快樂。是爲饒

益樂。若彼弟子而不恭敬。亦不順行。不立於智。其心不趣向法․次法。不受

正法。違世尊敎。不能得定者。世尊不以此爲憂慼也。但世尊捨無所爲。常念

常智。是謂第一意止。謂聖人所習。聖人所習已。衆可敎也。復次。如來爲弟

子說法。憐念愍傷。求義及饒益。求安隱快樂。發慈悲心。是爲饒益。是爲快

樂。是爲饒益樂。若彼弟子恭敬順行而立於智。其心歸趣向法․次法。受持正

法。不違世尊敎。能得定者。世尊不以此爲歡喜也。但世尊捨無所爲。常念常

智。是謂第二意止。謂聖人所習。聖人所習已。衆可敎也。復次。如來爲弟子

說法。憐念愍傷。求義及饒益。求安隱快樂。發慈悲心。是爲饒益。是爲快樂

。是爲饒益樂。或有弟子而不恭敬。亦不順行。不立於智。其心不趣向法․次

法。不受正法。違世尊敎。不能得定者。或有弟子恭敬順行而立於智。其心歸

趣向法․次法。受持正法。不違世尊敎。能得定者。世尊不以此爲憂慼。亦不

歡喜。但世尊捨無所爲。常念常智。是謂第三意止。謂聖人所習。聖人所習已

。衆可敎也。三意止。謂聖人所習。聖人所習已。衆可敎者." (대정장 1권

693c - 694a ; 대응 빠알리 경전은 "Tayo satipaṭṭhānā yadariyo sevati,

yadariyo sevamāno satthā gaṇamanusāsitumarahati'ti iti kho panetaṃ

vuttaṃ. Kiñcetaṃ paṭicca vuttaṃ: idha bhikkhave, satthā sāvakānaṃ

dhammaṃ deseti anukampako hitesī anukampaṃ upādāya: 'idaṃ vo

hitāya idaṃ vo sukhāyā'ti. Tassa sāvakā na sussūsanti. Na sotaṃ

odahanti. Na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nti. Vokkamma ca satthusāsanaṃ

vattanti. Tatra bhikkhave, tathāgato na ceva attamato hoti. Na ca

attamanataṃ paṭisaṃvedeti. Anavassuto ca viharati sato sampajāno.

Idaṃ bhikkhave, paṭhamaṃ satipaṭṭhānaṃ, yadariyo sevati, yadariyo

sevamāno satthā gaṇamanusāsitumarahati.

Puna ca paraṃ bhikkhave, satthā sāvakānaṃ dhammaṃ deseti

anukampako hitesī anukampaṃ upādāya: 'idaṃ vo hitāya, idaṃ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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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강조되는 가르침이나 사례들이 나타나거나 이러한 덕목을

지닐 것이 권장되기도 한다.21) 따라서 초기 빠알리 경전을 바탕한

불타관의 연구에 의하면 본래 붓다 개념과 그의 수승한 제자들

간에 차이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없었던 것으로 증명된다.22)

삼염주는 3가지 종류의 sati와 sampajāna 상태에 머무름을 말

한데, 첫째 염주는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봉하여 잘 따르더

라도 기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sati와 sampajāna 상태에 머물

러 있는 것을 말하고, 둘째 염주는 그 반대로 신봉하지 않고 불신

하여도 침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셋째 염주는 양자 모두에도

기뻐하거나 침울해 하지 않고 sati와 sampajāna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23) 여기서 sati 확립의 경지는 그 어떠한 반응에

도 초연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한 상태(upekhā)와 같은

sukhāyā'ti. Tassa ekacce sāvākā na sussūsanti, na sotaṃ odahanti, na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nti. Vokkamma ca satthusāsanaṃ vattanti.

Ekacce sāvakā sussūsanti. Sotaṃ odahanti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nti.

Na ca vokkamma satthusāsanaṃ vattanti. Tatra bhikkhave, tathāgato

na ceva attamato hoti, na ca attamanataṃ paṭisaṃvedeti. Na ca

anattamano hoti. Na ca anattamanataṃ paṭisaṃvedeti. Attamanatañca

anattamanatañca1 tad ūbhayaṃ abhinivajjetvā so upekkhako

viharati sato sampajāno. Idaṃ vuccati bhikkhave, dutiyaṃ

satipaṭṭhānaṃ yadariyo sevati, yadariyo sevamāno satthā

gaṇamanusāsitumarahati.

Puna ca paraṃ bhikkhave, satthā sāvakānaṃ dhammaṃ deseti

anukampako hitesī anukampaṃ upādāya: 'idaṃ vo hitāya, idaṃ vo

sukhāyā'ti tassa sāvakā sussūsanti, sotaṃ odahanti,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nti, na ca vokkamma satthusāsanaṃ vattanti. Tatra

bhikkhave, tathāgato attamano ceva hoti, attamanatañca paṭisaṃvedeti.

Anavassuto ca viharati sato sampajāno. Idaṃ vuccati bhikkhave,

tatiyaṃ satipaṭṭhānaṃ yadariyo sevati yadariyo sevamāno satthā

gaṇamanusāsitumarahati."(M. Ⅲ. 221)

21) D. Ⅰ. 2-3 ; M.Ⅰ.140

22) 참고, 졸고의 1999년 델리대 학위논문, “A Study of The Concept of

Buddha" : A Critical Study Based on the Pāli Texts.

23) 중아함의 제42권의육분별육처경; M. Ⅲ.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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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의 심리적 지경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upekhā와

sati 그리고 sampajāna와 언급되는 제삼선과 제사선과도 같은 선

상의 심리적 지경임을 나타내준다. 즉 삼염주에서 기쁜 마음(歡

喜)이나 침울한 마음(憂慼)을 나타내는 attamata와 attamanata는

제사선(第四禪)의 기쁨과 근심(somanassa-domanassānaṁ)과 그

대로 동의어로 사용된다. 제사선에서 “행복감이 없어지고 괴로움

도 없어지고, 이전의 기쁨과 근심(somanassa-domanassānaṁ)도

제거된다. 그리하여 괴로움도 그치고 행복감도 그친 완전한 평정

심(upekhā)에 의한 sati가 청정해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24)

가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삼염주에 나타나는 사(捨)는 그에 대응

되는 빠알리 경전의 upekkha로서 지극히 초연해진 평정심의 상태

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제사선의 사(捨)와 그대로 일치한다. 그리

고 삼염주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정의 상태에서 sati와 sam

pajāna에 머무른다“25)하여 염주(sati의 확립)의 상태가 제사선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음을 두 경구의 비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역에서 상념상지(常念常智)라 했던 것은 말 그대로 s

ati는 어떠한 심리적 상태가 단속적이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임을

간파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ati 확립’의 상태는 제

사선의 심리적 지경과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 삼염주에서 sati는

지극히 평정된 상태(upekh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적 반응

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 초연한 대응으로서 sati는 제사선의 지경

과 일치하여 나타난다는 점이다.

24) “Sukhassa ca pahānā dukkhassa ca pahānā pubbe va somanassa

-domanassānaṁ atthagamā adukkhaṁ asukhaṁ upekhā-sati

-pārisuddhiṁ catutthajjhānaṁ upasampajja viharati.”와 대응되는

한역으로는 “고락(苦樂)을 떠나 우희(憂喜)가 먼저 멸하고 불고불락의

사(捨)에 의해 염(念)이 청정해진다”(離苦樂行先滅憂喜 不苦不樂捨念淸淨

入第四禪.) (長阿含經 第八卷, 衆集經 등)

25) 제일 그리고 제삼염주는 “Anavassuto ca viharati sato sampajāno”

그리고 제삼염주는 Anavassuto 대신 “upekkhako viharati sato

sampajāno”로 Anavassuto와 upekkhako가 동의어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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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ti와 sampajāna 개념 차이를 통해

흔히 sati와 sampajañña의 개념을 같은 것으로 잘못 보는 경우

는 물론 양자의 뜻을 애매하게 혼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으로는 sati는 물론 sampajañña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의 사띠 경(Sato sutta)를 통해서 s
ati 와 sampajāna가 동의어가 아닌 서로 간에 개념상의 분명한 차

이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양자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주어진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Sato와 Sampajāno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것

이 그대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Sato에 머무를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는 몸에서 몸을 따라 관(觀)하는 것에 머문다. 이는

세상의 욕망과 근심이 제거되어 ‘오롯한 정진력(ātāpī)’과 ‘분명히 깨어있

는 상태(sampajāno)’ 그리고 ‘수동적 주의집중 (satimā)’이 이루어진 상태

에서이다. 느낌에서 느낌을 따라 관하는 것에 머문다. 이는 세상의 욕망

과 근심이 제거되어 ‘오롯한 정진력‘과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수

동적 주의집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이다.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 관하는

것에 머문다. 이는 세상의 욕망과 근심이 제거되어 ‘오롯한 정진력‘과 ‘분

명히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수동적 주의집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이다.

법에서 법을 따라 관하는 것에 머문다. 어진 상태에서이다. 이는 세상의

욕망과 근심이 제거되어 ‘오롯한 정진력‘과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수동적 주의집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비구의 Sampajāno는 무엇인가?

비구는 나아갈 때나 뒤로 물러설 때나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

앞을 볼 때나 주위를 볼 때도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 (팔, 다리

를) 구부리거나 펼 때도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 가사(겉옷)를 입

고 발우를 들 때도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먹거나 마시거나 먹고

난 후에나 씹고 맛볼 때에도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가고 서고 앉을 때에도 ‘잠자고 있

을 때(sutte)’나 (잠에서) 일어나있을 때에도 그리고 말하거나 침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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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26)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이처럼 독립된

한 경전에서조차 sati와 sampajāna에 대한 교설이 나누어 제시된

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sati는 어디에서나 “kāye kāyānupassī vi

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

ṁ”와 같은 문구가 정형적인데 이 때 ātāpī는 물론 sampajāno까지

일렬로 묶여 서술된다. 이 때문에 팔정도의 정념의 경우에서처럼

이같은 문장 전체를 통해 sati 개념을 이해하려다 보니 도대체 어

디까지를 정념의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물론 다른 용어

들과의 갖가지 개념상의 혼란이 초래되어 왔다. 심지어는 sati의

작용적 측면으로서 anupassī의 Vipassanā와 sati를 같은 개념으

로 혼용하여 sati는 바로 Vipassanā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였

다.27) 그렇지만 다음의 설명은 그러한 개념의 구분을 분명하게 할

26) S.Ⅴ. 142 : Sato bhikkhave, bhikkhu vihareyya sampajāno. Ayaṃ vo

amhākaṃ anusāsanī.

Kathañca bhikkhave, bhikkhu sato hoti: idha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Evaṃ kho bhikkhave, bhikkhu sato hoti.

Kathañca bhikkhave, bhikkhu sampajāno hoti: idha bhikkhave,

bhikkhu abhikkante paṭikkante sampajānakārī hoti. Ālokite vilokite

sampajānakārī hoti. Sammiñjite pasārite sampajānakārī hoti.

Saṅghāṭipattacīvaradhāraṇe sampajānakārī hoti. Uccārapassāvakamme

sampajānakārī hoti. Gate ṭhite nisinne sutte jāgarite bhāsite

tuṇhībhāve sampajānakārī hoti. Evaṁ kho bhikkhave, bhikkhu

sampajāno hoti. Sato bhikkhave, bhikkhu vihareyya sampajāno. Ayaṁ

vo amhākaṁ anusāsanīti.

27) 앞에서 언급한 ‘마음지킴’의 정의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개념상의 혼용은 다음의 결론적인 언급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마음지킴(念) ⇔ 사념처(四念處) ⇔ 몸․느낌․마음․법을 따라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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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사념처의 정형구인 “kāye kāyānu

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에서 anupassī는 kāye kāy

ā에 의한 작용적 측면으로 Vipassanā를 말한다. 즉 anupassī의

Vipassanā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필수조건이 기본적으로 나열

되어 있다. 첫째, ātāpī 둘째, sampajāno 셋째, satimā이다. 달리

팔정도로 다시 세분하면 ātāpī의 경우 정정진에 해당하고 sampaj

āno는 정정 그리고 satimā는 정념이 그것이다. 그리고 anupassī는

법염처의 사성제와 관련해서도 정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세 가지 가운데 원래 경전에서 지시하

는 sati의 범위는 kāye kāya까지 만이라는 것이다. 문장 구조상

sati는 ātāpino sampajānā 뒤에 위치하여 kāye kāya를 다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념처 설명하는 또 다른 정형구에서 kāye

kāya 말이 사용되면 ātāpino sampajānā는 생략되지 않지만 sati

라는 말은 생략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kāye kāyānupassī viha

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

ṁ”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kāye kāya 자체가 sati라는 말을

의미하기에 여기서는 sati라는 말의 생략과 함께 후반부의 vineyy

a loke abhijjhā-domanassaṁ 대신 “ekodibhūtā vippasannacittā

samāhitā ekaggacittā kāyassa yathābhūtaṁñāṇāya”가 부가되고

있으며 여기서 사념처 수행에 있어 선정에 대한 전문용어들이 반

복적으로 부가되어 강조된 것이 큰 특징이다. 해석을 하면 다음과

보는 것(四隨觀) ⇔ 몸․느낌․마음․법에 대한 마음지킴(念)과

알아차림(知) ⇔ 몸․느낌․마음․법을 매개로 한 법에 대한

관찰(法隨觀) ⇔ 따라가며 보는 법의 18가지 양태(十八隨觀) ⇔

위빠싸나(觀) … 이들 각각의 항목은 실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마음지킴’과 ‘사념처’ 그리고 ‘따라가며 보는 법’ 등은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동일한 내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념처’의 수행을 일컬어 ‘마음지킴의 수행’이라 할 수 있듯이, 이들

모두를 일컬어 ‘위빠싸나의 수행’이라 부르는 것 또한 틀리지

않다.”(임승택, 앞의 논문 ,제7기 <구산논문 발표회 자료집> (2002, 1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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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몸에서 몸을 따라 관하는데 머문다. 이는 ‘오롯한 정진력(ātāpī)‘과 s

ampajāna(분명히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전일(專一)하고, 투명하게 청

정해진 마음, 삼매에 든 심일경(心一境) 상태에서 몸의 여실한 지견(知

見)을 위한 것이다.28)

이 경구는 sati 확립과 관련한 vipassanā 수행에 있어 높은 수

준의 선정삼매를 배제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s

ati의 생략은 kāye kāya 자체가 바로 sati임을 지시함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수 ․ 심 ․ 법염처에서도 동일하게 각각 Vedanāsu

vedana, Citte citta, Dhammesu dhammā가 sati를 의미하는데 이

를 각각 ‘몸에서 몸을 / 느낌에서 느낌을 / 마음에서 마음을 / 법

에서 법’으로 직역할 수 있다. 그런데 sati의 의미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앞 말을 처소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처

리하고 있다. 즉 이러한 표현의 경우는 빠알리 경전에서 매우 드

문 예인데 이러한 표현이 목적하는 바는 몸과 몸이, 느낌과 느낌

이, 마음과 마음이, 그리고 법과 법이 일정한 거리를 갖고 서로 대

응해 마주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29) 그렇기 때

문에 필자는 심신의 활동상이 분명히 대상화 또는 객관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대상화된 몸 ․ 대상화된 느낌 ․ 대상

화된 마음 ․ 대상화된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30) 사실 마주

대응해 있는 상태가 될 때만이 이후의 작용으로서 Vipassanā가

가능한 것이다. 이로서 sati의 개념이 대체로 드러난다 할 것이며

28) S.Ⅴ. 144 : “kāye kāyānupassino viharatha, ātāpino sampajānā

ekodibhūtā vippasannacittā samāhitā ekaggacittā kāyassa

yathābhūtaṁñāṇāya.”

29) 이러한 점은 이미 이전의 졸고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 참고, 앞의 졸고

한국선학, p. 340-341
30) 졸고, 앞의 논문, pp. 33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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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ampajāno의 의미이다.

3. sampajāno를 통해 본 sati의 성격 - sati는 반드시 삼매

상태가 바탕되어 있다.

sati는 이처럼 관찰 대상과의 형성된 ‘거리 두기‘라고 할 때, Sa

mpajāna는 앞의 경문을 통해 볼 때 일체의 신체적 행위에 대한 ’

생생한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전에서 samp

ajāno에 대한 설명은 이같은 내용의 범위 안에 있다. 행주좌와(行

住坐臥) 어묵동정(語黙動靜)과 같은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생생한

깨어 있음인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잠자는 동안(sutte)’

에도 sampajāna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sampajāna상태

란 사실 대단히 높은 성성(惺惺)한 지경의 선정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잠자는 동안에도 잠자고 있다는 사실에 생

생히 깨어있음은 보통의 의식상태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말 그

대로 선정의 성성한 지경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따라서

대상과의 거리를 갖고 마주 대응하여(sati), 생생하게 깨어 있을

때(Sampajāno)만이 (삼법인에 대한) 위빠사나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처럼 Sampajāno는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로 일거수 일투

족에 대한 철저하고 투철한 각성(覺醒) 상태를 의미한다.31) 다시

말해, ‘분명한 각성상태‘이며 ’오롯하게 깨어있어 지극히 성성(惺

惺)한 지경으로 이러한 ’생생한 깨어 있음‘은 후대 선가의 내외명

철(內外明徹)과 비견될 것이다. 다시 취침 상태속에서 까지 Sampa

jāno라는 것은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경지와도 또한 비견될 것이

다. 다시 이는 sati와 Vipassanā를 설하는 한역 염처경(念處經)

31) satisampajañña의 동의어로 satinepakkena가 쓰인다. nepakka는

‘세심함’이나 ‘신중함’ 또는 ‘조심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S. Ⅴ. 197,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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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러한 지경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

비구는 안으로 몸을 보는데 있어 몸과 같이 한다. 밖으로 몸을 보는데

있어 몸과 같이한다. 염(念)을 세워 몸이 있고 지(知)가 있고 견(見)이 있

고 명(明)이 있고 달(達)이 있다. 소위 이것을 비구가 몸을 보는데 있어 몸

과 같이 하는 것이다. 다시 비구는 안으로 몸에서 몸과 같이 관하는데 있

어 광명상(光明想)을 염하여 잘 받아 지녀 염(念)한 바를 잘 억(憶)하기

를 앞과 같이 뒤에도 또한 그러하고 뒤와 같이 앞도 또한 그러한다. 마찬

가지로 낮과 같이 밤도 그러하고 밤과 같이 낮도 그러하고, 아래와 같이

위에도 또한 그러하고 위와 같이 아래도 또한 그러하나니 이처럼 뒤바뀌

지 않고 , 다음에는 얽매임이 없이 광명상을 닦아 마음은 마침내 어

두움에 덮히지 않는다.32)

한역의 광명상(光明想)에 대한 빠알리어는 āloka-sañña나 ālok

a-saññī이다. 깨어있음이 밝은 빛과 같은 상태로서 경전의 많은

곳에서 오개(五蓋) 설명 시 sati-sampajāno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

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빠알리 경전 또한 sati

와 sampajāno와 관련한 맥락에서 분명히 '삼매 수행(samādhi bh

āvanā)'의 범위로 설명하고 있다.33) 이러한 경구를 통해 볼 때

후대 선가의 내외명철(內外明徹)의 표현에 있어 내외는 물론 더

나아가 전후와 밤낮 그리고 상하 등 일체에 있어 밝은 빛과 같이

뚜렷하고 분명하도록 한역 아함경이나 빠알리경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삼매경(Samādhisutta)에서도 수념처 확립으로 인

한 Vipassanā 설명 시에도 sampajāno와 sati는 삼매의 범위와

내용 자체로 설해진다.34)

32) 중아함 제24권 念處經:
“如是比丘觀內身如身。觀外身如身。立念在身。有知有見。有明有達。是謂比

丘觀身如身。復次。比丘觀身如身。比丘者。念光明想。善受善持。善憶所念

。如前後亦然。如後前亦然。如晝夜亦然。如夜晝亦然。如下上亦然。如上下

亦然。如是不顚倒。心無有纏。修光明心。心終不爲闇之所覆。”(대장정

제1권 p. 583a)

33) D. Ⅲ.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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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ampajāno와 sati의 성격을 제삼선과 사념처의 정형

구를 들어 다시 확인해 보자.

“희열감이 사라지는 것으로 평정한 마음(upekha)과 sati와 sampaj

āno에 머문다. 그러면서 온 몸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말

하는 ‘평정한 마음과 念을 지니고 행복감에 머문다’라는 제3선을 성취

하여 머문다.”35)

앞에서 본 것처럼 이는 삼염주의 내용과 일치하고 다시 사념

처의 정형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여기에는 몸에서 몸을 따라 관(觀)하는 것에 머문다.

이는 세상의 욕망과 근심이 제거되어 ‘오롯한 정진력(ātāpī)‘과 sampaj

āna(분명히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sati의 상태에서이다.”36)

이렇게 제삼선과 사념처의 정형구에 sati와 sampajāno가 각각

언급된다. 그런데 사념처에서는 삼염주와 달리 “평정한 마음(upek

ha)이 생략되어 있음이 다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구는

사념처 수행이 기본적으로 제삼선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34): 삼매에 들어 sampajāno와 sati에 있는 붓다의 제자는

느낌과 느낌의 일어남에 대해 반야로 안다.

또한 어디서 느낌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라지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비구는 느낌의 사라짐으로 갈구하지 않고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

(Samāhito sampajāno sato buddhassa sāvako

Vedanā ca pajānāti vedanānañca sambhavaṁ

Yattha cetā nirujjhanti maggañca khayagāminaṁ

Vedanānaṁ khayā bhikkhu nicchāto parinibbuto ti.) (S. Ⅳ. 204)

마찬가지로 D. Ⅲ. 233 ; A. Ⅱ. 45 ; Ⅳ. 168 참고

35) "Pītiyā ca virāgā upekhako viharati sato ca sampajāno, sukhañ ca

kāyena patisaṁvedeti yan taṁ ariyā ācikkhanti : ‘upekhako satimā

sukha-vihārī ti’ tatiya-jjhānaṁ upasampajja viharati."

36)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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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제 sati의 사념처 수행과 관련한 선정의 수준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경전의 이

른 층에서부터 sampajāno는 sati와 함께 계정혜 삼학 가운데 정

학으로 선정을 나타내는 말로 분명히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나타

난다.37) 하지만 이처럼 sati 이해에 있어 sati가 선정의 지경 속

에 있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를 간과하고 sa

mpajāno를 선정 밖의 개념으로 보고서 선정의 바탕이 없는 Vipas

sanā의 주장은 물론 낮은 초입단계의 선정에서도 가능함이 주장

되여 왔다. 그러한 입장에서 sampajāno를 단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거지를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정도의 인지활동으로 이해하려

는 경향이 있어왔다.

4. 마치 앉아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과 마주하듯,

누워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마주하듯

다음으로 이러한 sati의 정의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경전은 다

름아닌 사염처를 말하는 빠알리 Mahāsatipaṭṭhāna-Suttanta에 대

응되는 경 중아함의염처경과 다른 빠알리 경을 통해서이다.
비구는 안으로 몸을 보는데 있어 몸과 같이 한다. 밖으로 몸을 보는데

있어 몸과 같이한다. ‘염(念)을 세워 몸이 있고(立念在身)’ 지(知)가 있고 견

(見)이 있고 명(明)이 있고 달(達)이 있다. 소위 이것을 비구가 몸을 보는

데 있어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다시 비구는 몸을 보는데 있어 몸같이 한

다. 비구여, 잘 받아들여 서로 마주 보고(또는 마주하여 보는 대상을 단지

느끼고) 염(念)한 바를 잘 억(憶)한다.38) 마치 어떤 사람이 있어 앉아서

37) D. Ⅰ.70-71, 172 등

38) 이러한 표현의 올바른 이해는 아래에서 인용되는 S. Ⅴ. 197, 225에서

sati를 설명하는 구절을 통해 원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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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운 사람을 마주보듯이, 누워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마주보듯

이 해야한다. 이와같이 비구는 잘 받아들여 서로를 마주 보고 염한 바를

잘 억한다. 이렇게 비구는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과 같이한다.39)

이러한 비유는 너무나 극명하게 sati의 성격과 개념을 잘 보여

준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마치 어떤 사람이 있어 앉아서 누운 사람을 마주보듯이, 누워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마주보듯이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바

로 ‘1:1 거리 두기’나 ‘1:1 간격 형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맑은 거울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것에 비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념재신(立念在身)은 ‘sati의 확립(s

atipaṭṭhāna)’을 말하여 몸에서 몸으로 ․ 느낌에서 느낌으로 ․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법에서 법으로’으로 대상화가 확립되었

음을 의미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대상과 직면한 ‘대칭적(對稱的)

주의집중’으로 Vipassanā는 시작된다.

5. sati가 동사보다도 형용사(satimant나 satimā)와 명사로만

쓰이는 이유

念根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聖弟子는 무심한 집중과 최상의

세심함을 가지고 지난 과거에 말하고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한다.(Katamañca bhikkhave, satindriyaṁ: idha bhikkhave,

ariyasāvako satimā hoti paramena satinepakkena samannāgato

cirakatampi cirabhāsitampi saritā anussaritā.) 즉 善憶所念의

대응어로 비슷한 말의 반복인 saritā anussaritā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9) 중아함 제24권 念處經:
“如是比丘觀內身如身。觀外身如身。立念在身。有知有見有明有達。是謂比丘

觀身如身。復次比丘.

觀身如身。比丘者。善受觀相。善憶所念。猶如有人。坐觀臥人。臥觀坐人。

如是比丘善受觀相。善憶所念。如是比丘觀內身如身。; ”빠알리 Nikāya(A.

Ⅲ. 27)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비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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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필자의 염에 대한 앞의 인용문 가운데

“念 그 자체로서 바로 觀을 의미하지 않는다. 念의 작용적인 측면

을 觀이라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sati는 동사보다도 주로 형용

사(satimant나 satimā)와 명사로만 쓰인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sati의 상태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수심법(身受心

法)을 마치 거울과 같이 생생하게 대면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에

형용사 아니면 그러한 상태의 확립을 결국 명사로 표현하고 있다

는 점이다. 반면에 동사로의 쓰임새는 찾아볼 수 없다. 동사가 되

면 작용적 측면이 되어 곧 Vipassanā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단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의만 집중해 있는 상태의 표현만

이 가능하고 주어나 목적어의 움직임과 같은 동사적인 설명이 필

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sati가 의미하는

바가 능동적으로 쫓아서 알아차리거나 보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수동적 주의집중’ 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상태에

대한 최선의 말로 동사적인 표현이 배제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sa

ti를 담는 동사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정지 또

는 정적인 말로 ‘머무름(viharati)’이 항상 쓰이는 맥락도 이러한

이유이다.

6. parimukhaṁ satiṁ upaṭṭhapetvā의 의미는 무엇인가?

parimukhaṁ satiṁ upaṭṭhapetvā은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는 도

입부에 항상 공한처 또는 나무 아래서의 좌선 수행과 함께 언급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 앞에’라는 뜻의 parimukhaṁ이라는 말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원

적인 분석을 하자면 pari + mukha로 pari는 ‘~의 주변에’라는 의

미와 mukha는 얼굴이나 입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 종류의

한역에 대한 해석과 함께 현대학자들에 의해서도 무성한 추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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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들이 많이 대두되었다. 초기불교 경전의 어디에도 무엇을 지

시하는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다.40) 다만 빠알리 논장이나 후기

층의 경전에서는 ‘코 끝에’ 나 ‘입 주변에’ 또는 양 사이인 인중에

등으로 보는 설명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빠알리 불교권의 수행

법 지도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sati 이해를 통해

보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시하는지 쉽게 풀릴 수 있다. 즉, sa

tiṁ upaṭṭhapetvā이라는 구절에서 parimukhaṁ이 뜻하는 바는 바

로 몸에서 몸(kāye kāya), 느낌에서 느낌(vedanāsu vedanā), 마음

에서 마음(citte cittā) 그리고 법에서 법(dhammesu dhammā)의

‘서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몸과 몸이, 느낌과 느낌이, 마음과 마음이 그리고 법과

법이 대면(對面 )또는 마주 직면(直面)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7. 추수철과 추수 후의 목동의 소나 염소, 양들 돌보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마찬가지로 sati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비유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에는 현재에도 들판에 소를 방목한

다. 소 떼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과 함께 가끔 논밭에 들어가

작물을 뜯어먹는 경우를 보게 되고 이를 황급히 몰아내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Dved

40)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승택의 경우 초기불교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코끝이나 면상 등으로 검토없이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빠싸나를

행해 나갈 때, 수행자는 비단 ‘코끝’이나 ‘면상’ 따위의 직접적인

관찰대상 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육체적․정신적 현상들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앞의 선정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 p. 257)

; 예컨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入出息念, =身念處)’을 중심으로

위빠싸나를 행한다고 할 때 주된 관찰의 대상은 ‘코끝’이다.

(앞의 Mahāsatipaṭṭhāna-Suttanta(大念處經)의 이해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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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āvitakka Sutta 경에서 추수 전과 추수 후의 목동이 소를 돌보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가 대비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여기에 sati의 수행이 비유된다. 즉 곡물이 여문 추수철에는 소들

이 논밭에 들어가 뜯어먹지 않도록 바짝 가까이에서 신경을 써서

논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채찍으로 치고 때려 막아내야한다. 그

렇지 않으면 논밭의 주인으로부터 화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사띠 수행(satikaraṇīya)의 언급과 함께

추수 후의 일로 비유 ․ 설명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교는 sa

ti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비유하자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마

을로 거둬들인 후 소치는 자는 나무 아래나 공터에 머물면서 소들을 지켜

보는데(rakkheyya) 있어 ‘여기 소들이 있다’라고만 주의를 집중한다(s

atikaraṇīyam). 비구들이여, 그리고 다시 이와 같이 ‘여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만 주의를 집중한다.”41)

추수 전처럼 소들이 논밭에 들어가 뜯어먹지 않도록 가까이 바

짝 신경 써서 채찍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래나 공터

에 머물면서 단지 소들에 ‘일정한 거리만을 유지한 채 집중’한다

는 것으로 sati 수행이 언급된다. 이 지점에 이르면 마치 곽암(廓

庵)의 '심우도(尋牛圖)’의 한 장면을 보는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켜본다’(rakkheyya)라는 말이 사용되었어도 추수 전과는 판이

하게 다른 형국에서의 지켜봄이다. 이 부분은 앞에서 sati를 ‘마음

지킴‘ 등으로 역하면서 “의도적이고 의지적 노력의 대상”으로 이

해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즉‘여기 소들이 있다’고 할 정도

만 집중한다(satikaraṇīyam)는 것은 바로 ‘주의의 수동성’을 말한

41) M. Ⅰ. 116-7 : “Seyyathāpi bhikkhave gimhānaṁ pacchime māse

sabbasassesu gāmantasambhatesu gopālako gāvo rakkheyya. Tassa

rukkhamūlagatassa vā abbhokāsagatassa vā satikaraṇīyam eva hoti:

etaṁ gāvoti. Evam eva kho bhikkhave satikaraṇīyam eva ahosi: ete

dhamm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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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satikaraṇīya에서 karaṇīya라는 단어 자체가 어근에

수동적 의미를 담는 수동분사라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표현은 Satipaṭṭhāna Sutta 등에서의 사념처 수행 즉 위빠사

나 수행의 가장 중요한 정형구인 “몸이 있다’라고 하는 수동적 주

의 집중 상태가 확립되어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뿐이고 단지 주

의 집중만을 뚜렷하게 할 뿐이다.”42)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다. 이는 ‘몸에서 몸을 따라 관한다 할 때’ anupassī라는 말의 an

u라는 접두사가 ‘‥을 따라’의 수동성과 소들을 논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채찍으로 ‘‥을 쫒거나’, 들어간 소들을 ‘찾아내는’ 뜯어먹

지 않도록 하는 소치기와 대비된다. ‘쫒고’, ‘찾는’ 능동성과 단지

간격 형성에 ‘따른’ 수동성의 차이이다. 여기저기 능동적으로 움직

이는 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rakkheyya)’ 쫒거나 찾지 않고

단지 거리를 가지고 응시할 뿐이다. 지켜보는데 있어 그저 지켜보

는 수동성의 지킴을 의미한다. 이는 대단한 수준의 능동성과 의

도성을 강조한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 등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로서 sati 수행은 추수 전이 아닌 추수 후라는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능동적으로 조절과 제어 그리고 억제가 따르는 계학(戒學)과

함께 정학 수행의 완성단계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8. 높은 탑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의 비유

앞의 비유는 수평의 상태에서 간격 유지를 보여주는 반면 다음

의 비유는 수직의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sati 수행의 성격과 수준

을 잘 나타내준다.

‘sati의 확립‘이라는 높은 건물의 정상에 올라가 보니 내가 이전에

42) “Atthi kāyo'ti vā panassa sati paccupaṭṭhitā hoti yāvadeva

ñāṇamattāya patissatimatt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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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견(有身見)에 사로잡혀 집착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을 본다.43)

사념처 수행은 상당히 높은 지경으로 올라간(āruyha) 상태에

서 아래의 군상들과 간격을 유지한 채 내려다본다는 것으로 풀

이할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갔다는 의미는 다른 행법에 비해 사념

처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비견되어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유신견(有身見 : 실체론적

유아론)에 빠져있는 아래의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사념처 가운데 심념처에 해당시킬 수 있다. 밖으로 타인의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높

고 큰마음인지 아닌지 등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염처이다. 낮은

곳에서는 높은 곳을 올려다보더라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나 높

은 곳에서는 낮은 곳이 한 눈에 포착된다는 것 또한 사념처 행법

의 범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도 ‘지켜 본다’ 또는 ‘바라

본다’가 근접해 일일이 ‘지키고 챙기는’ 식의 관여가 아니라 말 그

대로 유지된 간격에서의 바라봄이라는 것이다.

9. sati 행법의 가장 결정적인 경전적 근거에서 핵심은 ‘단지

바라 볼 뿐’이다.

여기서는 sati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경전적 근거는 아래 의 경구이다. 이 경전의 일부는 이전에

필자에 의해 sati를 ‘수동적 주의집중’으로 결론 내리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경전 근거로 사용하였다.44) 하지만 다른 연구

43) Therāgāthā v. 765 : "Satipaṭṭhānapāsādaṁ āruyha paccavekkhisaṁ,

Yaṁ taṁ pubbe amaññisisaṁ sakkāyābhirataṁ

pajaṁ."

44) 졸고, 앞의 논문, 한국선학,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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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필자의 sati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침

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하여 다시

이전에 인용되지 않았던 후반부까지 모두 인용하여 왜 수동적 주

의집중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말루끼야뿟따여, 그대가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안다고 하

자. 이때 보는데 있어 단지 바라 볼 뿐이며(diṭṭhe diṭṭhamattaṁ bhavissat

i), 듣는데 있어 단지 들을 뿐이며, 지각하는데 있어 단지 지각할 뿐이며,

아는데 있어 단지 알뿐이다. 그러므로 말루끼야뿟따여, 그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는데 있어 단지 바라보게 되고, 듣는데 있어 단지 듣게 되고,

지각하는데 있어 단지 지각하고, 아는데 있어 단지 알게 될 때 그대는 그

것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대는

그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너는 그

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루끼야뿟따여, 그것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대는 이것과 이것의 너머 혹은 그 사이에도 너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苦)가 다하는 길이다.”

이러한 세존의 요긴한 가르침을 받은 늙은 말루끼야뿟따는 “세존이시

여, 이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하신 바를 다음과 같이 (다시) 풀어 이해해봅

니다”

“만약 색(色)을 봄에 있어 sati를 잃으면 좋아하는 색상을 보고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좋아하는 대상에 탐욕을 느끼고, 그것에 집착하여

머물게 된다. 그러한 느낌의 치성과 집착에 머물러 수많은 색상의 일어남

과 탐욕과 진심(嗔心)이 생기고 그의 마음은 더욱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같은 고통이 쌓이면 열반은 더욱 멀다고 한다.․․․(마찬가지로 성․

향․미․촉․법(聲․香․味.觸․法)에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다.)

….

만약 색을 보는데 patissato(sati)가 있어, 색을 보는데 있어 탐욕이 없

으면, 그에 대한 집착이 없고, 단지 느낄 뿐이어서 색에 대한 탐욕을 느끼

지 않고 집착이 없다. 만약 그가 이와 같이 하게되면 (색을 보고 단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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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탐을 일으키지 않으면) sati에 머물러 두루 행하게된다. 그래서 고

통이 집적되지 않고 열반은 가까워져 있다고 한다.․․․(마찬가지로

성․향․미․촉․법(聲․香․味.觸․法)에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

다.) ….”45)

sati가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붓다에 의해 그 진수가 먼저

시설되자 이를 받아 말루끼야뿟따는 재확인하고 증명 받는 형식

으로 경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붓다는 보는데 듣는데 냄새 맡는

데 맛보는데 접촉하는데 그리고 인식하는 데 있어 그 어떠한 것

도 싣거나 개입시키지 않고, 첨가하지 않고, 단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인식해야 그 어떠한 경계에도 떨어지지 않

45) S. Ⅳ. pp. 73-76 : “Ettha ca te māluṅkyaputta

diṭṭhasutamutaviññātabbesu dhammesu diṭṭhe diṭṭhamattaṁbhavissati,

sute sutamattaṁbhavissati, mute mutamattaṁbhavissati, viññāte

viññātamattaṁbhavissati. Yato kho te māluṅkyaputta

diṭṭhasutamutaviññātabbesu dhammesu diṭṭhe diṭṭhamattaṁbhavissati,

sute sutamattaṁbhavissati, mute mutamattaṁbhavissati, viññāte

viññātamattaṁbhavissati. Tato tvaṁmāluṅkyaputta na tena, yato

tvaṁmāluṅkaputta na tena, tato tvaṁmāluṅkyaputta na tattha, yato

tvaṁmāluṅkyaputta na tattha, tato tvaṁmāluṅakyaputta nevidha na

huraṁna ubhayamantarena esevanto dukkhassāti.

Imassa khvāhaṁ bhante bhagavatā saṅkhittena bhāsitassa evaṁ

vitthārena atthaṁ ājānāmi.

Rūpaṁ disvā sati muṭṭhā piyanimittaṁ manasi karoto Sārattacitto

vedeti tañca ajjhesāya tiṭṭhati. Tassa vaḍḍhanti vedanā anekā

rūpasambhavā Abhijjhā ca vihesā ca cittamassūpahaññati Evaṁ

ācinato dukkhaṁ ārā nibbāṇaṁ vuccati. ․ ․ ․

Na so rajjati rūpesu rūpaṁ disvā patissato Virattacitto vedeti tañca

nājjhosāya tiṭṭhati Yathāssa passato rūpaṁ sevato cāpi vedanaṁ

Khīyati nopacīyati evaṁ so caratī sato Evaṁ apacinato dukkhaṁ

santike nibbānaṁ vuccati. sāyato rasaṁ sevato cāpi vedanaṁ

Khīyati no pacīyati evaṁ so caratī sato Evaṁ apacinato dukkhaṁ

santike nibbānaṁ vuccati ․ ․ ․ .” ; 전반부까지는 Udāna, p. 8도

같은 경문이 설해져 있다. 그리고 후반부는 게송이나 음율에 대한

감안의 해석을 본고에서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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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궁극적으로 고의 소멸로 갈 수 있다는 요긴하게 설한다. 이에

말루끼야뿟따는 스승의 가르침을 게송으로 그 핵심을 다시 정리

하는 것으로 인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부연하는데 다름아닌 sati라는 말

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으로 sati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

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 보는데 있어 단

지 바라 볼 뿐이며, 듣는데 있어 단지 들을 뿐이며, 냄새 맡는데

있어 단지 냄새를 맡고, 접촉하는데 있어 단지 접촉할 뿐이며, 아

는데 있어 단지 알 수 있는 것이 sati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데에 있어 단지 바라볼 뿐이다’(ditthe diṭṭhamattaṁ bhavīs

sati)에서 ditthe는 처소격으로 바로 다음의 diṭṭha와 말이 반복된

것은 바로 사념처의 정형구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

pajāno satimā”에서 kāye kāya 등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다시

바로 다음의 문구인 matta‘는 단지 ~뿐’의 뜻으로 이 또한 Mahā

satipaṭṭhāna Suttanta의 핵심적인 항목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

로서 “‘atthi kāyo ti' vā pan'assa sati paccupaṭṭhitā hoti yāvad e

va ñāṇa-mattāya patissati-mattāya"(‘sati의 확립으로 여기에 몸

이 있다’라는 정도의 사실을 단지 알뿐이고 단지 주의 집중만을

할 뿐이다.)와 정확히 일치한다. 더 나아가 patissato라는 말이 양

쪽 모두에서 동시에 쓰였는데 sati와의 동의어이다. 여기서 sati가

있고 없고의 기준은 단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는 것에 그치지

못하고 탐욕을 일으켜 집착하는 유전연기 구조로 가느냐의 차이

로 나타난다. 이로서 사실 sati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10. Sati와 ‘기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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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념처 수행에 의해 천(千)의 겁(劫)을 기억한다할 때 동사 anu

ssarati가 사용된다.46) 이에 대한 명사는 anussaraṇa라는 말로서

같은 문장 내에서 수행도의 염인 sati와 정신 작용의 기억이 어떠

한 용어상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

로 경전의 많은 곳에서 설해지는 삼명의 숙명지(宿命智 : pubbeni

vāsānussati-ñāṇa)에서 과거생의 기억은 깊은 선정 상태에서 회

상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anussati라는 명사형으로 수행도와의 sat

i라는 말과 분명한 구분을 보여준다. 몸의 sati를 설하는 경인 Kā

yagatāsati Sutta경에서도 ‘세속과 관련된 기억과 의도가 사라진

다’ (gehasitā sarasaṅkappā te pahīyanti)할 때에도 기억이란 sara

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47) 이렇게 수행도로서 sati와 함께 호

환되는 용어는 anussaraṇa나 anussati 등이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

될, 다름 아닌 sati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경전에서 언급되

는 patissato나 Mahāsatipaṭṭhāna Suttanta의 patissati라는 말이

다. 즉, 일상 활동 시의 기억과는 달리 깊은 선정의 상태 속에서

떠오르는 과거로서 기억과 마주해 있거나 선정 상태에서 드러나

는 대상과의 직면 상태를 지시할 때는 구분된다. 결론적 말해, 수

행도의 기억의 sati와 단순한 의미 또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억’과

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단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다음

경구는 sati의 동사형인 sarati(기억하다)와 함께 염근(念根 : sati

ndriya)의 설명 시 앞의 anussarati가 쓰인 예를 통해 기억과 관련

한 sati 수행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염근(念根)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성제자(聖弟子)는 sati와 nepakk

a48)을 가지고 지난 과거에 말하고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한다. 이

46) S. Ⅴ. 303

47) M. Ⅲ. 89-99

48) sampajāna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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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비구들이여, 염근이라 한다 .49)

기억이란 과거에 지었던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다. 달리 말

하면, 과거가 떠오는 것이 기억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일상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필요에 의해 잊었던 것을 쫒아 일

부로 또는 억지로 상기(想起)하거나 회상(回想)한다는 그러한 의

미의 기억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오른다’는 말 표현에 서처

럼 삼매의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떠오른 과거의 기억을 말한

다.

불교의 업보설에 따라 현재는 항상 과거에 바탕되어 있다. 과거

와 단절한 현재는 없다. 항상 과거는 현재의 신구의(身口意)라는

통로로 끊임없이 나타난다. 우리의 일상이란 과거의 기억에 끊임

없이 재반응하고 과거에 말려있고 따시 휘말리는 현재가 반복될

뿐이다. 그렇지만 수행도의 sati는 선정 속에서 과거의 것이 끊임

없이 현재화되어 떠오르되 거품처럼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것은

떠오르는 기억들을 단지 마주하여 지켜볼 뿐 그 어떠한 재반응도

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에 말려들거나 끄달리거나 또

는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즉 무심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이 바로 제사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선

정 상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sati 수행은 과거의 기억에 대해 더

이상의 재해석이나 조작이 가해지지 않고 다만 무심한 대응만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를 정화시켜 현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수행도이다.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anussarati로서 sati 수행을 설

명하는 것은 같은 Nikāya라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대로 극히 제

한적이고 예외적이다. 이러한 경문은 초기경전에서도 이른 층에서

49) S. Ⅴ. 197, 225 : Katamañca bhikkhave, satindriyaṁ: idha bhikkhave,

ariyasāvako satimā hoti paramena satinepakkena samannāgato

cirakatampi cirabhāsitampi saritā anussaritā. Idaṁ vuccati

bhikkhave, satindriya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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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늦은 층과 논장에서만 주로

발견된다. 따라서 이는 논장의 성립 시와 맞닿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전의 구성양식이나 내용을 볼 때도 후기

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논장 시대의 부가물

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50) 그렇다하더라도 anussarati

를 과거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수행도로서의 sati가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준다.

Ⅵ. 마치는 말

본고는 필자가 제시한 sati의 정의로 ‘수동적 주의 집중’을 경전

을 통해 교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역어들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으

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요약 ․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삼염주의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sati 확립’의 상태는 어

떠한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지극히 초연한 평정심

이 지속되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그 내용 상에 있어 제삼

선에 이어 제사선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동

적 주의 집중’은 ‘무심한 주의집중’ 또는 ‘취사(선택)없는 주의집

50) 같은 Saṁyutta Nikāya라도 마지막 품인 Mahāvagga에서만 나타난다.

또한 Digha에서도 단지 마지막 vagga인 Ⅲ. 268와 Aṅguttara에서는 Ⅱ.

32 ; Ⅲ. 11 ; Ⅳ. 111 ; Ⅴ. 25, 28, 91 그리고 Majjhima에서는 예외적으로

첫 번째 paṇṇāsa(Ⅰ. 356) 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늦은 시기에

부가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전의 성립사에 관한 문헌학적

분석은 워낙 방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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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나 ‘재반응없는 주의집중’으로도 바꿀 수 있다.

둘째, sati와 sampajāna는 분명한 개념상 차이가 있다. 먼저 sat

i는 ‘몸에서 몸,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그리고 법에서 법

과 같이 ‘1 : 1 거리 두기의 확립’만을 한정한다. 다시 말해, 대상

과 직면한 ‘대칭적(對稱的) 주의집중’이라는 말로도 통하는 말이다.

셋째, sati와 달리 sampajāna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선정 상태로

서 잠 자는 동안에도 잠자고 있음을 각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

라서 sati는 밝은 빛처럼 밝게 깨어 있는 분명한 상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이로서 sati는 높은 선정상태의 sampajāna와 항상 함께

하고 또한 삼염주나 제삼 ․ 사선에서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초연

한 ‘평정심(upekhā)’과도 함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sati와 sampa

jāna 그리고 upekhā는 세발 달린 솥과 같은 상의상관 관계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경전에서 sati 확립의 비유는 “마치 어떤 사람이 앉아서

누운 사람을 마주 대하듯, 누워서 앉아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고 나타난다. 이는 ‘1 : 1 거리 두기의 확립’으로 sati가 확고

한 ‘대칭적(對稱的) 주의집중’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동작을 나타내기보다 단지 상태만을 지시하는 ‘수

동적 주의집중’이라는 말의 적절함 또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sati 자체가 바로 Vipassanā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전

의 필자의 주장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연

구자에 의해 sati를 바로 Vipassanā로 대입시키고 있는데 이같은

개념상의 혼란은 양자 모두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개념 파악임을

스스로 반증한다.

일곱째, 마찬가지로 추수 후 소 떼를 그저 관리한다는 비유는

‘수동적 주의집중’이 최선의 역어임을 나타내준다. 즉 추수 전 소

떼를 쫒아 채찍으로 ‘챙기고’ ‘지키는’ 능동적 관리는 추수 후 단지

거리만을 뚜렷이 유지한 상태와 대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

동적 주의집중’은 ‘노력없는 노력의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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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作爲) 주의집중’ 또는 ‘무공용(無功用) 주의집중’도 가능하다.

여덟째, 앞의 수평적 sati 비유와 함께 높은 탑의 정상에 올라

거리두기 확립을 의미하는 수직적 비유 또한 발견된다. 이는 sati

확립이 높은 수준의 선정의 바탕과 무욕(無欲)이 전제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다시 이러한 의미에서 관찰대상을 건드릴 수 없는

‘수동적 주의집중’ 과 멀리 떨어져 ‘객관적 주의집중’할 수 있는 것

은 서로 통하는 말이다.

아홉 번째, sati의 유무(有無) 상태를 설하는 경전은 sati 생성의

조건을 극명히 보여준다. 즉, 인식 상에 있어 탐욕이 일어나면 sat

i를 잃고, 탐욕없이 ‘단지 인식’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면 바로 sati

의 언급이 나타난다. ‘수동적 주의집중’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 이

유는 바로 이같은 경전의 대비를 통해서이며, 이는 ‘단지 바라만

볼 수 있는 상태’의 다른 표현이다. sati 개념의 핵심은 여기에 있

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무욕의 주의집중’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열 번째, (과거의) 기억도 sati 확립에 따른 관찰대상이다.

sati는 ‘의지의 활동 또는 작용(行 : saṅkhāra)’을 쉬고 멈추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모든 행의 지멸를 목표로 하는

선정 체계 속에 sati가 위치해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수동적 주

의집중’은 선정의 범위속에 ‘능동적 의지작용이 쉰 상태’에 있다.

따라서 목동의 비유에서처럼 쫒고 헤아리거나 ‘챙기고’ ‘지키는’

‘작위적 ․의지적 또는 능동적 활동’으로서의 sati 이해와 바로 앞

장의 서두에서 인용한 필자의 ‘수동적 주의집중’의 이해와는 상당

한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51) 사실 그러한 불일치로 현재까지 sati

를 중심으로 한 시시비비는 계속되어왔다. 즉 출발선이 달라 이후

51) 필자의 sati 이해에 있어 ‘수동적 주의집중’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은 왜

그렇게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앞뒤 맥락보다는 현재 불교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도 삶과 대사회적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비판에 맞물린 과민한 염려이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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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컸고, 출발점이 달라 이후 많은 쟁점이 있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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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y the Word ‘Sati' is the Meaning of ‘Passive

Attention’ :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Sati in

the Pāli Texts.

Cho, Joon Ho (Chosun Univ.)

The word sat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rm since the

appearance of Buddhism. It becomes an intensive technical

term in all system of Buddhist practice. That's why this word

is associated with almost the thirty-seven 'bodhi-pakkhiyā

dhammā'(the path to awakening). And for satipaṭṭhāṇa practice,

another name for vipassanā, it stands really crucial role as the

word itself is included.

According to my study the various significance of sati could

be found in the Pāli Texts. Among them the proper quality of

sati is concluded of 'passive attention' in bare state of mind.

The foundation of sati directs to a detached observation and

again this condition functions non-clinging to anything in the

world.

Some understands mistakenly the concept of sati is active

and intentional factor of our mind. But the nature of sati is an

unmanufulated attention and spontaneous function for insight.

Similarly, some accepts only a literal meaning of sati. However,

sati is not merely remembrance. More correctly, sati is a

spontaneous function of symmetr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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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 and the object. It is not conceptual attention, it just

objectifies the intenal and external of the five aggregates. In

this point sati is illustrated as mindless attention. That's why

this mental factor takes a stand against sloth and torper(thīna-

middha), the third of the five hindrances(pañca nīvaraṇa).

Concluding remarks, satipaṭṭhāṇa practice or vipassanā can

not work without the base of jhāna and samatha. More

emphatically, the present writer argues a full scale vipassanā

could work from the fourth jhāna. Because upekhāsatipārisuddhi

is completed only in this jhāna, and by means of this quality

it generates insight into things as they really

are(yathābhūtañaṇadassana). That is why Satipaṭṭhāṇa is more

inclusive than jhāna and samatha, also it comes in touch with

the final step of Buddhist destination, i.e., nibbāna.

Key Words: sati, ātāpī, sampajāna, upekhā, anupassī, vipassanā,

mindfulness, passive attention,

somanassa-domanassāna, vihara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