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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 大般涅槃經의 수행관
이법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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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 열반, 성불, 불성, 평등, 수행, 聖行, 사무량심, 자비, 여래]

열반경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입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열반을 증득하는 수행의 길을 제시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고 본다. 이 經의 대전제는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다는 평등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인 수행의 의지를 찾아 제시하였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청정한 계행이다. 계행이

없이는 선정의 정진을 할 수 없고 밝은 지혜를 체득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리고 聖行은 중생이 실천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여 불성을 회복

하는 것이다. 자비관은 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의 실천이다. 모든 이웃과

함께 성불의 길로 수행하는 사무량심은 곧 여래심이며, 열반을 확신하

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지닌 불성의 깨침은 곧 청정한 정

토 사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열반경의 수행은 불국토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大般涅槃經(이하 열반경)은 석가모니의 최후설법으로써 일
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기신 수행

자의 길이다. 이 경에는 「一切衆生悉有佛性」이란 대전제에서 어

떠한 중생이라도 불성이 있으므로 성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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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식을 심어 준 경전으로 희망적인 수행의지가 되고 있다. 석가

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견지에서 중생

을 보니 일체 중생의 自性이 본래 청정하여 본체적인 면에서 볼

때 괴로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다시 현상적 중생

의 상황을 살펴보고 중생이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은 무명의 業識으

로 자성을 망각한 자업자득의 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연기법은 곧 무명에 의한 業 때

문에 생노병사의 고통이 생긴다는 현상이므로 무명의 업식을 뛰

어 넘은 중생의 본체적인 면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도사회에서의 계급구조와 차별의식이

란 본래 있을 수 없다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설법

하고 스스로 그 자신의 業을 깨달아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의 세

계로 인도하게 된 것은 당시 인도 사회제도로서는 대단한 혁명이

아닐 수 없었다.

부처님이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세로써 한 생을

마감하는 시각까지 초지일관 자성의 불성을 깨달아 자유․평등의

세계로 가는 수행법을 말씀하셨다.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5

년이란 긴 세월동안 중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은 중생들

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불성을 되찾아 참된 常․樂․我․淨의 涅

槃樂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설법이 경전마다 일정하지

않은 것은 중생의 根機가 다르고 생활환경과 時空 등 여러 가지

변화의 상태에 따라 수기설법의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상응하는 방편을 찾아 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환경이었든지 설법의 목적은 깨침으로 가기 위한

길일 따름이다.

이 열반경은 부처님 최후의 설법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열반경은 몇 가
지 다른 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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般泥洹經 2권: 역자는 미상. 長阿含經 제2분 遊行經의 異譯本,
大正藏 6.

佛說方等般尼洹經 2권: 竺法護 譯, 大正藏 12
大般泥洹經 6권: 法顯 譯, 大正藏 12
大般涅槃經 40권: 曇無讖 譯, 大正藏 12
大般涅槃經 36권: 慧嚴 慧觀 謝靈運 등 譯, 大正藏 1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전을 자료로 하여 대승경전인 大般涅
槃經 40권 본을 중심으로 수행관을 정리하고 수행의 의미를 논

하며 실천의 의지를 다짐해 보려고 한다.

열반경에서의 대전제는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悉
有佛性說이며 이는 곧 일체 중생이 평등하다고 의미하는 위대한

선언이다. 석가모니는 수행하여 成佛, 곧 열반을 증득하였는데, 이

때 확인한 것이 바로 모든 생명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불은 곧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성불

은 신앙을 전제로 한 엄격한 지계와 선정이라는 수행을 통하여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 제시되는 聖行은 불․보살의 성스러운 행으로써

이를 받들고 수행하는 실천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은 수행자의 의

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행의 목적인 성불은 근본불교의 수행

요체인 37助道品과 대승불교의 실천사상인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의 실천으로 가능한 것이다. 일체중생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열반의 경지는 사무량심의 회향정신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다. 大
般涅槃經을 통한 이러한 과정을 탐구하여 석가모니의 뜻을 쫒아
모든 생명이 자신의 참 불성을 찾아 수행할 수 있는 전기를 가져

보기 위하여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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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등관

1. 실상평등

일체 중생 어느 누구든지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佛性사

상은 평등의 의미로서 생명존중사상이다.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님

과 같은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일체 생명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등성의 자성을 인식하는 관념에서

불성을 현현하는, 즉 깨침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절대 평

등의 관념에서는 남을 무시하거나 투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

본관념이 평등선상에서 마주 볼 때 남을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다

열반경의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는 불성관은 탄
생설화에서의 「唯我獨尊」설과 같은 맥락에서 중생의 각각 자성

인 「我」라는 것은 본래 맑고 밝은 불성으로써 참으로 존귀하므

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로 볼 때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은 시

공을 넘은 동일 관점으로 회귀한다고 할 수 있다.

涅槃經 권7 如來性品 에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我는 곧

如來藏의 뜻이며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은 곧 我의

의미이다. 이와 같은 我의 의미는 옛적부터 항상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기 때문에 중생이 능히 볼 수 없다.”1)고 하였다. 중생 각

자가 본래 지니고 있는 眞我의 불성은 본래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이니 다만 無始劫來에 무명의 業識으로 덮여있는 객진의 번뇌만

걷어내어 버리면 그 이치를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1) 涅槃經(TD 12) p. 407b: 善男子. 我者卽是如來藏義. 一切衆生悉有佛性.

卽是我義. 如是我義從本已來 常爲無量煩惱所覆. 是故衆生不能得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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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에서는 無我의 실현이 곧 열반이며,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실천수행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최후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涅槃經 권2 壽命品 에 이를 수행하여 불성을 회복하여 열반을

증득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無我의 想을 修習해야 한다. 부처

님께서는 일체법에 我와 我所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수습하라 하시고, 이와 같이 수습하여 마치면 곧 我

慢이 없어지고 아만이 없어지면 바로 열반에 든다.2)

석가모니 부처님의 간절한 원력은 오직 일체 중생의 성불이다.

중생은 누구나 성불하면 32相과 80種好를 갖추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我相과 我慢으로 가득 채워져 청정

한 불성을 감추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탐욕으로 살상과 파괴를 일

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상과 아만을 없애는 방편으로 無我

法을 말씀하시고 이를 수행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자성청정

의 평등성의 열반에 들게 하셨다.

涅槃經 권7 如來性品 에 무아법을 설한 이유를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래는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무아법

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니, 이와 같이 수행해 마치면 아만심을 영원히

끊고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3)

무아법은 我慢心을 완전히 단절하여 열반에 드는 진리다. 이 세

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아픔은 차별과 집착으로 인한 탐

욕에서 비롯되었으니 ‘나’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2) 涅槃經(TD 12) p. 377b: 我等如是心常修習無我之想.

如佛所說一切諸法無我我所. 汝諸比丘應當修習. 如是修已則除我慢.

離我慢已便入涅槃.

3) 涅槃經(TD 12) p. 407c: 善男子. 如來亦爾. 爲度一切敎諸衆生修無我法.

如是修已永斷我心入於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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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것을 탈취하여 자기 소유로 하겠다는 욕망

을 일으켜 시기와 투쟁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 무아법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이다.

金剛經에서는 “만약 무아법을 통달한 자를 여래가 참된 보살
이라고 이름한다”4)라고 하였으니, 무아법을 성취하면 일체법을

통달하는 것이며 중생을 평등한 대비의 마음으로 교화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증득하게 된다. 그러나 무아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체의 相에 집착한 까닭으로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항상 괴로움의 윤회를 벗어 날 수 없다. 일체상

은 모두 無常․苦․無我․不淨한 것이기에 여기에 집착하면 여래

의 常․樂․我․淨을 증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열반경 권30
「獅子吼菩薩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일체법이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하고 부정하다고 설하는 것은

오직 여래는 常․樂․我․淨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5)

일체법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많은 설법을 하셨다. 중생들은 무상한

현실을 영원한 것인 줄로 집착하고 중생의 삶은 잘 못된 業을 결

과로 모두 苦인 것을 알지 못하며, 무아인 ‘나’를 집착하여 참된

자성을 보지 못하고 더러운 형상에 집착하여 시기하고 투쟁하면

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수행하여 無常․苦․無我․不淨을 과

감하게 뒤집어 소멸해 버리면 영원히[常] 즐겁고[樂] 참된 나[我]

의 청정한[凈] 자성을 회복하여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는 설법이

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은 오직 一心에서 비롯

4) 金剛經(TD 8) p. 751a.

5) 涅槃經(TD 12) p. 544a: “說一切法悉無常苦無我不淨. 惟說如來常樂我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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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써 익히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익히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것은 열반경권1「수명품」에서 말하는 불
성의 평등관이다.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미래세에 마땅히 법륜을 굴리어

크게 장엄함으로써 스스로를 장엄하며, 禁戒를 굳게 지키고 모두 다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게 하면 모든 중생이 대비심을 일어키어 평

등하게 둘도 없는 외자식처럼 보게 되리라6).

불교의 수행자가 귀의하는 것은 佛․法․僧 三寶는 깨달음의

가장 기본이다. 불교 수행자는 일체 중생이 본래 차별 없이 평등

하게 소유하고 있는 佛性의 법륜을 굴려 다 같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수행하여 깨달음의 공덕을 성취해야 된다. 이는 중생 모두

가 각자 본래 소유하고 있는 일심상의 대비심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다. 즉, 一心에서 비롯되는 이 대비심은 신심

과 지혜와 수행의 본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보배인 줄을 모르거나, 어디

에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의 선지식을 찾아 쓸 수가 없

다. 그러므로 열반경권8「如來性品」제5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불성이 있으나 능히 볼

수가 없다. 이는 貪婬․瞋恚․愚癡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생이

이처럼 선지식을 친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래의 秘密寶藏을 알지 못

하나니 無我를 수학할지어다.7)

6) 涅槃經(TD 12) p. 367b: 紹三寶種使不斷絶. 於未來世當轉法輪.

以大莊嚴而自莊嚴. 堅持禁戒. 皆悉成就如是功德. 於諸衆生生大悲心.

平等無二如視一子.

7) 涅槃經(TD 12) p. 408a: 不能親近善知識故. 雖有佛性皆不能見.

而爲貪婬瞋恚愚癡之所覆蔽故. …衆生亦爾 不知親近善知識故.

不識如來微密寶藏. 修學無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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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의 일심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불성은 三毒心에 가

려져서 스스로 보지 못하고 무명의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차별

에 따라 불식간에 갖가지의 괴로움을 받는다. 여기에서 여래의 비

밀보장이란 중생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불성을 말한다.

다만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며 드러내기만 하면 무한

한 묘용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다시 열반경
권8「如來性品」제5에 “중생이 불성을 알면 마치 저 迦葉 등과 같

이 위없는 감로미를 알아 나지도 죽지도 않으리라.8)”하여 불성을

깨달으면 생사를 벗어나 일체 중생이 평등한 열반락을 얻게 된다

는 것이다. 또 열반경 권8 「如來性品」제5에 “이 대승에는 三

歸依를 분별하는 相이 없다. 왜냐하면 불성가운데 곧 法과 僧이

있다는 것은 성문과 범부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삼귀의의 상을 달

리 설했을 뿐이다.”9)라고 하셨으니 중생의 분상에서 수행의 방편

으로 차별상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

을 깨달으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剛經에도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한다”10)하여 佛法은 본래 평등법임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法華經 권6「常不輕菩薩品」에서 보살이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尼 등을 보고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공경하고 輕慢히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

러분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당래에는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

다”11)라고 하여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공경한다는 것은열반경
에서 일체중생의 실유불성 평등관과 같은 의미다. 그러나 중생의
일심 속에 잠재해 있는 이 불성은 보살도의 수행이 없이는 드러

8) 涅槃經(TD 12) p. 409b: 衆生知佛性 猶如迦葉等 無上甘露味 不生亦不死

9) 涅槃經(TD 12) p. 409c: 於此大乘無有三歸分別之相. 所以者何.

於佛性中即有法僧. 為欲化度聲聞凡夫故分別說三歸異相.

10) 金剛經(TD 8) p. 751c: 是法平等 無有高下 是名阿耨多羅三藐三菩提.

11) 法華經(TD 9) p. 50c: 時有一菩薩比丘. 名常不輕. 得大勢. 以何因緣.

名常不輕. 是比丘凡有所見. 若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皆悉禮拜讚歎.

而作是言. 我深敬汝等不敢輕慢. 所以者何. 汝等皆行菩薩道當得作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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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열반경 권8 「여래성품」제5에서 다음
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른바 불성이란 만들어지는 법이 아니다. 다만 번뇌와 客塵이 덮혀

있는 것이니 만약 찰제리 바라문 베이샤 수드라가 능히 끊어 버리는

자는 곧 불성을 보고 위없는 道를 이루리라.12)

불성은 모든 중생의 본래 자성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다. 이것

은 만들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권력자라도 뺏어갈 수도 빼앗

길 수도 없는 고유한 생명이며 지혜다. 석가모니 당시의 四姓階級

에 대한 人種과 貧富와 老少의 여러 가지 차별로 고통을 받는 현

실을 보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원인은 六根을 통하여 입력된

六塵이 청정한 心識을 물들여 자기의 불성이 덮여진 까닭에 마음

이 어리석어 생각을 잘 못 일으켜 잘못된 업을 짓고 그 과보로 고

통을 받을 뿐이며, 一心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고 그들이 수행을 통하여 불성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이 없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잇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2. 평등의 실현

일체 중생이 실상 평등하다는 의미는 경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만,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불교가 이론만으로 성립한다고 하면 그것은 석가모

니의 가르침을 잘 못 알아 아만심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부처님

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평등성의

대전제는 모든 중생이 同修淨業의 수행으로 다 함께 차별심을 갖

12) 涅槃經(TD 12) p. 411c: 謂佛性. 非是作法. 但爲煩惱客塵所覆.

若刹利婆羅門毘舍首陀能斷除者. 卽見佛性成無上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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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고 깨달음을 향한 신행을 바르게 실천하여 괴로움이 없는

깨달음의 정토사회를 실현하자는 의미다. 그러므로 불교를 공부하

는 사람은 각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순해야 한다. 열
반경 권8 여래성품 제5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오늘 여래가 설하는 眞我는 佛性이라고 이름하며, 이와

같은 불성은 나의 불법 가운데에서 비유하자면 청정한 칼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만약 어떤 범부가 능히 잘 설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위

없는 불법을 수순하는 것이니라.13)

중생의 관점에서는 평등의 의미를 실감할 수 없다. 차별의 세계

에서는 진정한 평등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평등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라야 참된 평등의 의미를 알 수 있다. 眞我인

불성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볼 수 없다. 벽을 제거하지 않고 벽 너

머의 세계를 볼 수 없듯이 마음의 벽인 客塵妄想을 깨달음으로 제

거해야 한다. 불성을 깨달으면 그 맑고 밝음이 마치 愚癡의 병을

단칼에 깨끗이 도려내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佛法을 잘

수행하라는 것이다. 즉, 불․보살에 의지한 수행이 아니면 평등한

불성의 세계를 맛 볼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

씀하셨다.

중생의 불성은 곧 문자에 표현된 연후에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비록 五陰․十八界․六入의

가운데 있으나 陰․界․入과는 같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모

두 마땅히 모든 보살들에게 귀의하고 불성에 입각하여 중생을 평등이

볼 때 차별이 없는 것이다.14)

13) 涅槃經(TD 12) p. 412c: 善男子. 今日如來所說眞我. 名曰佛性. 如是佛性.

我佛法中喩如淨刀. 善男子. 若有凡夫能善說者. 卽是隨順無上佛法.

14) 涅槃經(TD 12) p. 414a: 衆生佛性則不如是假於文字然後淸淨. 何以故.

性本淨故雖復處在陰界入中. 則不同於陰入界也. 是故衆生悉應歸依諸菩薩等.

以佛性故等視衆生無有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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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은 언어나 문자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비록 五陰․十八

界․六入에 가려져 있으나 陰․界․入과는 같이 차별상이 있는 것

이 아니다. 다만 중생들의 불성이 이들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이

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반드시 불․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

행하면 차별 없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보살의

가르침은 경전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선남자야, 비록 일체 경전에 있는 여러 선정을 수행하드라도 이와

같은 대열반을 듣지 못할 때는 일체 다 무상이라고 말하느니라. 經을

듣고 나면 비록 번뇌가 있으나 번뇌가 없는 것 같아서 능히 일체 인천

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자신에게 불성이 있음을 밝게 요달하

였기 때문에 이를 常이라고 이름하느니라.15)

설사 경전의 가르침대로 禪定을 닦아도 깨달아 열반을 얻어야

된다. 경에서 열반의 소식을 들어 깨달으면 자신의 불성을 了達하

였으므로 人天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승의 보살

도를 잘 수행하여 불성을 깨달아 대장부가 되는 것이니, 열반경
권9「여래성품」제6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불성을 알지 못하면 남자의 모습이 없다. 왜냐하면 자

기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불성이 있다

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나는 이들을 여인이라고 이름 할 것이다.

만약 불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는 나는 이 사람을 대장부라

고 한다. 만약 어떤 여인이라도 자기에게 바로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안

다면 마땅히 이들은 남자임을 알아라. 선남자야, 이 대승경전인 大涅般

經은 무량무변하여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16)

15) 涅槃經(TD 12) p. 414c: 善男子. 雖修一切契經諸定. 未聞如是大涅槃時.

咸言一切悉是無常. 聞是經已雖有煩惱如無煩惱. 卽能利益一切人天. 何以故.

曉了自身有佛性故. 是名爲常.

16) 涅槃經(TD 12) p. 422b: 若人不知是佛性者則無男相. 所以者何.

不能自知有佛性故. 若有不能知佛性者. 我說是等名爲女人.

若能自知有佛性者. 我說是人爲丈夫相. 若有女人能知自身定有佛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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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중생의 청정한 불성에는 본래 四姓이나 남녀의 노소

와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수행을 통한 바른 깨달음에 있다. 만약,

불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장부라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여인이라도 불성을 깨달아 안다면 장부가 된다는 것

이다. 이 사실은 오직 이 열반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
로소 이 경의 공덕이 한량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일체

중생은 동일한 불성으로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먼저 여

래의 비밀한 법장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할 때 자연히 알게 될 것

이다”17)라고 하셨으니, 중생에게 불성이 평등하게 있기는 하지만

수월하게 알 수 없고,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이 깨달아야 알 수 있

기 때문에 ‘비밀한 법장’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서 불성

의 실제를 더 상세히 설명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諸行이 모두 無常하다고 관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연 때문이니라. 만약 제법이 緣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면

곧 무상임을 알아야 한다. 저 모든 외도들도 一法의 인연을 따라 일어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선남자야, 불성은 無生․無滅․無去․無來이며

과거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며,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지어지는 것도 아

니고 짓는 것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닌 것도 아니며,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것도 아니며, 이름도 아니고 色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陰․界․入으로 攝持할 수 없으므

로 常이라 한다. 선남자야, 불성은 곧 여래이며, 여래는 곧 법이며, 법

은 곧 常이니라. 선남자야, 常이란 곧 여래이고, 여래는 곧 僧이며, 僧

은 곧 常이니라.18)

當知是等卽爲男子. 善男子. 是大乘典大涅槃經. 無量無邊不可思議功德之聚.

17) 涅槃經(TD 12) p. 423a: 一切衆生同一佛性無有差別.

以其先聞如來密藏後成佛時自然得知.

18) 涅槃經(TD 12) p. 445b: 善男子. 我觀諸行悉皆無常. 云何知耶 以因緣故.

若有諸法從緣生者則知無常. 是諸外道無有一法不從緣生. 善男子.

佛性無生無滅無去無來. 非過去非未來非現在. 非因所作非無因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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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불성은 곧 여래이며 법이며 승이며 시간과 공간의 색

상을 초월하여 본래로 常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불성은 평등하

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친자식처럼 여기시고

간절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알라, 여래는 모든 중생을 대함에

大悲로 불쌍히 여기므로 차별이 없느니라.19)”라고 하였다.

法華經권3 「藥草喩品」에서 초목총림을 중생에 비유하고

佛法을 감로의 비에 비유하여 초목총림이 단비를 흡입하여 생명

의 활력을 삼듯이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수행하

여 깨달으면 모두가 차별이 없고 투쟁할 것도 없는 평등의 의미

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

들은 미혹한 업을 짓고 과보를 받으며 괴로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겁

고 평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선업을 닦는 인연을 지어야 한다.

열반경권3 수명품 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살은 이와 같이 장수함을 얻어 응당 일체 중생을 자식을 생각하

는 것처럼 보호하고져 하면 大慈․大悲․大喜․大捨를 일으키어 불살

생계의 가르침을 주고, 또한 일체 중생이 5계와 10선을 잘 지키게 한

다. 다시 지옥․아귀․축생․아수라 등 일체 모든 악취에 들어가 고뇌

하는 중생을 구제해주며 해탈하지 못한 자를 해탈케 하고, 제도 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며, 열반하지 못한 자에게 열반을 얻게 하여 일체 모

든 공포에 떠는 자를 편안하게 위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업의 인연

으로 보살은 긴 수명을 얻고 모든 지혜에 自在하게 되느니라.20)

非作非作者. 非相非無相. 非有名非無名. 非名非色非長非短.

非陰界入之所攝持. 是故名常. 善男子. 佛性卽是如來. 如來卽是法. 法卽是常.

善男子. 常者卽是如來如來卽是僧. 僧卽是常.

19) 涅槃經(TD 12) p. 482a: 眞知如來於諸衆生 大悲憐愍等無差別.

20) 涅槃經(TD 12) p. 380b: 菩薩亦爾. 欲得長壽應當護念一切衆生同於子想.

生大慈大悲大喜大捨. 授不殺戒敎修善法. 亦當安止一切衆生於五戒十善.

復入地獄餓鬼畜生阿修羅等一切諸趣. 拔濟是中苦惱衆生. 脫未脫者.

度未度者. 未涅槃者令得涅槃. 安慰一切諸恐怖者. 以如是等業因緣故.

菩薩則得壽命長遠. 於諸智慧而得自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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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중생이 보살심을 일으켜 사랑하고 아끼고 기쁘게 하여 베풀

어 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의 현장을

찾아 선업을 수행하게 하고, 괴로움을 위로 하며 함께 하는 인연

을 지어야 한다. 法華經권1「方便品」에서 “諸法은 본래부터 항
상 적멸한 모습. 불자가 道를 수행하면 내세에 성불하리라.”21)라

고 한 것도 열반경의 “一切衆生悉有佛性”說과 같은 의미로 이해
되며 중생들 각자의 자성에 고유한 평등의 불성을 현실적 선업의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실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영원히 밝은 지혜를 얻어 자유롭게 되면 각자의 자성이 佛

光으로 이 세계에 충만하여 평등한 정토가 실현 될 것이다.

Ⅲ. 계율관

1. 持戒는 열반의 필요 요건

戒는 三學의 기본이다. 불성을 깨달아 동체대비의 평등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持戒만이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며, 持戒가 없는 성불이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은 모두의 心識에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지

혜의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지혜의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하지 않고 불성이 있다는 이론만을 전개한

다면 아무른 소용이 없다. 그 개발은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얻어

질 수 있고, 수행의 첫째 요건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열반경권28 獅子吼菩薩品 제2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21) 法華經(TD 9) p. 8b: 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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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후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禁戒를 받아 지

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즐거움을 받기 위해

서이다. 왜 즐거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번뇌를) 멀리 여의기 위함이

다. 왜 멀리 여의려 하는가? 안온하기 위해서이다. 왜 안온하려 하는

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왜 선정을 하려 하는가? 진실하게 알고

보기 위해서이다. 왜 진실하게 알고 보려고 하는가? 나고 죽는 모든

근심을 보기 위해서이다. 왜 나고 죽는 근심을 보려고 하는가? 마음으

로 탐착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왜 마음으로 탐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 해탈을 얻기 위해서이다. 왜 해탈을 얻으려하는가? 위없는 대열반

을 얻기 위함이다. 왜 대열반을 얻으려 하는가? 常․樂․我․淨의 법

을 얻기 위함이다. 왜 常․樂․我․淨의 법을 얻으려고 하는가? 不

生․不滅을 얻기 위함이다. 왜 不生․不滅을 얻으려 하는가? 불성을

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성품이 스스로 능히 구경에 청정하도

록 戒를 지녀야 한다.22)

이와 같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올바른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율을 이야기하면 까

다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는 禁戒

라는 구속력에 피해의식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불교 수

행자는 의타적 수행이 아니라 自發的 수행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

율을 지킴에 조금도 마음의 장애가 일어날 것이 없다. 오직 스스

로 겸손의 미덕으로 下心하며, 다른 수행자를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칭찬하고 좋은 점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설사 계행을 게을리 한 사람도 다시 신심을 내어 자기 불성을 찾

아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반경 권7 여래성품 에
22) 涅槃經(TD 12) p. 529b: 師子吼菩薩言. 世尊. 何因緣故受持禁戒. 佛言.

善男子. 爲心不悔故. 何故不悔. 爲受樂故. 何故受樂. 爲遠離故. 何故遠離.

爲安隱故. 何故安隱. 爲禪定故. 何故禪定. 爲實知見故. 何故爲實知見.

爲見生死諸過患故. 何故爲見於生死過患. 爲心不貪著故. 何故爲心不貪著.

爲得解脫故. 何故爲得解脫. 爲得無上大涅槃故. 何故爲得大般涅槃.

爲得常樂我淨法故. 何故爲得常樂我淨. 爲得不生不滅故. 何故爲得不生不滅.

爲見佛性故. 是故菩薩性自能持究竟淨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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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하면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한량없는 비구들을 권속이 되게 하였고, 파계한 비구 및 우바새들을

가르쳐 모두 계를 지니게 하여 이로써 정법을 건립하는 인연이 되어

여래의 위없는 큰일을 빛나게 하였으며, 方等의 대승법을 열어 교화하

고 일체 무량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여래가 설한 경․율

의 가볍고 무거운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23)

대승불교의 懺悔法은 설사 부지불식간에 계를 범하였더라도 대

중에게 참회하고 그 죄를 뉘우치면 대중과 함께 청정한 자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중 가운데 설사 계율을 범한 수행자

가 있더라도 그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잘 지도하여 스스로

참회하면 그를 오히려 칭찬하여 주는 것이 도반의 화합이다. 부처

님의 위없는 진리를 깨달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경전과 계율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이행해야 한다.

불교의 수행은 부처님이 생존하실 때나 열반 후에나 그 목적은

해탈, 즉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며 자기 수행이나 대중생활에서의

계율은 무엇보다 소중하였다. 그러므로 中阿含經에 “계로써 사
다리를 삼고 無上慧堂과 正法閣에 오르는 자가 반드시 올바르

다”24) 라 하였고, 大寶積經 권119 「勝鬘天人會」제48에는 “응

당 계로써 성숙된 자가 육근을 수호하여 몸과 말과 마음 내지는

위의를 청정하게 한다.”25)라고 하였으며, 菩薩瓔珞本業經卷上
「大衆受學品」에 “만약 일체 중생이 처음 삼보의 바다에 들어감

에 信으로써 근본을 삼으며, 부처님의 집에 머무름에 계로써 근본

23) 涅槃經(TD 12) p. 405c: 令無量人生於信心.

以此因緣我得無量諸比丘等以爲眷屬. 因是得敎破戒比丘及優婆塞悉令持戒.

以是因緣建立正法. 光揚如來無上大事. 開顯方等大乘法化.

度脫一切無量衆生. 善解如來所說經律輕重之義.

24) 中阿含經(TD 1) p. 533c: 長壽王品迦絺那經

25) 大寶積經(TD 11) p. 6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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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삼는다.”26) 라고 하였다. 설사 부처님이 아니 계신 때일지라도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 수행자들이 서로 경책하며 이끌어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삼보의 종자를 계승하게 된다.열반경권1 「수명
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제도 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해탈하지 못한 자를 해탈케 하여 삼

보의 종자를 이어 단절하지 않게 하여 미래세에도 법륜을 굴려 큰 장

엄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게 하며 마음으로 항상 청정한 계행을 깊이

실천하면 다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저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여 둘이 없는 평등한 마음은 외자식을 보는 것과 같으리

라.27)

대승불교의 수행이란 대중 서로가 선지식이 된다. 서로 제도하

고 해탈하게 하는 도반이 되는 것이다. 각자의 인격이란 존중되어

야 할 불성이다. 청정한 계율이 없이는 무시겁래로 훈섭되어 온

개개인의 惑業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비와 투쟁이 일어나 또 다른

악업을 지음으로써 자성을 깨달아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계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귀한 외자식처럼 여

기며 대비심을 베풀어 교화하는 것과 같이 수행자도 반드시 그렇

게 하여 삼보의 종자를 널리 선포하여 모든 중생이 불성을 찾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성을 찾아 성불하는 데는 엄격한 계율을 반드시 수지해야 한

다. 그러므로 吉藏은 勝鬘寶窟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계로써 근본을 삼고 위로는 부처님께 귀의함을 찬탄하면, 즉 信이

근본이 되어 지금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계로써 근본을

삼는다. 그러므로 계를 수지해야 한다. 涅槃經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

26) 菩薩瓔珞本業經(TD 24) p. 1020b.

27) 涅槃經(TD 12) p. 366b: 度未度者. 解未解者. 紹三寶種使不斷絶.

於未來世當轉法輪. 以大莊嚴而自莊嚴. 心常深味淸淨戒行.

悉能成就如是功德. 於諸衆生生大悲心. 平等無二如視一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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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당연히 성불할 수 있다. 요컨대 계

를 수지한 연후에 見性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계는 곧 불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므로 계를 수지해야 한다.28)

계는 불교 수행의 근본이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는 것은 성

불을 의미한다.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것

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

나 반드시 계율을 수지하지 않으면 성불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

므로 계율은 반드시 엄수되어야 한다. 계율을 무시하고 편안해지

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다.

2. 지계의 공덕

계율을 무시한 수행은 수행이라 할 수 없다. 아무런 공덕이 없

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자가 수행으로 인한 어떠한 공덕을 바란다

는 것은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율을 지키지 않는 수

행은 자신이나 남에게 아무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

자가 평상심으로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하면 자신과 남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불교의 수행에서 계행이 가장 으뜸이 되

는 것은 계행이 없이는 선정을 할 수 없고, 선정을 하지 않고는

지혜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행은 수행의 근본이

요, 불자의 기본자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에서 계행을 잘

준수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열반경에서도 계율이 없이는
설사 자기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계행이 없

다면 어떠한 수행의 결과도 가져 올 수 없으므로 계율을 지키는

28) 勝鬘寶窟(TD 37) p. 20a: 以戒為本. 上歎佛歸依. 即是信本. 今欲生佛家.

以戒為本. 是故受戒. 六涅槃經云. 一切眾生皆有佛性. 悉當成佛. 要令持戒.

然後見性. 戒即是引出佛性. 是故受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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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이 위의를 구족하게 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모든 중생을 해탈

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열반경 권1 수명품 제1에 다음과 같이 계율의

공덕을 말씀하셨다.

계행을 잘 지키면 위의가 구족하게 되고 능히 일체 세간을 잘 수순

하여 제도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해탈하지 못한 자를 해탈하게 하

여 저 미래 세상에도 마땅히 법륜을 굴려 삼보의 종자를 이어서 끊어

지지 않게 하며 대승을 수학하게 한다. 크나 큰 장엄으로 스스로를 장

엄하고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을 성취하고는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여

외자식 같이 한다.29)

계율을 수행하는 공덕은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계율

의 수행은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공덕의 결과는 고통받

는 중생을 구원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자성의 불성을 깨달아 열반을 증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율을

수행의 근본으로 하지 않는 자는 입으로는 열반이니 여래니 하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망언일 따름이다. 이에 대하여 부

처님께서 열반경 권2「수명품」제1의2 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

셨다.

외도의 사견으로도 여래를 설할 수 있으나 有爲에 지나지 못한다.

계를 지닌 비구는 이와 같이 여래가 유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만

약 여래가 유위라고 말한다면 곧 망어이며 마땅히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 갈 것이다.30)

29) 涅槃經(TD 12) p. 368b: 護持戒行威儀具足. 善能隨順一切世間.

度未度者脫未脫者. 於未來世當轉法輪. 紹三寶種使不斷絶. 修學大乘.

以大莊嚴而自莊嚴. 成就如是無量功德. 等慈衆生如視一子.

30) 涅槃經(TD 12) p. 374b: 外道邪見可說如來同於有爲.

持戒比丘不應如是於如來所生有爲想. 若言如來是有爲者. 卽是妄語.

當知是人死入地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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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를 지키는 비구는 외도의 사견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외도도 말로는 여래의 열반을 말할 수 있지만 人爲的으로 조작되

는 것이기 때문에 有爲일 따름이다. 결국 비구가 외도처럼 거짓말

을 하면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법을 만나

수행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어렵고, 사람 몸 받

기 어렵고, 부처님을 만나 신심을 일으키는 일은 더욱 어렵다. 능히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禁戒를 성취하여 다 갖추

고 모자람이 없어서 아라한과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워서 마치 금모

래나 우담발화를 구하는 것과 같다.31)

불교가 중생의 본성의 면에서는 불성을 인정하고 평등을 원칙

으로 하지만 깨달음은 인간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종

교다. 華嚴經 야마천궁보살설게품 에 “마음과 부처 그리고 중

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제불이 다 요달해 안 것은 모든 것이 마

음이 운전하다는 것이다.”32)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은 불성을 의

미한다. 이 마음을 요달하여 개달으면 부처가 되며 그렇지 못하면

중생이다.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수행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중생은 인간만이 가능

하다고 볼 때 불교는 인간중심의 종교다. 그러므로 수많은 중생가

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부처님을 만나

기 어렵고, 불교를 수행함에 고행을 인내하는 것도 어려우며, 수

행자로써 깨달음을 얻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금모래나 우담

발화는 세상에서 아무나 찾을 수 없는 희귀함을 상징한다. 이와

31) 涅槃經(TD 12) p. 376b: 諸比丘. 佛出世難人身難得. 値佛生信是事亦難.

能忍難忍是亦復難. 成就禁戒具足無缺得阿羅漢果是事亦難.

如求金沙優曇缽花.

31) 華嚴經(TD 9) p. 465c: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諸佛悉了知 一切從心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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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어려운 인연을 만났으니 영원히 사는 깨달음을 위하여 일체

중생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수행의 길을 함께 하도록 열
반경 권3 수명품 제1의 3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

다.

장수하기를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일체 중생을 자식과 같은 생각으

로 보호하여 大慈․大悲․大喜․大捨한 마음을 일으키고 살생하지 않

는 계를 가르쳐 주고 선법을 수행하도록 하며 모든 중생들이 五戒와

十善에 편안히 머물도록 해야 한다. 또한 地獄․餓鬼․畜生․阿修羅

등의 모든 거취에 들어가 그 속에서 고뇌하는 중생들을 건져내어 제

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해탈하지 못한 자를 해탈하게 하고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에게 열반을 얻게 하며 공포

에 떠는 모든 자들을 편안하게 위로 한다.이런 업을 짓는 인연으로 보

살이 길고 먼 수명을 얻게 되고 지혜에 자재함을 얻게 되어 목숨을 마

치고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33)

불교를 수행하는 자는 마음이 부처님 같이 되어가야 한다. 불성

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살심을 發하여 일체

중생을 보살피며 五戒를 수지하고 十善業을 수행하여 다함께 열반

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깨

달은 자는 지옥이나 천상 등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모습을 나타

내어 묘용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외자식의 예를 들 때 라후라를 상징하

였다. 즉 “나는 이 중생들에게 대비심을 일으켜 나후라와 같은 자

식으로 생각하느니라.”34)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외

33) 涅槃經(TD 12) p. 380b: 欲得長壽應當護念一切衆生同於子想.

生大慈大悲大喜大捨. 授不殺戒敎修善法. 亦當安止一切衆生於五戒十善.

復入地獄餓鬼畜生阿修羅等一切諸趣. 拔濟是中苦惱眾生. 脫未脫者.

度未度者. 未涅槃者令得涅槃. 安慰一切諸恐怖者. 以如是等業因緣故.

菩薩則得壽命長遠. 於諸智慧而得自在. 隨所壽終生於天上.

34) 涅槃經(TD 12) p. 380c: 我於是等悉生悲心同於子想如羅睺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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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예를 제시한

것이다. 계율은 佛行이라하며 同體大悲의 적극적 사상이다. 석가모

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동체대비하여 애민섭수하는 중생제도

의 원력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열반경에서 어느 일반 경전보다 계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처님의 최후 설법으로 설사 부처님이 안계시더라도 계율

을 스승으로 삼으면 수행의 마음이 산만하지 않고 서로 경책하고

탁마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각자의 품성을 개발하여 모두가 자

기 불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비록 일

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계율을 수지하지 못하면

객진 번뇌의 미혹을 벗어날 수 없어 불성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계율이 없는 선정은 불가능하며 선정이 없이 깨달음은 성취될 수

없다. 계율을 수지하는 공덕은 자기불성의 실현으로 열반을 증득

하고 일체 중생을 수순하여 四無量心을 베풀고 교화하는 것이다.

Ⅳ. 聖行觀

1. 해탈의 길

불교의 수행은 청정한 持戒의 원칙에서 聖行을 통한 지혜를 성

취할 수 있다. 涅槃經의 聖行品 에서는 대승의 대반열반의 수

행을 설하셨다. 聖行이란 모든 부처님이 대열반에 편안하게 머물

며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시는 行을 말한다. 여기에는 곧 모든 수

행자가 수행하면 무상 등정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의

요제를 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법인 육바

라밀과 四念處․四正勤․四如意足․五根․五力․七覺分․八聖道分

등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수행하되 어떤 相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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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래도 이와 같이 육바라밀과 37가지 깨달음을 돕는 법

에 의지하여 여러 법을 깨달았다. 또 목․혀․이․입술․입을 의지하

여 말과 음성으로 憍陳如 등에게 처음으로 법문을 설한 것을 법륜을

굴린다고 이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뜻으로 여래는 법륜을 굴린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약 구르지 않는 것은 곧 법이라 이름하

며, 법은 곧 여래다.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부싯돌․부딧침․손․마른 소똥 등을 의지하

여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부싯돌은 ‘내가 불을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으며, 부딧침․손․마른 소똥도‘내가 불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으며, 불도 역시‘내가 스스로 일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여래도 이와

같이 육바라밀에 의지하고 내지 교진여에게 법륜을 굴렸다고 이름하

지만 여래도 역시 ‘내가 법륜을 굴렸다’는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약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곧 법륜을 굴린다고 이름하며

이 법륜을 굴리는 것이 곧 여래니라.35)

六波羅密과 37助道品을 관하는 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깨달음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이 법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셨으니, 모든 수행자가 이렇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면 자성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

의하는 것은 수행을 하거나 설법을 하드라도 어떤 相을 드러내거

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無相․無住․無

爲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광명이며 완전한 지혜 즉 반야의 성

취이다.

涅槃經의 성행관은 주로 경전을 독송하고 사유하는 것으로

35) 涅槃經(TD 12) p. 447b: 善男子. 如來亦爾.

因六波羅蜜三十七助菩提之法覺了諸法. 復因咽喉舌齒脣口言語音聲.

為憍陳如初始說法名轉法輪. 以是義故. 如來不名轉法輪也. 善男子.

若不轉者即名為法. 法即如來. 善男子. 譬如因燧因鑽因手因乾牛糞而得生火.

燧亦不言我能生火. 鑽手牛糞各不念言我能生火. 火亦不言我能自生.

如來亦爾. 因六波羅蜜. 乃至憍陳如名轉法輪. 如來亦復不生念言我轉法輪.

善男子. 若不生者是則名為轉正法輪. 是轉法輪即名如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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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바라밀을 수행하고 지혜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다. 경전의 독송

은 부처님을 모시고 설법을 듣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심을

다지고 正見을 내는 지표이다. 그리고 사유를 통하여 훈습된 망념

을 개선하는 수행을 한다. 無始劫來의 악업으로부터 해탈하기 위

하여 수행하는 것은 선정이 아니면 들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

다. 선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면 마음에 불성을 찾음과 동시에 지

혜가 태양처럼 밝아 질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가 계율을 청정히

하지 않고는 아무리 휼륭한 선정의 수행을 하더라도 구경의 깨달

음을 성취할 수 없다.

수행자는 가능한 일찍 발심하는 것이 좋다. 젊은 사람에게 번뇌

의 유혹도 왕성하겠지만 계율로써 울타리를 삼고 젊음의 용맹으

로 선정하면 깨달음은 그 만큼 빨리 다가 올 것이다. 한 나이라도

젊어서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늙어지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만 늙어서는 수행의 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열반경 권12 성행품 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가섭아, 사탕수수도 이미 즙을 짜고 나면 찌꺼기는 맛이 없는

것처럼 선남자야, 장년의 왕성한 기색도 이와 같아서 이미 늙어지면

세 가지 맛이 없어진다. 첫째는 출가의 맛이며, 둘째는 경을 독송하는

맛이며, 셋째는 좌선하는 맛이니라.36)

젊음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자경문에서도
“부셔진 자동차는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늙으면 수행할 수가 없다”

고 한 것은 光陰을 아껴서 늙기 전에 부지런히 수행하여 하라는

경책이다. 젊어서 처음 출가할 때는 신심과 용기가 대단하지만 아

차하는 순간에 세월이 무심히 흘러 출가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독

경을 하여도 경전의 의미도 모르고, 좌선을 하여도 청정한 마음이

36) 涅槃經(TD 12) p. 436c:復次迦葉. 譬如甘蔗旣被壓已滓無復味善男子.

壯年盛色亦復如是. 旣被老壓無三種味. 一出家味. 二讀誦味. 三坐禪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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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일하지 못하고 망상만 들끓게 되면 금생의 수행은 어떤 결과도

없이 허망하게 끝나게 된다. 수행이란 熾盛하는 三毒心을 꺽고 散

亂心을 잠재우고 昏沈心을 일깨워야 한다.

열반경 권12 聖行品 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

다.

나에게 만약 인욕하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마음이 만약 산

란하면 正念을 잃을 것이다. 만약 정념을 잃으면 善하고 선하지 않은

의리를 능히 관찰하지 못할 것이고, 선하고 선하지 않는 의리를 관찰

하지 못하면 惡法을 행할 것이며, 악법과 인연하면 地獄․畜生․餓鬼

에 떨어질 것이다. 보살이 이렇게 관하여 마치면 四念處를 증득하고

사념처를 증득하여 마치면 곧 참고 견딜 수 있는 경지에 머물게 된

다.37)

젊은 사람에게는 유혹과 들뜬 번뇌의 충동이 三毒心을 부추겨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업을 지어 그 과보로 三惡道에 떨어지

게 될 것이다. 이것은 義理 즉 진법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四念處觀을 수행하여 참고 견딜 수 있는 경지에

머무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身․受․心․法을 차제로

관하여 이러한 수행방편으로 正念과 正知를 얻으면 세간적인 三毒

心을 항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열반경의 수행관은 이와 같이 四念處 내지 四聖諦와 六波羅

密과 12因緣 등의 수행을 통하여 성스러운 깨달음을 얻어 無常․

苦․空․無我의 현상을 초월하여 열반의 四德인 常․樂․我․淨을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전에 바라나시성에서 전법을 할 때 無常․苦․空․無我를 말

37) 涅槃經(TD 12) p. 433c: 我若不忍心則散亂. 心若散亂則失正念.

若失正念則不能觀善不善義. 若不能觀善不善義則行惡法.

惡法因緣則墮地獄畜生餓鬼. 菩薩爾時作是觀已得四念處.

得四念處已則得住於堪忍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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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 이 구시나성에서 설법할 때 常․樂․我․淨을 말하였다.38)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행은 무상하여 변화는 것이므로 일체의

집착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모든 괴로움이란 집착에서 오는 것이

기 때문에 인욕으로 탐욕의 집착을 버리고 선정으로 깨달음을 얻

어 지혜를 성취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2. 상락아정의 체득

열반경의 수행은 자기 본성인 불성의 체득이며 이를 체득하
면 常․樂․我․淨의 참된 열반의 덕성을 성취하게 된다. 이것은

먼저 청정한 계행과 선정을 수행하므로 가능한 것이다. 부처님께

서 열반경 권17 梵行品 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계행이 청정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교만과 사견과 의심이 없다. 마침내 여래께서 필경에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청정한 계행을 受持한다고

한다. 먼저 계행이 이미 청정하고 다음에 선정을 닦는다. 선정을 닦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바르게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말하자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것과 十二部經과 제불 세존의 常․樂․我․

淨과 일체 보살이 방등 대열반경에 편안히 머물러서 모두 불성을

보는 것 등 이와 같은 일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 선정을 닦음으로

인하여 十一空을 얻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청정한 선정을 닦는

다고 한다. 계행과 선정이 구비하면 다음에 청정한 지혜를 닦는다. 지

혜를 닦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몸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몸이 있다

거나 이 몸이 나이라거나 몸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등에 計着하지

38) 涅槃經(TD 12) p. 448a: 我昔於彼波羅奈城轉法輪時. 說無常苦空無我.

今於此間拘尸那城轉法輪時. 說常樂我淨.



대승 大般涅槃經의 수행관 ∙ 139

않는다. 이것이 보살이 청정한 지혜를 닦는 것이라고 한다. 지혜를 닦

았기 때문에 계율을 수지함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39)

계행을 청정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굳은 신심으로 부처님을 항

상 모시고 수행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행자는 경전과 부처님의 덕성을 마음에 잘 새

겨 잊지 않는다. 계율이 청정한자는 청정한 지혜를 잘 닦으며 지

혜로운 사람은 모든 집착을 떠나 깨달음을 성취하고 대 자유를

얻게 된다.

보살의 이 청정한 지혜를 얻으면 묘용이 자재하여 일체 차별이

없는 無緣慈悲와 無量德性으로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수행자가 三寶를 믿고 三學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여 묘용을 나투어 중생의 불성을 개발하는 것이 聖行이다.

涅槃經권21 高貴德王菩薩品 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이른바 심히 깊고 미묘한 비밀의 법장이 있으니, 일체 중생이 다 불

성이 있다는 것이다. 佛․法․僧은 차별이 없으니 三寶의 性相은 常․

樂․我․淨한 것이다. 일체 諸佛이 필경에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40)

중생이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알지 못한다는 비밀

법장은 불성이다. 수행을 통하여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깨달음이

다. 수행자가 불성을 찾으면 삼보의 평등한 성품인 常․樂․我․

39) 涅槃經(TD 12) p. 466c: 善男子. 菩薩摩訶薩以戒淨故.

在在生處常無憍慢邪見疑網. 終不說言如來畢竟入於涅槃. 是名菩薩修持淨戒.

戒旣淸淨次修禪定. 以修定故在在生處正念不忘. 所謂一切衆生悉有佛性.

十二部經諸佛世尊常樂我淨. 一切菩薩安住方等大涅槃經悉見佛性.

如是等事憶而不忘. 因修定故得十一空. 是名菩薩修淸淨定.

戒定已備次修淨慧. 以修慧故初不計著身中有我我中有身. 是身是我非身非我.

是名菩薩修習淨慧. 以修慧故所受持戒牢固不動.

40) 涅槃經(TD 12) p. 487a: 所謂甚深微密之藏. 一切衆生悉有佛性.

佛法衆僧無有差別. 三寶性相常樂我淨. 一切諸佛無有畢竟入涅槃者常住無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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淨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나는 모든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니 언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고 할 것이 있겠는가? 
維摩經 佛國品 에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국토니라.41)”하

였으니,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이며 그 국

토가 바로 불국정토다.

Ⅴ. 자비관-사무량심

1. 수행과 회향정신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평등관의 성취는 항상 대승보

살도의 수행덕목인 육바라밀을 깊히 실천하고 大慈․大悲․大

喜․大捨를 수행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성을

성취하고 중생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는 것은 일체중생과 더불어 성불로 가는 수행을 한다는 의지

다. 불성의 성취자가 여러 생명을 보살피는 것은 자기의 소중한

외자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갖는 다는 것이다.

涅槃經 권21 고귀덕왕보살품 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선남자여, 사랑[慈]은 곧 감로이며, 감로는 곧 사랑이다. 사랑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법]이다. 법은 곧 僧이며 승은 곧 사랑이다. 사랑

은 곧 [여래]니라. 선남자여, 사랑은 곧 일체 보살의 위없는 道이며, 道

는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여래니라. 사랑은 곧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경계이며 무량경계는 곧 사랑이니라. …사랑은 無常과 같으므로 무상

은 곧 사랑이며, … 사랑은 無我와 같으므로 무아는 곧 사랑이니라.42)

41) 유마경(TD 14) 538b: 若菩薩 欲生淨土 唐淨其심 隨其心淨 則佛淨土.



대승 大般涅槃經의 수행관 ∙ 141

佛․法․僧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사랑

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여래 부처님의 경계이며 수행으로 무아를

성취함도 자비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涅槃經 권18 범행품 에

부처님의 과거에 수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지난 무량 아승지겁에 부모와 화상과 모든

스승과 상좌 장로들을 공경하고 무량겁에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보시

를 행하였고 계율을 굳게 지키고 인욕행을 닦으며 부지런히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大慈․大悲․大喜․大捨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32상과 80종호의 금강의 몸을 성취하였다.43)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같은 신심으로 부모와 스승을 공

경하고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실천하여 원만한 佛身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 사무량심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응당 이와 같이 네 가지 무량의 뜻을 알지어다. 선남자야,

이 무량심의 체성에 네 가지가 있느니라. 만약 수행하여 대범천에 태

어나면 선남자야, 이와 같은 무량의 반려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그러

므로 네 가지를 들자면, 慈心을 수행하는 자는 능히 탐욕을 끊고, 悲心

을 닦는 자는 능히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고, 喜心을 수행하는 자는 능

히 즐겁지 않음을 끊고, 捨心을 닦는 자는 능히 탐욕과 진애의 중생을

끊느니라.44)

42) 涅槃經(TD 12) p. 456c: 善男子. 慈卽甘露甘露卽慈. 慈卽佛性佛性卽法.

法卽是僧僧卽是慈. 慈卽如來. 善男子. 慈者卽是一切菩薩無上之道.

道卽是慈慈卽如來. 善男子. 慈者卽是諸佛世尊無量境界. 無量境界卽是慈也.

…慈若無常無常卽慈. …慈若無我無我卽慈.

43) 涅槃經(TD 12) p. 470c: 善男子. 菩薩摩訶薩於昔無量阿僧祇劫.

恭敬父母和上諸師上座長老. 於無量劫常爲衆生而行布施. 堅持禁戒修集忍辱.

勤行精進禪定智慧. 大慈大悲大喜大捨. 是故今得三十二相八十種好金剛之身.

44) 涅槃經(TD 12) p. 453a: 善男子. 應如是知四無量義. 善男子.

是無量心體性有四. 若有修行生大梵處. 善男子. 如是無量伴侶有四. 是故名四.

夫修慈者能斷貪欲. 修悲心者能斷瞋恚. 修喜心者能斷不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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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면 사무량심의 수행으로 능히 탐심과 성냄과 어리

서음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무량심의 수

행은 일체 선근의 근본이라고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사무량심으로 능히 일체 모든 선의 근본을

삼는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만약 빈궁한 중생을 보지 못하면 자

심을 일으킬 연이 없으며, 만약 자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연을 베풀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

여금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한다. 말하자면 음식 수래 의복 향 침대

집 등불 등 이와 같은 것을 보시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탐욕과 집

착이 없으므로 반드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회향하느니라.45)

이와 같이 사무량심의 수행은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

는 길이다. 또한 이 사무량심의 수행은 멀리서 찾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고통 받는 이웃에게 실천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능히 모든 악을 인욕하며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어 주는 이를 대장부라 이름 한다. 보살도 또한 대자비로 일체를 불쌍

히 여기어 저 모든 중생에게 부모와 같이 생사의 바다에서 중생을 제

도하느니라. 널리 중생들에게 오직 실천적인 도를 보여 주므로 이를

곧 이름하여 대반열반이라고 한다.46)

修捨心者能斷貪欲瞋恚衆生.

45) 涅槃經(TD 12) p. 454b: 善男子. 菩薩摩訶薩四無量心. 能爲一切諸善根本.

善男子. 菩薩摩訶薩若不得見貧窮衆生無緣生慈. 若不生慈則不能起惠施之心.

以施因緣令諸衆生得安隱樂. 所謂食飯車乘衣服花香床臥舍宅燈明.

如是施時心無繫縛不生貪著. 必定迴向阿耨多羅三藐三菩提.

46) 涅槃經(TD 12) p. 502c: 能忍諸惡惠施貧乏名大丈夫.

菩薩亦爾有大慈悲憐愍一切. 於諸衆生猶如父母. 能度衆生於生死河.

普示衆生一實之道. 是則名爲大般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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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승보살도의 수행이 곧 대반열반이라고 하였으니,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의 실천은 열반을 증득하는 최상의 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수행은 항상 회향정신이 함께 실천되

어야 한다. 경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원컨대 모든 불국토에 있는 중생은 모두 대자대비를 함께 닦아 익

혀서 일자지(一子地)를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서원한 인연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세에 성불할 때에 그 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에게 대

자대비를 다 함께 수행하게 하여 일자지를 성취하게 하느니라.47)

一子地란 모든 중생을 마치 자기에게 하나 밖에 없는 혈육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경계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 밖에

없는 외자식을 자기 자신 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 이와 같이 대

승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부처님

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덕을 중

생을 위하여 회향하셨으니 열반하실 때까지 중생의 곁을 떠나 혼

자 계셨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또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이 바로 불성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

씀하셨다.

선남자야, 대자대비를 불성이라고 이름 한다. 왜냐하면, 대자대비는

보살을 따르는 것이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일체 중생이

반드시 대자대비를 증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자대비를 불성이라고 하고, 불성은 여래라고

하며, 대희대사는 불성이라고 한다.48)

47) 涅槃經(TD 12) p. 507c: 願諸佛土所有衆生悉共修習大慈大悲得一子地.

以是誓願因緣力故. 於未來世成佛之時.

世界所有一切衆生悉共修習大慈大悲得一子地.

48) 涅槃經(TD 12) p. 556c: 善男子. 大慈大悲名爲佛性. 何以故.

大慈大悲常隨菩薩如影隨形. 一切衆生必定當得大慈大悲.

是故說言一切衆生悉有佛性. 大慈大悲者名爲佛性. 佛性者名爲如來.

大喜大捨名爲佛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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涅槃經에서의 가장 중심사상은 불성사상이다. 이것은 모든 중
생이 성불하여 일체 괴로움이 없는 평화로운 정토를 실현할 수

있는 필연성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다. 이것은 사성계급이

엄격한 인도 사회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부처

님의 이론은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었고 가난과 차별로 괴로움에

시달리는 민중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해탈의 길이었다. 누구나

이 사무량심을 실현하여 수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부처

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래는 곧 해탈이며, 해탈은 곧 여래이며, 여래는 곧 열반이며, 열반

은 곧 해탈이다. 이 뜻에서는 능히 분별할 수 없느니라. 범행이 곧 여

래며, 여래가 곧 자비희사이며, 자비희사는 곧 해탈이며, 해탈은 곧 열

반이며, 열반은 곧 자비희사니라.49)

여래가 해탈이라는 것은 불성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이 없고

대자유를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여래가 된다는 의미이

다. 이처럼 慈․悲․喜․捨의 수행은 곧 고통이 없는 열반이며 정

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2. 불국정토의 실현

부처님의 원력은 곧 중생의 희망이다. 중생은 희망만 가지고 바

라보기만 하겠지만 중생이 부처님의 원력을 수행하면 그 곳이 바

로 불국토이다. 중생 각자의 마음에 있는 불성을 개발하기만 하면

중생이 사는 이 땅은 괴로움의 사바가 아니라 곧 열반의 세계인

49) 涅槃經(TD 12) p. 559a: 如來卽是解脫. 解脫卽是如來. 如來卽是涅槃.

涅槃卽是解脫. 於是義中不能分別. 梵行卽是如來. 如來卽是慈悲喜捨.

慈悲喜捨卽是解脫. 解脫卽是涅槃. 涅槃卽是慈悲喜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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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정토의 실현이다. 물론 한갓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실

현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다.

불국정토는 불교를 수행하는 자의 몫이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

을 기지고 있다는 대전제는 누구의 마음에나 불국토가 다 갖추어

져 있다는 확증이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불가능

하겠지만 믿고 실천만 한다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涅
槃經권38 「迦葉菩薩品」제12의 6에 가섭보살이 부처님을 찬탄

하며 수행자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하였다.

부처님은 한결 같이 사랑의 마음 갖추시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 자녀처럼 생각하시네.

중생은 부처님의 구원의 뜻 알지 못하고,

짐짓 여래와 가르침과 스님들을 비방들 하네.

세간에서 비록 온갖 번뇌 갖추었으며,

무량한 여러 허물 많이 지어서,

이와 같은 온갖 결박 죄와 허물도,

부처님의 초발심에 능히 파괴된다네.

오직 여러 부처님 계셔 부처님을 찬탄하나니,

부처님을 제하고는 찬탄할 자 없도다.

내 이제 오직 한 진리로 찬탄하나니,

이른바 사랑의 마음을 세간에 펼치세.

여래의 사랑은 큰 진리의 세계이며,

이 사랑은 능히 중생을 제도하시네.

이것은 위없고 참된 해탈법이니,

해탈은 곧 크나큰 열반이라네.50)

50) 涅槃經(TD 12) p. 590b:

佛具一味大慈心　悲念衆生如子想

衆生不知佛能救　故謗如來及法僧

世間雖具衆煩惱　亦有無量諸過惡

如是衆結及罪過　佛初發心已能壞

唯有諸佛能讚佛　除佛無能讚歎者

我今唯以一法讚　所謂慈心遊世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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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처님의 원력을 담은 노래를 늘 부처님을 공경하듯

노래하며 수행하자. 그러면 반드시 불국정토는 실현될 것이다. 사

무량심은 아미타불의 공능이기도 하지만 여러 경전에서 그 실현

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마경 불국품 에는 “사무량심이 보살정
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자비희사를 성취한 중생이 이 국토에

태어난다”51)하였으니, 보살이 직심으로 수행하여 慈․悲․喜․捨

를 성취하면 불국정토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불국토의 실현은 멀

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무량심의 원력을 수행하면 곧 실행 될 수

있다. 또 決定義經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사무량행인가? 자무

량․비무량․희무량․사무량이다. 만약 모든 비구가 큰 慈心을 갖추어

온갖 중생에 원수나 친함이 없이 평등하게 즐거움을 준다면 이것이

자무량행이다. 만약 모든 비구가 큰 悲心을 갖추어 온갖 중생에게 원

수나 친함이 없이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게 해 준다면 이것이 비무량

행이다. 만약 모든 비구가 큰 喜心을 갖추어 온갖 중생에게 원수나 친

함도 없이 평등하게 기쁨을 베푼다면 이것이 희무량행이다. 만약 모든

비구가 큰 捨心을 갖추어 온갖 중생에게 원수나 친함이 없이 평등하

게 편안하게 해 준다면 이것이 사무량행이다.52)

慈無量․悲無量․喜無量․捨無量의 마음을 모든 수행자가 성취

하면 원수도 친한 이도 없고 모두가 평등으로 서로 사랑으로 아

껴 주고 기쁨으로 베풀어 주면 이 사바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

력대로 불국정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제 이 원력의 실현은

불교를 공부하며 수행하는 중생의 몫이다.

如來慈是大法聚　是慈亦能度衆生

卽是無上眞解脫　解脫卽是大涅槃

51) 維摩經(TD 14) p. 538b: 四無量心 是菩薩淨土 菩薩成佛時

成就慈悲喜捨衆生來生其國

52) 決定義經(TD 17) p. 65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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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涅槃經의 불성사상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무
한한 가능성의 확신이다. 부처님께서는 불성의 차원에서 생명의

평등을 제시하고 생명 각자가 涅槃經의 수행법을 이행하면 반

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다.

涅槃經에 담긴 수행법은 원시 근본불교에서 제시된 37조도품
과 대승실천사상인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의 수행을 종합적으로 제

시하여 일체 중생이 각기 자성에 본래 갖고 있는 불성을 개발하

여 개달음의 정토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첫째,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평등성의 불성관을 확신하

고, 성불로가는 수행의 지름길인 계율의 노정을 설정하였다. 계급

이 엄격한 인도사회에 이를 무시하는 생명의 평등 관념은 대단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계율의 수지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계율을 어긴 자는 절대 성불할부 없다는 것이다. 설사 一闡提라

하더라도 계율을 수지하여 수행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계율을 무시하고 불교를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열반경의 聖行의 수행관은 계행과 선정을 바탕으로 지혜

를 성취하는 개달음의 길이다. 무시겁래로 중생의 불성을 덮고 있

는 객진번뇌를 소멸하여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넷째, 사무량심은 해탈심이며 열반의 성취로써 일체 중생을 교

화하고 불성을 개발하여 모두 성불하게 하는 것이다.

涅槃經의 수행 목적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것으로 이
것은 이 세상에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의 생명까지도 불성

의 평등선상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즉 慈․悲․喜․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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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 열반의 길이다. 이 사무량심의 실천을 통하여 중생과 여래

가 평등임을 실현할 수 있고 중생이 이를 통하여 열반을 증득하

면 여래가 되기 때문에 사무량심은 곧 여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여래가 되기 위하여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하는 것이지

부처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이 곧 저것이라는 등식

에서 자만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을 중생을 위하여 설법

을 하였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셨다. 이는 모든 相

에 집착하면 수행도 될 수 없고 수행자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貪

心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계산되는 집착에서 오는 망상이다. 無我

의 실현은 無執着의 의미이다. 집착이 있으면 대승 보살행은 불가

능한 것이다.

涅槃經의 수행법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평생 45년의 중생
교화를 위한 설법의 최종 종합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간절한 말씀을 오늘 날 우리 중생이 각기의 원력으로

삼아 수행한다면, 부정과 불신으로 인한 시기와 투쟁이 없는 밝은

사회에서 불안과 초조가 없는 즐거운 마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

꿔 갈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수행법이 아무리 뛰

어난다 할지라도 수행자가 얼마나 돈독한 신심으로 신행하느냐에

따라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 앵무새가 노래는 잘하지만 의미를

모르듯이 불교를 연구하는 자가 실천의 의지가 없이 한갓 앵무새

처럼 논리만을 전개하고 입으로만 되풀이 한다면 깨달음의 길에

무슨 도움이 되며 누구를 어떻게 교화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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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actical theories of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sūtra

Lee, Bupsan

(Dongguk University)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sūtra has been known

to symbolize the final departure of the Buddha. Indeed, this

text seem to be better understood, if we regard it as a text

which shows and explains how we attain nirvāṇa through

various practical methods.

The underlined messages of the Mahāparinirvāṇasūṇtra

could be equalitarianism in which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s including the Buddha. Within the

Mahāyāna framework, it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theory of the Buddha nature in which every human being is

equipped with the i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rengthen

people's pursuit of being in the way towards nirvāṇa where

there is no more sufferings and unsatisfactoriness.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following the Buddhist

monastic code(vinaya) c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hich should be noted at first. Without obeying it,

there is neither the development of cultivating meditation

nor the realization of the limitless wisdom. Through

practicing it, human beings can recover their own Buddha

nature which has long been ignored or unnoticed from the

mind.

The love and compassion of the Buddha can be

achieved through the practice of the fourfold limitless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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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plains the way towards the awakening through giving

the fourfold limitless mind among every living being around.

In theory, one should practice it with the assurance that the

fourfold limitless mind is the same as the mind of

Tathāgata and as nirvāṇa.

The key to actualize the pure land seems to be based

on the realization of the Buddha nature within everyone's

mind. In this respect the practical theory of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sūtra could be the actualization of the pure

land where everyone is awakened through realising the

Buddha nature within their mind.

Key words : nirvāṇa,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sūtra, the

Buddha nature, compassion, the mind of

Tathāgata, the pure 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