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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빠사나 명상 수행을 통한 공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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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 지혜]

이 논문의 목적은 위빠사나 명상 수행에 비춰 맛지마 니까야(III iii

121)의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Cūḷasuññata Sutta)과 “공성에 대한 대
법문”(Mahāsuññata Sutta)에 나오는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위빠사나 명상과 공성에 대한 법문 사이의 연관성

은 필자에 의해 추론된 것이 아니라 이미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초기불교경전에 나오는 위빠사나 명상법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성에 대한 법문들에 나타난 공성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서 공성은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이 현재의 지각의 장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띠와 상빠

잔냐가 두 축을 이루는 위빠사나 명상수행에 비춰 공성의 의미를 재해

석할 때 공성이란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려 소멸시키는 사띠 수행에

의해 과거나 미래의 영역에 속하는 번뇌가 현재의 지각의 장에 대상으

로 나타나지 않으며 동시에 현재의 지각의 장에 있는 대상이 전일적으

로 지각되어 그에 대한 명확한 앎이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 위빠사나

명상수행에 비춰 공성을 그와 같이 해석할 때 공성은 현전하는 대상이

전일적으로 지각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된다. 붓다에 의해 설파된 불

교적 교리의 원천은 그가 닦은 수행이라는 점에서 위빠사나 명상 수행

에 비춰 이해한 공성의 의미는 원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Ⅰ. 머리말

방대한 불교경전의 내용 중 사성제, 팔정도, 오온, 십이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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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념처, 오장애, 칠각지 등의 가르침들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붓

다가 직접 설한 것으로 간주된다.1) 초기불교 경전에 이러한 교설

들은 사념처 수행에 대한 교설을 전하는 대념처경(Mahāsatipaṭ
ṭhāna Sutt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붓다가 직접 설

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의들을 위빠사나 명상 수행에 비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초기불교경

전에 충실하게 위빠사나 명상 수행에 비춰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

의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의 공성에 대한 연구는 맛지마 니까야(Majjhima
Nikāya, 이하 MN로 약함)의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 (Cūḷasuñña

ta Sutta)과 공성에 대한 대법문 (Mahāsuññata Sutta)에 국한한

다. 연구를 통해 이 두 법문에 나타난 공성의 의미와 위빠사나 수

행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사용에 의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위빠사나 명상 수행의 핵심 행법인 사띠의 한역 용어사용에 대한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띠는 국내에서 마음지킴, 마음챙김,

념, 알아차림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수행선사들에

의해서는 알아차림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사띠와 함께 위빠

사나 명상의 한 축을 이루는 상빠잔냐 또한 알아차림으로 번역되

기도 한다. 필자는 사띠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글로 풀

어서 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이다. 상빠잔냐 또한 그대로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명확한 이해

로 풀어서 쓰기로 한다. 필자가 빨리(Pāli)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고자 하는 이유는 한역어의 선택에 어려움도 있지만 가능한 한

고유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본래의 뜻을 음미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연구를 위

해 초기불교경전 외에도 국외의 위빠사나 수행선사들의 지침과

1) 길희성(1984) p. 53.

2) 사띠와 상빠잔냐의 의미와 한역 용례와 관련하여 위말라람시(n.d.) p. 102,

p. 128; 임승택(2000) pp. 95-99; 임승택(2001) pp. 9-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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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침서들을 참고할 것이다.

Ⅱ. 위빠사나 수행과 공성

1. 위빠사나 수행의 요체

위빠사나 명상 수행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위

빠사나 명상은 mindfulness meditation 혹은 insight meditation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띠의 기법에 초점을 맞췄는가 사띠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통찰에 초점을 맞췄는가의 차이를 나타

내준다고 할 수 있다. 위빠사나 명상의 주된 행법은 사띠(sati, mi

ndfulness)와 상빠잔냐(sampajañña, full awareness)이다.3) 사띠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닦는 수행기법

이며 상빠잔냐는 사띠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명확한 이해로서 통

찰지혜로 이끄는 지적인 능력이다. 사띠 수행을 통해 거친 대상은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며 이해가 명확해져 종국에

는 순수식(識, viññāṇa)의 상태에서 모든 조건 지어진 대상들의

진실상이 여실히 드러나 통찰에 의한 지혜(paññā)를 얻게 되는

것이다.

위빠사나 명상 수행법은 사념처 수행과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

으로 이루어져 있다. 붓다에 의하면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은 사

념처 수행을 완성한다.4) 그러나 위빠사나 명상은 팔정도 등과 같

3) “Tasmātiha, bhikkhave, kāye kāyānupassī tasmiṃ samaye bhikkhu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MN III.3.149; “Athassa yadā paṭhamajjhānā vuṭṭhāya satassa

sampajānassa jhānaṅgāni paccavekkhato vitakkamattaṃ oḷārikato

upaṭṭhāti, vicārādayo santato.” VM I.iv.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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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인적 계발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전개되는 위빠사나 명상 수행에 대한 연구는 사념처 수행,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 그 외 위빠사나 명상에 수반되어야 할 전

인적 계발 방법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대념처경 끝부분에 "중생
의 정화를 위한, 슬픔을 건너기 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진리

의 길을 걷기 위한,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유일한 길(ekāyanamag

ga, 일승도)이 사념처(四念處)이다."라는 가르침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념처는 열반의 증득을 위한 근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러한 맥락에서 사념처는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은 물론 대념처
경에 포함된 팔정도, 사성제 등의 교의를 함축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붓다가 남긴 사념처 수행에 대한 대표적 법문인 대념처경(M
ahāsatipaṭṭhāna Sutta)의 문자적 의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띠

의 확립이다. 사념처 수행은 몸(身), 느낌(受), 마음(心), 마음의 대

상 혹은 정신적 대상(法)에 마음을 두고 그 대상영역에 나타나는

모든 번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려 의식을 깨어있도록 하는 것을

닦는 것이다.5) 사념처 수행에 의한 사띠의 확립은 번뇌의 소멸을

가져오고 마음의 평정과 통찰 지혜의 터득을 가져온다. 사념처 수

행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⑴ 신념처 수행

신념처 수행은 몸에 마음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물

리적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신념처 수행은 인간의 몸을

지, 수, 화, 풍의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몸의 장(場)에서 지,

수, 화, 풍이라는 4대 요소들의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념처에서 4대 요소에 대

4)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 944.

5) 사띠에 의해 번뇌가 소멸된다는 교설을 위해 Nyanaponika Thera et

al.(1999) p. 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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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띠 수행은 이 4대 요소들의 자연적 성품을 느낌으로 알아차

리는 것이다. 수행자는 땅의 요소가 실제로 땅이 아니라 땅의 요

소의 진정한 성품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땅의 요소는

단단함이나 부드러움과 같은 개별적 특징들에 주어진 이름이다.

그래서 수행자가 자신의 몸 어디에든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철저

히 깨닫게 되면 땅의 요소의 진정한 성품 혹은 개별적 특징을 깨

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물의 요소도 유동성이나 응집력 같은 물의

요소의 개별적 특징에 주어진 이름이며 불의 요소도 열과 차가움

이라는 불의 요소의 독특한 특징을 가리킨다. 바람의 요소는 움직

임, 동작, 떨림, 팽창 혹은 신체의 지탱(support)과 같은 바람의 요

소의 독특한 특징에 주어진 이름이다.6) 신체의 장에서 4대요소의

성품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이어지면 사띠-사마디에 이르

게 되는데 사띠-사마디는 사띠가 이어짐으로써 도달하는 선정의

상태이다. 떼자니야 스님은 사띠를 강화시켜 사띠가 이어지는 상

태인 사띠-사마디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띠를 두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번뇌 없이 관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

면 수행에 가속도가 붙게 되어 사띠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한

다.7) 수행에 가속도가 붙어 사띠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집중도

좋아진다고 한다.8)

이제 사념처 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대념처경에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은 신
념처분에 나타난다. 붓다는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이 사념처 수행

의 완성을 가져온다고 한다. 이것은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이 사

념처 수행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념처 수행과 호

6) 신념처 수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무념(2004) pp. 150-158 참고.

7) 떼자니야 (2006) pp. 31-32. 사마타 명상을 통해서만 선정에 드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사마타 명상과 위빠사나 명상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위빠사나 명상에서 선정에 드는 것은 사띠가 이어질 때 가능한

사띠-사마디를 통해서이다.

8) 떼자니야 (2006)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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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에 대한 사띠 수행의 밀접한 연관은 아나빠나사띠수따(Ānāpā
nasati Sutta, 안반수의경)에 잘 나타난다.9) 다음은 신념처와 결합

된 형태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행하는 방법이다:10)

비구는 숲이나 나무 밑, 혹은 빈 선방에 가서 가부좌 자세로 허리를

똑 바로 세우고 앉아 면전(parimukham)에 사띠를 확립하고 어떤 상

황에서도 숨을 들이 쉬고 내 쉬는 것을 알아차린다.

길게들이쉬면길게들이쉰다고알고길게내쉬면길게내쉰다고안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안다.

비구는 ‘나는온몸을경험하면서숨을들이쉬리라’고 수련한다(sikkhati).

비구는 ‘나는 온 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련한다.

비구는 ‘나는 몸의 작용을(kāyasaṅkhāraṃ, bodily formation)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련한다.

비구는 ‘나는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련한다.

앞에 제시된 내용 중 면전(parimukham)에 사띠를 확립한다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일과 감각적 쾌락에 휩쓸림을 내려놓고 호흡

의 들어오고 나감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이해된

다.11) ‘온 몸을 경험하면서’와 관련하여 많은 해설자들은 호흡도

일종의 몸이라고 간주하고 이 구절을 들숨과 날숨의 시작과 중간

과 끝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필자는 탄닛싸로 스

님과 마찬가지로 ‘몸 전체를 느낌으로 경험하면서’의 의미로 이해

9)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943-944.

10) “‘sabbakāyapaṭisaṃvedī assasissāmī’ti sikkhati, ‘sabbakāyapaṭisaṃvedī

passasissāmī’ti sikkhati; ‘passambhayaṃ kāyasaṅkhāraṃ assasissāmī’ti

sikkhati, ‘passambhayaṃ kāyasaṅkhāraṃ passasissāmī’ti sikkhati.” MN

Ⅲ.2.148.

11) 위말라람시(n.d.) p. 97 참고. ‘pari’는 ‘-의 주위’ 혹은 ‘-쪽으로’의 의미를

지니고 ‘mukham’은 ‘입’, ‘얼굴’의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mukham을

얼굴의 의미로 이해하고 parimukham을 ‘면전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anissaro Bhikkhu tr., Anapanasati Sutta:

Mindfulness of Breathing, Notes 1. http://www.accesstoinsight.org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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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이유는, 탄닛싸로 스님이 말하듯, 뒤이은 문장에 몸의 작

용(신행, kāyasaṅkhāraṃ)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문맥상 ‘온 몸

을 경험하면서’를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맛지마 니까야에 나오는 색계 사선정에 대한 가르침들
에는 모두 몸 전체에 대한 사띠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12) ‘몸

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는, 위말라람시 스님의 수행지침을 따르

면, 어떤 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머리에서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긴장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동안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

한다.13)

아나빠나사띠수따에는 앞에서 인용된 구절에 이어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에 접목된 형태의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지침들이

소개된다.14)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과 사념처 수행을 병행해 가는

과정은 집착으로 인해 생기는 긴장, 그 긴장으로 인해 사념처라는

대상영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알아차림으로써 그러한 현

상들이 사라지고 종국에서는 육체와 삶에 의해 조건 지어진 현상

들만 나타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탐욕에 의한 집착

을 소멸시키는 것은 위빠사나 수행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이다. 이

12) Anapanasati Sutta: Mindfulness of Breathing, tr. Thanissaro Bhikkhu,

Notes 2. http://www.accesstoinsight.org ;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952-954.

13) 위말라람시(n.d.) pp. 103-104.

14) 간략히 정리하면, 기쁨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그리고 심행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어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마음을 집중하면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이어 무상을 관하며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사라짐을 관하며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그침을 관하며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 버림을 관하며 호흡에

대한 사띠를 수련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차례로 나오면서 어떻게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을 통해 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9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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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유에서인 듯 맛지마 니까야의 신념처 수행에 대한 가르
침을 보면 앞에 인용된 아나빠나사띠수따의 내용에 이어 "열성
과 결연한 마음자세로 수행에 정진하여 세속적인 삶에 의해 비롯

되는 기억과 의도들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오로지 현

전하는 대상에 집중된 상태에 드는 것"이 가르쳐진다.15)

⑵ 수념처(受念處) 수행

수념처는 느낌에 대한 사띠 수행을 통해 의식을 깨어있도록 하

는 수행이다. 수념처 수행에서 알아차릴 대상으로서의 느낌에는

좋은(pleasant) 느낌, 싫은(unpleasant)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i

ndifferent) 느낌 세 가지가 있다. 좋은 느낌과 싫어하는 느낌은

탐심과 연관이 있다. 탐심(貪心)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고 탐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진심(嗔心)이 생기는 것이

다. 한편,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빨리어로 우뻬카(upekkhā)

라고 하는데 우뻬카는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七覺支) 중 하나

인 평등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뻬카는 또한 붓다가 강조한 중도

의 자세를 뜻하기도 한다. 낮은 선정의 단계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중도의 자세를 계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16) 우뻬카의 교

의는 닦이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가 갖는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

낌은 중도의 자세와 함께 수행에 정진함으로써 깨달음의 요소인

평등심으로 계발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념처 수행이 중요한 이유는 불교적 진리를 단순히 이지적으

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느

15) “Tassa evaṃ appamattassa ātāpino pahitattassa viharato ye gehasitā

[gehassitā (ṭīkā)] sarasaṅkappā te pahīyanti. Tesaṃ pahānā

ajjhattameva cittaṃ santiṭṭhati sannisīdati ekodi hoti [ekodī hoti (sī.),

ekodibhoti (syā. kaṃ.)] samādhiyati. Evaṃ, bhikkhave, bhikkhu

kāyagatāsatiṃ [kāyagataṃ satiṃ (syā. kaṃ. pī.)] bhāveti.” MN

Ⅲ.2.154.

16) Aronson(197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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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vedanā)을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느낌은 경험에 있어 본

질적인 부분이다. 수념처가 불교적 진리의 터득을 위한 위빠사나

명상수행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번뇌의 원인인 갈애(taṇhā)와 고통

의 직접적 원인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에 일

어나는 느낌이며 갈애는 육관이 대상을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느

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

념처 수행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단순히 느낌을 알아차리

는 것으로는 미몽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않다. 삼법인을 경험

을 통해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념처의 맥락에서 다뤄

질 것이다.

⑶ 심념처(心念處) 수행

심념처 수행은 마음의 반응, 상태들을 사띠하는 수행법이다. 사

념처 수행에서 심념처 수행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알면

몸과 느낌을 바라보는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으로 아는 몸이며 자신의 마음으로 아는 느낌이기 때문이

다.17) 따라서 사념처 수행에서 심념처 수행이 강조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심념처 수행은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

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며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the watching of the mind by

the mind)이다.18) 심념처 수행의 대상은 망념, 마음의 반응, 사띠

가 되고 있는지 사띠가 되고 있지 않은지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이다. 케마왐사 스님은 심념처 수행에서 비구는 ‘알아차리는 마음

을 아는 마음’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19) 그러한 수행지침

들이 붓다의 가르침에 충실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가 니까
야에 사념처 수행에 대한 기본 방법들 외에 통찰 지혜를 얻기 위
17) Khemavamsa(n.d.) p. 11; 오원탁(2004) p. 19.

18) Khemavamsa(n.d.) p. 27; 오원탁(2004) p. 51.

19) Khemavamsa(n.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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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욱 닦아야 할 수행법이 소개되는데 “‘몸(느낌, 마음, 마음의

대상들)이 있다’는 알아차림이 비구에게 현전하여 비구는 그렇다

는 것을 알고, 인지(knowledge and awareness)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20) 인용문에서 괄호 안에 느낌, 마음, 마음의 대상들이 첨

가된 것은 이 수행지침들이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수행에도 적

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구는 “‘몸(느낌, 마음, 마음의 대상들)이

있다’는 알아차림이 비구에게 현전하여 비구는 그렇다는 것을 알

고, 인지(knowledge and awareness)한다”는 내용은 알아차리고

있음을 아는 마음을 계발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알아차리고 있음을 아는 마음을 계발하는 것은 불교적 진리의

터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물의 진실상을 통찰하기

위한 법념처 수행은 알아차리고 있음을 아는 마음의 지점까지 도

달할 때 가능하다.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것은 더 이상 대상

을 객관화시키는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물

의 성품이 드러나는 수동적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수동적 의식의

상태에서의 식별은 순수식(識, viññāṇa)에 의한 것이다. 무명의 중

생심의 경우 육관을 통해 경험한 것에 대해 편협한 의도 등 행온

이 포함되어 식(識)이 기억, 시비, 분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

나 사띠를 닦고 계발하면 수동적 의식의 상태에서 순수식에 의해

사물의 자연적 성품이 식별되는 것이다.

⑷ 법념처(法念處) 수행

법념처 수행은 개념이 마음에 의해 창조되는 것을 꿰뚫어 봄으

로써 개념이 형성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닦는 것이다. 법념

처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망념(paññatti, 개념 내지 관념)을 소멸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법념처 수행은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실재

(paramattha)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법념처 수행의 목적은

20) Bhikkhu Bodhi(2000) p.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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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자연적 성품을 개념을 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immediate)

통찰하고 지혜로써 터득하는 것이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 사물의

진실상을 관념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찰하고 지혜로써 터득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개념, 즉 관념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본다. 케마

왐사 스님은 말한다:

“우리가 태어난 이래,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개념들과 동일시한다. 이 개념들이 우리로부터 실재를 숨긴다." "대상

을 볼 때는 마음이 알기 위해서 대상을 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형상화하게 되면 모양은 언제나 나타난다. 그러므로 개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볼 때는 마음이 아무런 형상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안다면... 진정한 빠라마타(paramattha, 실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법념처에 도달한 것이다.”21)

법념처 수행에서 주된 부분은 촉을 알아차리는 수행과 망념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22) 육내외처(salāyatana, six spheres of cont

act), 즉 육처의 내적 측면인 육문과 외적 측면인 육경의 접촉에

의해 마음을 속박하는 번뇌가 일어난다. 앞에서 수념처를 다루는

맥락에서 번뇌는 갈애(taṇhā)에서 비롯되며 갈애는 육관이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느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 수행자는 대상과 감각기관이 만나는 촉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양한 현상을 알아차림

으로써 무상(anicca), 고(dukkha), 무아(anatta)라는 삼법인(ti-lakk

haṇā)을 통찰하고 지혜로 터득하게 된다.

법념처 수행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지점인 촉을 알아차리는 것

이 핵심이지만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알아차려 소멸하고 마

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법념처에 대한 붓다의 가

르침을 보면 수행에의 오장애(五障碍), 번뇌의 원인인 오온에 대한

21) 오원탁(2004) p. 75, pp. 105-106.

22) Maurice Walshe(1995) p. 342;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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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띠 수행법이 포함된다. 오온의 교의는 육문과 육경의 접촉과 직

접적인 연관이 있다. 육문과 육경의 접촉에서 물질의 측면은 색이

요 정신의 측면은 수, 상, 행, 식인 것이다. 붓다는 현상적 존재는

모두 이 다섯 가지 덩어리들의 화합에 불과할 뿐 영원불변한 것

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물질적 대상을 식별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

어나는 정신적 현상을 대상으로 삼을 때, 느낌을 식별하면 수념

처, 마음을 식별하면 심념처, 대상과 감각기관의 접촉을 식별하면

법념처이다. 오장애는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indolence),

들뜸과 후회, 의심이다. 사띠 수행의 대상에는 개별적인 번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개별적인 대상들이 사띠 수행에 의해 사

라지고 나면 보다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장애가 사띠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알아차리기 쉬운 개별적인 대상들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조야한 것이며 오장애와 같은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대상들은 보

다 미세한 물질인 것이다.

법념처 수행은 정신과 물질의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통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상의 원인과 조건에 대한 통찰과 지혜의 터득

으로 이끈다. 이렇게 법념처 수행을 통해 원인과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를 계발한 후에야 비로소 비구는 실질적인 위빠사나를 수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념처 수행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에는

앞에서 언급된 오장애, 오온(五蘊), 육문과 육경에 대한 사띠 수행

외에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를 말하는 칠각지(七覺枝), 사성제

(四聖제), 사성제와 관련하여 십이지연기와 팔정도의 교의를 설한

다. 칠각지에 대한 사띠 수행법은 나중에 다뤄질 공성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칠각지에 대한 사띠

수행법의 예를 살펴본다:

비구는 사띠가 있으면 사띠가 있다고 안다.

비구는 사띠가 없으면 사띠가 없다고 안다.

비구는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사띠가 일어나는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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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는 어떻게 사띠가 온전히 계발되는지 안다.

이 패턴은 나머지 여섯 가지 깨달음의 요소인 면밀한 조사, 정

진, 기쁨, 선정, 집중, 평등심에 대한 사띠 수행에 적용된다. 인용

된 텍스트의 내용 중 사띠가 없으면 없다고 아는 수행은 공성에

대한 직관을 얻는데 각별히 중요한 수행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사념처 수행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붓다가 법념처 수행과

연관지어 설한 사성제, 연기법, 그리고 팔정도의 교리와 함께 이

해할 때 가능하다. 붓다가 정각을 얻기까지 거쳐 간 길은 팔정도

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붓다가 제시한 열반의

길은 팔정도에 대한 통찰을 요한다. 팔정도 중 정념은 사념처 수

행을 말하며 이것은 나머지 일곱 가지를 닦는 것과 함께 병행되

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 사띠가 이어져 선정

을 닦고 계율을 닦는 것과 지혜를 닦는 것이 병행될 때 정각에 이

른다는 것이다. 즉, 전인적으로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팔정

도의 모든 노력은 탐욕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정도로 팔정도를 통해 몸과 마음

이 정화되면 중도를 실천하게 되어 평등심의 상태에서 진리에 눈

이 뜨이게 되어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2. 공성에 대한 법문

초기불교경전 중 맛지마 니까야에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

을 찾아볼 수 있다.23) “공성에 대한 법문은 공성의 과에 도달하는

것은 곧 아라한과에 도달함을 의미하며 닙바나의 공의 측면에 집

23)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9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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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함으로써 그러한 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한다.24) 이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는 무색계의 오선정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공성이 설명되고 있다. 숲에 대한 지각, 땅에 대한

지각, 이어 무색계 오선정에 대한 가르침에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논의를 위해 필요

한 텍스트를 발췌하여 다루기로 한다. 먼저 붓다는 숲에 대한 지

각을 다음과 같이 설하신다:

아난다여, 미가라의 어머니의 궁전에 코끼리, 양, 말들 그리고 그 암

컷들이 공하고, 금과 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모임이 공하고, 이 공하지

않음, 즉 비구들의 승단에 의존하는 단일성(ekattaṃ, singleness)만이

있듯; 이와 같이 실로 비구는 - 마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 숲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단일성에 주의를 기

울인다. 숲에 대한 지각에 의해 그의 마음이 자신감을 얻고 평온해지

고 확고해진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pajānāti): 마을에 대한 지

각에 의존하는 그 어떤 방해가 있든 여기에는 있지 않다; 사람들에 대

한 지각에 의존하는 그 어떤 방해가 있든 여기에는 있지 않다. 단지

숲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단일성, 그만큼의 방해만이 있다. 그는 이

해한다: 이 지각의 장(saññāgataṃ)은 마을에 대한 지각이 공하다; 이

지각의 장은 사람들에 대한 지각이 공하다. 단지 이 공하지 않음, 즉

숲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단일성만이 있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공한 것으로 직관한다(samanupassati).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있다'고 이해한다: 아난다여 그렇게

그는 진짜,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공성으로 접어들게 된다.25)

24)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Notes to Sutta 1137, p. 1333.

25) “ānanda, ayaṃ migāramātupāsādo suñño hatthigavassavaḷavena, suñño

jātarūparajatena, suñño itthipurisasannipātena atthi cevidaṃ

asuññataṃ yadidaṃ – bhikkhusaṅghaṃ paṭicca ekattaṃ; evameva

kho, ānanda, bhikkhu amanasikaritvā gāmasaññaṃ, amanasikaritvā

manussasaññaṃ, araññasaññaṃ paṭicca manasi karoti ekattaṃ. Tassa

araññasaññāya cittaṃ pakkhandati pasīdati santiṭṭhati adhimuccati. So

evaṃ pajānāti – ‘ye assu darathā gāmasaññaṃ paṭicca tedha na

santi, ye assu darathā manussasaññaṃ paṭicca tedha na santi, at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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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인용 텍스트에서 “숲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단일성’”26)

이란 마음이 숲이라는 유일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 전일

적인 마음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서, 지각대상으로 주어진 숲이라는 대상 외에 과거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한 망념이 없이 숲이라는 현전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사띠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는 사띠

라는 용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각(sañña), 주의를 기울이다

(manasi karoti), 공한 것에 대해 직관하다(samanupassati), 이해

하다(pajānāti), 계발하다(bhavati)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된, 공성에 대한 경험은 사띠의 힘에 의해 가

능한 것이다.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려 소멸시키는 사띠의 힘에

의해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이 숲에 대한 지각이 있는 현재

의 지각의 장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이 현재

의 지각의 장에 있다면 그것은 번뇌의 성격을 띤 것이다.

여기서 pajānāti와 사띠의 관계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사띠

는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는 마음을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

는 능동적 마음작용에 의해 대상이 현전하는 상태로 되돌리려는

수행이다. 위말라람시 스님에 의하면 진정한 사띠의 의미는 마음

이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보고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긴장의 원

인들을 놓아버리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이

cevāyaṃ darathamattā yadidaṃ – araññasaññaṃ paṭicca ekatta’nti.

So ‘suññamidaṃ saññāgataṃ gāmasaññāyā’ti pajānāti, ‘suññamidaṃ

saññāgataṃ manussasaññāyā’ti pajānāti, ‘atthi cevidaṃ asuññataṃ

yadidaṃ – araññasaññaṃ paṭicca ekatta’nti. Iti yañhi kho tattha na

hoti tena taṃ suññaṃ samanupassati, yaṃ pana tattha avasiṭṭhaṃ

hoti taṃ ‘santamidaṃ atthī’’’ti pajānāti. Evampissa esā, ānanda,

yathābhuccā avipallatthā parisuddhā suññatāvakkanti bhavati.” MN

Ⅲ.3.176.

26) Ekattaṃ을 호너(I.B. Horner)는 solitude의 의미로 해석한다.

Horner(2004) p. 148. 필자는 단일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요가적 명상을 통해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Puligandla(1975)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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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한편 상빠잔냐의 동사어근인 pajānāti는 위말라람시 스님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마음을 오직 한 대상에 집중하

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상에 대해 단지 이해하는 것이

라고 한다.28) 다시 말하면, 전체상황에 대한 전일적 의식 상태에

서 지금 여기 현전하는 대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따

라서 필자는 사띠와 상빠잔냐(sampajañña)의 관계에 대해, 사띠

는 주의를 기울이는 능동적 의식의 상태라면 상빠잔냐는 사띠가

예리해질 때의 힘에 의해 사물의 실상(빠라마타)이 드러나는 수동

적 의식의 상태에서의 명확한 이해(full awareness) 혹은 앎이라

고 본다. 위빠사나는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이므로 상빠잔냐를 계

발해야 하지만 상빠잔냐는 사띠 없이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앞에서 인용된 텍스트로 돌아가서, 사람들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방해'와 관련하여 저본의 각주에는 좋은 것이든 싫은 것

이든 사람들을 지각하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번뇌들에 의한 방해

를 가리키며 이것은 마음의 평정이 부족하여 거친 의식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방해들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29) 어떤 '

대상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방해'란 어떤 지각이든 순수식(識)

에는 방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지목할 점은 '공함'

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공하지 않음'은 '지금 여

기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 나오는 나머지

교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숲에 대한 지각을 예를 들어 공성에

대해 설하신 후 붓다는 숲에 대한 지각을 그만두고 땅에 대한 지

각에 대해 설하신다. 주해에 따르면 땅은 땅의 까시나를30) 의미하

며 색계 사선정에 도달하기 위해 땅의 지각을 사용한 것이라고

27) 위말라람시(n.d.) p. 174.

28) 위말라람시(n.d.) p. 98.

29)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Notes to Sutta 1139, p. 1333.

30) 색계의 4선정을 위해 땅의 까시나를 사용하는데 명상의 대상인 땅을 땅

까시나라고 한다. 무념(2004) p. 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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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1) 왜냐하면 숲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는 명상에 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집중하거나 완전히 침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붓다는 앞에서 숲에 대한 지각에 대해 설하신 것과 같

은 방식으로 땅에 대한 지각의 예를 들어 공성을 다음과 같이 설

하신다:

아난다여, 비구는 - 사람에 대한 지각이 없으며, 숲에 대한 지각이

없이, 땅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단일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 마치

황소의 가죽이 백 개의 집게로 잡아당기면 주름이 펴지듯 그렇게 비

구는 - 땅의 산마루, 움푹 패인 곳, 강들과 계곡들, 그루터기들과 가시

나무들, 산들과 평평하지 않은 곳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 땅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는 단일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

이어 붓다는 무색계 사선정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 설하신다.

무색계 사선정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물질에 의존한 고통으로부

터 벗어나기 위해 물질을 극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2) 색계의

사선정에 도달하기 위해 땅에 대한 지각을 사용한 후에 비구는

땅의 까시나를 확장시키고 그리고는 무색계 사선정의 첫 번째 단

계인, 공무변처정(ākāsānañcāyatanasaññaṃ, perception of the

realm of infinity of space)으로 불리는 무한한 허공의 상태에 이

르기 위해 까시나의 표시를 제거한다.33) 까시나를 제거하는 방법

은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공무변처정에 이르는

길은 색계 사선정을 가져오는 땅의 까시나 표시(nimitta)를 제거

하고 무한한 공간의 경계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이전에 땅의 까시나로 꽉 차 있던 공간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도 표시이므로 최상의 선정의 단계에서

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34)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의 차

31)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Notes to Sutta 1140, pp. 1333-1334.

32) 무념(2004) p. 80.

33)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Notes to Sutta 1141, p. 1334;

무념(2004)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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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세하나마 물질성을 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에서

그러한 물질성을 띤 대상이 제거된 상태로 옮겨감이다.35) 무색계

선정에 접어듦은 그러한 물질성을 띤 대상들에 대한 지각이 완전

히 없어짐을 말하는데 그것은 육처에 의해 일어나는 지각들과 다

양한 대상들이나 다양한 대상영역들에 대한 지각들이 모두 사라

진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이 물질적 대상들에 대한 지각들이 없

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지각의 대상에 대한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

이다.36) 우리말로 ‘처(base, habitat)’로 옮겨지는 āyatana의 사전

적 의미는 처소(abode), 발생지(place of origin), 원인(cause) 등인

데 천상의 존재의 처는 천상의 존재를 위한 것인 점을 이해하면

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37) Āyatana는 일반적

으로 경계(realm), 경지(plane), 차원(dimension) 등의 의미로 번역

된다.38)

이어 붓다는 무색계 선정의 두 번째 단계인 식무변처정(viññāṇ

añcāyatanasaññāya, perception of the realm of infinity of consci

ousness)에 대해 같은 패턴으로 설하신다. 식무변처정은 공무변처

가 초월된 의식 상태이다.39) 식무변처정의 상태에서 앞의 선정단

계에 현전하던 대상인 공무변처는 공성을 띤다. 공무변처에서 식

무변처로 옮겨가야 하는 이유는 공무변처는 색계의 사선정이라는

미세하지만 물질성을 띤 땅의 까시나에 집중한 상태에 가깝기 때

34) Buddhaghosa(1999) pp. 321-322, p. 326.

35) Buddhaghosa(1999) p. 326.

36) Buddhaghosa(1999) pp. 322-323.

37) Āyatana(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Buddhaghosa(1999) pp. 326-327에서

찾아볼 수 있다.

38) 탄닛싸로 스님(Thannissaro Bhikkhu)은 차원(dimension)으로 번역하는

한편 호너(I.B. Horner)는 경지(plane)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빨리-영어 사전에는 경지(realm)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사전의 경우를 따르기로 한다. http://www.accesstoinsight.org;

Horner(2004) p. 148; Chattha Sangayana Tipitaka 4.0,

http://www.tipitaka.org.

39) Buddhaghosa(1999)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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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더 낮은 경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식무변처만큼 평화롭

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무변처에 이르는 길은 공무변처에서 허공

을 메웠던 그 의식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주의를 기울이

며 면밀히 살피고 파고드는 것이다.40)

이어 붓다는 앞에서 공무변처정과 식무변처정에 대해 설하신

방식대로 무소유처정(ākiñcaññāyatanasaññaṃ, perception of the

realm of nothingness)에 대해 설하신다. 무소유처정은 무한한 허

공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을 초월한 경지이다.41) 있는 것은 오로지

아무 것도 없음의 처에 대한 지각이며 앞의 선정단계에 현전하던

대상인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무소유처정

에서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는 공성을 띤다.

이어 붓다는 비상비비상처정(nevasaññānāsaññāyatanasaññaṃ,

perception of the realm of neither-perception-nor-non-perception)

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설하신다. 비상비비상처정은 아무런 지각

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평화롭고 지고의 상태인가에 대한 지각이

전일성을 띠는 의식 상태이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대상에 대한 지

각이 있음은 의식의 투명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이 없는 상태가 평화롭고 지고의 상태인 것이

다.42) 혹자는 무소유처정이 비상비비상처정보다 수승한 경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비상비비상처정이 무소유처정보다 수승한

경지로 설해지는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소유처정은

‘아무 것도 없음’ 혹은 그 어떤 대상도 지각되지 않아 대상의 공성

에 대한 지각이 전일성을 띠는 의식 상태이다. 반면 붓다에 의하

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대상으로 인한 지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음에 대한 지각은 궁극적인 선정의 단계가

아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은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

40) Buddhaghosa(1999) pp. 325-328.

41) Buddhaghosa(1999) pp. 333-334.

42) “Saññā rogo saññā gaṇḍo saññā sallaṃ, etaṃ santaṃ etaṃ paṇītaṃ

yadidaṃ – ‘asañña’nti.” MN Ⅲ.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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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지각이 없지만 그러한 공성의 상태가 평화롭고 지고의 상태라

는 지각이 있는 상태이다.43) 따라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비상

비비상처정이 무소유처정보다 수승한 경지인 것이다.

비상비비상처정에 이어 붓다는 멸수상정(animittaṃ cetosamādhiṃ,

the signless concentration of mind)이라고 알려진 경지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하신다:

아난다여, 비구는...표시가 없는(animittaṃ) 상태에서의 마음집중(sa

mādhi)에 의존하는 단일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 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 단지 이 육체에 의존하는 육처(six bases)와 연관이 있

는, 삶에 의해 조건 지어진 바에 의한 만큼의 방해만이 현전한다. 그

는 이해한다: 이 지각의 장은 … 단지 이 공하지 않음(non-voidness),

즉 이 육체에 의존하는 육처(six bases)와 연관이 있는, 삶에 의해 조

건 지어진 이 공하지 않음만이 있다. …

또 다시 아난다여, 비구는…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이 표시가 없는

마음집중은 조건 지어진 것이고 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그러나 조

건 지어지고 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은 무엇이든 영원하지 않고 멈추게

되어 있다.' 비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통찰할 때 그의 마음은 감각

적 욕망의 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마음이 자

유로워졌다'는 지혜가 온다: 그는 이해한다: '생이 소멸되었다, 고귀한

삶을 살았다, 마땅히 행해져야 할 것이 행해졌다, 더 이상 어떤 존재의

상태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44)

앞의 인용문에 나오는 animitta는 지속성(permanence)과 같은

표상들이 없음을 의미한다.45) 표시가 없는 사마디의 상태가 멸수

43)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840-841; Buddhaghosa(1999) pp.

329-330.

44) “So evaṃ pajānāti – ‘ayampi kho animitto cetosamādhi abhisaṅkhato

abhisañcetayito’. ‘Yaṃ kho pana kiñci abhisaṅkhataṃ abhisañcetayitaṃ

tadaniccaṃ nirodhadhamma’nti pajānāti. Tassa evaṃ jānato evaṃ

passato kāmāsavāpi cittaṃ vimuccati, bhavāsavāpi cittaṃ vimuccati,

avijjāsavāpi cittaṃ vimuccati.” MN Ⅲ.3.182.

45) Horner(2004)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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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으로 한역된 배경에 대해 생각할 때, Nimitta(표시)는 마음작

용(vṛtti)에 의해 형성되는 관념적 구성(vikalpa)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느낌과 지각은 경험의 실제 대상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표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허구성을 띤 관념적

표상이 소멸되어 보다 직접적인 통찰이 가능해지는 상태로 이해

된다. 저본의 각주에 따르면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마음의 집

중’은 ‘통찰의 상태에서의 마음의 집중’을 뜻한다. 호너(I. B. Horn

er)는 ‘표시가 없는 마음집중’은 반야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통찰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이끄는 통찰을 의미한다고 한다.46)

그런데 앞의 인용문에는 멸수상정 역시 조건 지어진 것이며 의

도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논하기로 한

다. 멸수상정은 지각(想)과 느낌(受)에 의한 정신적 현상(saṅkhāra)

혹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번뇌

도 지각의 대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다.47) 무색계 선정에서

정신적 현상 혹은 지각 대상은 색온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정

신적 현상(수온, 상온, 행온, 식온)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멸수상정

은 수온과 상온이 극복된 상태이다.48) 그러나 앞의 인용문에 “표

시가 없는 마음집중은 조건 지어진 것이고 의도적으로 생성된 것

이다. 그러나 조건 지어지고 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은 무엇이든 영

원하지 않고 멈추게 되어 있다.”는 말은 멸수상정의 경우에도 업

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행온이 극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멸수상정이 “육체에 의존하는 육처와 연관이 있

는, 삶에 의해 조건 지어진 바에 의한 만큼의 방해만이 있다.”는

말은 번뇌로 인한 지각과 느낌은 소멸된 상태에서 육체를 지니고

생명의 유지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으로 해서 육관을 통해 경험하

는 것에 의한 지각과 느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지각

과 느낌은 중생심이 갖는 지각과 느낌과는 다른, 번뇌의 성격을

46) Horner(2004) p. 151과 비교.

47) Nyanaponika Thera et al.(1999) p. 239 참고; 임승택(2000) p. 158.

48) Buddhaghosa(1999)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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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선정의 최상의 경지인 멸수상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

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색온, 수온, 상온이 극복된 것을 의미하

지만 오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닙바나의 상태는 아니다. 앙
구따라 니까야에 닙바나의 체험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아난다로
부터 질문을 받은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것이 평화로운, 숭고한 닙바나이다. 모든 의지작용(행온)들이 잠

잠해지고 모든 성취들을 포기하고 갈애가 파괴되고, 들뜨지 않고, 끊

어짐의 상태”.49)

이것은 수온과 상온이 소멸된 멸수상정을 넘어 행온은 물론 행

온에 의해 혼탁해진 식온도 끊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

된다. 오온은 인간존재의 실존을 이루는 조건을 의미하는데 닙바

나는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한편, 아난

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은 사리뿟따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나는 땅에 있으면서 땅에 대해 지각하지 않으며...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넘어선 것에 대해 지각하지 않으면서도 지각의 상태에 있었다.

…그때 나는 '닙바나는 생성의 끊어짐이다, 닙바나는 생성의 끊어짐이

다.' - 그러한 지각이 내 속에서 일어났으며 또 다른 그러한 지각이

사라졌다. 마치 뗄감이 탈 때 불꽃이 일어나고 또 다른 불꽃이 사라지

듯 …”50)

이것은 비상비비상처정과 같이, 모든 지각이 사라졌으면서도

여전히 지각이 있으며 또한 멸수상정과 같이 모든 표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닙바나는 생성의 끊어짐이라는 지혜를 통찰로 얻은 상

태로 이해된다.

오온의 교의가 말해주듯 생성된 존재 자체는 조건 지어진 것이

49) Nyanaponika Thera et al.(1999) pp 239-240.

50) Nyanaponika Thera et al.(1999) pp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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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닙바나의 경지는 그러한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경

지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단계의 선정의

상태는 거친 번뇌로 인한 거친 느낌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미세한

번뇌로 인한 미세한 느낌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

찰 지혜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모두 정도

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건 지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 이 맥락에서 앞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조건 지어진

것’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건 지

어지지 않은 것(asaṅkhata)’은 조건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붓다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직접적 설명 대

신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신다. 탐, 진, 치의 소멸이 그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마타, 위빠사나, 선정(samādhi), 사념

처, 사정근(four right strivings), 사여의족(four bases for spiritual

powers), 오근(five spiritual faculties), 오력(five powers), 칠각지

(seven factors of enlightenment),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51)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수행방법을 수행함으로

써 얻게 되는 통찰지혜의 터득을 의미한다. 통찰 지혜는 위빠사나

수행에 의해 조야한 것부터 미세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뇌

들을 소멸시키는 정화의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의식인 것이다. 그러한 수동적인

의식은 의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위빠사나 수행

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수동적인 의식은 아는 마음의 열림에 의한

순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수동적 의식의 상태

에 드는 길은 바른 수행의 자세와 열의를 갖고 오로지 사띠의 힘

을 기르는 것이다. 전인적인 계발이 가능하도록 위빠사나를 닦는

것을 말한다.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붓다는 자신이 도달한 공성의

경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은둔자와 브라흐민들이 경험하고

설한 것과 똑같은, 순수하고 지고의 최상의 경지라고 본다는 것이

51) Bhikkhu Bodhi(2000) pp. 1372-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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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붓다의 사상이 그의 생존 시기 이전의 인도의 사상적

전통과 단절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3. 위빠사나 수행을 통한 공성의 이해

위빠사나 명상 수행을 통해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 나타나는

공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붓다가 공성에 들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법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성에

대한 긴 법문 (Mahāsuññata Sutta)에 그러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육관과 육경의 접촉에 의해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기 마

련이므로 공성에 접어들기 위해 비구는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며 모든 표시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현전하는 단일

한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 수행자는 마음이 공성에 접어들지 않으면

단지 그러하다고 알면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상태에 대해 완전히 이해

하게 된다.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

면 비구는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선정에 드는데 도움이

되는 표시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점점 더 안으로 공성에 주

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공성에 접어들게 된다. 비구가 사띠에 의해

그와 같이 공성에 대해 온전하게 인지하게 되면 걷고 싶다거나 일어

서고 싶다거나 앉고 싶다거나 눕고 싶다고 마음이 동하는대로 행할

때 '탐욕과 비애와 같은 그 어떤 불선업의 상태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행한다.52)

위의 내용을 위빠사나 수행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다:

52)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97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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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과 육경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

해 먼저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한다.

이것은 위빠사나 수행의 사마타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는 빤냐띠(paññatti, 개념)를 사띠하는 것에서 빠라마타(실재)를

사띠하는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 모든 표시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현재 지각의 장에 있는 대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전

일적 의식 상태를 계발한다. 번뇌로 인해 그러한 전일적 의식상태

가 계발되지 않으면 방해받은 마음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러한 마음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상빠잔냐)를 계발한다. 모든

것은 사띠의 대상일 뿐 사띠의 대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

다는 것을 기억한다.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은 탐심에 의한 것이

므로 탐심을 보고 알아차린다. 사띠의 힘에 의해 명확한 이해가

계발되면 땅의 표시(까시나)나 허공, 의식과 같이 선정의 높은 단

계로 옮겨가는데 도움이 되는 표시를 보도록 한다. 사띠의 힘이

길러질 때 미세한 대상인 표시도 대상으로 알아차려 소멸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보다 수승한 선정의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에

서 보다 낮은 경지에 집중되었던 표시는 수승한 경지로 나아감에

따라 사라지고 보다 미세한 대상이 표시로 집중되는 것이다. 그런

데 사띠의 힘이 길러져 표시가 소멸되게 되면 종국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무소유처정, 나아가 느낌과 지각의 형태의 정신적 현

상마저 사라지는 멸수상정에 이르고 전인적 계발에 의해 탐욕을

떨쳐버리면 행온과 행온에 의한 식온마저 극복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모든 조건 지어진 생성이 끊어짐을 경험하고 그러한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닙바나는 생성의 끊어짐이라는 통찰 지

혜를 터득하면 육체와 삶에 의해 조건 지어진 생활을 살면서도

세속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고

통의 원인을 통찰 지혜로 터득한 만큼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공성의 교의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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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 나타난 공성의 교의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 나타난 공성의 의미는 사띠의

힘에 의해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현재의 경험의 순간에

번뇌로 작용하지 않으며 현재 경험되고 있는 것에 온전한 주의가

기울여지는 전일적 의식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평온하고 치우치지 않은 평등심의 상태에서 과거의 영역에 속하

는 것의 공성과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현재의 경험의

영역에 나타나지 않는 공성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의 조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띠 수행이 명

확한 이해(sampajañña)를 계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하다.

난다면 그것은 번뇌이다. 수행자가 사띠의 수행에 의해 현재의 장

에 나타나는 번뇌를 소멸시키면 현재 여기 있는 대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전일적 의식의 상태에 들게 된다.53) 그러한

전일적 의식의 상태에서 단일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일어

나는 것이 수동적 의식이다. 그러한 수동적 의식의 계발은 사띠의

힘이 강해져 개별적 사띠의 작용을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혹은

알아차리고 있음을 아는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하다. 위빠사나 수행

에 비춰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 나타나는 공성의 교의를 이해

한 결과 공성의 온전한 의미는 과거와 미래의 장에 속하는 것들

의 공성이 현재 여기 있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나아가 대상

의 진실상에 대한 통찰 지혜(paññā)가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띠의 수행에 의해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

이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현재의 지각의 장에 공성을 띠

게 하고 그러한 공성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상빠잔냐가 일어나

53) 위빠사나 명상에서 사띠 수행을 통해 현재의 지각의 장에 주어지지 않은

번뇌를 소멸시키는 원리를 쉐우민 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띠하고 있음을 아는 마음이 계발되면 번뇌는 과거로 흘러가고 현재

있는 대상은 마음이므로 마음이 마음을 보는 상태에서 마음이 번뇌를

밀어내어 번뇌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 카페

"담마찌따또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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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조건 혹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론과 실제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 논문의 취지를 살

리기 위해 위빠사나 수행에 관련된 내용 중 공성에 대한 법문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을 주목하기로 한다. 대상을 알아

차리는 것보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거친 의식 상태에서 보다

평화로운 의식 상태로 옮겨가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대상을 알

아차리는 수행이 주를 이루는 신념처 수행에서 수념처 수행과 심

념처 수행, 나아가 법념처 수행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념처 수행은 모두 상호 회통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생심의 수행자가 법념처 수행을 할 때 가장 주된 사

띠 대상은 망념(기억, 상상 등)이다. 망념이 사라졌으면 사라졌다

고 알아차리는 수행은 공성을 직관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행이다.

법념처 수행에서 사띠가 있으면 있다고 알아차리고 사띠가 없으

면 없다고 알아차리는 수행은 개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통

찰하는 것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사띠하고 있는지

사띠하고 있지 않은지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바로 아는 마음이

기 때문이다. 아는 마음에 도달하게 되면 개별적인 알아차림은 아

는 마음에 잦아들어 대상들은 저절로 아는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통찰 지혜는 그러한 수동적 의식에 의한 것이다. 아는 마음의 계

발은 사띠의 힘이 강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수행자가 할 일은

오로지 사띠의 힘을 기르기 위해 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야 하

는 것이다.

여기서 호흡에 대한 사띠와 사념처의 대상에 대한 사띠를 동시

에 수행하는 위빠사나 수행이 대상의 단일성을 지각하는, 공성에

대한 법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이 사념처 수행을 완성한다는 붓다의

가르침은 호흡에 대한 사띠와 사념처의 대상에 대한 사띠를 동시

에 수행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54) 이것은 여러 가지 대상을 동시

54) Bhikkhu Ñāṇamoli et al.(2005) pp. 9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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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아차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공성에 대한 짧은 법문에

서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공한 가운데 현재의 지각의 장

에 있는 단일한 대상을 지각하라는 것은 마음을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적 수행을 요하는 것으로 보여 여러 대상을 동시

에 알아차리는 위빠사나 수행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공성의 교의는 전일적 의식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일적 의식 상태는 지각의 장 전체 속에서 여기 있는 단일한 대

상에 대한 뚜렷한 지각과 전체 속에서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

해가 가능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위빠사나에 포함된 사마타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전

통적 사마타 수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떼자니야 스님의 지적을

참고 한다:

“위빠사나 명상에서는 ‘초점을 맞춰라, 집중하라, 꿰뚫어 보라’고 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비구가 과도한 힘을 쓰며 자신을

몰아붙여 긴장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빠사나 명상은 ‘관찰하라,

지켜보라, 알아차리라, 주의를 기울여라’고 권한다.”55)

긴장의 원인은 집착이며 긴장은 번뇌를 수반한다. 따라서 위빠

사나 수행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을 통해 마음

을 안정시키는 사마타적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평정심을 닦는 것

또한 닙바나에 이르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정심이

칠각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말해준다. 그런데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은 호흡이라는 일차대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마음

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여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사마타적 성격

을 띠면서도 사띠의 힘을 계발하는 수행이기도 하다. 위빠사나 수

행에서 호흡에 대한 사띠와 함께 사념처를 닦음은 마음의 평온을

계발함과 동시에 사띠의 힘을 길러 여러 대상영역에 있는 번뇌들

55) 떼자니야(2006) p. 8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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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차림으로써 소멸시키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공성의 교의가

말하는 전일적 의식 상태는 사마타적 수행에 의해 마음의 평정을

계발하고 의식이 확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빠사나 수행을 통

해 번뇌를 소멸시켜 현재의 지각의 장에 그러한 번뇌들이 지각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위빠사나 명상 수행에서 사마타 수행은 위빠사나 수행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과정 상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측면을 지닌 위

빠사나 명상은 결국 통찰 지혜의 터득이라는 목표에 도달함으로

써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공성을 이

해할 때 공성은 사띠 수행에 의해 과거와 미래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이 번뇌로 나타나지 않는 공성의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금 여기 있는 대상의 전일성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수

식에 의한 명확한 앎이 일어나는 상태로 해석된다. 그런데 조건

지어진 대상의 생성이 끊어진 닙바나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은 거

친 대상의 공성을 사띠함으로써 점점 미세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거친 대상은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것

에 대한 기억 등 망념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번뇌를 가리킨다.

닙바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오장애나 칠각지 같은 대상이

있으면 있다고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다고 알아차리는 법념처 수

행은 거친 대상의 공성과 명확한 앎을 계발하여 무색계 선정의

과정을 거쳐 공성의 과 혹은 아라한과에 도달하는데 특별히 도움

이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위빠사나 수행과 공성에 대한 법문에

나타난 공성의 교의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 명백해졌

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할 점은 닙바나, 즉 공성의 과에 도달

한다는 것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붓다는 탐, 진, 치의 소멸이 그 길이라고 설하시고 이를 위해 사념

처 수행을 포함해 칠각지, 팔정도, 사정근 등 많은 수행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붓다가 제시한 많은 수행방법들과 함께 사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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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탐, 진, 치의 소멸을 통해 닙바나에 이르

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Ⅲ. 맺음말

본론에서의 논의를 통해, 위빠사나 수행에 비춰 볼 때 공성은

단지 과거나 미래의 영역에 속하는 번뇌가 현재에 있지 않음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번뇌의 공성이 조건 혹은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금 여기 있는 대상의 전일성에 대한 명확한 앎이 가

능해지는 수동적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성에 대한 이해는 대상에 능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

띠 수행을 통해 수동적 의식의 상태에서 상빠잔냐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사띠와 상빠잔냐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위

빠사나 수행에 비춰 공성의 의미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해

할 때 공성은 번뇌의 소멸을 통해 순수식에 의해 통찰 지혜를 얻

는 수동적 의식 상태인 것이다.

논문을 마치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공사상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공사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승불교 경전을 비롯하여 나가르주나의 중관사상, 유식

불교 등 주로 대승불교의 맥락에서 많이 다뤄져왔다. 그러한 맥락

에서 공성은 인연에 의한 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생멸하는 진실상을 가리킨다. 더 엄밀히 말

하면 공성은 개념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하나의

방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56)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공성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에 의해 사띠에 의해 번뇌가 소멸

56) 불교교재편찬위원회(2004) pp. 35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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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실상, 번뇌의 공성에 의해 명확한 이해, 나아가 통찰 지혜가

일어나는 현정(顯正)의 실상은 공성의 진리를 관념적으로 접근할

때는 도달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공성의 의미는 초

기 불교경전을 비롯하여 대승경전, 중관철학, 유식철학과 같은 대

승불교학파에 의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언어적으로 다르게 표현

되었다. 후대 학자들에 의해 붓다가 직접 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의들이 사념처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맥락에 나타나듯

공성에 대한 교의의 본래적 의미 또한 위빠사나 명상 수행의 맥

락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붓다에 의해 설파된

불교적 교리의 원천은 그가 닦은 수행이라는 점에서 위빠사나 명

상 수행에 비춰 이해한 공성의 의미는 원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밝혀진 공성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성

의 의미, 즉 무아 혹은 무실체의 의미와 필히 연관성을 지닌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논문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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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rehension of the doctrine of Voidness(suññata)

in the Light of the Vipassanā Meditation

Eun-Joo,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rt of this essay consists in comprehending

the meaning of voidness as in “The Shorter Discourse on

Voidness”(Cūḷasuññata Sutta) and in “The Greater

Discourse of Voidness”(Mahāsuññata Sutta) of Majjhima

Nikāya(III iii 121) in the light of Vipassanā meditation

practices. Through the present investigation the two

discourses are contentweise connected with the Vipassanā

meditation. That is to say, the doctrine of voidness as

presented in the two discourses is originated from the

Vipassanā meditation. This essay is first out to elucidate

what Vipassanā meditation is all about, which consists of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cattārosatipaṭṭhāna) and

Mindfulness of Breathing(ānāpānasati) and to reinterpret the

doctrine of voidness in the light of the Vipassanā

meditation. As a result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the

voidness as in “The Shorter Discourse on Voidness”

indicates the non-being of the objects as defilements

belonging to the sphere of the past in the field of

perception. When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voidness in

the light of Vipassanā meditation consisting of sati and

sampajañña, voidness is understood not only as indicating

the non-being of the objects as defilements belonging to the

sphere of the past in the field of perception but also the

clear comprehension of the present object that is entail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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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oidness of the objects belonging to the sphere of the

past. The non-being of the objects belonging to the sphere

of the past is thanks to the practice of sati that eliminates

the defilements. Voidness being understood to that effect is

considered as the condition that causes the perception of the

singleness of the present object in the holistic state of

consciousness.

Key words: suJJata, vipassanA, sati, cattArosatipaTThAna,

pa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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