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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고 (苦觀)의 추이와 의의

정승석*
1)

머리말. Ⅰ 고통 개념과 불교의 기본 인식. Ⅱ 기 불교의 고 . Ⅲ 

아비달마 불교의 고 . Ⅳ 승 불교의 고 . Ⅴ 고 의 의의.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고 , 고통, 고성제, 일체개고, 수고, 속, 삼고(三苦), 

삼수(三受), 팔고(八苦)]

삼법인과 사성제로 천명된 기 불교의 고 은 고에 한 기본 인식

과 그 지향 을 제시한다. 즉 이 고 은 실에 한 냉철한 인식과 문

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있다. 이로써 불교  세계 과 

인생 이 형성된다. 이는 고 의 형성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고에 한 분석  통찰로써 고 을 체계 으로 

정립하여, 기존 고 의 취지를 심화하는 데 을 두었다. 이는 고 의 

심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승 불교에서는 이미 정립된 고 을 확장하고 응용하여, 생 제도

라는 자비의 실천으로 용하는 데 을 두었다. 이는 고 의 사회  

용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고(苦)인 생사가 곧 열반이

라는 인식의 환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고’라는 실은 열반을 추구하

고 생을 구제하려는 제와 동기로 간주된다. 이처럼 승 불교에 이

르러 고 의 의의는 극 화되었다.

머리말

고(苦)는 일상어의 고통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통의 성격과 강

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고가 내포하는 고통의 종

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범 도 매우 넓다. 이 에서 고는 우리가 

불편하다거나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온갖 종류의 상태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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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고는 구에게나 회피의 상이지만, 바로 이 회피로 인

해 우리는 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불교는 오히려 고를 철 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고를 극복할 수 있다는 향  입장에서 고

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불교에서 인식한 고를 우선 일반 으로 정의하면, 고는 핍박이

나 괴로움을 당해 심신(心身)이 불안한 상태, 는 심신에 합하

지 않는 상황이나 상과 부닥칠 때 발생하게 되는 괴로운 느낌

이다. 그러므로 고는 뜻하는 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느끼는 

사소한 번민으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괴롭히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육체 이거나 정신 인 고통, 어려움, 불행, 망 등 불쾌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고에 한 이 같은 인식이 지향하는 것은 더 말할 나 도 없이 

해탈이라는 궁극  자유와 안온이다. 흔한 를 들어 P li 상응

부에서 “육신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에 의

한 근심, 슬픔, 고통, 낙담, 번민들로부터 해탈하고 고(苦)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1)라고 설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불교의 고 (고에 한 념)을 단순히 염세  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고는 극복의 상으로서 강조되는 것이지 결코 자포자

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하 고 의 추이를 통해 

이 을 확인할 수 있다.

본론은 불교의 고 에서 일부 쟁 을 끌어내어 비 으로 고

찰하는 데 목 이 있지 않다. 고 의 추이를 조망하면서 특기할 

만한 표  념의 연계에 주목하여, 불교  고 의 의의를 재조

명하는 데 본론의 목 이 있다.

1) so ak yūpago sam no parimuccati j tiy  jar maraṇena 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 y sehi parimuccati dukkhasm 'ti 

vad mi. Saṃyutta-Nik ya, Part Ⅱ,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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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통 개념과 불교의 기본 인식

범어로 고의 원어인 duḥkha(P li로는 dukkha)는 형용사와 성 

명사로 사용된다. duḥkha는 형용사로는 불편한, 불쾌한, 곤란한 

등을 의미하며, 성 명사로는 불편, 아픔, 고통, 비통, 곤란 등을 

의미한다. 국에서는 duḥkha를 형용사로는 고(苦), 난(難)으로 번

역하고, 명사로는 고(苦), 뇌(惱), 고뇌(苦惱), 고(危苦), 우고(憂

苦), 환(患) 등으로 번역하여,2) 이 말의 기본 의미를 충실히 달

했다. 이것들 에서 가장 보편 인 번역어로 채택된 苦라는 한자

는 원래 바귀의 이름이었다. 이로부터 苦는 ‘쓰다, 쓴 맛’을 의미

하고, 더 나아가 ‘괴롭다, 괴로워하다, 괴롭히다, 괴로움’을 의미하

게 되었다.3) dukkha 는 duḥkha의 명사  의미를 어로 uneasi

ness, pain, suffering, sorrow, trouble, difficulty 등으로 번역한4) 

것은 한역(漢譯)의 경우와 체로 일치한다.

인도의 문법가들은 duḥkha를 dus와 kha의 합성어로 간주하지

만, 이보다는 dus와 stha의 합성어인 duḥ-stha의 속어 형태일 가

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지 되어 있다.5) 어느 쪽의 분석을 채택하

든 duḥkha의 의미가 앞에 제시한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며, 

양쪽을 모두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duḥkha의 함의가 더욱 잘 드러

난다고 말할 수 있다. 두사 dus는 ‘나쁜, 곤란한, 어려운’ 등의 

부정 인 의미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kha는 행복하거나 유쾌

한 상태를 의미한다. kha는 원래 신체에 있는 구멍들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하여 감 을 가리키기도 하고, 공허 는 허공을 의미하

2) 荻原雲來(1986) p.587.

3) 諸橋轍次(1985) p.578.

4) Childers(1987) p.128. ; Monier-Williams(1899) p.483.

5) Monier-William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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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6) 한편 stha는 우리말로 ‘있는’에 해당하며, 어떠한 상

태로 머물러 있음 는 지속 상태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duḥkha가 dus와 kha의 합성어일 경우, duḥkha는 행복하

거나 유쾌할 수 없는 상태, 특히 감 이 불쾌한 상태를 의미한다. 

한 duḥkha가 dus와 stha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일 경우, duḥk

ha는 나쁜 상태 는 어려운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어원  근거를 종합하면, duḥkha는 원래 ‘불편하거

나 불쾌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으며, 이로부터 

고통 는 괴로움을 가리키는 일반  용도로 사용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duḥkha의 일반 의미를 ‘아  것을 헤치다’(duṣṭaṃ k

hanati)라는 용례로 제시하는7) 것은, duḥkha가 ‘고통’이라는 뜻으

로 통용되어 왔음을 반 한다. 이에 따라 duḥkha는 명사형 동사

의 어근으로도 사용되어 ‘괴롭히다’를 의미한다. 고의 원어(dukkh

a)에 한 불교학  어의 해석은 청정도론(淸淨道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du라는 말은 오하는 것에 붙인다. 실로 오스러운 아들

을 사람들은 ‘나쁜 아들’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kha라는 말은 공허한 

것에 붙인다. 실로 공허한 허공은 kha라고 한다. 이 첫째 진리(고성제)

는 많은 재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오되며,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

는 상(常), 정(淨), 낙(樂), 아(我)의 성질이 없으므로 공허하다. 따라서 

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공허이기 때문에 dukkha로 불린다. (Vi

suddhimagga, 16.16)8)

6) P li 불 의 주석가로 유명한 Buddhaghosa는 

Visuddhimagga(청정도론)에서 dukkha의 kha가 공허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다음 각주 8 참조.

7) Apte(1957) p.819.

8) idha du iti ayaṃ saddo kucchite dissati. kucchitaṃ hi puttaṃ duputto ti 

vadanti. kha-saddo pana tucche. tucchaṃ hi k saṃ khan ti vucchati. 

idh ñ ca paṭhamaṃ saccaṃ kucchitaṃ aneka-upaddav dhiṭṭh nato, 

tucchaṃ b lajanaparikappita-dhuva-subha-sukhattabh vavirahitato; 

tasm  kucchitatt  tucchatt  ca dukkhan ti vuccati. Visuddhima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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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성제의 첫째인 고성제(苦聖諦)를 설명하는 불교 특유의 

에서 이루어진 어의 해석이다. 그러나 불교학 일반에서 고는 

마음의 감수 작용을 가리키는 수(受, vedan )에 속한다. 수는 일

이 셋으로 열거되어 3수로 불렸다. 즉 고, 낙(樂), 고도 아니고 낙

도 아닌 불고불락(不苦不樂)이 3수의 내용이다. 이 경우에 고는 좋

아하지 않는 상을 할 때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괴로움과 핍

박이다.9) 를 들어 3수의 하나인 고에 해서는 “어 난 경우에 

처해 몸과 마음이 핍박당하는 것을 일컬어 고수(苦受, 고통스러운 

느낌)라고 한다.”10)라고 설명된다. 이는 심신을 핍박하는 것이 곧 

고라고 간명하게 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3수 의 고와 낙을 각기 

몸과 마음으로 분류하면 3수는 5수가 된다.11) 이 경우에는 마음의 

불쾌를 우(憂)라고 부르고, 몸의 불쾌를 ‘고’라고 부른다. 이처럼 3

수 는 5수에 속하는 고는 몸과 마음이 불쾌한 상태를 가리키며, 

이것이 불교에서는 고의 일반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불교에서 고에 한 인식은 인간과 세계의 분야에서 

온갖 종류의 고를 분석하고 분류한 데서 그 특성과 의의가 드러

난다. 고의 분류는 문헌에 따라 2고로부터 3고, 4고, 5고, 6고, 7고, 

8고, 9고, 10고, 11고, 16고, 18고, 19고, 110고에 이를 만큼 다양하

다.12)

불교에서 고에 한 인식의 요성은 삼법인과 사성제로써 고

의 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친 데서 단 으로 드러난다. 이 을 

고의 다양한 분류와 함께 고려하면, 고를 “붓다와 그 제자들이 존

재에 해 지닌 극단 인 염세  념”으로 간주하고, 붓다와 그 

수제자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이다.”

p.420. 번역은 雲井昭善(1997) p.413 참조.

9) 望月信亨(1974) p.633.

10) “領違境相逼迫身心說名苦受.” 成唯識論 권5, 정장 31권, p.27a.

11) “셋 에서 고와 낙을 각각 둘로 나  것이다.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몸과 마음의 양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三中苦 各分二 . 

逼悅身心相各異故. 成唯識論, 같은 책.

12) 望月信亨(1974) p.6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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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하는13)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 이런 견해

가 특히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불교에 한 고정 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극단 인 염세

 념이라는 인식은 불교 사상의 근본 취의와 개 과정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하고서, 불교의 고 개념을 피상 으로 이해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 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고 개념을 고찰해 보면, 고가 

일반 으로 ‘고통’을 의미할 경우에 이 고통은 ‘자기가 바라는 

로 되지 않음’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고가 반드시 생리 인 

고통이나 심리 인 고뇌를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사성제를 설명하는 데서 “태어남이 고(苦)요, 늙음이 고요, 

병이 고요, 죽음이 고요, 근심( )과 슬픔(悲)과 고통(苦)과 낙담

(憂)과 번민(惱)이 고이다.”14)라고 말할 때,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

는 ‘고’는 ‘뜻 로 되지 않는’이라는 일반 인 의미를 지닌다.15)  

다른 를 들면 압도된 상태, 즉 종속도 고로 간주된다. 즉 “다른 

것에 의해 압도된 것은 모두 고이며, 자유로운 것은 모두 낙이다

.”16)라고 고와 낙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고 개념은 정

신 인 모든 고뇌까지 함축한다. 이에 따라 생리 이거나 심리

인 일체의 감각은 고일 뿐이라는 념도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앞서 말한 3수 의 낙과 불고불락도 고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

다.17)

13) Andre Bareau의 “The Experience of Suffering and the Human 

Condition in Buddhism”라는 논문에서 재인용. Cf. Boyd(1986) pp.145-6.

14) Saṃyutta-Nik ya, Part Ⅴ, p.421. 다음 각주 25 참조.

15) 中村 元(1980) p.73, n.2 참조.

16) sabbaṃ paravasaṃ dukkhaṃ, sabbaṃ issariyaṃ sukhaṃ. Ud na, p.18.

17) 를 들어 숫타니 타에서는 “낙일지라도 고일지라도 

불고불락일지라도 내 으로든 외 으로든 감수된 것은 모두 ‘고’라고 

안다.”(sukhaṃ v  yadi v  dukkhaṃ adukkhamasukhaṃ saha, ajjhattañ 

ca bahiddh  ca yaṃ kiñci atthi veditam, etaṃ dukkhan ti. 738-9)라고 

한다. Sutta-Nip ta,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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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고와 낙은 상반하는 감각이다. 이 에서 

낙뿐만 아니라 고도 낙도 아닌 불고불락까지 ‘고’로 인식하는 것

은 우리의 상식을 월한다. 그러나 삼법인의 둘째 법인이 일체개

고(一 皆苦), 즉 ‘모든 것은 고’라고 하는 인식인 을 고려하면, 

그것은 불교의 근본 교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일체개고의 일

체(모든 것)는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불교의 고 

개념은 처음부터 크게 두 가지 용도를 지닌 것으로 악된다. 그 

하나는 일상의 감수 작용에 속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일체개

고의 경우처럼 ‘존재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고통이다. 이  

자는 3수 는 5수의 일부인 고통이다. 즉 마음이 불쾌한 상태인 

‘우’와 몸이 불쾌한 상태인 ‘고’가 자에 해당한다. 후자는 3수 

는 5수 체,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해당하는 고통이다. 존재하

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수 작용의 상이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생멸과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무상한 것이므로, 이에 한 우

리의 모든 감수 작용은 결국 고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Ⅱ. 기 불교의 고

기 불교는 물론이고, 교리 연구에 치 한 아비달마 불교에서

는 고를 직시하여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최 의 과제 다. 특히 

기 불교에서 고는 근본 교설의 심으로 악되어 있다. 모든 

것이 무상, 고, 무아라고 설하는 삼법인의 가르침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오온(五蘊)이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임

을 여실히 악함으로써 탐욕을 멸하여 이 세계로부터 해탈하라

는 것이다. P li 증지부에서 삼법인의 둘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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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여래가 출 하든 출 하지 않든 ‘모든 상18)은 고’라

는 것은 … 법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여래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악한다. 그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악하여 선언하고, 가르치고, 묘

사하고, 앞세우고, 드러내고, 설명하고, 천명하기를 ‘모든 상은 고’라

고 한다.19)

소  ‘일체개고’란 이 법문에 의거한 번역어이다. 그리고 이 법

문에서 ‘고’로 간주하는 모든 상은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20) 그러나 기 불교에서 말하는 고

가 항상 이처럼 포 인 의미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먼  고를 정의한 표 인 를 P li  부에서 “친구들이여, 

무엇이 고인가? 친구들이여,  신체의 고통, 신체의 불쾌, 신체의 

으로 발생하는 고통, 불쾌를 감수하는 것, 이것을 ‘고’라고 말

한다.”21)라고 설한 데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육체 인 고

통을 고로 간주하는 보편 인 인식이 그 로 반 되어 있다.

그러나 ‘불쾌를 감수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심리  는 정신

18) 상의 원어 saṅkh ra(범어 saṃsk ra)는 보통 ‘行’이라는 번역어로 

통용되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이  가장 일반 인 용도에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한정된 의미로 오온 의 하나인 

행온을 가리킨다. 둘째는 넓은 의미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모든 상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와 

련된 이 경우에는 saṅkh ra를 ‘ 상’으로 번역한 것이다. Cf. 

Boyd(1986) p.157.

19) Upp d  v  bhikkhave tath gat naṃ anupp d  v  tath gat naṃ ··· 

dhammaniy mat  sabbe saṅkh r  dukkh . Taṃ tath gato 

abhisambujjhati abhisameti abhisambujjhitv  abhisametv  cikkhati 

deseti paññ peti paṭṭhapeti vivarati vibhajati utt n karoti sabbe 

saṅkh r  dukkh  ti. Aṅguttara-Nik ya, Part Ⅰ. p.286. 삼법인의 

첫째와 셋째인 무상과 무아는 이와 같은 내용  ‘고’를 각각 무상과 

무아로 체하여 교시된다.

20) Cf. Boyd(1986) p.159.

21) Katamañc vuso dukkhaṃ? Yaṃ kho vuso, k yikaṃ dukkhaṃ 

k yikaṃ as taṃ k yasamphassajaṃ dukkhaṃ as taṃ vedayitaṃ, idaṃ 

vuccat vuso dukkhaṃ. Majjhima-Nik ya, Vol.Ⅲ,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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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불쾌를 감수하는 것’이라는 

고의 정의를 더욱 철 히 고찰하는 데서 고에 한 인식도 더욱 

심오하게 확장된다. 그 일차  단계로서 고의 원인을 고찰해 보

면, 숫타니 타에서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한다. 소유한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것은 

오직 변멸해 가고 있을 뿐이다.”22)라고 지 하듯이, 고는 무상한 

것을 자기와 결부시켜 집착하는 데서 발생한다. 여기서 고에 한 

고찰은 집착이나 욕망,23) 무상, 자기(我)에 한 고찰로 나아가게 

된다. 이 에서 고의 결정  원인이 되는 것은 무상이다. 그러므

로 삼법인은 “무상인 것은 고이다.”, “고인 것은 무아이다.”라고 

악하는 논리로써 무상이 곧 고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상응부

에 나오는 아래의 화를 그 표 인 로 들 수 있다.

비구들이여, 그 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色)은 원한가 혹은 

무상한가?

존자여, 무상합니다.

그 다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혹인 ‘낙’인가?

존자여, ‘고’입니다.

그 다면 무상이고 ‘고’이고 그 본성이 괴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곧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간

주하는 것이 타당한가?

존자여, 그 지 않습니다.24)

22) socanti jan  mam yite, na hi santi nicc  pariggah , v n bh vasantam 

ev'idaṃ, iti disv  n g ram vase. 805. Sutta-Nip ta, p.158.

23) 고와 욕망의 계를 테라가타에서는 “욕망들은 고일 뿐, 안락이 

아니다. 욕망들을 추구하는 자는 고를 추구하는 자이다.”라고 설한다. 

Thera-G th , 93.

24)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rūpaṃ niccaṃ v  aniccaṃ v  ti. 

Aniccaṃ, bhante. Yaṃ pan niccaṃ dukkhaṃ v  taṃ sukhaṃ v  ti. 

Dukkhaṃ bhante. Yaṃ pan niccaṃ dukkhaṃ vipariṇ madhammaṃ 

kallaṃ nu taṃ samanupassituṃ etaṃ mama eso ham asmi eso me 

att  ti. No hetaṃ bhante. Saṃyutta-Nik ya, Part Ⅲ, p.67. 이와 동일한 

내용을 율장에서도 볼 수 있다. Vinaya, Mah vagga,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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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에서 마지막 질문은 소  무아설로 귀결되는 형 인 

표 이며, 이 같은 화는 오온의 나머지 사온(수, 상, 행, 식)에 

해서도 반복된다. 이처럼 삼법인에서 고는 무상이라는 실로부

터 무아라는 진실의 세계로 나아가는 매개체가 된다. 한편 사성제

의 교설에서 그 첫째인 고성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비구들이여, 고성제는 이러하다. 말하자면 태어남(生)이 고요, 늙음

( )이 고요, 병이 고요, 죽음(死)이 고요,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낙담

과 번민이 고요, 증오하는 자와 만나는 것이 고요, 사랑하는 자와 이별

하는 것이 고요,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고이니, 간단히 말하여 오취

온(五取蘊, 즉 오온)이 고이다.25)

의 설명에는 고의 분류  가장 표 인 8고가 열거되어 있

다. 8고란 의 설명에서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낙담과 번민’의 

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컫는다. 그  앞의 넷이 흔히 말하는 4

고, 즉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뒤의 넷은 차례로 원증회고(怨憎

苦), 애별리고(愛別離苦), 구불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로 불린다. 그러므로 원증회고는 싫어하는 상태를 직면하게 되는 

고통, 애별리고는 좋아하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고통, 

구불득고는 구하려 애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고통이며, 오음성고

는 물질과 정신의 모든 환경이 고통임을 가리킨다. 이 8고 에서 

생로병사라는 4고를 하나로 헤아리고 여기에 뒤의 넷을 합하여 5

고로 분류하기도 한다.

석가모니의 생애를 기술하는 불 (佛傳) 성 에 의하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원 인 고는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이

며, 이에 따른 3고는 기 불교에서 가장 원 인 고의 분류이다. 

25) j ti pi dukkh  jar  pi dukkh  vy dhi pi dukkh  maraṇam pi dukkh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 y s  pi dukkh . 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 dukkho, yam picchaṃ na labhati tam pi 

dukkhaṃ, saṃkhittena pañcup d nakkhandh  dukkh . 

Saṃyutta-Nik ya, Part Ⅴ, p.421. ; Vinaya, Vol. 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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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석가모니의 출가 배경을 설명하는 사문유 (四門遊觀)

의 설에서, 실달다(悉達多, Siddhattha, Siddh rtha) 태자는 성의 

동문으로 외출하여 노인을 만나고, 남문으로 외출하여 병자를 만

나고, 서문으로 외출하여 장례 행렬을 목격함으로써 인생의 고를 

인식하게 되었으며,26) 결국 이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나 에 

출가를 단행하게 된다.

삼법인, 사성제와 더불어 불교의 근본 교설에 속하는 연기설은 

세계가 생성되어 변화하고 소멸하는 인과의 법칙을 연기로써 설

명한다. 이  십이지 연기는 앞서 말한 4고 는 3고를 생(生)과 

노사( 死)라는 이지(二支)로 배열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여 최종

으로 발견하게 되는 무명(無明)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고도 사라

진다고 가르친다. 이처럼 고의 소멸이라는 최종 목 을 달성하기 

해 오히려 고의 인식을 시하는 것이 불교의 고 (苦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을 단 으로 천명하는 것이 사성제이다.

사성제는 우리의 실 세계가 온통 ‘고’에 싸여 있고(고성제), 

그 원인은 욕망 등의 번뇌이며(고집성제), 이 번뇌가 소멸하면 

‘고’도 소멸하므로(고멸성제), 이를 해 팔정도(고멸도성제)를 실

천하라고 가르치는 교설이다. 여기서 고성제의 주요 기능은 우리 

자신이 일상 세계의 덫에 걸려 심을 가 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을 바로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자신의 삶을 개조하는 

수단이 된다.27)

26) 佛本行集經, 정장 3권, pp.720a-721c.

27) Cf. Boyd(1986)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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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비달마 불교의 고

기 불교의 성 에서는 고를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으나, 아직 

개념  체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는 고를 주로 

인간이 체험하는 일상  고통으로 악하고 그 실례를 개별 으

로 설 함으로써,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끝날 수 있

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고를 ‘괴로움’과 같은 일상 이

고 체험 인 것으로만 악하지 않고, 추상  개념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를 들어 설일체유부가 유루법(有漏法)은 “성자의 마음과 

어 나기 때문에 한 ‘고’로 불린다.”(亦名為苦 違聖心故)28)라고 

주장하듯이, 고는 유루법의 다른 명칭으로 간주되기에 이르 다. 

유루법이란 번뇌를 낳는 온갖 요소를 가리키므로, 이 경우에 고는 

상  존재, 상  생활, 인간의 실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

에 연유하여 통 이고 보수 인 불교에서는 ‘고’라는 말을 번뇌

의 미혹에 싸인 채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29) 이처럼 유루법이라는 번뇌의 상태를 ‘고’와 동일시한다면, 

이러한 고는 ‘불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

다.30)

아비달마 불교의 논사들은 이와 같은 고를 체계화하고자 노력

한 끝에 ‘3고’라는 념을 정립했다. 우리가 생존 상태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 3고이다. 한역 구사론에서

는 3고를 고고(苦苦), 행고(行苦), 괴고(壞苦)로 번역하는데,31) 범본 

28) 阿毘達磨俱 論 권1, 정장 29권, p.2b.

29) 中村 元(1980) p.81 참조.

30) Stcherbatsky(p.98)는 이러한 고를 unrest(불안)로 번역했다.

31) 정장 29권, p.1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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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론에서는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유루의 상들은 왜 ‘고’라고 불리는가?

[게송으로 이에 답한다.]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이 둘과는 다른 

상들이 상황에 따라 3고와 결합하기 때문에 모두 ‘고’이다.

[이에 해 논하자면] 실로 ‘고’는 세 가지이다. 즉 고고(고통인 고)

와 행고( 상인 고)와 괴고(변멸하는 고)이다. 유루인 모든 상은 그

것들[의 어느 하나]와 부합하므로 모두 ‘고’이다.32) 그 에서 유쾌한 

[유루의 상]들은 괴고와, 불쾌한 [유루의 상]들은 고고와, 이것들

과는 다른 [유루의 상]들은 행고와 [부합하므로 ‘고’이다.]

[그 다면 묻건 ] 유쾌한 [유루의 상]들이란 어떠한 것인가? 불

쾌한 [유루의 상]들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 둘도 아닌 [유루의 상]

들이란 어떠한 것인가?

[답하여 말하건 ] 3수(낙, 고, 불고불락)는 차례 로 그 힘에 의해 

바로 그 낙을 감수하는 등의 상들로서 유쾌함 등의 이름을 얻는다. 

실로 낙의 감수는 변멸함에 의해 ‘고’의 성질이 된다. 경에서 말하기를, 

낙수는 발생할 때 즐겁고 존속할 때 즐겁지만 변멸할 때는 고통이라

고 한다. 고의 감수는 오직 고통의 본질에 의해 ‘고’의 성질이 된다. 

[이 을] 경에서 말하기를, 고수는 발생할 때도 고통이고 존속할 때

도 고통이라고 한다.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감수는 바로 그 [변천하

는] 상에 의해 ‘고’의 성질이 된다. [이 을 경에서 말하기를] 인연

(緣)에 의해 조합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곧 고통이라고 한

다”33)

32) 玄奘은 이 목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모두 ‘고성제’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皆是苦諦 亦無有失)라는 말을 추가했다. 정장 29권, 

p.114b.

33) kathaṃ sarve s srav ḥ saṃsk r  duḥkhamityucyante/ 

“duḥkh striduḥkhat yog dyath yogamaśeṣataḥ/ man p  aman p śca 

tadanye caiva s srav ḥ//3//” tisro hi duḥkhat  duḥkhaduḥkhat  

saṃsk raduḥkhat  vipariṇ maduḥkhat  ca/ t bhiryath yogamaśeṣataḥ 

sarva s srav ḥ saṃsk r  duḥkh ḥ/ tatra man p  

vipariṇ maduḥkhatay / aman p  duḥkhaduḥkhatay / tebhyo 'nye 

saṃsk raduḥkhatay / ke punarman p ḥ ke'man p ḥ ke knobhayath / 

tisro vedan  yath kramaṃ tadvaśena sukhavedan y dayo'pi saṃsk r  

man p disaṃjñ ṃ labhante/ sukh y  hi vedan y  vipariṇ 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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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하는 요지를 두 가지로 추출할 수 있다. 하나는 

번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3고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3수, 즉 모든 감수 작용이 ‘고’로 귀결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는 곧 ‘일체개고’라는 기 불교의 념과 일치하며, 

사성제의 고성제가 함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34) 그러나 이는 기

존의 고 념을 더욱 거시 인 고차원에서 3고로 체계화함으로써 

불교의 고 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3고는 온갖 종류

의 고를 간명하게 포 하는 보편  분류 개념이 된다.

‘고고’는 오온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좋아하지 않는 

상으로부터 느끼는 고통이다. 이것은 추 나 더  등 악조건으로

부터 받는 고통이며, 소  8고로 분류되는 일상 인 고통이다. ‘행

고’는 세상이 변해 감을 보고 느끼는 고통이다. 이것은 유 법(有

爲法), 즉 세상을 조작하는 모든 요소가 무상하고 변동하는 데서 

느끼는 고통이며, 불교도가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맹목과 무지의 

존재 양상을 가리킨다. ‘괴고’는 좋아하는 것이 괴됨으로써 느끼

는 고통이다. 이것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그 무상성으로 인

해 상실될 수밖에 없는 데서 발생하는 불만족이며, 오온이 민감하

게 작용하는 양태이기도 하다.35)

이 3고의 념이 성립된 의미론 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인간

이 일상의 경험에서 느끼는 제일의 인 고통을 특히 강조하여 ‘고

고’라고 같은 말을 복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의미를 강

조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행고

duḥkhat / sūtra uktaṃ sukh  vedan  utp damukh  sthitisukh  

vipariṇ maduḥkheti/ duḥkh y ḥ duḥkhasvabh venaiva duḥkhat / 

duḥkh  vedan  utp daduḥkh  sthitiduḥkh  iti sūtre/ 

aduḥkh sukh vedan y ḥ saṃsk reṇaiva duḥkhat / 

pratyay bhisaṃskaraṇ dyadanityaṃ tadduḥkham ti/ 

Abhidharmakośabh ṣya, pp.328-9. 이에 해당하는 한역은 정장 29권, 

p.114b.

34) Cf. Boyd(1986) p.158. 앞의 각주 32 참조.

35) 中村 元(1980) p.82 참조. ; Cf. Boyd(1986)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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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괴고는 그러한 일상  경험에 한 철학  반성에 의거하여 

설정된 것이다.36) 이 같은 3고의 념은 후 의 승 불교에서도 

계승되었다.37)

한편 설일체유부의 교학에서는 고, 집, 멸, 도의 사성제를 16행

상(行相)으로 찰한다. 이  고성제는 무상, 고, 공, 무아의 행상

을 지닌다고 지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기를, “인연에 근거하기 

때문에 무상이며, 핍박의 성질이기 때문에 ‘고’이며, 내 것이라는 

생각과는 어 나기 때문에 공이며, ‘나’라는 생각과는 어 나기 때

문에 ‘나’가 아니다.”38)라고 한다. 구사론은 이 목에서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기 때문에 ‘고’이며, 성자의 마음과 어 나기 때문

에 ‘고’라고 하는 두 가지 정의39)를 추가하고 있으나, 핍박의 성질

이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 정의가 설일체유부의 정설로 간주된

다.40) 이처럼 고를 핍박으로 규정하는 념은 남방 불교의 아비달

마에서도 볼 수 있고 승 불교의 성유식론에도41) 계승되어 있

다.

남방 불교의 아비달마에서 무애해도(無礙解道)는 “고에는 핍

박의 의미, 유 (有爲)의 의미, 고뇌의 의미, 변멸의 의미, 변지(遍

知)의 의미가 있다.”42)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의미

는 기 불교의 성 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기 

36) 中村 元(1980) p.84.

37) 를 들어 無量壽經에서 “여러 법의 약으로 3고를 치료하여 

구제한다.”( 정장 12권, p.266a)라고 한다.  顯楊聖敎論에서는 “3수의 

양상을 차별함으로써 3고의 양상이 설정된다. 말하자면 고고의 양상, 

괴고의 양상, 행고의 양상이다. 양상이 이러하므로 부처님은 갖가지 

감수는 모두 ‘고’로 불린다고 설한다.”( 정장 31권, p.551a)라고 한다.

38) “待緣故非常. 逼迫性故苦. 違我所見故空. 違我見故非我.” 阿毘達磨俱 論 
권26, 정장 29권, p.137a.

39) “如荷重擔故苦 ··· 違聖心故苦.” 같은 책.

40) 藤田宏達(1980) p.215.

41) 앞의 각주 10 참조.

42) dukkhassa p ḷanaṭṭho saṅkhataṭṭho sant paṭṭho vipariṇ maṭṭho 

pariññaṭṭho. Paṭisambhid magga, Ⅰ,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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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에서는 이 같은 정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정의에서 

‘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후 의 청정도론에 답습되어 있을 만

큼 시되었다. 그리고 그 에서도 ‘핍박’이 고의 표 인 정의

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청정도론에서 “끊임없이 핍박하는 행

상이 고의 특성이다.”라고 고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

다.43)

고에 한 아비달마 불교의 고찰로서 특기할 만한 것은 3수 

의 고수(苦受)를 둘로 구분하여 정의한 을 들 수 있다. 구사론
에 의하면 ‘고’는 불쾌한 상태를 가리키며, 더 세분하여 몸이 불쾌

한 것을 ‘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우(憂)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불쾌함을 몸으로 느끼는 것은 고수 는 신수(身受)로 불리고, 마

음으로 느끼는 것은 우수(憂受) 는 심수(心受)로 불린다.44) 아비

달마의 논서들에서는45) 이처럼 몸과 마음으로 감수하는 고통을 

각각 신고(身苦)와 심고(心苦)로 구분하는 인식이 리 통용되었

다. 고에 한 이와 유사한 인식을 일상의 경험에 용하여 확장

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것이  지도론의 2고이다. 여기서는 2고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고(內苦)와 외고(外苦)라는 2고가 있다. 내고에는 다시 신체의 고

통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신체의 고통이란 육신의 통

증이나 두통 등인데, 404종의 병이 곧 신체의 고통이다. 마음의 고통

이란 우수에 잠기거나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질투하는 것과 같

은 것들이다. 이 두 가지 고통이 합하여 내고가 된다. 외고에도 두 가

지가 있다. 하나는 통치자나 자기보다 뛰어난 자나 악한이나 도 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뱀 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이다. 다

른 하나는 풍우나 추 나 더 나 천둥이나 벼락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이다.46)

43) 藤田宏達(1980) p.213.

44) 정장 29권, p.14c 참조.

45) 阿毘達磨法蘊足論 권10( 정장 26권, p.501a), 阿毘達磨集異門足論 
권8( 정장 26권, p.398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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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에서 내고는 구사론에서 말하는 신수(고수)와 심수

(우수)를 총 하는 육체  정신  고통이고, 외고는 타인과 자연 

등의 외  요인이 야기하는 고통을 총칭한다. 인도의 정통 철학 

에서 상키야 철학은 불교와 유사한 고 을 천명하는데, 그 유사

성의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  지도론의 2고이다.

상키야 철학의 주석서들은 고를 의내고(依內苦), 의외고(依外苦), 

의천고(依天苦)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도 ‘의내

고’는 육체 인 것과 정신 인 것으로 구분된다. 즉 의내고에서 

육체 인 것은 풍기(風氣)와 담즙과 액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열

병이나 이질 등이며, 정신 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등이다. ‘의외고’는 사람, 가축, 야수, 새, 

뱀, 각다귀, 모기, 이, 벼룩, 물고기, 악어, 식물 등과 같은 태생(胎

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아생(芽生)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

다. ‘의천고’는 추 , 더 , 바람, 비, 벼락 등이다.47)

이와 같은 상키야 철학의 3고는  지도론의 2고와 동일한 내

용을 재분류한 것일 뿐이다. 즉 상키야의 의내고는  지도론의 

내고와 동일하고, 의외고와 의천고는  지도론의 외고를 양분한 

것이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기 불교의 성 에 의거하여 이루 다 말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고에 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

다. 특수한 만 몇 가지 들면, 고성제를 설명하면서 주요한 고 개

념을 용하여 여덟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48)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순고음(純苦陰)이라는 이름 하에 7고, 12고, 18고를 

열거하는 경우,49) 인간이 받는 고통의 순서에 따라 16고를 열거하

46) “二種苦 內苦外苦. 內苦有二種 身苦心苦. 身苦  身痛. 頭痛等四百四種病 

是為身苦. 心苦  憂 瞋怖嫉妬疑. 如是等是為心苦. 二苦和合 是為內苦. 

外苦有二種. 一  王 勝己惡賊師子虎狼蚖蛇等逼害. 二  

風雨寒熱雷電礔礰等.” 大智度論 권19, 정장 25권, p.202b.

47) 鄭承碩(2003) pp.70-71 참조.

48) 阿毘曇甘露味論 하, 정장 28권, p.977b 이하.

49)  利弗阿毘曇論 권12, 정장 28권, p.6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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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50) 등이 있다. 그러나 반 으로 고고, 행고, 괴고라는 3

고가 아비달마 불교의 고 념을 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비달마 불교에 의하면 결국 이 3고가 사라질 때 열반의 상태

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목 으로 고를 고찰하는 과정

에서 모든 생의 행복도 동시에 추구하는 염원은 거의 표명되지 

않는다. 바로 이 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우선 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통 이고 보수 인 불교의 하나의 한계로 지 된다.51)

Ⅳ. 승 불교의 고

승 불교에서는 고에 한 기존의 인식은 그 로 계승하면서 

이 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욱 세 하게 고를 분류한다. 여기서 고

는 최  110고까지 분류되는데, 그 세부 내용을 유가사지론, 
보살지지경, 보살선계경에서 볼 수 있다. 

110고는 후로 55고씩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 분류를 가장 

상세히 설명하는 유가사지론에서는 “보살은 생에 한 애민

(哀愍)을 성취하기 해 생의 세계에서 110고를 찰한다.”52)라

고 제하고서 110고를 낱낱이 열거한다. 여기서는 먼  1고부터 

차례로 10고까지의 55고를 열거한 다음, 아홉 가지의 범주 하에 

다시 나머지 55고를 열거한다.

이 같은 고의 열거는 무작 가 아니라 나름 로의 념  체계

를 갖추고 있다. 특히 9종 55고를 로 들면, 일체고(一切苦)를 2

종, 고(廣大苦)를 4종, 일체문고(一切門苦)를 4종, 사행고(邪

50) 正法念處經 권58, 정장 17권, p.340a 이하.

51) 中村 元(1980) p.84.

52) “以諸菩薩成就此故. 名哀愍 . 此中菩薩於有情界. 觀見一百一十種苦.” 

정장 30권, p.5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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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를 5종, 유 고(流轉苦)를 6종, 불수욕고(不隨欲苦)를 7종, 해

고(違害苦)를 8종, 수축고(隨逐苦)를 9종, 일체종고(一切種苦)를 10

종의 고로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53) 보살지지경에서 열거하는 1

10고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며,54) 보살선계경에서는 9종 55고에 

해 55고를 낱낱이 열거하지는 않고 총 으로 언 하는 데 그

친다.55)

고에 한 다양한 분류 가운데, 승 불교의 독자 인 념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변분별론에서 설명하는 3고

이다. 이 경우의 3고는 취고(取苦), 상고(相苦), 상응고(相應苦)이

다.56) 취고는 자아와 상을 실체로서 실재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데서 기인하는 고통을 가리킨다. 상고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

는 3고에 해당하는 고통을 가리킨다. 상응고는 고통끼리 서로 연

되어 우발 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가리킨다.57)

그러나 고에 한 승 불교의 와 같은 고찰은 어디까지나 

세속  진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악한 것이다. 승 불

교는 부처의 경지나 부처의 국토를 극 으로 실 하려는 입장

을 견지한다. 특히 번뇌든 고통이든 깨달음(해탈)이든 그 자체의 

성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空)이므로, 그것들은 고정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견해가 승 불교의 기반이 되었다. 이로부터 

‘번뇌가 곧 깨달음’(煩惱卽菩提)이라든가 ‘세속의 사바 세계가 곧 

열반의 부처 세계’(娑婆卽寂光土)라는 념도 등장했다. 여기서는 

‘고’가 최 의 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이리하여 승의 열반경
에서는 ‘세계의 무상, 고, 무아, 공’보다는 ‘부처의 상(常), 낙(樂), 

아(我), 정(淨)’이 강조되고, ‘고’보다는 오히려 ‘낙’이 부각된다. 이 

53) 瑜伽師地論 권44, 정장 30권, p.536. Bodhisattvabhūmi, pp.243-7.

54) 菩薩地持經 권7, 정장 30권, pp.927b-928a.

55) 菩薩善戒經 권6, 정장 30권, pp.992c-993a.

56) “고는 셋이니, 첫째는 취고, 둘째는 상고, 셋째는 상응고이다.” 三種苦. 

一取苦 二相苦 三相應苦. 中邊分別論 상, 정장 31권, p.455c.

57) Narain(1986) p.169. 이는  변분별론의 설명( 정장 31권, p.455c) 

의거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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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의 추이에 따라 고를 심 과제로 삼았던 사성제도 

차 소승의 교설로 간주되어 갔다.

승 불교 기에는 공 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궁극  진실의 

차원에서는 ‘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의하면 ‘고’는 인연에 의해 조성된 것일 뿐이다. 이 에 한 정

한 고찰은  론에서 볼 수 있다.  론에서는 ‘고에 한 고

찰’을 한 장(제12장 觀苦品)으로 할애하여, 고는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는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을 논증하여, 결국 고는 연기

(緣起)하는 것, 즉 인연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치를 밝힌다. 
론의 이 고찰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된다.

고는  스스로 조성된다, 다른 것에 의해 조성된다, 그 둘(自他)에 

의해 조성된다, 원인이 없는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

러나 그것(고)이 [그와 같이] 래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58)

주석자 청목(靑目)은 여기서 네 가지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를 

“ 생이 뭇 인연에 의해 고에 이르게 되고 고를 싫어해서 멸하고

자 하지만, 고의 진정한 인연을 알지 못해서 네 가지 오류를 범하

기”59) 때문이라고 지 한다. 결국 “고가 뭇 인연에서 발생하지 않

는다면 고는 없다.”60)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처럼 고가 인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고는 수행을 통해 단 될 수 있다는 것

이  론의 이다.61)

58) 범본에 의거한 이 번역은 中村 元(1980) p.86 참조. 한역본에서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짓거나, 남이 짓거나, 함께 짓거나, 원인 없이 

짓는다.’라고 이와 같이 온갖 고를 설한다. 그러나 결과에서는  

그 지 않다.”라고 한다. “自作及他作 共作無因作 如是說諸苦 於果則不然.” 

中論 권2, 정장 30권, p.16b.

59) “眾生以眾緣致苦. 厭苦欲求滅. 不知苦惱實因緣有四種謬.” 같은 책.

60) “苦不從緣生故則無苦.” 이것은 “고가 인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고가 있겠는가?”(苦不從緣生 云何當有苦)라는 게송에 한 

해석이다. 中論 권4, 정장 30권, p.3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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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고의 정체는 연기 는 인연의 소산으로 악된다. 

그 다면 온갖 인연으로 살아가는 생의 실 세계에 고가 존재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연기를 공(空)으로 간

하는 궁극  진실의 차원, 즉 승의제로서는 ‘고’가 존재하지 않

을지라도, 인연이 작용하는 세속제로서 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는 고를 제거하는 

것은 승 불교에서도 일차 인 목 이 된다.

병든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해 환자 자신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고의 제거’가 아니라는 을 동의한다면, 고의 제거로서 

진정한 것은 부정 인 것과 정 인 것이라는 둘 의 어느 하

나일 수 있다. 부정 인 것은 말 그 로 단지 고를 제거하는 것이

고, 정 인 것은 고를 낙으로 바꾸는 것이다.62) 승 불교는 이 

에서 후자를 지지한다. 승 불교의 이 입장은 고를 철 히 배

척하기보다는 포용하는 것으로 열반을 이해하는 데서 엿볼 수 있

다.

승 불교는 열반에 해 근본 으로 이 과는 다른 개념을 발

시켰다. 법화경에 의하면 열반은 제법평등(諸法平等), 즉 모든 

것이 있는 그 로 진실하고 평등하다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다.63) 

 승장엄경론에서는 평등한 법계를 통달한 보살이 타인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찰하여 도달하는 마음의 평등을 무아, 유고(有

苦), 소작(所作), 불구(不求), 동득(同得)이라는 5종으로 열거한다. 

이 에서 유고 평등은 자신의 고와 타인의 고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소작 평등은 자신과 타인에게 고가 사라지기를 동등하게 

바라는 것이다.64) 여기서 승 불교의 고 이 승 불교의 실천  

61) 中村 元(1980) p.86 참조.

62) Cf. Narain(1986) p.164.

63) “세존께서 말 하셨다. 가섭아! 실로 제법이 평등함을 깨닫기 때문에 

열반이다.” bhagav n ha, sarvadharmasamat vabodh ddhi k śyapa 

nirv ṇam/ Saddharmapuṇḍar ka-Sūtra, p.91, l.10.

64) Mah y nasūtr laṃk ra, p.271. 한역에 의하면, 유고 평등은 자신과 

타인의 상속에 온갖 고가 차별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소작 평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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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능가경에서는 “ 한 생인 보살들은 윤회와 열반의 평등

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65)라고 하여, 생사(生死)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윤회는 열반과 평등하다고 설한다. 이런 은 유식 학 와 

 학 에서도 통용된다. 유식 학 는 한쪽은 다른 한쪽과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간단한 이유를 들어, 일반 으로 윤회를 궁극의 

목 과 동일시한다.  학 는 윤회와 열반이 모두 공이라는 

을 이유로 들어, 그 둘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66) 불교에서 생

사는 종종 윤회의 동의어로 사용되듯이, 여기서 윤회는 고의 세계

를 상징한다.

그런데  론이 변하는 승 불교의 일반  에 의하면, 

이 같은 열반은 “제거되지도 획득되지도 않고, 괴되지도 원하

지도 않으며, 소멸하지도 발생하지도 않는 것”이다.67) 열반이 이

러하다면, 윤회 역시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윤회의 세

계에 가득한 고 역시 그러하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열반 즉 

윤회’의 인식에서 모든 고는 종식된다. 다시 말하면 고는 인식의 

환을 통해 열반으로 체됨으로써 로 해소된다. 만약 고를 

고정된 실상으로 간주하여 제거하고자 의식할 때, 이 의식은 망상

으로서  다른 고가 될 뿐이다.68)

그러나 승 불교는 미혹에 싸인 생이 이상과 같은 진실을 

자신과 타인의 상속에서 차별 없이 고를 단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大乘莊嚴經論 권7, 정장 31권, p.625bc.

65) mah mate bodhisattv  mah sattv ḥ saṃs ranirv ṇasamat pr pt  

bhaviṣyanti/ Saddharmalaṅk vat ra-Sūtra, p.19, l.25. 한역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此菩薩摩訶薩不久當得 生死涅槃二種平等.” 大乘入楞伽經 
권1, 정장 16권, p.594a.

66) Cf. Narain(1986) p.166.

67) aprah ṇam asaṃpr ptam anucchinnam aś śvatam/ aniruddham 

anutpannam etan nirv ṇam ucyate// Madhyamaka-Ś stra, 25.3. 한역 

 론의 제25 ｢觀涅槃品｣에서 “無得亦無至 不斷亦不常 不生亦不滅 

是說名涅槃.” 정장 30권, p.34c.

68) Cf. Narain(1986) pp.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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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즉 생이 삶의 

장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생사와 열반을 차별하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엄연한 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바

로 이 에서 승 불교는 보살의 자비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여 

생 구제를 천명한다.

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비의 정신이다. 

자비의 실천은 승 불교의 구도자인 보살의 이상에서 차 강조

되어 갔다. 자비의 실천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괴로워하는 사

람’69)이다. 보살지(菩薩地)에 의하면 보살은 생에 해 자비심

을 일으켜 “ 생을 신하여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을 지닌 자

들”70)이며, “ 생을 해, 모든 고통을 신 감내하기 해 윤회

의 세계에 존재한다.”71)라고 한다. 승 불교에서 이 같은 보살의 

자비 정신은 다양한 서원으로 표명되어 있다. 보행왕정론에 나

오는 다음과 같은 서원도 그  하나일 뿐이다.

원하건  나는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내 수명처럼 생각할 것이며, 

원하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만배나 더 생을 생각할 것이

며, 그가 지은 악행의 과보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지은 선행의 과

보는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72)

보살의 서원이 공통으로 표방하는 것은 모든 생의 고통을 자

신의 고통으로 삼겠다는 자비의 의지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수행

자는 열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포기는 앞에서 말한 ‘인식의 환’과 상통한다.

69) k ruṇiko hi paraduḥkhaduḥkh / Sthiramati(安慧)의 

Triṃśik vijñapti-Bh ṣya, p.29, l.8. 中村 元(1980) p.90 재인용.

70) sattveṣu ··· duḥkhodvahana-citt ḥ/ Bodhisattvabhūmi, p.248, l.8.

71) sattv n m c rthe saṃs re sarvaduḥkhodvahan ya bhavati/ Ibid., p.249, 

l.6.

72) “願我他所愛 如念自壽命 願我念眾生 萬倍勝自愛 願彼所作惡 於我果報熟 

是我所行善 於彼果報熟.” 寶 王正論, 정장 32권, p.5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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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의 승 불교에 의하면, 구극의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는 무

주처열반의 상태에 있다. 그는 생사와 열반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진실한 지혜를 지니기 때문에 생사에 머무는 일이 없다.  자비

심을 지니기 때문에 생 제도에 노력하고, 열반에 머무는 일도 

없다. 만약 그가 생사를 분별한다면 생사, 즉 고에 머무는 것이 된

다. 열반을 분별한다면 열반에 머무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는 무

분별지를 얻어 아무것도 분별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에게는 머물

러 있을 곳이 없다. 따라서 그는 몸은 생사윤회의 경계에 있으면

서도 그것을 월하여 자유의 경지를 얻고 있다. 보살이 항상 

념하여 노력하는 것은 온갖 형태의 신체로 자신을 드러내어 생

을 제도하는 일이다. 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이러한 이상을 구

하는 형 인 보살이다.73)

이상과 같은 승 불교의 에서 고는 무조건 인 오나 기

피의 상이 아니라, 실 세계의 실상으로 포용하여 정화하거나 

승화해야 할 상이다. 그러므로 토인 실 세계로부터 정토인 

이상 세계로 인도하여 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정토교에서는 고

를 단지 버려야만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구제의 동기가 

된다는 극 인 의의를 가진 것으로 인정했다.74)

한편 생 제도의 이타행을 강조하는 승 불교는 그 당연한 

귀결로서 국가  혹은 민족  고난의 문제에 해서도 교시한다. 

를 들어  명경에서는 국왕이 법을 실행하는 데 태만하여 

자신의 토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행을 간과한다면, 악행이 만연

하여 국토에는 거짓과 투쟁이 횡행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악행

이 만연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존 되고, 성실한 사람이 

경멸된다고 한다.  란이 일어나 군이 침략해 오고, 큰 연못

이 코끼리에 의해 황폐해지듯이 국토는 유린되며, 가족은 흩어지

고 즐거움은 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국왕이 되는 자는 자신과 

73) 中村 元(1980) pp.87-8.

74) 의 책, p.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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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해,  토에 법을 실 하기 해, 생명과 왕 를 버려

도 좋다는 각오로 정치를 맡아야 한다고 교시한다.75) 

이상으로, 승 불교는 고에 해 아비달마 불교를 비롯한 기존

의 인식을 계승하면서 더욱 면 한 고찰을 시도하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승 불교는 개념  이해의 이론  차원보다는 생 

구제의 실천  차원에서 고의 문제를 취 해 갔다. 이리하여 고의 

해소에 노력하는 보살의 자비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고를 자비 구

의 이유로 간주하 다.

Ⅴ. 고 의 의의

원래 종교는 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즐겁고 안온한 경지

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불완 한 실 세계

를 바르게 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불교는 실의 

고, 무상, 오염, 무지 등을 찰하는 것으로 종교  심성을 일깨우

고, 기독교는 원죄 념을 주입하는 것으로 신에 한 복종을 부

추긴다. 만약 실에 만족하여 실의 고통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

는다면, 종교를 찾거나 이상을 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

나 실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있지 않으며,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실이란 오염되고 고통으로 충만한 불완 한 

세계이다. 여기서 완 한 이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 의

식이 싹트고,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에서 고의 인식, 

즉 ‘일체개고’로 변되는 고 은 불교의 출발 인 동시에 불교의 

종교  성격을 변한다.76)

75) 金光明經 권3의 正論品에서 이 같은 취지를 게송으로 설 한다. 정장 

16권, pp.347a-348a.

76) 水野弘元(1972) p.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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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불교의 고 은 수행과 노력을 자발 으로 지향하고, 

이로써 열반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지향성(志向性)을 지닌다. 더

욱이 이 지향성은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구제를 지향한다는 에

서 ‘구제론  지향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 출발 이 되는 고의 인

식은 모두 고의 소멸이라는 귀착 , 즉 구제라는 목표를 향해 인

도되고 있기 때문이다.77) 그러므로 고에 한 고찰의 결론으로는 

고 의 의의를 그러한 지향성에 결부하여 재조명하는 것이 

할 것이다.

고의 인식은 인도의 거의 모든 학 에서 철학  사색의 출발

이었다. 철학  에서 고는 존재의 변화에 따른 정신  불안이

지만, 윤리  에서 고는 악과 동일시된다. 이 같은 고 은 악

의 근원을 악하는 동시에 악을 완 히 극복할 방도를 찾기 

해, 세계의 특성과 인생의 의미를 사색하는 데로 나아간다. 실 

세계를 고통으로 규정하는 고 은 언뜻 보아 염세 이지만, 철학

 사색과 종교  실천에 의해 고통의 윤회 세계를 월하여 해

탈의 경지를 실 하고자 한다. 설혹 이러한 고 이 염세주의로 간

주된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염세주의가 인생에 미치는 향은 

무비 인 낙천주의보다 건 하다.”78)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아울러 “염세주의는 인도 철학의 시작이지만 종국은 

아니다.”79)라는 단언은 불교의 사성제, 특히 ‘생사가 곧 열반’이라

는 승  인식의 환을 통해서 입증된다.

불교의 고 개념과 비할 만한 것을 기독교에서 찾는다면, 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  죽는 고통을 들 수 있다. 기독교에

서 말하는 고통으로는 가장 근본 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77) 峰島旭雄(1980) p.481 참조.

78) Chatterjee & Datta(1968) p.14.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양 철학자의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 “낙천주의는 염세주의보다 더 비도덕 인 듯하다. 

염세주의는 우리에게 험을 경고하는 반면, 낙천주의는 우리를 달래어 

거짓된 안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George Herbert Palmer, 

Contemporary American Philosophy, Vol. 1, p.51.

79) Radhakrishnan(1923)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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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속죄를 한 죽음이다. 즉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

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

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80)라고 하듯이, 그

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신하여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인류의 원

죄를 속죄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통은 ‘ 신 받는 고통’, 즉 

수고(代受苦)로 불릴 수 있다.81) 더욱이 이 고통은 “그 때부터 

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

다가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82)라고 

해져 있듯이, 그리스도 자신의 각오를 표명한 언에 따라 감수되

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성경의 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속

(代贖)은 신에 의해 정된 것이며, 여기서 ‘고’는 결국 사랑을 상

징한다.8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스러

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

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

게 하셨습니다.8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

니다.85)

80) ｢베드로의 첫째 편지｣, 3.18. 공동번역 신약성서, pp.376-7.
81) 峰島旭雄(1980) pp.473-4 참조. 代受苦는 代受苦惱로도 표 되는 불교의 

개념이다. 이것은 특히 ‘大悲代受苦’( 정장 20권, p.36b)와 같은 표 으로 

자비의 발 임이 강조된다. 이에 상당하는 기독교의 개념은 

속(代贖)이다.

82) ｢마태오의 복음서｣, 16.21. 공동번역 신약성서, p.27.
83) 峰島旭雄(1980) p.474.

84)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3.23-25. 공동번역 신약성서, p.238.
85)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5.8. 의 책,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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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속과 유사한 념이 특히 승 불교에서는 보살

의 자비, 즉 비 수고(大悲代受苦)로 천명된다.86) 이미 언 했듯

이 불교에서 보살은 ‘ 생을 신하여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을 지

닌 자’로 정의된다. 이 같은 보살의 형 인 자비 실천이 보살의 

사신(捨身)이다. 이것은  명경에서 일곱 마리의 새끼들을 낳

고 굶주려 죽을 지경에 있는 호랑이를 구하기 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던진 왕자의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다.87)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의 속과 보살의 수고는 각기 사랑과 

자비에 의한 구제론  지향성의 발 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든 

보살에게든 고통은 구제의 수단이 된다. 다만 그리스도의 속은 

신에 의해 이미 정된 것이라는 에서, 각자의 자발  의지로써 

고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성이 불교의 경우만큼 부각되지는 않

는다.

불교의 경우, 고 의 추이에서 드러나는 구제론  지향성은 일

차 으로 자력에 의해, 이차 으로 타력에 의해 고통을 해소하는 

실천  노력의 당 성을 요구한다. 이 에서 사성제는 먼  고를 

천명하고, 끝으로 8정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성제에 의하면 고

가 진리의 체인 것은 아니다. 고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고의 원

인은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거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고 자체도 제거될 수 있고 그 제거 방법 역시 실 으로 실용 가

능하다는 것이 진리의 체이다.88) 따라서 사성제는 고통으로 가

득 찬 실의 생 세계는 각자의 각성과 노력을 통해 낙으로 가

득 찬 이상의 부처 세계로 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승 불교에 이르면, 고의 실을 여실히 악해 들어갈 때, 그

86) 기독교의 代贖에 상당하는 개념이 불교에서는 代受苦 는 代受苦惱로도 

표 된다. 이것은 특히 ‘大悲代受苦’( 정장 20권, p.36b)와 같은 표 으로 

자비의 발 임이 강조된다.

87) 이 이야기에서 왕자는 기력이 쇠진한 호랑이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분쇄하는 고통을 감내한다. 정장 16권, p.354c.

88) Narain(1986)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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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곧 공임을 깨닫게 되어 결국 열반의 세계가 열린다고 근본 

교설(삼법인과 사성제)을 이해한다. 이와 동시에 근본 교설이 

시하는 고의 인식은 실의 생 세계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궁극  진실의 차원에서 고의 세계가 곧 열반의 세

계임을 체득한 보살은, 아직 세속의 고통에 빠져 있는 생과 공

존하면서 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해 노력한다. 이처럼 

불교의 고 은 고의 실에 한 인식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열반이라는 이상 실 과 생 구제라는 자비 실천의 제  

동기로서 시된다.

맺음말

이상으로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고에 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

여, 고를 철 히 악한 끝에, 고를 극복하는 실천  안을 제시

한다. 이 과정은 애  고에 한 철 한 인식을 강조했던 설법의 

의도이기도 하다. 다만 기 불교 이래 승 불교에 이르기까지 

추이의 단계에서는 고 의 이 애  의도된 그 과정과 각기 

상응해 있음을 악할 수 있다.

삼법인과 사성제로 천명된 기 불교의 고 은 고에 한 기본 

인식과 그 지향 을 제시한다. 즉 이 고 은 실에 한 냉철한 

인식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있다. 이로써 불

교  세계 과 인생 이 형성된다. 이는 고 의 형성 단계로 이해

할 수 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고에 한 분석  통찰로써 고 을 체계

으로 정립하여, 기존 고 의 취지를 심화하는 데 을 두었

다. 이는 고 의 심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승 불교에서는 이미 정립된 고 을 확장하고 응용하여, 생 

제도라는 자비의 실천으로 용하는 데 을 두었다. 이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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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용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고(苦)인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인식의 환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고’라는 

실은 열반을 추구하고 생을 구제하려는 제와 동기로 간주

된다. 이처럼 승 불교에 이르러 고 의 의의는 극 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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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tion and Significance of the Buddhist View 

of Suffering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Buddhism indicates the practical alternative for 

overcoming suffering, beginning from cognition on suffering 

and ending in having a thorough grasp of the suffering. It 

is also an intention of Buddhist sermon, which laid 

emphasis on thorough grasp of suffering at the start.

Here I inquired into the Buddhist view of suffering as 

three stages as follows.

The early Buddhist view of suffering is revealed clearly 

through the Three Seals of Truth and the Four Noble 

Truths. And also it shows general cognition on suffering 

and its aim to pursue. In other words, it attaches 

importance to look dispassionately at the realities, and gives 

direction for solving a problem. From this the Buddhistic 

view of the world and life is built up. So this can be 

regarded as the formative stage of the view of suffering.

Scholars of Abhidharma Buddhism distinguished 

various sorts of suffering analytically, and systematized the 

view of suffering. Thus they attached importance to deepen 

the import of the existing view of suffering. So this can be 

regarded as the deepening stage of the view of suffering.

Mah y na Buddhism mainly expanded the systematized 

view of suffering in the former stage and put it to practical 

use. In other words, it was momentously applied to have 

compassion on living things in order to save manki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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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n be regarded as the stage of social application. In 

particular here the existing cognition of suffering is 

converted into Nirv ṇa or emancipation. In this case, life 

and death, which has been suffering is just regarded as 

Nirv ṇa.

As a result of this, the realities called suffering are 

regarded as a premise and motive not only to pursue 

Nirv ṇa but also to save mankind. Thus significance of the 

view of suffering had been maximized up to Mah y na 

Buddhism.

Key Words: suffering, "all life is suffering", Four Noble 

Truths, three suffering, eight suffering, three 

feelings,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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