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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요소설과 명상수행, 그리고 수행의 효과

__MN. No. 62 Mahārāhulovādasutta를 중심으로__

이필원*1)

Ⅰ들어가는 말. Ⅱ Mahārāhulovādasutta 과목 나누기.
Ⅲ 사대요소설에 나타난부정관의 특징. Ⅳ 사대와 명상 주제.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사대(四大), 부정관(不淨觀), 무상에 대한 지각,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 사마타, 위빠사나]

불교의 수행법은 오로지 번뇌를 제거하여 해탈을 성취하는 해탈도이

다. 하지만 사람마다의 성향의 차이 및 기질의 차이를 고려, 다양한 성

향의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여 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다양한 수

행법을 한 경전에 망라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Majjhima-nikāya의
제 62번경인 MR-s이다. 이 경전은 인간을 四大로 분석하여, 육체에 대

한 집착을 끊고, 분별심을 제거하는 것을 수행의 기본으로 제시한 뒤에

다양한 명상수행법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수

행(ānāpānasati)으로 끝나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전의 체제에 주목하면서, 사대(공간 포함)가 명

상 주제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명상 주제들의 기

능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이해를 돕고자 명상법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경전에서

그 내용을 찾아 그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Majjhima-nikāya의 제 62번경인 Mahārāhulovādasutta(라훌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71-A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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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커다란 훈계의 경, 이하 MR-s.로 약칭함)는 경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외아들로 태어나 출가수행자가 된 라훌라

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경이다. 라훌라에게 설한 경전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1) 인체에 대한 분석적 관찰과 다양한

명상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MR-s.는 매우 독특한 위상을 갖

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2)

오온설이라고 하면 인간을 다섯 가지 요소로 분석하여 이해한

것을 말하는데, MR-s.의 경우는 오온 가운데 특히 색온(色蘊, rūp

akkhanda)3)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또 하나의 특징은

색온을 구성하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네 요소 외에 공(空)을 넣

어 다섯 가지로 인체의 구성요소 및 작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

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4)

그런데 MR-s.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의학적인 측면이 아닌 수행론적 측면에서 이해된다. 특

1) 마찬가지로 MN에 속하는 Ambalaṭṭḥkārāhulovādasutta(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한다는 내용)와 Cūḷarahūlovādasutta(오온을 무상하다고

관찰해야 함을 설한 내용)가 있다.

2) MR-s.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전이 MN. III에 나오는

Ānāpānasatisutta(입출식념경, 이하 ĀPS-s.)이다. 하지만 ĀPS-s.는
사대를 분석해서 관찰하는 내용이 없다. 대신 MR-s.보다는 훨씬 다양한

수행법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자애수행, 연민수행, 기쁨수행, 평정수행, 부정관, 無常想,

호흡수행의 14가지이다.

3) rūpa(色)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데, 경전에서는 “지수화풍의 사대와 그

사대에 의존하는 색을 일러 몸이라 한다. 음식을 인연으로 하여 몸이

있다.(SN. III, p.62)”, “이 육신은 낡고 닳게 되어 있고, 모든 질병의

보금자리이며 매우 허약하다.(Dh 148)”, “뼈와 심줄과 살과 비부로 덮여

있는 공간을 몸이라고 한다.(MN. I, 190)”라고 설명한다. 이 내용은 Rune

E. A. Johansson(1985 : 30)이 정리한 내용이다.

4) MR-s.에서는 인체의 구성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空은 사실

물질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본문에서는 4대설로 일괄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경전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은 신체의 빈 공간을 의미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4대설로 표현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사대요소설과 명상수행, 그리고 수행의 효과 ∙ 267

히 내용상 부정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관은

초기 수행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수행법이었다. 특히 육체에

대한 욕망을 끊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

다.5)

하지만 사대와 공의 다섯 가지로 인체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기

술한 뒤에 나오는 명상법을 보면 부정관만이 아니라 승단에서 수

행하였던 다양한 수행법들이 열거되고 있다. 처음에 4대를 명상

주제로 하여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4무량심, 부정, 무상, 호흡수

행으로 진행된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 그렇듯이, 본 경에서 언급되는 수행들도

결국은 번뇌를 멸진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6) 하지만 본

경은 다른 경전과는 다소 다른 체제를 갖춤으로서 수행방법에 대

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 경전의 체제에 주목하

면서, 사대(공 포함)가 명상 주제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리고 다양한 명상 주제들의 기능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자 한다.

그런데 본 경전은 구체적인 수행/명상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

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수행/명상법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경전의 내용을 기술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5) 增壹阿含經 제7권,(T2, p.581c) “汝今復當修行惡露不淨想 
所有貪欲盡當除滅.” ;  增壹阿含經 제42권(T2, p.780b) “若思惟不淨想, 
便無欲心” ;  雜阿含經 제27권(T2, p.192c) “何等為貪欲蓋不食？
謂不淨觀，於彼思惟，未起貪欲蓋不起，已起貪欲蓋令斷” ; 冨増
健太郎(2005)는 특히 부정관이 비구들의 자살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처방으로 수식관이 수행법으로 권장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은 SN. V Vesālisutta, p.320ff.를 참조하면

좋다. 이 경전에서는 아난다가 부정관을 닦는 비구들이 자살하는 사태를

붓다께 고하고, 이를 방지할 새로운 방편 수행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역으로는 雜阿含經(T2, 207b) 809번경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6) Martin Stuart-Fox(1989 : 79)는 불교에서 명상 수행은 깨달음과 해탈, 즉

의식의 일련의 변화된 경지의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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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제따림의 아나타삔디까 승원

내용 ①
B가 라훌라에게 5온을 나와 내 것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고 설함.

내용 ② R가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S가 다가옴.

내용 ③
S는 ānāpānasati에 커다란 공덕이 있으니 이를 수행

할 것을 권함

본

론

R의질문
B에게 ānāpānasati를 어떻게 닦아야 커다란 공덕이

있는지 물음.

B의

답변①

a. 땅의 세계를 분석하여 이것들이 나

와 내 것이 아님을 관찰해라.

사대 명상

b. 물의 세계를 분석하여 이것들이

나와 내 것이 아님을 관찰해라.

c. 불의 세계를 분석하여 이것들이 나

와 내 것이 아님을 관찰해라.

d. 바람의 세계를 분석하여 이것들이

나와 내 것이 아님을 관찰해라.

e. 공의 세계를 분석하여 이것들이 나

와 내 것이 아님을 관찰해라.

B의

답변②

a. 땅과 같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명상의 방법

b. 물과 같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c. 불과 같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d. 바람과 같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e. 공간과 같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Ⅱ. Mahārāhulovādasutta 과목 나누기

본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 및 인연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본문은 라훌라의 질문과

붓다의 답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셋째는 결론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을 세분화해 보기

로 한다.(B : 붓다 ; S : 사리뿟따 ; R : 라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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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애에 대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사무량심에

대한 명상

g. 연민에 대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h. 기쁨에 대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i. 평정에 대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j. 부정에 대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k. 무상에 대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l. ānāpānasati에 대해 수행하라(명상을 하라).

결

론
R가 기뻐하며 수지함.

이상의 내용을 보면, 처음 붓다가 라훌라에게 제시한 수행법은

오온을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사리뿟따에

의해 ānāpānasati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ānāpānasati

의 구체적인 방법을 붓다가 다시 라훌라에게 해설하는 것으로 경

이 구성되어 있음을 본다. 이러한 경의 구조는 독특하다고 생각된

다. 즉 사리뿟따가 제시한 내용을 붓다가 부연설명하고 있는 셈이

기 때문이다. 붓다고사의 주석에 따르면, 사리뿟따가 라훌라에게

ānāpānasati를 권한 이유는 오온무아의 수행을 붓다께서 직접 권

한 것임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7)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경의 일반적인 패턴은 서로간의 문답이 기본적인 형식이

다. 즉 사리뿟따가 라훌라가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무슨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해 라훌라가

대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리뿟따가 ānāpānasati를

권하면, 라훌라는 ‘그 수행의 공덕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해 사리뿟따가 대답하고, 이 내용을 갖고 붓다에게 찾아가 라훌

라가 이전의 일을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

이라고 할 수 있다.8) 하지만 본 경전은 이러한 패턴과는 매우 다

7) Pps. III, p.136.

8) 대표적으로 SN. II, Susīmaparibbājakasutta, 119ff ; MN. I,

Mahāgosiṅgasutta, pp.212ff ; AN III, Kāyasakkhī-sutta pp.74ff.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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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여하튼 이 경전은 라훌라를 위한 수행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경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행법은 매우 다양한데, 바로 이 부분이

본 경전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론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흡 수행의 방식과 그 공덕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 → 사대로 육체

를 분석하는 명상 → 명상의 방법 설명 → 다양한 명상 주제와 그 효

과에 대한 설명

그럼,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수행법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Ⅲ. 사대요소설에 나타난 부정관의 특질

본경의 내용과 관련해서 Suttanipāta 제 3장 Rāhulasutta의 내

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부정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계율의 항목과 다섯 감관에 대해서 잘 지키고, 몸에 대한 사띠[를

확립]하라. 그리고 [세상을] 아주 혐오하는 자가 되어라.9)

탐욕에 물든 아름다운 인상을 멀리하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

의 대상에 잘 집중된 마음을 닦아라.10)

경전을 참고하라.

9) saṃvuto pātimokkhasmiṃ indriyesu ca pañcasu satī kāyagatā ty atthu

nibbidābahulo bhava.(Sn. 340)

10) nimittaṃ parivajjehi subhaṃ rāgūpasaṃhitaṃ asubhāya cittaṃ

bhāvehi ekaggaṃ susamāhitaṃ.(Sn.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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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게송은 붓다가 라훌라가 출가 후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

을 것을 경계하여 훈계한 내용이다. 위 두 게송은 세상을 혐오하

는 마음을 일으킬 것과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 부정하다고 집중하

여 마음을 닦을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부정관을 닦아 마음

의 애착을 끊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를 세분화하여 관찰하는 것은 몸에 대한 혐오

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애착을 끊는데 탁월한 기능을 하게 된

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

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비구는 이 몸이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

득 차 있음을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내려가며 상세히 관찰한다(paccavekkhati). 즉 ‘이 몸에는 머리카락(ke

sā), 몸의 털(lomā), 손발톱(nakhā), 치아(dantā), 피부(taco), 살(maṃs

a), 힘줄(nahāru), 뼈(aṭṭhi), 골수(aṭṭhimiñjā), 콩팥(vakka), 심장(haday

a), 간(yakana), 늑막(kilomaka), 脾臟(pihaka), 폐(papphāsa), 창자(ant

a), 장간막(antaguṇa), 위(udariya), 똥(karīsa), 뇌(matthaluṇga), 쓸개

즙(pitta), 가래(semha), 고름(pubba), 피(lohita), 땀(seda), 지방(meda),

눈물(assu), (피부의) 기름기(vasā), 침(kheḷa), 콧물(siṅghāṇikā), 관절

액(lasika), 소변(mutta) 등이 있다.’고.11)

11) MN. III, p.90. “bhikkhave, bhikkhu imameva kāyaṃ uddhaṃ pādatalā

adho kesamatthakā tacapariyantaṃ pūraṃ nānappakārassa asucino

paccavekkhatī: atthi imasmiṃ kāye kesā lomā nakhā dantā taco

maṃsaṃ nahāru aṭṭhi aṭṭhimiñjā vakkaṃ hadayaṃ yakanaṃ

kilomakaṃ pihakaṃ papphāsaṃ antaṃ antaguṇaṃ udariyaṃ karīsaṃ

pittaṃ semhaṃ pubbo lohitaṃ sedo medo assu vasā kheḷo siṅghāṇikā

lasikā mutta'nti.” 해당 빨리어 원문에는 뇌(matthaluṇga)가 빠져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다른 니까야들을 참조하여 번역에는 집어넣었다.

; SN 35.127: Bharadvaja Sutta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Bharadvaja

Sutta 는 우데나(Udena)왕과 브하라드와자 존자와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 주제는 여성에 대한 탐욕을 극복할 때 신체를 세분화하여

관찰하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DN

22:Mahāsatipaṭṭhāna Sutta에서도 몸관찰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기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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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내용은 신체 내외를 32가지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

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체 내부의 것을 관찰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다. 이는 이미 부정관 등을 통해서 신체 내부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어 있거나 해부학적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

한 일이다. 또한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늑막, 비장, 허파, 뇌 등

의 장기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상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인 경험적 앎이 없이는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

서 당시 수행승들은 이 정도의 해부학적 지식을 경험적으로 증득

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12)

그런데 MR-s.에서는 이러한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내용을 지

수화풍공(地水火風空)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3) 내

용이 길기에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자닌 오브와예(2004 : 246)는 고대 인도인들의 해부학적 지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부학 연구는 베다 시대부터 행해졌다.

시체의 내장을 제거해 잎으로 싸서 커다란 상자에 담아 흐르는 물에

일주일 동안 담가두었다가 외과용 메스로 해부하는 등 정교한 실험이

실시되기도 했다. 해부학 실험을 통해 수많은 장기의 작용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 또한

몸 안의 이물질을 추출하고, 사산한 태아를 꺼내고, 배를 갈라

내과수술을 하고, 두개골을 열어 뇌수술을 하고, 결석과 백내장을

치료했다. 성형수술도 상당히 발전해서 찢어진 입술을 꿰매거나 잘린

코와 귓불을 다시 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붓다

당시의 인도인들도 상당한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13) 中阿含經 商人求財經 (T1, p.645a)에도 색의 요소로서 地水火風空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각각을 자아가 아니라고 관할 때 안락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Mathieu Boisvert(1997 : 34)는 땅의 요소는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같이 단단하고 딱딱한 것, 물의 요소는 피나 눈물,

침과 같은 액체, 불의 요소는 음식을 소화는 열기, 바람의 요소는

행동으로 설명한다. 또 Dhammasaṅgaṇi의 해석을 소개하는데,

거기에서는 땅, 불, 바람의 세 요소는 地의 요소를 기본적 특징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이들 물질들이 충돌하면 반드시 충격이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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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界(Paṭhavīdhātu) :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거칠고 견고한 것

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똥 등(2

0 가지)

水界(Āpodhātu) :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액체나 액체적인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소변 등.(12 가지)

火界(Tejodhātu)14) :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열 및 열에 관계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열을 내거나 노쇠하거나 화를 내거나15) 먹

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등.(4 가지)

風界(Vāyodhātu) :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기체나 기체적인 것

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상방으로 부는 바람, 하방으로 부는 바람, 창

자에 부는 바람, 위에 부는 바람, 사지로 부는 바람, 날숨, 들숨 등.

空界(Ākāsadhātu) :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공간이나, 공간과 같

은 것이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 귓구멍, 콧구멍, 구강과 그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을 본 것을 삼키고, 그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씹

고 맛을 보고 삼킨 것을 하복부에서 배설하는 것 등.16)(6 가지)

위의 내을 보면, 지계는 몸 안팎의 조직과 장기 등으로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수계는 몸 안의 액체나 액체화된 성

분을 망라하고 있다. 담에서 담즙이 생성된다거나, 임파액, 관절액

등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매우 상세한 해부학적 지식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화계는 몸에 열을 내거나 늙고 쇠약해지는

것과 소화기능17)에 관여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풍계는 호흡

14) 붓다고사는 ‘tejatī ti tejo’(Vism, p.364)라고 해서 ‘열이 곧 불의

요소이다.’라고 해석한다. 즉 말 그대로 ‘불’이 아니란 것이다.

15) Pps. II, p.227에 따르면 이는 ‘성냄으로 인해서 몸이 탄다 yena kupitena

ayaṃ kāyo ḍayhati’라는 뜻이다. 전재성(2009 : 707 note 1074)을 참조함.

16) MN. I, pp.421-423. ; MN. III, Dhātuvibhaṅga suttaṃ, pp.240-241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17) 동양의학에서는 위장이 차가워지거나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위장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는 것 같다. (네모토 유키오 2012, p.7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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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몸 안의 여러 장기, 그리고 사지에 까지 바람이 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기체 혹은 기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18)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계는 신체에 존재하

는 공간을 주로 의미하고, 이러한 공간으로 인해 배설작용이 가능

하다는 발상을 보여준다.

MR-s.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대를 어떻게 관찰하는지에 대한 내

용은 생략되어 있는데, Satipaṭṭhānasutta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비구들이여, 숙련된 도축업자나 그의 도제가 소를 도살

하여 사거리에 따로 따로 나누어 놓는 것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속에는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가 있다.’라고 세계로서, 놓여있고 구성된 대로 관찰한다.19)

사대 관찰의 방식을 도살된 소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나누어 놓

듯이 하라는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수행자들에게 크게 도움

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또 다른 해부학적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예도 있다.

비구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피부를 자르고 피부를 자른 뒤

에 가죽을 자르고, 가죽을 자른 뒤에 살을 자르고, 살을 자른 뒤에 힘

줄을 자르고, 힘줄을 자른 뒤에 뼈를 자라고, 뼈를 자른 뒤에 골수를

부셔버린다.20)

18)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불교의 사대설을 설명할 때, “바람이 그치면
기가 끊어지고...”라는 내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면, 일종의 氣의 순환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식(2011 :

267)을 참조하라. 참고로 張其成(2008 : 77)도 “바람 역시 일종의

氣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9) MN. I, p.58. 번역은 전재성 번역(2009 : 175). 다만 ‘수행승’을 ‘비구’로

바꿈.

20) SN. II, p.237. “dāruṇo, bhikkhave, lābhasakkārasiloko.

Lābhasakkārasiloko , bhikkhave, chaviṃ chindati, chaviṃ chet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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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단순히 장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부터 안

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특기할 만하다. ‘피부-가죽-살’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내용과

힘줄과 뼈, 그리고 뼈 안의 골수로 해체되는 것은 마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양 표현이 생생하다.

물론 이상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주기 위한 내용은 아니

다. 탐욕, 특히 자기 신체에 대한 욕망과 아름다운 이성의 신체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내용이다. 나아가 이득과 명예와 칭송

과 같은 명예욕을 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욕망

의 대상으로부터의 떠남’(vivicc’ eva kāmehi)21)이 수행의 전제조

건인 만큼, 몸에 대한 애착, 아름다운 이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는 몸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욕망을 근원

에서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와 같이 신체를 명상하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이

고, 실제 수행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을 것임을 충분히 짐

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cammaṃ chindati, cammaṃ chetvā maṃsaṃ chindati, maṃsaṃ chetvā

nhāruṃ chindati, nahāruṃ chetvā aṭṭhiṃ chindati, aṭṭhiṃ chetvā

aṭṭhimiñjaṃ āhacca tiṭṭhati.” ; 동일한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Vālarajjusutta에도 나온다.

21) MN I, p.21 ; SN. II, p.210 ; SN. IV, p.263 등을 참조하라. 불교의

대표적인 선정 수행인 사정려/사선 수행의 전제조건은 ‘욕망의

대상으로부터의 떠남’에 있다. 욕망을 제어하여 도덕적 청정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행의 문턱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점을 사정려 체계는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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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대와 명상 주제

1. 명상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MR-s.에서는 신체를 사대요소로 구분하여 해체하는 것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수화풍의 사대와 같이 명상할 것을 주

문한다.22) 이는 과목 구분에 따르면 붓다의 답변 ②에 속한다. 사

대와 같이 명상하라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인용하기에는 내용이 길기에 대표적으로 땅에 대한 내용을 인용

하도록 한다.

라훌라여, 땅과 같이 수행하라.23) 라훌라여, 만약 그대에 의해 땅과

같이 수행된다면, 이미 생겨난 즐겁고 즐겁지 못한 접촉들이 [그대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여, 예를 들면 땅에게 깨끗한

것을 버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버리더라도, 똥을 버리더라도, 오줌을

버리더라도, 침을 버리더라도, 고름을 버리더라도, 피를 버리더라도,

22) 이것은 사대 각각을 처음 붓다가 라훌라에게 설할 때, 각각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땅의 요소라

해도 신체와 명상 주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훌라여,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내부에 속하는

것과 외부에 속하는 것이 있다. Katamā ca Rāhula āpodhātu : āpodhātu

siyā ajjhattikā siyā bāhirā.”(MN, I, p.422)

23) 전재성은 2009년도 개정판을 보면, ‘땅에 대해 명상을 닦아라.’, ‘물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p.707-708)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즉 사대 각각이

명상 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의역이다.

paṭhavī-sama ; āpo-sama ; tejo-sama ; vāyo-sama는 모두 sama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 만들어진 것으로, sama는 ‘like, equal, the

same’(PTSD, s.v. sama)의 뜻을 갖는다. 따라서 ‘땅과 같이’ ; ‘물과

같이’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사대 각각을

해체하여 관찰하는 명상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전재성의 번역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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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으로 인해 땅이 곤혹해 하거나, 수치스러워 하거나, 싫어하지 않

듯이, 이와 같이 라훌라여 그대는 땅과 같이 수행하라. 라훌라여, 만약

그대에 의해서 땅과 같이 수행되면 이미 생겨난 즐겁고 즐겁지 못한

접촉들이 [그대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할 것이다.24)

물, 불, 바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25) 이는 땅과

같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공간과 같이 어떤 대상

과 맞닥뜨린다 해도, 好・不好의 분별심을 내지 말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수행의 가장 근본은 분별심을 제거 혹은 통제하여 마음이

대상에 붙들리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사대와 같이 분별하지

않게 되면26), “이미 생겨난 즐겁고 즐겁지 못한 접촉들이 [그대

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되는 것이다.

24) MN I, p.423. “Paṭhavīsam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paṭhavī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Seyyathā pi

Rāhula paṭhaviyā sucim pi nikkhipanti asucim pi nikkhipanti

gūthagatam pi nikkhipanti muttagatam pi nikkhipanti kheḷagatam pi

nikkhipanti pubbagatam pi nikhipanti lohitagatam pi nikkhipanti, na ca

tena paṭhavī aṭṭīyati vā harāyati vā jigucchati vā, evaṃ eva kho tvaṃ

Rāhula paṭhavīsamaṃ bhāvanaṃ bhāvehi, paṭhavī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25) 다만 다른 점은 ‘물에 깨끗한 것을 씻더라도’ ; ‘불에 깨끗한 것을

태우더라도’ ; ‘바람에 깨끗한 것을 날리더라도’와 같이 ‘씻다(dhovati),

태우다(ḍahati), 날리다(upavāyati)’라고 하는 동사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공간의 경우는 ‘아무 것에도 한정지어지지 않듯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6) Buddhaghoṣa는 이것을 “Idāni ‘ssa tādibhāvalakkhaṇaṃ ācikkhanto

paṭhavīsaman ti ādim āha. Iṭṭhāniṭṭhesu hi arajjanto adussanto tādī

nāma hoti. 지금 이러한 존재의 특징을 말하면서 ‘땅과 같이’라고 처음에

말했다. 왜냐하면 즐겁고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화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는다.”(Pps, p.139) 라고 주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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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상 주제와 효과

사대로 인체를 낱낱이 해부학적으로 관찰하여 몸에 대한 혐오

감으로 애착을 끊은 뒤에, 분별심의 제거를 설하였다. 이제 붓다

는 라훌라에게 다양한 명상 주제를 설명하고, 그 수행의 이득을

설명한다. 그럼 아래에서 다양한 명상 주제와 그 효과27)를 간단하

게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명상종류 효과

① 자애 수행 성냄이 제거됨

② 연민 수행 적의가 제거됨

③ 기쁨 수행 불쾌가 제거됨

④ 평정 수행 혐오가 제거됨

⑤ 부정 수행 탐욕이 제거됨

⑥ 무상에 대한 지각 수행 자만이 제거됨

⑦ 호흡 수행 커다란 과보와 공덕이 있음

MR-s.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명상 수행의 종류와 그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전

하는 다른 경전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위의 7가지 수행 가운데, 자애・연민・기쁨・평정은 사무
량심에 대한 내용이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경전의 여러

곳에서 사무량심의 수행방식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28) 대표적

으로 Sn.의 Mettasutta(이하 Ms.)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을 인용

27) MN I, pp.424-426.의 내용을 참조하라.

28) 자세한 것은 이필원(2010)의 논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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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자.

mettañ ca sabba-lokasmiṃ mānasam bhāvaye aparimāṇaṃ

uddhaṃ adho ca tiriyañ ca asambādhaṃ averaṃ asapattaṃ (Sn.150)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한량없는 慈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위로, 아래로, 횡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tiṭṭhaṃ caraṃ nisinno va sayāno vā yāvat’ assa vigatamiddho

etaṃ satiṃ29) adhiṭṭheyya brahmam etaṃ vihāraṃ idhaṃ āhu.(Sn.151)

서 있거나, 가고 있거나, 앉은 [상태]이거나, 누워 있거나, 그가 잠에

서 떠난 상태(잠자지 않는)에 있는 한, 이 사띠를 확립해야 한다. 세상

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청정한 경지[라고] 말한다.

이 내용만 보면, MR-s.에서 자애 수행의 결과 성냄이 제거된다

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Ms.에서는 자애

수행을 닦기 위해서는 원한과 적의가 없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행주좌와 어느 때든 한량없는 慈의 마음을 위・아래・횡으로 수

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량심의 수행방법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다소 다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자애를 갖춘 마음으로 한 방향을 채우고 머문다. 그처럼 두 번

째를, 그처럼 세 번째를, 그처럼 네 번째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위로,

아래로, 횡으로, 모든 곳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세계를 크고 넓은, 무

량하고 원한 없는 평화로운 자애를 갖춘 마음으로 채우고 머문다.30)

29) 여기에서 나오는 사띠는 자애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필원 2010 : 17

note 11을 참조하라.

30) MN. I, Vatthūpamasutta, p.38. “So mettāsahagatena cetasā ekaṃ

disaṃ pharitvā viharati, tathā dutiyaṃ tathā tatiyaṃ tathā catutthiṃ,

iti uddham adho tiriyaṃ sabbadhi sabbatthatāya sabbāvantaṃ lokaṃ

mettāsahagatena cetasā vipulena mahaggatena appamāṇena averena

abyābajjhena pharitvā viha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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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연민・기쁨・평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한편

부정관 수행(asubhabhāvanā)31)은 염처경 계열의 경전에서, 신념

처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수행법이다. 핵심적인 부분 내용만을

간추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는 묘지에 던져져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 지나 부풀

어 오르고 푸르게 멍들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시체를 보듯, 이 몸을 이

와 같이 ‘이 몸도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존재가 되

고 이와 같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관찰한다. ... 중략 ...

비구는 묘지에 던져져 까마귀에 먹히고 매에게 먹히고 독수리에 먹

히고 개에게 먹히고 승냥이에게 먹히고 여러 가지 벌레에게 먹히는

시체를 보듯,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도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

고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이와 같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

고 관찰한다. ... 중략 ...

비구는 묘지에 던져져 살점이 있고 피가 스며든 힘줄로 연결된 해

골, 살점이 없고 피가 스며든 힘줄로 연결된 해골, 살점도 피도 없이

힘줄로 연결된 해골, 연결이 풀려 사방팔방으로, 곧 어떤 곳에는 손뼈,

어떤 곳에는 발 뼈, 어떤 곳에는 정강이뼈, 어떤 곳에는 가슴뼈, 어떤

곳에는 팔뼈, 어떤 곳에는 어깨뼈, 어떤 곳에는 목뼈, 어떤 곳에는 턱

뼈, 어떤 곳에는 이빨 뼈, 어떤 곳에는 두개골 뼈가 흩어진 해골로 이

루어진 시체를 보듯,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도 이와 같은 성질을 가

지고 있고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이와 같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

이다.’라고 관찰한다. ... 중략 ...

비구는 묘지에 던져져 조개빛처럼 흰 뼈, 일 년 이상 쌓인 뼈, 썩어

가루가 된 뼈로 이루어진 시체를 보듯,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도 이

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이와 같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관찰한다.32)

이와 같이 수행하면,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

게 된다(MN. I, p.59. anissito ca viharati na ca kiñci loke upādiyati).

31) 부정관 수행과 관련해서는 강명희(2011)의 논문을 참조하면 좋다.

32) MN. I, Satipaṭṭhānasutta, pp.58-59. 번역은 전재성의 번역(2009 : 175)임.

다만 ‘수행승’을 ‘비구’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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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탐욕을 여의게 됨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육체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부정관은 몸에 대한 혐오감

을 극대화하여 자살이라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

였다. 이외에도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다. 즉 부정관은 이성에 대

한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지만, 자칫 이것이 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성적 욕

망이 억압의 형태로 왜곡될 우려도 있다.33) 따라서 부정관에 대한

수행은 세심한 지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34)

다음으로 ‘무상에 대한 지각(aniccasaññā)’수행이다. 이것은 SN

의 Aniccasaññāsutta(이하 AS-s.)35)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

다.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한 지각이 두루 수행되면 모든 감각적 대상

에 대한 탐욕[欲貪]을 없애게 되고, 모든 물질[色]에 대한 탐욕[色貪]을

없애게 되고, 모든 존재에 대한 탐욕[有貪]을 없애게 되고, 모든 무명

(無明)을 없애고, 자만(自慢)을 없애게 되고 제거한다.36)

33) 서광스님(2012), “서광스님의 치유적 불교 읽기” 법보신문(2012/3/28.
15면)

34) 인경스님(2012 : 112)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 호흡명상(ānāpānasati, 安那般那念住)이 부정관법과 비교하여

즐겁게 수용하고 머물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이다. 몸이 더럽다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즐겁게 수용하고 머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명상 수행을 할 때, 혐오감을 느끼면서 하기보다는

즐겁게 수행할 수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가 더 클 것은

자명하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명상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인경스님의 책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5월 중 발간예정인데, 필자의 논문을 위해 흔쾌히 인용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35) SN. III, p.155-157.

36) SN. III, p.155. “aniccasaññā bhikkhave bhāvitā bahulīkatā sabbaṃ

kām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rūp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bhav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avijjaṃ pariyādiyati asmimānaṃ

pariyādiyati samūh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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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에서는 무상상(無常想) 수행을 닦으면 자만만이 아니라,

욕탐, 색탐, 유탐, 무명의 번뇌도 같이 제거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는 점이 MR-s.와 구분되는 점이다. 그럼 이러한 무상상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AS-s.에서도 볼

수 없지만, 다만 오온(五蘊)을 세 가지 특징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37)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원인이다. [이것이] 물질의 소멸

이다. [이것이] 감각이다. ... 생략 ... [이것이] 지각이다. ... 생략 ... [이

것이] 형성력이다. ... 생략 ...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원인이다.

[이것이] 식의 소멸이다. 라고.38)

즉, 이른바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들을 ‘사실 판

단-원인 인식-결과 인식’으로 관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사

실판단으로서 ‘있음’이 결과적으로 ‘없음, 소멸’로 귀결되는 것이

무상을 지각하는 수행방법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호흡수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MR-s.에서는 구

체적으로 16단계로 호흡수행의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결국 이 경

전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호흡수행임을 분명히 제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길게(dīghaṃ) 들이쉬고 내쉰다.’ 라고 안다 ② ‘짧게(rassaṃ) 들

이쉬고 내쉰다.’ 라고 안다 ③‘온 몸을 경험하면서(sabbakāyapaṭisaṃv

edī)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④ ‘몸의 움직임을 안정되

게 하면서(passambhayaṃ kāyasaṃkhāraṃ)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⑤‘기쁨을 경험하면서(pītipaṭisaṃvedī) 들이쉬고 내쉴

37) SN. III, p.21에 있는 Aniccasutta의 내용 역시 오온을 무상한 것을 보아,

오온에 대해서 厭離하여 떠나면 해탈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38) SN. III, p.157. “iti rūpaṃ iti rūpassa samudayo iti rūpassa atthagamo.

iti vedanā... iti saññā... iti saṅkhāra... iti viññāṇaṃ. iti viññāṇassa

samudayo iti viññāṇassa atthagamo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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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⑥ ‘행복을 경험하면서(sukhapaṭisaṃvedī) 들

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⑦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cittasaṃkhārapaṭisaṃvedī)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⑧

‘마음의 움직임을 안정되게 하면서(passambhayaṃ cittasaṃkhāraṃ)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⑨ ‘마음을 경험하면서(cittapaṭ

isaṃvedī)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⑩ ‘마음을 만족시키

면서(abhippamodayaṃ cittaṃ)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⑪ ‘마음을 집중하면서(samādahaṃ cittaṃ)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

고 훈련한다. ⑫ ‘마음을 해탈시키면서(vimocayaṃ cittaṃ)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⑬ ‘무상을 관찰하면서(aniccānupassī)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⑭ ‘이욕을 관찰하면서(virāgān

upassī)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⑮ ‘소멸을 관찰하면서

(nirodhānupassī)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한다. ⑯ ‘놓아버림

을 관찰하면서(paṭinissaggānupassī)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훈

련한다. (MN. I, p.425)

이 16단계로 정리한 기술은 MN의 ĀPS-s.(입출식념경)와 정
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DN의 Mahāsatipaṭṭhānasutta(대념처경,
이하 MSP-s.)와는 차이를 보인다.39) 그리고 위 내용에 따르면,

호흡 수행은 단순한 호흡수행이 아니라, 그 내용은 신수심법(身受

心法), 즉 사념처 수행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④는

몸에 해당하고, ⑤-⑧은 느낌, ⑨-⑫는 마음, ⑬-⑯은 법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40)

MR-s.에서는 호흡 수행을 통해 얻는 결과가 단순히 커다란 과

보(mahapphalā)와 커다란 공덕(mahānisaṃsā)이 있을 것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그 수행의 효과가 불분명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

39) 이필원 2008 : 47. Vsm(p.267)에서의 분류도 역시 ĀPS-s.나 MR-s.와

동일하다.

40) 이필원 2008 : 48. MSP-s.은 MR-s.와 ĀPS-s.와는 다소 구성 방식이

다르지만, 이들 경전들 보다 더욱 분명하게 사념처로 호흡수행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법념처로 분류되는 호흡수행에서는

사성제도 아울러 수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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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밝히고 있는 점은 임종 시에 마지막 들숨과 날숨에 대한 명확

한 인식을 갖게 하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41) 즉 마지막 호흡이

소멸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ĀPS-s.와 MSP-s.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수행의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명지와 해탈(vijjāvimutti)’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42)

Ⅴ. 결론

이상 고찰한 MR-s.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오온과 사대를 통해 인간존재의 무상함과 부정함을

관찰하여 육체에 대한 혹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것, 둘

째는 육체 및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한 뒤 다양한 수행법을 통

해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존재는 본래 무상한 존재이

41) MN. I, p.425-426. “evaṃ bhāvitāya kho Rāhula ānāpānasatiyā evaṃ

bahulīkatāya ye pi te carimakā assāsapassāsā te pi viditā va

nirujjhanti no aviditā ti.” 한편, Vsm에서는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① [욕계] 존재에서의 마지막(bhavacarimakā)

② 정려에서의 마지막(jhānacarimakā) ③ 죽음에 의한

마지막(cuticarimakā)이다. 호흡은 욕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정려에서는 마지막 4정려에서는 호흡이

끊어져 일어나지 않고, 앞의 3정려에서만 호흡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42) MN. III, p.88. 한편 MSP-s.(DN. II, p.314)는 “지금 여기에서 혜탈지를

얻어 아라한이 되거나, 집착이 남아 있으면 불환자가 된다. diṭṭhe va

dhamme aññā sati vā upādisese anāgāmitā. tiṭṭhantu.”라고 기술하고

있다. MN. III, p.82에서는 “커다란 이익이란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ānāpānasati)은 사념처(cattāro satipaṭṭhāne)를 완성시키고,

사념처는 칠각지(satta bojjhange)를 완성시키고, 칠각지는 결국 명과

해탈(vijjāvimuttiṃ)을 성취케 하는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사대요소설과 명상수행, 그리고 수행의 효과 ∙ 285

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존재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수행을 한다면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불교 수행

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MR-s.에 기술되어 있는 수행법은 모두 7가지이다. 이를

두 수행체계로 구분하면, 무상관과 호흡 수행을 제외한 5가지 수

행은 모두 사마타 수행에 해당하고, 무상관과 호흡수행은 위빠사

나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3) 그럼 전체적으로 경전은 위

빠사나 수행을 목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

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전의 강조점은 호흡수행이라기 보다는 몸에 대한

애착과 분별심을 버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사대로 몸을 해부, 관찰하여

몸에 대한 애착심을 제거하고, 또한 땅, 물, 불, 바람과 같이 대상

에 대하여 아무런 분별심을 갖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내용을 경전의 첫 부분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

수행이 나중에 다섯 번째 수행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굳이 사대에

대한 명상을 가장 먼저 놓은 것은 그것이 바른 수행의 입문적 성

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위의 7가지 수행법 중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위빠사나 수행의 도입

으로 인해 무상관이나 호흡수행은 대표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사

무량심 가운데에서는 자애수행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

정관의 경우는 실제 인체가 해부된 상태라든가 들판에 버려져 부

패가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명상법으

로 교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자기애나 이성에 대한

43) Nathan Katz(1982 : 72)에 따르면, 붓다고사 당시까지만 해도 samatha와

vipassanā 명상기법 사이에 예리한 구분은 없었으며, 그의 저작에서는

두 체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Nyāṇaponika의 지적을

인용하여, 두 가지의 철저한 구분은 더 후대에 일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전상에서 기술된 수행의 내용을 사마따와 위빠사나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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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이 과도한 사람들, 혹은 명상 수행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

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매우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인체신비전’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몸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

고 하는 소리를 듣곤 한다.44) 하지만 이 수행이 본론에서도 지적

했듯이 극단적인 부작용이 충분히 우려된다. 따라서 수행의 목적

이 어디까지나 육체적이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거나

제어하는데 있는 만큼, 수행의 의의가 충분히 인지되도록 사전에

세심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부작용

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부정관 프로그램의 개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결국 MR-s.은 바른 수행이란 육체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제어

하고 분별심을 가능한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수행에 관심이 있거나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적용

하는 이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일례로 서양의

유명한 John Welwood의 깨달음의 심리학을 보면, 불교의 무아
를 설명하면서 오온무아를 들고,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지,45) 그 기반이 되는 육체에 대한 욕구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키

고, 분별심을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44) 강명희(2004)가 기고한 법보신문(2004년 2월 18일자)기사에는

‘인체신비전’을 다녀온 수행참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45) 오온무아는 대표적으로 자아관념을 불식시키는 위빠사나의 중요한

기법이지만, MR-s.에서 보듯이 사대를 해체하여 실제 해부학적

측면에서 육체라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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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ory of the Four Great Elements Concerning

Meditation and the Effects of Practice

Lee, PilWon

Dongguk University(Gyeongju)

Buddhist practice is a Liberation Path (解脫道) that

eliminates afflictions in order to achieve enlightenment or

liberation from suffering and delusions. To reborn in a

Heaven or the Pure land is a secondary goal in Buddhist

practice. Also, there are various practice-methods in

Buddhism, because everyone has different capacities and

dispositions and there are different practices appropriate for

each level or type. It is characteristic of Buddhist practice

that it provides diverse practice-methods suitable for

various kinds of personalities. Majjhima-nikāya No.62

Mahārāhulovādasutta (MR-s.) is a typical sutta that

provides various kinds of practice-methods.

Firstly this sutta analyzes human as the four great

elements (mahā-bhūta). It provides the basics of the

practice to eliminate ‘the attachment to body’ and ‘the

discriminating mind’. Then it introduces various kinds of

practice-methods. Lastly the sutta explains ‘mindfulness of

in-and outbreathing (ānāpānasati)’. This is the

characteristics of MR-s. system. This sutta casts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message to modern meditation

practitioners because it emphasizes the elimination of ‘the

attachment to body’ and ‘the discriminating mind’.

This paper examined how the four great elements

(including space) are applied as the subject of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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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at is the function and effect of the meditation

subjects in terms of the system (or structure) of MR-s.

Especially this paper presented the specific practice-methods

in other suttas that are not mentioned in MR-s. in order to

help to understand practice-methods.

Keywords: the four great elements(mahA-bhUta),

meditation on impurity(asubhabhAvanA),

perception of impermanence(aniccasaJJA),

mindfulness of breathing(AnApAnasati),

stabilizing or concentration

meditation(samatha), observation

meditation(vipas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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