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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기설은 인식작용의 과정을 해명하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육입은 눈･귀･코･혀･몸･마음기능과 시각 상･소리･냄새･맛･감촉･마음현

상 등이 만나는 곳으로 현실적 삶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다. 또한 괴로움이 발생

하는 곳이기도 하며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본 고는 인식작용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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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에 해 고찰하고, 이후 발생된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

는 방법에 해 제시한다. 

인식작용 중에 발생된 괴로움으로는 견해, 지각, 생각, 망상 등이 있다. 이러한 괴로

움들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실존적 괴로움이라 할 수 있

다.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감지할 때에 알아야 하는 것은 볼 때는 단지 봄만이 있어야 

하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어야 하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괴로움에 해 있는 그 로 바른 반야로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망

상을 자르면 괴로움을 건너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괴로움이 제거된 열반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한해서는 ‘탐욕･성냄･어리석음의 멸

진’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탐욕･성냄･어리석음’이 남김없이 다

한 열반의 경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각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반은 

실존적인 삶 속에서 점진적인 수행을 통하여 점진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초기불교 

수행론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

기의 가르침은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본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이 제거된 열반을 설명

해 줄 수 있다.

주제어

연기(paṭiccasamuppāda), 육입(saḷāyatana), 지각(saññā), 망상(papañca), 열반(nibbāna), 실

존적 괴로움

I. 들어가는 말

초기불교의 연기설(paṭiccasamuppāda)은 정신적인 조건화에 의한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해명하는 가르침이다.1) 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니까

야에 다양하게 설해진 괴로움에 해 고찰한 바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괴로움에는 ‘늙음･죽음’에 해당하는 재생과 관련된 괴로움도 있지만 현실적

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괴로움도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1) Eviater Shulman, “Early Meaning of Dependent-Originatio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36(Boston : Springer, 2008),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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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의 삶과 관련된 괴로움을 실존적 괴로움이라 칭하고 다양한 실존적 괴로

움에 해 살펴보았다. 실존적 괴로움의 일어남은 다양한 지분들의 연기설과 

관련된다. 본 고는 다양한 지분들의 연기설 중에서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기설에 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육입은 인식 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의 현실적 삶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실존적 상황에 해 연기설이 지니는 치유적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기의 가르침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발생하면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

다.’는 정형구로 설명된다.2) 이러한 정형구는 ‘이와 같이 조건을 지닌다는 것

(idappaccayatā, 此緣性)’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초기불교에 한해서는 연기설의 

12지분들과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3) 연기의 정형구는 ‘yad idaṃ’에 의해 

한정되며 이어 12지분들 각 각에만 제한되어 마무리된다.4) 이와 같이 초기불

교에 한해서 연기설은 정신작용의 분석으로서 각각의 지분들에 의한 정신적 

조건화의 다양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5)

연기의 가르침 중에서 12지연기설이 가장 표준적인 가르침이기는 하나 니

까야(Nikāya)에는 다양한 지분들의 연기설이 나타난다.6) 지분들의 연기설에 

2) SN. Ⅱ, p.28. “imasmiṃ sati idaṃ hoti, imass' uppādā idaṃ uppajjati.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 imass' 

nirodhā idaṃ nirujjhati.”

3) 단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사꿀루다야의 짧은 경(Cūḷasakuludāyi sutta)｣(MN.Ⅱ, pp.32-39)이다. 이 

경에서도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는 지혜를 꿰뚫어(dukkhanirodhoti yatābhūtaṃ pajānāti) 알게 되는 

것에 해 설하고 있기에 연기 정형구가 괴로움의 문제와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SN. Ⅱ, p.28.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지음[行]이 … 늙음･죽음.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老死憂悲苦惱]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무명[無明]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지음[行]이 소멸하

고 … 태어남[生]이 소멸하면 늙음･죽음,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老死憂悲苦惱]가 소멸

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imasmiṃ sati idaṃ hoti … imass' nirodhā idaṃ 

nirujjhati Yadidaṃ: avijjāpaccayā saṅkhārā, … 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

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Avijjāyatveva asesavirāganirodhā s

aṅkhāranirodho … Jātinirodh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nirujjhanti. Evameta

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nirodho hotī'ti.)

5) 이은정, ｢연기설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고찰-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불교연구제48호(서울: 서

울불교연구원, 2018), pp.49-51.

6) 니다나 상윳따에 나타나는 93개의 경에 해 연기의 구성요소의 개수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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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명은 니까야에 다양하게 설해진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해 고

찰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사성제의 고성제에서의 사고팔고(四苦
八苦), 늙음･죽음, 갈애 등이 괴로움이다. 느낌에 매여 있는 것, 오온에 한 집

착, 번뇌 등이 괴로움이다. 육입 관련된 것으로 견해가 생기는 것이 괴로움이

라고 설한다.7) 그리고 연기설의 마지막 지분으로 나타나는 ‘늙음･죽음,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老死憂悲苦惱]’가 괴로움이다. 요한슨은 ‘늙음･
죽음,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를 ‘늙음･죽음’과  ‘슬픔, 육체적 아

픔, 고통, 비탄, 고뇌’를 나누어서 ‘늙음･죽음’은 재생과 관련된 괴로움으로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는 현실적 삶에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실존적 괴로움으로 분류한다.8) 필자는 이러한 구분에 주목하여 괴로움을 재

생적 괴로움과 실존적 괴로움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초기경전에 설해

진 연기 가르침은 재생적 괴로움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존적 괴로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지분들의 연기설은 실존적 괴로움의 

문제에 해 해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재생적 괴로움에는 ‘늙음･죽음’과 ‘갈애’ 등이 해당될 수 있고 실존적 괴로

움에는 ‘갈애’, ‘느낌에 매여 있는 것’, ‘오온에 한 집착’, ‘번뇌’, ‘견해가 생기

는 것’,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재생적 괴로

움에 해당하는 ‘늙음･죽음’은 12지연기9)인 무명(無明)-지음(行)-의식(識)-정

음과 같다. 2지연기는 4개의 경에, 3지연기는 1개의 경에, 4지연기는 3개의 경에, 5지연기는 8개의 

경에, 6지연기는 1개의 경에, 7지연기는 1개의 경에, 8지연기는 4개의 경에, 9지연기는 2개의 경에, 

10지연기는 4개의 경에, 11지연기는 31개의 경에, 12지연기는 34개의 경에 나타난다. 또한 ｢여섯

씩 여섯 경(Chachakka-sutta)｣에는 6지연기가, ｢범망 경(Brahmajāla-sutta)｣에는 8지연기가, ｢ 인

연 경(Mahānidāna-sutta)｣에는 9지연기가, ｢갈애 멸진의 긴 경(Mahātaṇhāsaṅkhaya-sutta)｣에는 9지

연기가, ｢ 전기 경(Mahāpadāna-sutta)｣에는 10지연기가 설해진다.

7) 이은정, ｢무명(avijjā)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반야(paññā)에 한 고찰-초기불교의 연기설을 중심

으로｣, 불교학연구제58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9), pp.6-13.

8) Rune E.A. Johansson, The Dynamic Psychology of Early Buddhism, (London and Malmö: Curzon Press, 

1985), pp. 131-133 ; SN. Ⅴ, pp.451-452. ｢ 열뇌 경(Mahāpariḷāha-sutta)｣에서는 ‘늙음･죽음’과 ‘슬

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를 분리하여 설하고 있다.

9) 니다나 상윳따(Nidāna Saṃyutta)에서 12지연기를 설하는 곳은 S12: 1, 2, 3, 4, 5, 6, 7, 8, 9, 10, 15, 

16, 17, 18, 20, 21, 22, 23, 27, 34, 35, 36, 36, 41, 42, 46, 47, 48, 49, 50, 51, 61, 68, 69, 70 등으로 34개 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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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질현상(名色)-육입(六入)-접촉(觸)-느낌(受)-갈애(愛)-집착(取)-있음(有)-

태어남(生)-늙음･죽음(老死) 등으로 구성된다. ‘갈애’는 5지연기10)인 갈애-집

착-있음-태어남-늙음･죽음 등으로 구성된다.

갈애는 재생적 괴로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존적 괴로움이기도 하다. 실

존적 괴로움으로서의 갈애는 10지연기11)인 갈애-추구-얻음-판별-욕망-탐착-

거머쥠-인색-수호-거짓말 등으로 구성된다. 느낌은 4지연기인 정신･물질현상

-육입-접촉-느낌, 혹은 5지연기인 태어남-있음-집착-갈애-느낌12)등으로, 오온

에 한 것은 5지연기13)인 오온 각각의 즐김-집착-있음-태어남-늙음･죽음 등

으로 구성된다. 번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무명의 번뇌는 12지 연기로, 감각

적 욕망의 번뇌와 존재의 번뇌는 5지연기인 갈애-집착-있음-태어남-늙음･죽
음 등으로 구성된다.14) 육입과 관련된 견해는 8지연기15)인 육입-접촉-느낌-갈

애-집착-있음-태어남-늙음･죽음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고는 이들 선행 연구 중 육입(saḷāyatana)과 관련하여 견해의 발생 문제를 

다루는 8지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기

설은 우리의 인식 작용에 한 과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일어남’과 ‘견해’의 발생 등을 해명한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견해’ 등은 실

존적 괴로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견해’ 등이 발생하는 과정과 ‘지각(saññā)16)’, 

10) 니다나 상윳따에서 5지연기를 설하는 곳은 S12:52, 53, 54, 55, 56, 57, 60 등으로 7개 경이다.

11) DN. Ⅱ, pp.58-59. ; 각묵스님 역, 디가 니까야 2(울산:초기불전연구원, 2015), pp.125-126. ｢ 인

연 경(Mahānidāna-sutta｣)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애의 양상들이 10지연기설로 나타난

다. “갈애를 조건으로 추구(pariyesanā)가, 추구를 조건으로 얻음(lābha)이, 얻음을 조건으로 판별(v

inicchaya)이, 판별을 조건으로 욕망(chandarāga)이,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ajjhosāna)이, 탐착을 조

건으로 거머쥠(pariggaha)이, 거머쥠을 조건으로 인색(macchariya)이,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ārakk

hā)가, 수호를 조건으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비방하고 중

상모략하고 거짓말(daṇḍādāna-satthādāna-kalaha-viggaha-vivāda-tuvaṃtuvaṃ-pesuñña-musāvādā)하

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난다.”

12) ｢외도의 주장 경(Tittha-sutta)｣(AN. Ⅰ, pp.173-177), ｢깔라라 경(Kaḷāra-sutta)｣(SN. Ⅱ, pp.50-56).

13) ｢삼매 경(Samādhi-sutta)｣(SN. Ⅱ, pp.13-16).

14) 12지연기는 각주 9를 참고하고, 5지연기는 각주 10을 참고한다.

15) 니까야에서 8지연기가 설해지는 곳은 ｢괴로움 경(Dukkha sutta)｣(SN. Ⅱ, pp.71-73), ｢세상 경(Loka 

sutta)｣(SN. Ⅱ, pp.73-74), ｢냐띠까 경(Ñātika sutta)｣(SN. Ⅱ, pp.74-75), ｢범망 경( Brahmajāla-sutta)｣
(DN. Ⅰ, pp.1-4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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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vitakka)’17), ‘망상’(papañca)이 발생하는 과정 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다양하게 설해진 괴로움에 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곳

이 바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해 있는 그 로 바른 

반야로 볼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이 발생한 바로 그 곳은 지

혜를 얻을 수도 있는 이중적인 위상을 지닌다. 따라서 인식 작용의 과정에 맞

추어 괴로움의 소멸 과정에 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괴로움의 소멸

이 지니는 치유적 의미가 그것이다.  

‘눈’ 등과 ‘시각 상’ 등의 여섯 장소를 무상･고･무아로 보는 것은 열반

(nibbāna)에 적합한 실천 행으로 언급된다.18) 따라서 앞서의 논의의 연결선 상

에서 실존적 측면에서 열반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필

자는 초기불교에서 설해진 연기설이 재생적 괴로움과 더불어 현실에서 언제

라도 만날 수 있는 여러 괴로움들에 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한다. 괴로움이 해소된 ‘열반’(nibbāna) 또한 실존적인 측면에서 경험적이고 심

리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열반은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

았을 것이다. “조건지어진 것들은 괴로움”이며 이러한 괴로움들을 “있는 그

로 아는 것이 열반”19)이다.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기의 가르침은 실

존적 측면에서 바라본 열반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 속

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가르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16) 지각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함께 지닌다. 본 고는 인식 작용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에서

의 괴로움을 중심으로 지각의 위상을 살펴본다. 욕망 혹은 감정 등의 정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에 관한 논의는 추후 후속연구에서 지속할 것이다.

17) ‘vitakka’는 vi√tarka(to think)에서 파생된 남성명사로서, 의미는 ‘숙고’(reflection), ‘생각’(thought), 

‘생각하는 것’(thinking) 등이다. 위따까는 인식의 발생적 측면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

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작용이 일어나기 전이라 할 수 있다. 임승택은 위따까가 개념적 사유와 언

어적 작용과 동일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따까의 번역어로 ‘생각’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본 고는 위따까의 번역어로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임승택, ｢vitakka(尋) 개념의 

수행론적 의의에 한 고찰｣, 불교학연구제12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5), pp.179-201.

18) SN. Ⅳ, pp.133-135.

19) Dh., 203게. ; 김서리 역, 담마빠다(서울: 소명출판, 2013), p.208. “굶주린 것은 가장 큰 병이고 조

건지어진 것들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것을 있는 그 로 알고나면 열반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jighacchā paramā rogā saṃkhārā paramā dukkhā etaṃ ñatvā yathābhūtaṃ nibbāna paramaṃ sukh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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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괴로움의 발생 측면에서 본 육입(六入, saḷāyatana)과 지
각(想, saññā) 

연기의 가르침으로 모여진 니다나 상윳따(Nidāna Saṃyutta)에는 표준적

인 12지연기 뿐 만 아니라 11지연기에서 2지연기에 이르기까지 설해지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분들의 연기 가르침이 니까야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필자는 

다양한 지분들의 연기 가르침 중에서 특히 SN. Ⅱ, p.74에 나오는 ｢냐띠까 경

(Ñātika sutta)｣에서 설해진 육입(六入, saḷāyatana)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8지

연기에 주목한다. 이 경에서는 여섯의 감각기관과 여섯의 감각 상을 조건으

로 각각의 여섯 의식이 일어난 후 조건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설해진

다.20) 인간의 인식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곳이 육입이며, 이러한 육

입을 조건으로 ‘견해’, ‘지각’(saññā), ‘망상’(papañca)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육입은 12지연기설에서 ‘정신･물질현상’(名色)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고 

‘접촉’(觸)의 조건이 되는 지분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여섯 장소로

서 “눈의 장소, 귀의 장소, 코의 장소, 혀의 장소, 몸의 장소, 마음기능의 장소” 

등이다.21) 이러한 육입은 십이처(十二處)로 표현되거나 기술되기도 한다. 십이

처는 ‘눈과 시각 상,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기능과 마

음현상’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경험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

‘눈 등과 시각 상 등이 만나서 눈에 의한 의식’ 등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인식작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일어남이 설해지며, ‘세상’은 ‘눈과 시각 상’ 등으로 경험세계에 존

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22) 이러한 설명은 실존적 토 로서 인간의 경험이 

20) SN. Ⅱ, p.74. “눈과 시각 상을 조건으로 눈에 의한 의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접촉이다. 접

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있다. … 태어남(生)을 조건으로 늙음･죽음,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

탄, 고뇌(老死憂悲苦惱)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Cakkhuñca paṭi

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ṅgati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 Jātipaccayā jar

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sam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

ssa samudayo hoti.)

21) SN. Ⅱ, p.3. “Cakkhāyatanaṃ sotāyatanaṃ ghāṇāyatanaṃ jivhāyatanaṃ kāyāyatanaṃ manāyata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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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한계와 앎의 범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23) 또한 경

험세계 너머의 견해에 해서 설해진 범망 경(Brahmajāla sutta)에는 형이상

학적 세계관이 62가지로 나타나는데, 모든 견해의 발생이 여섯 장소를 통해 일

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24) 

한편 8지연기가 설해진 방식으로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여 경험이 성

립하는 토 로서 ‘지각’이 발생한다. 지각은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인 오온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정신현상의 영역이다. 지각은 감각기관이 

외부의 감각 상을 접촉하여 그 상을 인식하는 사고 작용과 그 사고 작용으

로 얻어진 인상 혹은 표상이라 할 수 있다.25) 오온을 위주로 한 가르침인 칸다 

상윳따(Khandha-saṃyutta)에서 지각은 다음과 같이 설해진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각인가? 비구들이여, 여섯 가지 지각의 

무리가 있나니 시각 상[色]에 한 지각, 소리[聲]에 한 지각, 냄새

[香]에 한 지각, 맛[味]에 한 지각, 감촉[觸]에 한 지각, 마음현상[法]

에 한 지각이다.26)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지각[想]이라고 부르는가? 지각한다고 해서 지각

이라 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푸른 것도 지각하고 노란 것도 지

각하고 빨간 것도 지각하고 흰 것도 지각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지

각한다고 해서 지각이라 한다.27)

22) SN. Ⅳ, p.87. “눈과 시각 상을 조건으로 하여 눈에 한 의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접촉이

다. …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Cakkhuñca paṭicca rūpe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ṅgati phass

o …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sambhavanti, ayaṃ kho bhikkhave l

okassa samudayo.)

23) SN. Ⅳ, p.15.

24) DN. Ⅰ, pp.1-46.

25) 임승택, 앞의 책, p.265.

26) SN. Ⅲ, p.60. “Chayime bhikkhave, saññākāyā: rūpasaññā saddasaññā gandhasaññā rasasaññā phoṭṭhabb

asaññā dhammasaññā, ayaṃ vuccati bhikkhave, saññā.”

27) SN. Ⅲ, p.87. “Kiñca bhikkhave, saññaṃ vadetha: sañjānātīti kho bhikkhave, tasmā saññāti vuccati kiñca 

sañjānāti: nīlampi sañjānāti; pītakampi sañjānāti; lohitakampi sañjānāti. Odātampi sañjānāti; sañjānātīti k



육입(saḷāyatana)설을 통해본 열반(nibbāna)의 실존적 측면에 대한 고찰   279

색깔을 지각한다는 것은 눈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색의 상을 볼 수 있다

는 것이고 눈을 감고서 색을 상상하거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지각은 단순히 눈으로 시각 상을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소리를, 

코로 냄새를, 혀로 맛을, 몸으로 감촉을, 마음기능이 마음현상을 지각하는 것

을 일컫는다. 이렇듯 오온에서 지각의 역할은 외부의 감각 상으로부터 들어

온 감각적 내용을 감각기관이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지각은 ‘생각’(vitakka)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고찰할 때, 오온의 구성요소로

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8지연기가 설해진 방식과 동일한 형

식으로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경험이 성립하는 토 로서 ‘지각’이 발생하

고 이후 ‘생각’으로 나아간다.  

도반들이여, 눈과 시각 상을 조건으로 눈에 의한 의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그가] 느낀 것을 

[그는] 지각하고 [그가] 지각한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가] 생각하는 그

것을 [그는] 망상한다. 다시 망상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 사람에게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생겨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눈으로 알아지

는 시각 상들에 해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그 사람에게 일어

난다.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마음현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28)

위의 경전에 설한 인식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느낌’(vedanā)까지는 

비인칭적으로 서술된다. ‘느낌’은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오온 중

의 하나로 정신적 현상에 해당된다. ‘느낌’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

ho bhikkhave, tasmā saññāti vuccati.” 

28) MN. Ⅰ, pp.111-112. ; 임승택, ｢반야의 치유, 그 원리와 활용｣, 범한철학제80호(익산: 범한철학

회, 2016), p.9. “Cakkhuñcāvuso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ṅgati phasso. Phas

sapaccayā vedanā. Yaṃ vedeti, taṃ sañjānāti. Yaṃ sañjānāti taṃ vitakketi. Yaṃ vitakketi taṃ papañceti. 

Yaṃ papañceti tato nidānaṃ purisaṃ papañcasaññāsaṅkhā samudācaranti atītānāgatapaccuppannesu cak

khuviññeyyesu rūp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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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각 상에 원래부터 깃들어져 있는 성질로 볼 수 있으며, 상에 의해 주

어진 로 경험되는 정서적 측면에 해당된다.29) 비인칭적으로 서술된 느낌이

후 ‘[그가] 느낀 것(vedeti)’을  ‘[그는] 지각(sañjānāti)’하면서부터는 3인칭 단수

형으로 기술되어 있다.30) 인식의 과정에서 느낀 것을 지각하면서부터는 ‘나’

라는 주체가 개입되어 인식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하

는 [그가] ‘망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망상에 오염된 채로 과거･미래･현재의 

눈으로 시각 상을 보면서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발생하게 된다. 

지각은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적 내용을 내부의 감각기관에서 확인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지각은 이지적인 사고 작용의 밑바탕이

라 할 수 있다. 지각은 마음속으로 다시 떠올린 사물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거

나, 상상하거나 혹은 기억된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은 외부적 

사물에 한 직접적인 반응과 더불어 상상 혹은 기억될 때 내부의 주관적 이미

지가 첨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념화”(ideation) 과정이 일어

난다.31) 

29) SN. Ⅳ, p.114. ; SN. Ⅳ, p.114. ; Rune E.A. Johansson, op.cit., pp.89-90.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

으로 시각 상을 보고 사랑스러운 시각 상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시각 상은 혐오합

니다.(idhāvuso bhikkhu cakkhunā rūpaṃ disvā piyarūpe rūpe adhimuccati, appiyarūpe rūpe vyāpajjati) ;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시각 상들이 있고 눈에 의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각 상

들이 있고 눈에 의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 가 되는 시각 상들이 있고 눈에 의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

낌이 일어납니다.” (Saṃvijjati kho gahapati cakkhudhātu, rūpā ca manāpā, cakkhuviññāṇañca, sukhave

danīyaṃ phassaṃ paṭicca uppajjati sukhāvedanā. Saṃvijjati kho gahapati cakkhudhātu, rūpā ca amanāpā, 

cakkhuviññāṇañca, dukkhavedanīyaṃ phassaṃ paṭicca uppajjati dukkhā vedanā. Saṃvijjati kho gahapati 

cakkhudhātu, rūpā ca upekhāṭhāniyā, Cakkhuviññāṇañca, adukkhamasukhavedanīyaṃ phassaṃ paṭicca 

uppajjati adukkhamasukhā vedanā.) 본 고는 지각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각은 인지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서적･감정적 측면의 토 가 되기도 한다. 한편 

느낌 또한 감정적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적･감정적 측면에 한 논의는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

30) 전미옥은 느낌을 정서의 범주로 확 ･적용하여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느낌’(受蘊)과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을 인지과학적 입장에서 고찰하여 지각과 상호작용된 정서를 수

용할 때 치유의 길이 시작된다고 언급한다. 전미옥, ｢초기불교의 지각과정과 정서의 관계성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제28호(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pp.121-158.

31) Rune E.A. Johansson, op.cit.,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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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일어난 후 생각으로 진행되는데, 생각은 ‘개념적 사유’(saṅkappo) 혹

은 ‘언어적 작용’(vācī saṅkhāra)과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32) 개념은 영속적인 

것으로 언어와 사고로부터 일어난다. 언어는 변화하는 사물을 영속적인 개념

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언어로 표현된 개념은 시간 속에서 변화된 사물을 지

시하지 못한다. 언어란 단지 편의적인 명칭일 뿐 언어 속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33) 언어적 작용이 일어나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인식작용의 마지막 단

계인 ‘망상’(papañca)으로 나아간다. 

망상의 원어인 ‘papañca’는 ‘pra+√pañc’가 결합되어 ‘확장’(expansion), ‘발

산’(diffuseness), ‘다양화 된 것’(manifoldedness)34) 등을 의미한다. ‘망상’은 ‘생

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더욱 확산되면서 조화로운 정신의 영역이 무너진 혼

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35) ‘망상’은 다시 ‘지각’과 ‘관념’(saṅkhā)에 영향을 

미친다. 즉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은 ‘나’라는 주체가 개입된 채로 언어적 

과정을 지나면서 관념적으로 확산되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 ‘개념

(paññatti)’36)은 ‘[글에 의한]묘사’, ‘이름’, ‘가설’ 등 언어적 작용이 더욱 확 되

어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37) 

32) MN. Ⅲ, p.73. “헤아림, 생각, 개념적 사유, 집중, 몰입, 마음의 떠올림, 언어적 작용- 이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사유이다.”(takko vitakko saṅkappo 

appaṇā vyappaṇā cetaso abhiniropanā vacīsaṅkhāro. Ayaṃ bhikkhave, sammāsaṅkappo ariyo anāsavo 

lokuttaro maggaṅgo.)

33) 뿔리간둘라, 인도철학, 이지수역(서울: 민족사, 1991), p.65.

34) http://www.palidictionary.appspot.com/    

35) Bhikkhu Ñāṇananda, CONCEPT AND REALITY in Early Buddhist Thought, (Kandy:BUDDHIST PUBL

ICATION SOCITY, 1986), p.5.

36) http://www.palidictionary.appspot.com/  ‘관념’의 원어인 ‘saṅkhā’는 saṃ+√khyā(to call)로 분석되며  

명칭(denomination)，정의(definition)，단어(word)，이름(name) 등이고, ‘개념’의 원어인 ‘paññatt

i’는 ‘알려지다’(making known), 나타남(manifestation), [글에 의한]묘사(description), 호칭(designati

on), 이름(name), 관념(idea), 개념(notion) 등이다. 

37) MN. Ⅰ, pp.112-113. “눈이 있고 시각 상이 있고 눈에 의한 의식이 있을 때 접촉이라는 개념을 설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 … 소리 … 코 … 냄새 … 혀 … 맛  … 몸 … 접촉 … 마음기능 … 마음현상 … ”(cakkhusmiṃ sati rūpe 

sati cakkhuviññāṇe sati phassapaññattiṃ paññāpessatīti ṭhānametaṃ vijjati. … papañcasaññāsaṅkhāsamu

dācaraṇapaññattiṃ paññāpessatīti ṭhānametaṃ vijjati. otasmiṃ … sadde … ghānasmiṃ … gandhe … jivhā

ya … rase … kāyasmiṃ … phoṭṭhabbe … manasmiṃ … dham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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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바라문 전통에서의 언어(Śabda)는 신격화되어 궁극적 실재인 브라

만(Brahman)과 동일시된다. 베다(Veda)라는 언어는 영구불변한 것(śabdanityatva)

이고 절 적 진리의 근원(sabdá-pramāṇa)으로서 그 말과 의미는 누구에게나 인

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다는 ‘슈루띠’(śruti)로서 ‘들리어진 것’ 즉 ‘계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8) 이렇듯 베다의 말은 곧 신성한 언어이자 신들의 언어

로서 존재한다. 궁극적 실재와 동일시된 언어는 영원성과 직결되고 고정화됨

으로써 신성시된다.

그러나 언어는 상을 인식하는 감각기관의 한계로 인해 그 언어가 지시하

는 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로 형성된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

하는 상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지 못한다. 붓다는 이에 한 구분을 명

확하게 하였다.

어떤 물질현상이든 지나가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린 것에 해서는 

‘있었다’는 명칭과 ‘있었다’는 일반적인 호칭과 ‘있었다’는 개념은 있지

만 ‘있다’는 명칭도 없고 ‘있을 것이다’라는 명칭도 없다.39)

과거에 존재 한 상은 있었(ahosi)을 뿐이고, 있(atthi)거나, 있을 것(bhavissati)

이란 명칭은 없다며 과거･현재･미래 등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구분 없이 무조건 있다거나 혹은 없다는 것은 그릇

된 견해일 뿐이다. 그릇된 견해의 표적인 예가 ‘내가 있다’는 것이다.40) 일상

적으로 흔히 ‘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란 영원불변하고 고

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아니다. ｢뽓타빠다 경(Poṭṭhapāda sutta)｣에는 ‘자아의 

획득’에 해서 “세상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세상의 언어이고 세상의 인습적 

표현이며 세상의 개념”(lokasamaññā lokaniruttiyo lokavohārā lokapaññattiyo)41)

38) 이지수, ｢불교의 언어관｣, 과학사상제11호(서울: 범양사, 2000), pp.36-38.

39) SN. Ⅲ, pp.71-73.

40) MN. Ⅰ, p.47.

41) DN.Ⅰ, p.202. ; 각묵스님 역, 앞의 책,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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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설해진다.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8지연기는 인간의 인식 작용을 설명하는 가

르침으로 견해 등이 발생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릇된 견해의 

표적인 것으로 ‘나’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나’라는 것은 감각기관과 감각

상이 감각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이다. ‘나’라는 것

은 ‘갈애’, ‘아만’, ‘견해’와 같은 위상을 지니며 ‘망상’으로 정의되며 실존적 괴

로움의 상황으로 분류될 수 있다.42) 

비구여, ‘여래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갈애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

은 지각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망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집착에서 나온 것이다 … 그의 후회할 일은 증가한

다. 그는 태어남･늙음･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슬픔, 육체적 아

픔, 고통, 비탄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

지 못한다.43)

III. 괴로움의 소멸 측면에서 본 망상(papañcā)
흔히 불교는 괴로움에 해 말하기에 비관주의 혹은 허무주의로 오인되곤 

한다. 4부 니까야에는 괴로움에 해 다양하게 설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

로움은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괴로움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이다.44) 

다양하게 설해진 괴로움에 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괴로움이 소멸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해 있는 그 로 바른 반

야로 볼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42) Ñāṇananda, op.cit., p.11.

43) AN. Ⅳ, 68-70. “"Hoti tathāgato parammaraṇā"ti kho bhikkhu, taṇhāgatametaṃ, saññāgatametaṃ, maññi

tametaṃ, papañcitametaṃ, upādānagatametaṃ,  vippaṭisāro eso. … So na parimuccati jātiyā jarāmaraṇen

a 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āyāsehi. Na parimuccati dukkhasmāti vadāmi.”

44) 아잔 수메도, 사성제, 김상우 역(서울: 보리수선원, 200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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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냐띠까 경(Ñātika sutta)｣은 우리의 인식작

용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과정 중에 괴로움이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괴로움이 발생한 곳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이중적인 

위상을 지닌다. 따라서 앞서 고찰한 인식작용의 과정에 맞추어 괴로움의 소멸

과정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눈’ 등이 ‘시각 상’ 등을 만날 때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

는 경우도 있다. 눈이 시각 상을 만날 때 원하지 않은 상만을 보고 원하는 

상을 보지 못할 경우 “여섯 접촉의 장소라는 지옥(chaphassāyatana nāma 

nirayā)”을 본다고 설해진다.45) ‘귀’ 등 나머지 감각기관과 ‘소리’ 등의 나머지 

감각 상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눈’ 등이 마음에 드는 ‘시각 상’ 등을 

만나든가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각 상 등을 만나더라도 감각기능46)들의 

문을 보호하고 단속(rakkhati cakkhundriyaṃ, cakkhundriye saṃvaraṃ)해야 한

다.47) 즉 여섯 접촉의 장소에 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나’는 

있지 않다.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라

고 “있는 그 로 바른 반야로 분명하게 본다”(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sudiṭṭho)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48)

감각기관이 감각 상을 만나 인식과정이 발생하는 중에 ‘나’라는 주체관념

이 들어서는 지점이 지각(saññā)이 일어나는 곳이다. 지각은 괴로움의 뿌리이

기에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49) 김준호에 따르면, 지각은 오온 중의 하나로서 

45) SN. Ⅳ, p.126.

46) 이중표에 따르면, 육입은 인식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아의 집착이 있는 곳으로 멸진해야 하는 것

이다. 반면 육근은 삶의 기초가 되는 인식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존적 삶을 의미하기에 바른 

삶이 되도록 수호해야 한다. 강신보는 육입에 주목하여 인식론의 측면에서 연기설을 설명한다. 그

에 따르면, 연기설의 공식인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가 상호의존 하는 것과 같이 연기설의 인식

론은 인식의 주관과 상이 상호의존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중표, ｢육입처와 육근은 동일한가｣, 
범한철학제17호(익산: 범한철학회, 1998), pp.291-311 ; 강신보, ｢초기불교의 연기설에 나타난 육

처(Saḷāyatana)의 역할｣, 인도철학제11호, 제2집(서울: 인도철학회, 2002), pp.273-298.

47) SN. Ⅳ, p.104. 

48) SN. Ⅳ, p.43.

49) MN. Ⅰ, pp.1-6. ｢뿌리에 한 법문 경(Mūlapariyāya sutta｣에는 탐욕･성냄･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

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인식 내용에 해 설명된다. 땅(pathaviṃ)･물(āpaṃ)･불(teja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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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판단적인 역할을 하며 탐욕과 집착을 낳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

이고 있다. 한편, 지각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는 역할로서 수행론적 

성격을 지닌다.50) 선정의 목적은 참된 지각의 획득을 목표로 하여 선정의 단계

가 높아질수록 배움에 의한 더 높은 참된 지각이 생겨지고 사라진다.51) 

무상(anicca)의 관찰에 의한 지각을 갈고 닦으면 ‘나’라는 자만을 없애고 뿌

리 뽑을 수 있게 된다.52) 또한 수행을 하게 되면 불선한 지각은 사라지고 선정

의 과정 단계에 따라 ‘희열과 행복(pītisukha)’이 있는, ‘평온에 기인한 행복

(upekkhāsukha)’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adukkhamasukham)’ 지각 등을 알

아차리는 지각이 차례 로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각이 일어나고, 이후에 

지혜(ñāṇa)가 일어나게 된다.53) 한편 지각은 “신기루”(marīcikūpamā)54)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무상의 관찰로 생긴 지각을 닦고 공부 지으면 반

야(paññā)를 얻을 수 있다55)고 설해진다. 지각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괴로움이 소멸되는 곳이기도 하는 이중적인 위상을 지닌다. 

‘생각(vitakka)’은 개념이 형성되기 전 언어적 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후 

망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다. ｢위따카산타나 경(Vitakkhasaṇṭhāna sutta)｣
에서는 불선한 생각을 가라앉히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

(vāyaṃ)･있음(bhūte)･신들(deve)･마라(pajāpatiṃ)･범천(brahmaṃ)･광음천(ābhassare)･변정천

(subhakiṇhe)･광과천(vehapphale)･승자천(abhibhuṃ)･공무변처(ākāsānañcāyatanaṃ)･식무변처

(viññāṇañcāyatanaṃ)･무소유처(ākiñcaññāyatanaṃ)･비상비비상처(nevasaññānāsaññāyatanaṃ)･본 

것(diṭṭhaṃ)･들은 것(sutaṃ)･상상한 것(mutaṃ)･의식한 것(viññātaṃ)･동일한 것(ekattaṃ)･다른 것

(nānattaṃ)･일체(sabbaṃ)･열반(nibbānaṃ) 등 거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

에 해 지각하면서 ‘나’라는 주체가 개입되어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은 괴로움의 뿌리이기에 철

저하게 알아야 한다고 설해진다. 

50) 김준호, ｢초기불교의 산냐(saññā)개념과 오온설｣,  동철학제20호( 구: 동철학회, 2003), 

pp.7-10.

51) 김준호, ｢초기불전에 나타난 산냐(saññā, 想)개념의 위상｣, 불교학 리뷰제9호(논산: 금강 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136. 

52) SN. Ⅲ, p.155.

53) DN. Ⅰ, pp.180-185.

54) SN. Ⅲ, p.142.

55) SN. Ⅲ,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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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표상을 일으키고 어떤 표상으로 마음 기울어질 

때 탐욕과도 관련되고 성냄과도 관련되고 어리석음과도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면 ①그가 그 표상과는 다른 유익함과 관련된 표

상으로 마음기울임(manasikātabbaṃ)을 해야 한다. …  ②그 비구는 그 생

각들의 위험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③그 비구는 그 생각들에 해 

마음지킴(sati) 하지 말아야하고 마음기울임 하지 말아야 한다. … ④그 

비구는 그 생각들의 원인을 가라앉힘으로 마음기울임 해야 한다. …  ⑤
그 비구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지

하고 압박하고 짓밟아버려야 한다.56)  

탐욕･성냄･어리석음과 관련된 불선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선한 표

상으로 향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떠올리고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또한 마음이 

불선한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후에도 불선한 생각들이 일어

나면 불선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하는 의도들에 해 마음 기울임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굳건한 결심이 선 마음으로 불선한 생각을 압박해야 한다. 이러한 방

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원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게 되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생각에 해 자유자재하게 되면 “갈애를 끊고 족쇄를 

풀었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어 마침내 괴로움을 끝”(acchecchi taṇhaṃ vāvattayi 

saṃyojanaṃ sammā mānābhisamayā antamakāsi dukkhassāti.)57)낼 수 있게 된다.

   안양규는 붓다의 이러한 가르침을 왜곡된 인지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제

시된 아론 벡의 인지치료와 비교한다.58) 인지치료는 심리적 장애가 일어나는 

56) MN. Ⅰ, pp.119-122. “Idha bhikkhave bhikkhunā yaṃ nimittaṃ āgamma yaṃ nimittaṃ manasikaroto 

uppajjanti pāpakā akusalā vitakkā chandūpasaṃhitāpi dosūpasaṃhitāpi mohūpasaṃhitāpi, tena 

bhikkhave bhikkhunā tamhā nimittā aññaṃ nimittaṃ manasikātabbaṃ kusalūpasaṃhitaṃ. … bhikkhunā 

tesaṃ vitakkānaṃ ādīnavo upaparikkhitabbo … bhikkhunā tesaṃ vitakkānaṃ asati amanasikāro 

āpajjitabbo. …  bhikkhunā tesaṃ vitakkānaṃ vitakkasaṅkhārasaṇṭhānaṃ manasi kātabbaṃ … bhikkhunā 

dante'bhidantamādhāya jivhāya tāluṃ āhacca cetasā cittaṃ abhiniggaṇhitabbaṃ abhinippīḷetabbaṃ 

abhisantāpetabbaṃ.”

57) MN. Ⅰ, p.122.

58) 안양규, ｢부정적인 사고에 한 붓다의 가르침과 아론 벡의 인지치료｣, 명상치료연구제1호(서

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2007), pp.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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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원인으로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 혹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먼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왜곡된 인지과정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신념 등을 확인한 후 왜곡되지 않은 사고나 신념으로 체한

다. 이것은 불선한 생각들에 해 선한 표상으로 마음기울임을 하는 것에 해당

된다(①). 왜곡되어 나타나는 자동적인 사고나 신념을 스스로 평가하고 깨닫

도록 하는 것은 불선한 생각의 위험을 관찰하는 것에 해당된다(②). 구체적이

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자동화된 사고와 왜곡된 인지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들어가는 인지치료과정은 불선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하는 의도들

에 해 마음기울임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④).

견해는 갈애(taṇhā)･지각･상상된 것(maññita)･망상(papañca) 등에서 나온 

것59)이다.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세상은 

무한하다.’60) 등은 단지 견해에 불과하다. 바른 견해(sammādiṭṭhi)란 “세상의 일

어남과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 로 바른 반야(paññā)”로 보는 것이다.61) 세상

이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지각하는 자’(lokasaññī)와 ‘세상에 해 생각

을 지닌 자’(lokamānī)에게 있을 뿐이다.62) 세상은 견해이기에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한다. 견해에 해 있는 그 로 꿰뚫어 알게 되면 탐욕･성냄･어리석

음･집착을 버리게 되고 망상을 즐기지 않고(nippapañcārāmassa) 망상을 기뻐하

지 않아(nippapañcaratino) 늙음･죽음, 슬픔, 육체적 아픔, 고통, 비탄, 고뇌 등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63)

망상은 ‘나’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나는 있다’ 등은 상

상된 것이고 동요된 것(iñjitaṃ)이고 혼란된 것(phanditaṃ)이고 자만(mānagataṃ)

에 빠진 것이고 망상이다.64) 냐나난다에 따르면, ‘나’라는 것은 상상으로서 행

59) AN. Ⅳ, pp.68-69.

60) MN. Ⅰ, p.426.

61) SN. Ⅱ, p.17.

62) SN. Ⅳ, p.95.

63) MN. Ⅰ, p.66.

64) SN. Ⅳ, pp.202-203.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이다. … 나는 있을 것이다. …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 
나는 물질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 나는 물질현상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나는 지각을 가지



288   불교학연구 제61호

위를 가리키며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산만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며, ‘나는 있

다’는 것은 ‘너’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경향으로 나아가 개념적으로 더욱 확장

될 수 있다.65)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언어적 작용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는 말에 의한 논쟁을 경계하여 말을 할 때 “이것이 괴로움이다.”66)라고 천

명한다.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daṇḍā-

dānasatthādāna kalahaviggahavivāda tuvantuvampesuññamusāvādānaṃ)을 끝내기 

위해서는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에 해 즐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 “탐욕･
적의･견해･의심･자만･무명의 잠재성향”(rāga･paṭigha･diṭṭhi･vicikicchā･bhavarāgā･ 
avijjānusayaṃ)을 끝내면 된다.67)

망상은 인식작용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라는 주체

관념이 포함된 후 언어적 작용이 더해져서 개념적으로 확장이 일어난 것이다. 

｢제석문 경(Sakkapañha sutta)｣에 따르면, 지각과 관념에 오염된 망상은 다시 생

각의 근원이 되고, 생각의 근원은 열의이며, 열의의 근원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다.68) 윤희조에 따르면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생각, 망상, 망상에 오염된 지

각과 관념은 더욱 실체화가 되고 확산적인 경향성에 놓이게 된다.69) 망상에 오

염된 지각과 관념은 또 다시 지각과 생각에 영향을 끼쳐 반복적으로 괴로움이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알버트 앨리스에 의해 만들어진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는 외부 사건에 한 인지적 요인이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 사건에 한 해석방식을 중요시 여긴다.70) 인지･정서･행동이 상

게 될 것이다. … 나는 지각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나는 지각을 가지지도 않고 지각을 가지지 않

지도 않을 것이다.”(asmīti … ayamahamasmīti … bhavissaṃ … na bhavissaṃ … rūpi bhavissaṃ … arūpī 

bhavissaṃ … saññī bhavissaṃ … asaññī bhavissaṃ … nevasaññināsaññi bhavissaṃ)

65) Ñāṇananda, op. cit., p.17.

66) SN. Ⅳ, p.419.

67) MN. Ⅰ, pp.109-110.

68) DN. Ⅱ, p.276. 

69) 윤희조, ｢초기경전에 나타난 망상(papañca)에 한 일고찰｣, 불교학연구제13호(서울: 불교학연

구회, 2006),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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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기에 합리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정서와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 변

화된 정서와 행동은 인지과정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설명은 붓다의 가

르침인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새로운 지각과 생각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마음지킴(sati)을 잘하여 선한 마음의 성향을 지닌 생각이 일어나면 자신과 

타인을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열반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열반에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는 “출리와 관련된 생각, 악의없음과 관련된 생각, 해코지않음

과 관련된 생각”(nekkhammavitakkaṃ, abyāpādavitakko, avihiṃsāvitakko) 등이

다.71)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몰두하지 않으면(bhassārāmo hoti 

bhassarato bhassārāmataṃ anuyutto) 괴로움을 끝낼 수 있으며 열반을 즐거워

(nibbānābhirato)하게 된다.72) 망상을 자르면 괴로움을 건너 완전한 열반에 이

르게 된다.73) 

IV. 열반의 실존적 측면과 그 실현 가능성

‘눈’ 등이 ‘시각 상’ 등과 만나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괴로움이 소

멸되는 과정에 해 살펴보자. 이것을 위해서는 ‘눈’ 등을 조건으로 육체적 혹

은 정신적 즐거움이 생기는 것을 있는 그 로 알아야 한다. 또한 ‘눈’ 등이 무

상･고･무아인 것을 있는 그 로 최고의 지혜(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로 알

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각 상’ 등도 있는 그 로 최고의 지혜로 알아야 한

70) 알버트 앨리스,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서수균･김윤희 공역, (서울: 학지사, 2016), pp.62-67. 

71) MN. Ⅰ, pp.114-115.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생각과 악의와 관련된 생각과 

해코지와 관련된 생각을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었다. 출리와 관련된 생각과 악의없음과 관련된 생

각과 해코지 하지 않음과 관련된 생각을 또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었다.”(So kho ahaṃ bhikkhave yo 

cāyaṃ kāmavitakko yo ca byāpādavitakko yo ca vihiṃsāvitakko, imaṃ ekaṃ bhāgamakāsiṃ. Yo cāyaṃ 

nekkhammavitakko yo ca abyāpādavitakko yo ca avihiṃsāvitakko, imaṃ dutiyaṃ bhāgamakāsiṃ.) 

72) AN. Ⅲ, pp.293-294.

73) SN. Ⅳ,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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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4) 여섯 접촉의 장소(phassāyatanānaṃ)가 남김없이 소멸하면 망상이 소멸하

고 망상이 가라앉게 된다.75) 망상이 소멸하면 지금･여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76) 망상이라는 괴로움의 발생은 육입을 중심으로 하는 인식

작용의 과정에 따른다. 그리고 망상을 제거 하면 괴로움이 제거 되어 열반이 

성취된다. 

열반에 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어 왔다. 요한슨에 따

르면, 이것에 따른 논의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과 “그것을 성취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만 일치했을 뿐77)이다. 열반에 한 다양한 

견해들에 해 김한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78) 첫째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

반’(nirvāṇa as a happy state)은 열반을 영원한 실재(everlasting reality)로 보는 적

극적･긍정적 견해로서 ‘존재로서의 열반’(nirvāṇa-existence), 혹은 ‘본질주

의’(essentialism), ‘상견’(sassata-diṭṭhi)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부정

적 개념으로서의 열반’(nirvāṇa as a negative conception)은 열반을 단멸

(annihilation) 혹은 비존재(nonexistence)로 보는 소극적･부정적인 견해로서, 

‘단멸로서의 열반’(nirvāṇa-annihilation), 혹은 ‘허무주의’(nihilism), ‘단견’(uccheda- 

diṭṭhi)으로 비추어질 위험성이 있다.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이란 ｢열반 경(Nibbāna sutta)｣에 설해진 “열반은 

행복입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열반은 행복과 같다고 알아야 합니다.”79)라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각각의 선정단계에서 지각과 마음기울임의 일어남은 병

이고 괴로움이며,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은 열반은 행복과 같다고 설해진

다.80) 이러한 내용은 선정의 단계와 결부시켜 9단계에 걸친 선정 각각의 단계

74) SN. Ⅳ, pp.7-8.

75) AN. Ⅱ, p.162.

76) AN. Ⅲ, p.431.

77) Johanson, Rune E.A, The Psychology of Nirvana, (London: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9), p.9.

78) 김한상, ｢두 가지 언어로 표현된 초기불교의 열반｣, 불교학연구제48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pp.283-309.

79) AN. Ⅳ, pp.415-416. 

80) AN. Ⅳ, pp.414-418. ; 림스님 역, 앙굿따라 니까야 5,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6), pp.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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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반과 동일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열반을 선정과 결부시켜 논의한 표

적인 연구자로 요한슨을 들 수 있다. 그는 열반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초경험적이고 미분화된 의식 상태로 규정한다.81) 이것은 의식의 멈춤

(Viññāṇassa nirodhena)82)과 같은 체험을 열반과 동일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칼루파하나에 따르면, 행복은 어떤 특정 느낌이나 감정과 동일시해서

는 안 된다.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지각과 느낌은 일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

을 통하여 모든 지각과 느낌이 소멸되는 것[想受滅]에 이르게 된다. 지각과 느

낌이 소멸되는 단계까지 설한 것은 해체를 위해 고안된 방법이기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83) 또한 특정한 경험을 수행 결과의 목표로 삼게 되면 오히

려 그 경험에 집착할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다.84)

김한상에 따르면, 이들의 열반에 한 입장 차이는 진리에 한 표현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85) ‘행복으로서의 열반’은 일상적 언어로 기술된 

비유적 표현법으로 ‘최상의 행복’, ‘피안’, ‘동굴’, ‘피난처’ 등으로 묘사된다.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열반’은 궁극적 언어로 표현되어 탐욕･성냄･어리석음

의 소멸이거나 번뇌 또는 갈애의 소진으로 설명된다. 임승택에 따르면, 초기불

0. “도반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 초선에 들어 머뭅니다. … 제2선 … 제3

선 … 제4선 … 공무변처 … 식무변처 … 무소유처 … 비상비비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정에 들어 머

뭅니다. 그리고 그는 반야로써 [사성제를] 본 뒤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이유로도 열반은 행복과 같다고 알아야 합니다.”(Idhāvuso bhikkhu vivicceva kāmehi … paṭhamaṃ j

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 dutiyaṃ jhānaṃ …  tatiyaṃ jhānaṃ …  catutthaṃ jhānaṃ … ākāsānañcāy

atanaṃ … viññāṇañcāyatanaṃ … ākiñcaññāyatanaṃ …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ṃ samatikkamma saññā

vedayitanirodhaṃ upasampajja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mināpi kho etaṃ āv

uso pariyāyena veditabbaṃ yathāsukhaṃ nibbānanti.)

81) Johanson, Rune E.A, The Psychology of Nirvana, op.cit., p.133.

82) AN. Ⅰ, p.236; 임승택,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궁극 목표에 관한 고찰｣, 불교학연구제19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8), p.71. “의식의 멈춤에 의해 갈애를 소멸한 해탈을 지닌다. [그것은] 열반으

로서의 등불[의 소멸에 비유할 수 있는] 마음의 해탈이다.”(Viññāṇassa nirodhena 

taṇhākkhayavimuttino, Pajjotasseva nibbāṇaṃ vimokkho hoti cetasoti.)

83) 칼루파하나, 불교철학의 역사, 김종욱 역(서울: 운주사, 2008), p.210.

84) 정준영, ｢상수멸정의 성취에 관한 일고찰-니까야(Nikāya)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제9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4), p.259.

85) 김한상, 앞의 논문, pp.28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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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궁극목표로 제시된 열반은 이상적･초월적 공간이 아니라 현실 속 경험

주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모색되어야 한다.86) 

바라문이여, 그는 탐욕이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하고 성냄이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하고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87)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탐욕･성냄･어리석음이 남김없이 다한 열반의 

경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각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칼루파하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경험주의에서 찾아야 하며 경험으로 

실증할 수 없는 초경험적인 것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88) 그에 따르면, 열

반은 탐욕이나 성냄 등의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필

자도 열반에 해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

반”89)이라는 것에 동의 한다. 이러한 유형의 열반은 실존적인 삶 속에서 점진

적인 수행을 통하여 점진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초기불교의 수행론과 부

합된다고 할 수 있다.90)

열반에 한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해명은 실존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으며,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기의 가르침과 이어진

다. ‘열반에 도움이 되는 실천수행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눈’ 등 이

하 각각의 지분들에 해 무상･고･무아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해진다.

86) 임승택, 앞의 논문,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궁극 목표에 관한 고찰｣, p.69. 

87) An. Ⅰ, p.159. “Yato ca kho ayaṃ brāhmaṇa anavasesaṃ rāgakkhayaṃ paṭisaṃvedeti, anavasesaṃ 

dosakkhayaṃ paṭisaṃvedeti, anavasesaṃ mohakkhayaṃ paṭisaṃvedeti. Evaṃ kho brāhmaṇa 

sandiṭṭhikaṃ nibbāṇaṃ hoti akālikaṃ ehipassikaṃ opanayikaṃpaccattaṃ veditabbaṃ viññūhīti.”

88) 칼루파하나, 붓다는 무엇을 말했나, 나성 역(파주: 한길사, 2011), p.110.

89) SN. Ⅳ, p.251.

90) 임승택, 앞의 논문,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궁극 목표에 관한 고찰｣,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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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반에 도움이 되는 실천수행인가? 비구

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은 무상[고･무아]하다고 본다. 시각 상은 무상

[고･무아]하다고 본다. 눈에 의한 의식은 무상[고･무아]하다고 본다. 눈

의 접촉은 무상[고･무아]하다고 본다.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

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고･무아]

하다고 본다. 귀는 … 코는 … 혀는 … 몸은 … 마음기능은 … 무상[･고･무
아]하다고 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반에 도움이 되는 실천수행이

다.91)

‘눈’ 등의 감각기능을 단속하여 머물면 마음은 눈으로 의식되는 ‘시각 상’ 

등에 오염되지 않는다.(Cakkhundriya saṃvutassa viharato cittaṃ na vyāsiccati 

cakkhuviññeyyesu rūpesu) 그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환희･기쁨･경안･행복

(pāmujjaṃ･pīti･passaddhakāyo･sukhaṃ)을 느끼게 된다.92) ‘눈’ 등과 ‘시각 상’ 

등은 무상･고･무아로 알아야 하며93) 접촉의 장소이기에 이를 보호하면 행복

을 실어 나를 수 있다.94) ‘눈’ 등으로 지각되는 ‘시각 상’ 등에 해 즐기지 않

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눈’ 등의 의식은 그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

고 집착하지 않아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다.95) 다음 경문은 인식작용이 일어

나는 ‘눈･귀･코･혀･몸･마음기능’이 ‘시각 상･소리･냄새･맛･감촉･마음현

상’에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말룽꺄뿟따여, 그 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하는 법들에 해서 

볼 때는 단지 봄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91) SN. Ⅳ, pp.133-135. “Katamā ca sā bhikkhave nibbānasappāyā paṭipadā. Idha bhikkhave bhikkhu cakkhu

ṃ aniccanti passati, rūpā aniccāti passati, cakkhuviññāṇaṃ aniccanti passati, cakkhusamphasso aniccoti 

passati, yampidaṃ cakkhusamphassapaccayā uppajjati vedayitaṃ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

khaṃ vā tampi aniccanti passati. Sotaṃ …gandhā …Jivhā … Kāyo … Mano … aniccanti passati. Ayaṃ kh

o sā bhikkhave nibbānasappāyā paṭipadāti.”  

92) SN. Ⅳ, pp.78-79.

93) SN. Ⅳ, pp.1-3.

94) SN. Ⅳ, p.70.

95) SN. Ⅳ,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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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앎만이 있을 것

이며 그 에게는 ‘그것에 의함’이란 것이 있지 않다. 그것에 의함이 없다

면 그 에게 ‘거기에’는 없다. 말룽꺄뿟따여, 그 에게 ‘거기에’가 있지 

않으면 그 에게는 여기 [이 세상]도 없고 저기 [저 세상도] 없고 이 둘의 

가운데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96)

 

IV. 나가는 말

본 고는 육입과 관련하여 견해의 발생 문제를 다루는 8지연기에 주력하여 

고찰하였다. 육입은 눈･귀･코･혀･몸･마음기능과 시각 상･소리･냄새･맛･
감촉･마음현상 등이 만나는 곳으로 현실적 삶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

라 할 수 있다.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기설은 인식작용의 과정을 설

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일어남’과 ‘견해’의 발생 등을 해명한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견해’ 등은 실존적 괴로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견해’ 

등이 발생하는 과정과 ‘지각’, ‘생각’, ‘망상’ 등이 발생하는 과정 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8지연기가 설해진 방식과 같이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여 지각이 

발생한다. 느낀 것을 지각하면서부터는 ‘나’라는 주체가 개입되는 인식의 과

정이 시작된다. 지각은 감각 상에 한 직접적인 반응과 더불어 상상 혹은 

기억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주관적 이미지가 첨부되는 관념화 과정이 일어난

다. 이후 언어적 작용이 포함된 생각으로 나아간다. ‘나’라는 주체관념과 언어

적 작용이 더해진 생각에서 개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 더욱 

96) SN. Ⅳ, 73. “Ettha ca te māluṅkyaputta diṭṭhasutamutaviññātabbesu dhammesu diṭṭhe diṭṭhamattaṃ bhavi

ssati, sute sutamattaṃ bhavissati, mute mutamattaṃ bhavissati, viññāte viññātamattaṃ bhavissati. Yato k

ho te māluṅkyaputta diṭṭhasutamutaviññātabbesu dhammesu diṭṭhe diṭṭhamattaṃ bhavissati, sute sutamat

taṃ bhavissati, mute mutamattaṃ bhavissati, viññāte viññātamattaṃ bhavissati. Tato tvaṃ māluṅkyaputt

a na tena, yato tvaṃ māluṅkaputta na tena, tato tvaṃ māluṅkyaputta na tattha, yato tvaṃ māluṅkyaputta n

a tattha, tato tvaṃ māluṅakyaputta nevidha na huraṃ na ubhayamantarena esevanto dukkhass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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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면서 조화로운 정신의 상태가 무너진 망상으로 이어진다. 망상이 더욱 

확산되면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은 지각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다양하게 설해진 괴로움에 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곳

이 바로 괴로움이 소멸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먼저 여섯 접촉의 장소를 있는 

그 로 바른 반야로 본다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나’라는 주체관념에 생겨

날 수 있는 ‘지각’은 무상의 관찰로 생긴 지각을 닦고 공부 지으면 반야를 얻을 

수 있는 이중적인 위상을 지닌다. 마음지킴을 잘하여 선한 마음의 성향을 지닌 

생각이 일어나면 자신과 타인이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되어 열반에 이바지 할 

수도 있다. 견해는 갈애･지각･상상된 것･망상 등에서 나온 것이기에 견해에 

해 있는 그 로 꿰뚫어 알게 되면 탐욕･성냄･어리석음･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다. 망상은 인식작용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라는 

주체관념이 포함된 후 언어적 작용이 더해져서 개념적으로 확장이 일어난 것

이다. 망상을 자르면 괴로움을 건너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육입을 중심으로 하는 인식작용의 과정에 따라 망상 등의 괴로움이 발생하

기에 망상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제거되어 열반이 성취 될 수 있다. 초기불교 

가르침으로서의 열반은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반은 실존적인 삶 속에서 점진

적인 수행을 통하여 점진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초기불교 수행론의 일반

적인 분위기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육입을 첫 번째 지분으로 하는 연기의 

가르침은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본 열반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가르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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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ṭiccasamuppāda with saḷāyatana theory as the first link can be seen as a 

teaching to explain the process of cognition. The six senses are the places where 

eyes·ears·nose·tongue·body·mind function and visual object·sound·smell·taste·touch·mind 

phenomena meet the closest to the real life. It is also where suffering occurs and 

where it can be extinguished. This paper considers the suffering that occurs during 

the process of cognition and suggests ways to eliminate the suffering that occurs. 

The sufferings that occur during cognitive action include opinion, perception, 

thought, and delusion. These sufferings are existential sufferings that can be 

encountered at any time in reality. What you need to know when you see, hear, and 

sense on a daily basis is that there should be only seeing when you see, there should 

be only hearing when you hear, and there should be only perceiving when you 

perceive.

When you see the suffering as it is through Right paññā, you can be free from 

suffering. Cutting delusions, in particular, can lead you to the end of suffering and 

to full nibbāna. 

In the early Buddhist teachings, nibbāna where suffering was removed  should be 

limited to the negative conception of greedy, anger, and ignorance. The experience 

of nibbāna is self-evident and each person should recognize it. This nibbāna can be 

said to correspond to the general atmosphere of early Buddhist pract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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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leads to gradual enlightenment through gradual practice in existential life. 

Paṭiccasamuppāda with saḷāyatana theory as the first link can explain the 

emergence of suffering from the existential and the nibbāna in which the suffering 

was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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