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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바라제목차 중에서 중학법(衆學法)은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행･주･좌･와(行･住･坐･

臥)에 관련된 많은 위의법(威儀法) 일부를 계로 제정한 것이다. 중학법은 승가공동체에

서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그에 대한 처벌도 가장 약하여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책심참회(責心慙悔)로 청정해진다. 

중학법은 계와 율로 분리해서 볼 때, 바라제목차에 포함되는 지지계(止持戒)이지만, 

승가구성원에게만 해당하는 율의 성격을 지닌 차계(遮戒)로서, 수행적인 측면이 강조

되는 계율이다.

중학법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은, 재가자들의 신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며,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이 글은 �사분율�에서 ‘출가자

가 위의를 갖추는 과정’ 즉 중학법을 지키는 것은, 곧 지계(持戒)가 수행임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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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법의 염처(ⓟsati-paṭṭhāna, 念處) 수행법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중학법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正念･正知]’ 수행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면서, 학법보

다 무거운 참회법을 지닌 범주들(바라이, 승잔, 바일제 등)을 미리 단속할 수 있는 틀을 

완성하는 기반이 되므로, 바라제목차 중에서 계행을 수습하는 대표적인 범주다. 

�사분율�에서 중학법과 관련된 위의법에 대한 작지계(作持戒)는 ｢법건도｣와 ｢잡건

도｣에서 설명되며, 이들은 ｢대념처경｣(DN22)의 염처(念處) 수행법에 관한 설명들과 일

치한다. 심지어 �사분율�에서만 보이는 불탑 관련 학법도 염처 수행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잡건도｣의 ‘대소지계건도’에서는, 계 구족을 기반으로 한 염처 수행의 차제를 잘 

설명한다. 계행이 곧 정행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혜행을 완성하는 사념처의 수행체계를 

건도부의 시작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율장이 계･정･혜 삼학의 기반인 것을 살필 수 

있다. 

�사분율�에서는 바라제목차를 지키는 수행으로부터 삼명육통에 도달하는 길을 설

명하고 있으며, 그 중심축이 바로 신념처 수행의 대상인 중학법임을 보인다.

주제어

중학법, 위의법, 대소지계건도, 아란야법, ｢잡건도｣, 신념처법, 불탑학법

I. 서론

‘승가의 청정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승가가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근･현대의 한국불교 수행풍토에 만연

된, 수행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계율(戒律)을 경시하고 선(禪)을 우선시하

는 ‘禪 지상주의’라는 그릇된 풍토1)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본 글은 바라제목차(pāṭimokkha, 波羅提木叉) 중에서 중학법(sekhiya dhamma, 

衆學法)을 통한 계행이 곧 정행･혜행과 연결되는 수행법으로 연결되는 율장의 

설명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사분율�의 중학법은 ｢법건도(法犍度)｣와 ｢잡건도(雜犍度)｣에서 설명하는 

1) 적연, ｢�梵網經�의 受戒行法과 修行體系 硏究｣, 박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대학원,  2016), p.195.



중학법(衆學法)의 염처(念處)수행 상관성 재고(再考)   243

갖가지 위의법(威儀) 중에서 일부를 계로 제정한 것이다. 중학법은 율의 성격

이 강한 차계(遮戒)2)에 해당한다. 차계들이 바라제목차에 포함된 이유는, 출가

자들에게 수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의 사전적 의미는, “드러난 모든 행위, 위엄 있는 행위, 율장에서는 율

의(律儀)를 따르는 행위”3)이다. 이에 기반한 ｢중학법은 출가자의 주의사항 정

도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그 구조가 불완전한데도 굳이 계로 제정한 이유를, 출

가자의 위의가 재가자들의 신심을 끌어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출가자가 위의를 갖추는 과정’이 곧 

수행이고, 중학법을 비롯한 위의법이 ｢대념처경｣에서 제시하는 사념처(四念

處) 수행대상 중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사념처 수행의 틀을 율장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율장연구�에서 ‘제율에서 잡사를 다룬 잡사건도의 내용이 점차 증대된 것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에 많은 관심

이 요청된다.’4)는 견해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목적도 있다.

�청정도론�에서, 두타를 행하는 수행자가 얻는 여러 이익 중에 ‘학법 수행

을 원만히 한다.’5)는 항목은 학법이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다. 따

라서 중학법을 바라제목차에 넣은 것은, 수행하고자 출가한 이가 율장에 제시

된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곧 청정성을 회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한 방편

임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였다.

2) 금강율학승가대학원 편역, �사분율비구니계상표해�(수원: 봉녕사출판사, 2015), pp.826-907.; 차

계는 승가구성원에게는 계이지만, 재가자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制裁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차계의 예로 ‘음주’가 있다.

3) 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림⑯�(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5), p.1561.

4) 平川彰 지음, �율장연구�, 박용길 번역(서울: 도서출판 토방, 1995), pp.650-651.

5) 붓다고사 지음, �청정도론1�, 대림스님 옮김(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6),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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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학법의 특징

중학법은 바라제목차의 오편(五篇)･칠취(七趣) 중에서 가장 하위 그룹이다. 

바라제목차는 비구･비구니가 범(犯)하는 온갖 죄들에 대하여, 참회 정도의 중

(重)･경(輕)에 따라 오편･칠취로 나뉘는데, 바라이(波羅夷)･승잔(僧殘)･바일제

(波逸提)･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악작(悪作, 突吉羅)의 오편에 투란차(偸

蘭遮)와 악설(悪説)을 추가한 칠취로 구성된다. 여기서 악작은 중학법을 의미

한다.

1. 중학법을 ‘불완전한 계’로 보는 이유

�사분율�의 바라제목차에서 식차가라니(式叉迦羅尼)는 그 계목이 백(百) 가

지여서 ‘백중학’으로 불리며, 보통 ‘학법의 무리들’[衆學法]이라 한다. 학법을 

범했을 경우 참회법은,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범하지 않겠다[責心慙悔]’6)는 

‘악작(惡作, 突吉羅, ⓟdukkața, ⓢdnsṛta)’에 해당한다. 중학법 각 계문의 마지막

을 ‘응당학(應當學)’으로 마무리하여, ‘반드시 배워야 함’(ⓟsikkhā karaṇiyā, ⓢ 

sikṣā karaṇiyā)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의법과 관련되는 주의사항 정도로 이해

되기도 한다.

�청정도론�에서는, ‘계목 단속에 관한 계’라고 할 때, ‘계목은 계율을 훈련

함(sikkhāpada-sīla)’을 뜻하고, 모든 계목은 계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해탈

케 하며, 악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바라제목차가 된다.7) 그처럼 

‘계목을 단속하는 것(saṁvaraṇa)’은 계를 학습하여 단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승가에서 지켜야 하는 율을 의미한다. 

한편, 모든 ‘학법’은 성계(性戒)가 아닌 차계(遮戒)이다. 차계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성계와 같은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가구성원

6) �사분율 비구니 계상표해�, 앞의 책, p.828. ‘만일 고의로 범하면 다른 이에게 참회하는 대수참회

가 적용된다.’

7) 붓다고사 지음, �청정도론1�, 앞의 책,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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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지켜야 하는 바라제목차이다. 이렇게 특별히 승가구성원에게 지킬 것

을 의무화한 차계의 내용들은 수행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법이 제정된 배경들에 대한 견해를 살피면, 뒤의 <표1>에서와 같이, 율장

마다 계문의 수가 크게 차이가 있고, 계본들에서 학법의 계목 수만 명시하지 

않는 것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들을 볼 수 있다.

첫째, 중학법의 내용이 증광(增廣)되거나 개편되면서, 계경으로서 위치가 

견고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위의법에서 일부만 계문에 포함된 유연성 때문에, 

바라제목차에 포함된 것이 율의 전체적인 조화를 깨트리는 일이라고9) 보았

다. 둘째, 율마다 중학법 계문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파 분열 이후 승가

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10)이며, 심지어 대소변과 상과인

수계도 모두 청식을 다녀올 때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11) 보았다. 셋째, 

중학법이 각 부파의 주변 상황에 따라 그 사회의 상식을 적극적으로 율에 반영

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12)로도 보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승가공동체가 속했던 지역적 특성과 

그 지역 재가자들의 문화를 담은 것으로, 승가와 재가자와의 사회학적인 관점

에서 보면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문

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중학법의 제정 목적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문화권

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13) 이는 학법이 제정된 동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8) 예를 들면, �사분율�의 포살(布薩)용 계본에서 바라제목차를 송출할 때, ‘4바라이(尼 8), 13승잔(尼 

17), 2부정(尼는 없음), 30니살기바일제, 90바일제(尼 178), 4바라제제사니(尼 8), 7멸쟁법’으로 그 

계문의 수를 명시하지만, 학법은 중학법으로만 표기된다. 

9) 平川彰, �율장연구�, 앞의 책, pp.506-507

10) 平川彰, �비구니계의 연구Ⅳ�, 釋慧能 옮김(서울: 민족사, 2011), p.517.

11) 平川彰, �율장연구�, 앞의 책, pp.505-506.

12) 이자랑,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305.

13) 뒤에 올 3. ‘1) 중학법의 행위그룹별 특징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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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법을 제정한 동기

붓다는 십구의(十句義)14)에 의거하여 모든 계를 제정하였고, 중학법도 이에 

의거한다. 십구의 중에서, ‘아직 신심을 일으키지 않은 이의 신심을 일으키기 

위하여’와 ‘이미 신심을 지닌 이의 신심을 증장하기 위하여’, 이 둘의 목적을 

보면, 승가의 발전이 재가자의 관계와 밀접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출가자의 

위의를 갖춘 행동이 재가자들의 신심을 좌우한다. 이는 곧 승가의 경제를 지원

하며 새로운 출가자를 배출하는 등 승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5)라고 

본 것은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승가구성원이 율을 잘 지켜야 하는 점이다. 출가자

들이 국왕이나 대신들이나 일반인들처럼 행동하여 위의에 어긋나는 것을 볼 

때마다 재가자들은, 

“이 붓다의 제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겉으로 자신을 칭하여 ‘나는 

정법을 안다.’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데 어찌 정법이 있겠는가?”16)

라고, 화를 내고 질타하였는데, 이는 수행자의 위의가 청정한 행으로 드러날 

때 정법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붓다는 계율을 제정하기 전에,

“너희들이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위의가 아니고, 사문의 법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고, 수순하는 행17)이 아니므로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18)

14) �四分律�, 앞의 책, p.570下.; “爾時世尊 … 與諸比丘結戒, 集十句義; 一攝取於僧, 二令僧歡喜, 三令僧安樂, 

四令未信者信, 五已信者令增長, 六難調者令調順, 七慚愧者得安樂, 八斷現在有漏, 九斷未來有漏, 十正法得

久住.”; “이때 세존께서 … 비구들에게 열구절의 뜻을 모아 계를 제정해주시니, 첫째 승가가 모이게 

하려고, 둘째 승가를 기쁘게 하려고, 셋째 승가를 안락하게 하려고, 넷째 아직 믿음이 없는 이를 믿

게 하려고, 다섯째 이미 믿음이 있는 이의 (믿음을) 증장하게 하려고, 여섯째 굴복하기 어려운 이

를 굴복하게 하려고, 일곱째 참회하는 이가 안락을 얻게 하려고, 여덟째 현재 유루를 끊게 하려고, 

아홉째 미래에 유루를 끊게 하려고, 열 번째 정법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함이다.”

15) 이자랑, 앞의 책, pp.300-302.

16) �四分律�, 앞의 책, p.698上, “此沙門釋子無有慚愧. 外自稱言, 我知正法, 如是有何正法.”

17) �사분율비구니계상표해�, 앞의 책, p.648, “隨順하는 行이란, 여래의 청정한 출리의 법을 따르는 행

이니, ‘수순하는 행이 아닌 것’은 애욕의 번뇌가 있어서 계법을 충분하게 수순하지 못하고, 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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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꾸짖었다. 붓다는 출가자의 바른 위의가 곧 사문의 법으로서 출리의 법을 

따르는 청정한 행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에 어긋난 것을 경계하였다. 출가자

가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승가의 구성원이 된 것은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계

율을 지키는 것은 곧 수행을 위한 것이다. 

한편 ｢잡건도｣에서는, 승단의 ‘여러 비구 중에서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

며, 두타를 행하고 계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 건의하여 

계로 제정된 것들이19) 상당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타를 행하는 이들에

게 학법을 지키는 일이 수행의 기본요건임을 시사한다. 그처럼 위의를 갖추고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수행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II. 중학법과 위의법의 관계

율장(律藏; vinayapiṭaka)은 경분별(經分別; sutta-vibhaṅga)과 건도부(揵度部; 

khandhaka)로 구성되어 있다. 경분별은 지지계(止持戒)로서 율의 계문들을 모

은 바라제목차에 대한 설명이며,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포함한다.

�사분율�의 건도부는 22편으로 구성되어 있고,20) 수계･설계･안거･자자･약

건도 등을 비롯하여, 갈마와 참회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 외에 ｢법건도｣21)

처럼 하는 것이다.”

18) �四分律�, 앞의 책, p.698上, “汝所為非, 非威儀, 非沙門法, 非淨行, 非隨順行, 所不應為.”; ｢빨리율｣에서

도 이와 같은 예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 같은 행동은) 적절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알맞지 않고, 수행자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전재성 역

주,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5), p.1851.

19) �四分律�, 앞의 책, p.946下, “諸比丘聞中, 有少欲知足, 行頭陀, 樂學戒, 知慚愧者, 嫌責賓頭盧言…”

20) �四分律�과 ｢빨리율｣ 모두 22건도이다. ｢빨리율｣은 대품(大品, Mahāvagga) 10편과 소품(小品, 

Cullavagga) 12편으로 나뉜다. �오분율�은 21법, �十誦律�은 20법, �根本有部律�은 17법이다. 대중

부의 �摩訶僧祇律�은 다른 상좌부 계통의 율들과 구성이 전혀 다르게, ｢雜誦跋渠法｣과 ｢威儀法｣으

로 구성되었다.

21) 주로 객(客)비구가 지켜야 할 법, 구(舊)비구가 지녀야 할 법, 공양 및 식당에서 지켜야 할 법, 걸식

할 때의 행법, 아란야에 머무는 비구의 행법, 와좌구 사용법, 씻을 때의 행법, 측실(廁室) 사용하는 

법, 제자가 지켜야 할 법, 화상이 해야 할 법, 아사리 및 시자가 갖춰야 할 행법 등, 실제 승가에서 필

요한 위의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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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잡건도｣는 위의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위의법에서 중학법이 

제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행법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법건도｣의 ‘아란야법’과 ｢잡건도｣의 ‘대소지계건도’22)는 염

처(念處) 수행법과 지계의 상관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염(念)과 관련한 한역

(漢譯) 과정에서, 경장과 율장에 나타난 단어들에 대한 표현들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건도부에서 설명하는 위의법과 중학법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승가공동체

의 많은 위의법을 축약한 것들이 중학법으로 제정된 것임을 확인케 한다. 

1. 중학법의 행위그룹별 특징 비교 

율장마다 학법의 계목 수는, 비구의 경우 �사분율�은 100계목이고, ｢빨리율｣

은 75계목이며, �십송률� 107계목, �마하승기율� 66계목, �오분율� 100계목, �

근본설일체유부율�(이하, �근본유부율�로 표기한다.)은 108계목이 전해진다. 

비구니의 경우, �사분율�, ｢빨리율｣, �오분율�은 비구의 계목 수와 같고, �십

송율�은 107계목, �마하승기율�은 77계목, 티베트본 �근본유부율�은 112계목

으로 비구의 계문과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비구계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각 율장별 학법의 계문 숫자들을 그룹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육상각부파별 비구 학법의 그룹별 계문수 비교표

22) �四分律�, 앞의 책, pp.962中-963下.; ‘대소지계건도’는 ｢사문과경, 沙門果經｣(DN2)의 많은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다른 율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분율�만의 독특한 구조이다. 

사분율 빨리율 오분율 십송율 마하 승기율 근본 유부율

승복 입는 법 2 2 10 16 2 10

재가자의 집 

방문하는 법
25 24 40 45 21 29

공양하는 법 23 30 30 27 24 39

설법하는 법 20 16 16 21 16 26

대소변 보는 법 3 3 3 3 3 3

높은 나무에 

오르는 법
1 - 1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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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율이나, 중학법은 삼의(三衣, 尼는 五衣)를 비롯하여 승복 입는 법, 재가

자의 집을 방문하는 법, 공양하는 법, 설법하는 법, 대소변 보는 법[便厠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대소변 보는 법과 높은 나무에 오르는 법[上樹過人戒]

은 율마다 계문 수가 같고 간단명료하다. 대소변에 관한 법은 3계지만, ｢법건

도｣에서 이와 관련된 위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23) 

1) 승복 입는 법

6대 광율에서 중학법의 첫 번째 그룹인 ‘승복 입는 법’은, 삼의와 열반승(涅

槃僧; 속옷)을 단정하게 입는 법에 관한 것이다. �사분율�, ｢빨리율｣, �마하승

기율�은 2계목지만, �오분율�, �십송률�, �근본유부율�은 10계목 이상이다. 

�오분율�의 계문들을 보면,

① 속옷을 올려서 입거나, ② 속옷을 내려서 입거나, ③ 속옷을 덧대어 입

거나, ④ 속옷을 다라수 잎처럼 (모양을 내서) 입거나, ⑤ 속옷을 코끼리 

코처럼 입거나, ⑥ 속옷을 둥근 나무처럼 입거나, ⑦ 속옷에 부드러운 것

을 덧대어 입거나, ⑧ (겉)옷을 열어서 올려 입거나, ⑨ (겉)옷을 열어서 

내려 입거나, ⑩ (겉)옷을 덧대어서(주름을 만들어서) 입는 것을 하지 말

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24)

�십송률�의 16계문은 위의 �오분율�에, ‘대패머리처럼 볼록하게 입거나, 보

릿가루덩어리[麨團]처럼 입거나, 고운 비단이나 모포로 만들어서 입거나, 엇

23) �四分律�, 앞의 책, p.932上-中, “自今已去 為比丘制便廁法. … 彼在廁前受經 誦經 經行作衣, 妨餘比丘大小

便. 佛言, 不應爾. 彼在廁邊誦經 受經 經行 作衣 餘比丘見惡之. 佛言 不應爾. 彼上廁見有糞掃不除. 佛言 見者

應除, 我今為諸比丘說大小便法, 諸比丘應隨順. 若不隨順應如法治.”

24) �彌沙塞五分戒本�(�大正藏�22, p.198下).

사분율 빨리율 오분율 십송율 마하 승기율 근본 유부율

불탑 관련 법 26 - - - - -

합 계
100 75 100

113 66 108

비구니 학법 107 7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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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게 해서 입거나, 양쪽을 접어서 입는’ 등의 모양을 내서 입지 말 것을 경계

하였다.25) 이들을 요약하면, �사분율�에서 ‘위의를 갖추어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2계문의 제정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가자의 집을 방문하는 법 

재가자의 집을 방문하는 학법은, 들어갈 때와 들어가서 머물 때 둘로 나누어

서 제정하였다. �사분율�, ｢빨리율｣, �마하승기율�의 계문 수는 비슷하다. 

�사분율�은, ‘옷을 걷어붙이거나, 목을 둘러싸거나, 머리를 덮지 말며, 뜀박

질하지 말고 쭈그리고 앉지 말며, 허리에 손을 붙이고 앉지 말며, 지척거리면

서 다니지 말고, 몸을 흔들면서 앉아있지 말고, 활개 치면서 다니지 말고, 팔을 

흔들며 앉아있지 말고, 몸을 잘 가리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조용히 하고, 웃으

면서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26) 등이다. 

가장 계목이 많은 �오분율�은 위의 옷과 관련된 (1)항과 같이, �사분율�보다 

자세하게 계문을 나눈 것일 뿐,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27) �마하

승기율�28)의 예도, 승단 차원에서 재가자의 집을 방문할 때 위의를 갖추게 하

고자 학법이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25) �十誦比丘尼波羅提木叉戒本�(�大正藏�23, p.486中).

26) �四分律�, 앞의 책, pp.699上-713中.; ①중학법3-25계, “不得反抄衣行入白衣舍, 式叉迦羅尼. (이하, ‘式

叉迦羅尼.’는 생략한다.) 不得反抄衣入白衣舍坐, 不得衣纏頸入白衣舍, 不得衣纏頸入白衣舍坐, 不得覆頭

入白衣舍, 不得覆頭入白衣舍坐, 不得跳行入白衣舍, 不得跳行入白衣舍坐, 不得白衣舍內蹲坐, 不得叉腰行

入白衣舍, 不得手叉腰入白衣舍坐, 不得搖身行入白衣舍, 不得搖身行入白衣舍坐, 不得掉臂行入白衣舍, 坐

亦如上. 不好覆身入白衣舍, 坐亦如是. 不得左右顧視行入白衣舍, 坐亦如是. 靜默入白衣舍, 坐亦如是. 不得

戲笑行入白衣舍, 坐亦如是, 式叉迦羅尼.” 중학법93계(p.713上), “不得携手在道行, 尸叉罽賴尼.” 중학법

95계(p.713中), “不得絡囊盛鉢貫杖頭著肩上而行, 尸叉罽賴尼.”; 총 25계.

27) �彌沙塞五分戒本�, 앞의 책, pp.198下-199上.; �四分律�의 25개 법에, ‘옷을 걷어 올려서 반대 어깨 위

로 걸치지 말고, 양어깨에 걸치지 말고, 손을 치면서 들어가지 말고, 몰래 들어가지 말고, 얼굴 양

옆을 괴지 말고, 위로 쳐다보기 말고,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발돋움하지 말고, 배에 머리를 대

지 말고, 큰소리를 내지 말고’가 추가된 것이다.

28) �摩訶僧祇律�(�大正藏�22, p.400上), “… 若欲看時 迴身向所看處. 若放恣諸根，不學諦視入家內者，越學

法. …”(衆學法4계); ‘… 제근을 제멋대로 하여 자세하게 살피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학법을 어

기는 것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근을 단속할 것을 강조한 

가르침이 학법의 제정 이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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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양하는 법

이는 출가자가 평상시 공양할 때나 재가자로부터 청식(請食)을 받았을 때 지

켜야 할 식사예절에 관한 것이다. 

�사분율�에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밥을 받아야 하고, 발우 안에 평평하게 

밥과 국을 받아야 하며, 국과 밥을 함께 먹어야 하고, 차례대로 먹어야 하며, 복

판을 파서 먹지 말아야 하고, … 손으로 밥을 흩으면서 집어먹지 말며, 더러운 

손으로 음식 그릇을 잡지 말고, 발우 씻은 물을 마을 집에 버리지 말아야 함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29)고 제정하였다.

�근본유부율�에는 위의 �사분율�계목에, ‘음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먼저 발우를 펼치지 말아야 하고, 교만하게 음식을 먹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

으로 먹어야 하며, 혀를 차면서 먹거나 쩝쩝거리거나 입김을 내뿜으면서 먹지 

말아야 하고, 음식을 헐뜯으면서 먹지 말며, 반은 먹고 반은 남기면서 먹지 말

고, 포라나탑 모양을 만들어서 먹지 말며, 발우 씻은 물을 주인에게 묻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함을 배워야 한다.’30)라는 계목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설법에 관한 법은, 듣는 이의 자세가 들을 준비가 안 된 경우에 억지

로 설법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한편, �사분율�에만, 설법에 관한 법들 중간에 

‘불탑에 관련된 26계목’이 들어가 있는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이렇게 불탑 관

련 학법까지, 중학법에 포함된 모든 위의법은 뒤에서 살필 수행법과 직접 관련

이 있다.

2. 아란야법(阿蘭若法)과 두타행의 ‘학법 원만성취’

붓다는 아란야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비구를 위하여 ‘아란야법’을 제정하였

29) �四分律�, 앞의 책, pp.702下-709上, “用意受食, 式叉迦羅尼. 當平鉢受食, (이하, 式叉迦羅尼는 생략한

다.), 平鉢受羹, 羹飯等食, 以次食, 不得挑鉢中而食, … 不得手把散飯食, 不得污手捉飲器, 不得洗鉢水棄白

衣舍內, 尸叉罽賴尼.” 

30)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大正藏�23, p.1018上-下). “行食未至 勿預舒鉢, 不應如是憍慢而食 應恭

敬食, 不彈舌食 不㗘㗱食 不呵氣食, 不毀訾食,不齧半食 不舒舌食, 不作窣覩波(輔刺擊)形食, 不棄洗鉢水 除

問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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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 그 내용은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 문단속할 때, 길을 갈 때, 밥을 받을 

때 지켜야 할 위의에 대한 것들이다. 비구가 아란야를 나와 마을에서 재가자들

을 만나 걸식하는 일상의 생활에서 위의를 갖추는 과정을 살피는 수행을 강조

한다. 처소에 돌아와서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게 가르친다. 붓다는, 아란야에 

머무는 비구가 처소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편하게 잠잔다는 소식을 듣고, 

“아란야비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반드시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마음

을 살피고사유하라.”32) 

라고 가르치면서, ‘아란야법’을 잘 준수하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아란야

에 머무는 비구들이 일상에서 위의를 지키는 것은 곧 수행임을 표명한 것이다. 

“비구가 이처럼 성스러운 계를 지녀서 거룩한 제근을 갖추고, 먹는 것에 

만족을 알고,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깨닫고자 정진한다. 항상 착란을 

없애고 일심으로, 아란야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무 아래에 머물

거나 산속의 굴이나 노지의 쓰레기더미 옆이나 무덤 사이나 강가에 머물

러도 즐거워한다. 그는 걸식에서 돌아와서 발을 씻고, 의발을 잘 둔 후에 

가부좌를 맺고, 몸을 세우고 뜻을 바르게 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잘 알아차

리고, … ”33) 

‘…’로 생략된 부분은, 사념처의 한 대상을 관하는 법34)에 대한 설명이다. 아

란야비구는 계를 갖추고, 소욕지족하면서 두타를 행하는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는 과정이 곧 계행인 동시에 중학법에 대한 염처법을 수행한다. 

31) �四分律�, 앞의 책, p.933下, “自今已去 爲阿蘭若比丘制法, 應隨順 阿蘭若法 比丘.”

32) �四分律�, 앞의 책, p.934下, “阿蘭若比丘不應爾. ‘應初夜後夜警心思惟.’”

33) �四分律�, 앞의 책, p.964上, “比丘有如是聖戒，得聖諸根，食知止足，初夜後夜精進覺悟. 常爾一心無有

錯亂, 樂在阿蘭若處樹下住, 或樂處山窟, 若在露地糞聚邊, 若在塚間水岸間. 彼乞食還已洗足，安置衣鉢結

加趺坐，直身正意繫念在前,”

34) 뒤의 각주 53)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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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지계건도’ 중에서 특히 소욕지족을 강조하는 것은 10중계이다. 10중

계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축적해두고 즐기는 일, 온갖 구경거리를 즐기는 

일, 놀이와 노름과 같은 일에 빠지는 일, 호화로운 침구나 좌구 등을 갖추고, 몸

을 치장하고, 잡담으로 소일하며, 언쟁하거나 왕족의 전령 노릇을 하는 일 등

을 경계한 것들이다.35) 이들의 모든 계문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다른 이

가 신심을 내어 보시한 것을 받아서”라고 시작하며, 마지막은 “이와 같은 일은 

여의어야 한다.”라는 정형구로 되어 있다.36) �청정도론�에서도, 출가자에게 

소욕지족 등의 덕(guņa)으로 여러 계가 청정해지고, 그와 같은 덕들을 성취하

기 위하여 계를 지닌 수행자는 이제 두타행(dhutaṅga)을 실천해야 한다37)고, 수

행단계를 설명한다. 

두타(頭陀; ⓟdhūta, ⓢdhuta)의 원래 뜻은 ‘흔들어 버린다.’라는 뜻으로, 두타

행은 마음을 닦아 의･식･주에 관련된 탐욕을 떨어버리는 수행을 말한다. �大

智度論� 등에서 제시하는 두타행의 일반적인 12가지 수행법의 첫째는 아란야

에 머무는 것이고, 둘째는 언제나 걸식하는 것이다.38) �청정도론�에서 제시하

는 13가지 두타행에 아란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법건도｣의 ‘아

란야법’과 위의 인용문처럼 숲에 머무는 수행 외에, ‘나무 아래 머물거나, 노천

에 머물거나, 공동묘지에 머물거나’ 등의 두타행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39) 두

타행의 이익 중에 포함된 “학법의 원만 성취”40)에서, 출가자가 소욕지족(少欲

知足)하는 삶을 사는 두타행으로 중계를 지키는 동시에 위의를 갖추는 것이 곧 

염처 수행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35) �四分律�, 앞의 책, p.963上-中.

36) 10계문 모두, “如餘沙門婆羅門食他信施 … 離如是事.”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37) 붓다고사 지음, �청정도론1�, 앞의 책, p.219.

38) �大智度論�(�大正藏�25, p.571上.); �瑜伽師地論�(�大正藏�30, p.422上.); �청정도론1�에서 제시하는 

항목들에는 아란야에 머무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39) 붓다고사 지음, �청정도론1�, 앞의 책, pp.226-255.

40) 붓다고사 지음, �청정도론1�, 앞의 책,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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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소지계건도‘에서 sati 한역(漢譯)의 예 

｢대념처경, Mahā satipaṭṭāna-sutta(DN22)｣에서는 사념처 수행대상을 21가지 

주제로 나눈다. 율장에서는 이 중에서, ①41)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入出息念], 

②네 가지 자세[四威儀], ⑲여섯 감각장소[六處], ③분명하게 알아차림, ⑰오개

(五蓋), ㉑사성제 순으로 염처 수행법을 설명한다. ‘대소지계건도’에서는 ｢대

념처경｣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육처에 대한 수행법을 신념처 수행 앞에 설명

한다. 이는 수행대상을 사념처로 구분해 놓았더라도, 실제 수행과정에서 그 순

서대로 명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사념

처 중의 한 수행법을 수행하다가, 곧바로 이어서 다른 수행법들을 진행할 수 

있다.42) ‘대소지계건도’에서는 사념처 수행대상에 대한 구분보다는 오히려 수

행법에 맞는 계를 갖출 것을 강조한다. ‘대소지계건도’에서 염처수행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sati와 관련된 한역(漢譯)의 예를 살펴보겠다.

사념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분율�의 ｢법건도｣와 ｢잡건도｣에서 염

처 수행과 관련하여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入出息念]’을 설명할 때, ‘念’이라

는 한자는 찾아볼 수 없다. ‘대소지계건도’에서도 ‘正念’이나 ‘正知’의 한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의미로 ‘念’, ‘一心念’, ‘念無錯亂’ 혹은 ‘一心’으

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念은 사띠(ⓟsati, ⓢsmṛti)의 한역으로, ‘기억하다(to remember)’, ‘mindfulness

(마음챙김)’, ‘awareness(알아차림)’, ‘attention(주의집중)’, ‘remembrance(기억)’ 

등으로 번역된다43)고 보았을 때, ‘念’은 ‘바른 마음챙김[正念](sammā-sati)’을 

의미한다. 

‘念無錯亂’은 ‘분명한 알아차림’ 혹은 ‘awareness’의 뜻을 지닌다. ｢사문과경｣

에서 ‘正念･正知(sati-sampajañña; 마음챙김과 알아차림)’로 표현한 부분을 ‘대

41) ①-㉑까지의 원문자는, ｢대념처경｣(�디가니까야2�, 각묵스님 옮김,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pp491-544.에서 제시한 사념처 수행법의 차제다.

42) 달라이라마･툽텐 최된 공저, �달라이 라마의 불교강의�, 주민황 역(서울: 불광출판사, 2016), 

p.210.

43) 정준영, ｢’사띠(sati) 논쟁’의 공과｣, �불교평론�통권62호(서울: 만해사상연구소, 2015년),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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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계건도’에서는 ‘念無錯亂’으로 표현하고 있다. ‘一心念’의 사용빈도 수는 

많지 않지만, ｢사문과경｣, ｢들숨날숨 알아차림경｣ 등의 표현들과 비교하였을 

때, ‘正念’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ati는 ‘念’뿐만 아니라, ‘一心’ 혹

은 ‘正念’으로 혼용하여 한역되었고, ‘念無錯亂’은 ‘正念･正知’로 한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입출식념(ānāpānasati)법’과 계품 구족 

｢사문과경｣에서 비구가 갖춰야 할 계를 소계･중계･대계로 나눈 것을 ‘대소

지계건도’에도 적용하여 소･중･대계로 분리하였을 때, 각 염처(念處) 수행의 

대상에 따라 갖춰야 할 계의 범주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념처 수

행의 시작인 입출식념(入出息念法)부터 살펴보자. 

입출식념법은, ｢잡건도｣44)2편에서 재가자들에게 주는 복발갈마(覆鉢羯

磨)45)에 이어서, 불탑과 관련된 위의법을 설명하는 도입부에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붓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법을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어느 날 제자들이 붓다를 너무 존경하여 감히 붓다의 

머리카락을 깎아드리지 못하였는데, 어린 우바리가 두려움 없이 머리카락을 

깎아드렸다. 붓다는 우바리가 머리카락을 깎는 동안, 처음에는 몸을 너무 굽혀

서[曲身] 깎는다고, 다음에는 몸을 너무 편다[直身]고, 세 번째는 들이쉬는 숨

[入息]이 너무 거칠다고, 마지막은 내 쉬는 숨[出息]이 너무 거칠다고 가르쳤다. 

붓다의 네 번 가르침을 곧바로 따른 어린 우바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다하

고 제사선(第四禪)에 든다.46) 여기서 우바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구족계를 

44) ｢잡건도｣는 ｢법건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 위의법들을 보충한 것으로 3편으로 나뉜다. 

45) 재가자가 출가자를 향해 잘못했을 때, 그들의 공양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그 집에 탁발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마이다.

46) �四分律�, 앞의 책, pp.957上-中, “爾時世尊在王舍城. 時恭敬世尊故無敢與佛剃髮者, 正有一小兒, 無知未

有所畏,  為佛剃髮. 時小兒字優波離, 為佛剃髮, 其父母在世尊前, 合掌白言, 優波離小兒, 為世尊剃髮, 為好

不.’ 佛言, 善能剃髮, 乃使身安樂, 而太曲身. 父母即語言, 汝莫太曲身令世尊不安. 復問佛言. 小兒剃髮好不. 

佛言, 善能剃髮, 而身太直. 父母語言, 汝莫太直身, 令世尊不安. 復白佛言, 小兒剃髮好不. 佛言, 善能剃髮, 而

入息太麁. 父母語言, 汝莫麁入息令佛不安. 復白佛言, 小兒剃髮好不. 佛言, 善能剃髮, 而出息太麁. 父母語言, 

汝莫麁出息, 令佛不安. 時小兒優波離入出息盡入第四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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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야 할 필요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입출입식념 수행을 시작한 우바리와 같은 나이 어린 이가 다음 단계의 수행

을 위해 갖춰야 할 계는, ‘대소지계건도’에서 소계에 해당한다. 26계목의 소계 

내용을 보면, 오계와 사미(니)십계 외에 일종식(一種食)을 해야 하고, 저울을 속

이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등에 대한 계들이다. 출가자는 세속

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고 소계를 지킴으로서, 곧 비구들과 같은 계를 받는 

것이 된다. 계를 갖춘 비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행하는 즉시 때를 알고, 때가 아니면 행하지 말지니, 배의 크기에 맞게 

먹고, 몸의 크기에 맞게 옷을 입으며, 분수에 맞게 취한다. 의발을 스스로 

갖추니, 마치 새가 날갯죽지를 펴서 날 듯이 몸을 갖춘다. 이 비구가 가는 

곳에는 의발이 몸을 따른다.”47)

계를 갖춘 비구의 의발을 갖춘 여법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으로서, 위

의와 관련된 중학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와 함께, 염처법의 수행대상

에 따라 함께 갖춰야 할 계의 범주도 특정화됨을 알 수 있다. 입출식념으로 염

처수행을 시작한 출가자는 ‘대소지계건도’에서 제시하는 소계를 갖춘 비구가 

되어 다음 단계의 염처 수행을 이어간다. 

IV. 중학법의 염처 수행

‘대소지계건도’에서는 중학법에 관한 설명 앞에, 육처에 관한 법과 ｢대념처

경｣의 신념처 수행 마무리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중학법의 ‘분명

하게 알아차림’을 설명하고, 뒤이어서 오개(五蓋) 수행에서부터 사성제에 이

47) �四分律�, 앞의 책, pp.962下-963上, “行則知時 非時不行 量腹而食 度身而衣 取足而已. 衣鉢自隨 猶若飛

鳥羽翮身俱. 比丘如是所去之處 衣鉢隨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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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수행체계를 보임으로써, 수행체계의 중심에 중학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착란없는 알아차림’을 강조한 육처(六處) 수행법

육처 수행법은, 비구가 여섯 감관(육촉입)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잘 배우고, 

조복할 것을 잘 배우며, 그치고 쉬는 것을 잘 배워야 함은 물론, 먼저 거룩한 계

품을 굳게 지녀서 제근(諸根)이 갖추고,48) 염처를 닦는 것이다.

“비구가 거룩한 계를 닦으면, 안으로 집착하는 바가 없어져서 그 마음이 

편안하여, 눈으로 비록 모양을 봐도 형상을 취하지 않고, 눈(에 비친) 모

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안근이 견고하여 조용히 머물면서 탐욕

이 없고 근심이 없으며, 온갖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에 빠지지 않고, 계품

을 굳게 지녀서 눈의 감관(感官)을 잘 지킬 것이며, 귀･코･혀･몸･뜻(마

음)도 또한 이처럼 해야 한다.”49)

먹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정진해야 하니,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는, 10중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대념처경｣에서 신

념처법 수행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몸 안팎의 관찰’50)에 대한 수행법이 소개

된다.

“어떻게 비구가 착란 없이 알아차리는가? 비구가 신념처인 몸 안을 관하

되,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며 착란 없는 알아차림으로, 간탐과 세간의 고

뇌를 조복시킨다. 신념처인 몸 밖을 관하되,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여 착

란 없는 알아차림으로, 세간의 고뇌와 간탐을 조복시킨다. 신념처인 몸

48) �四分律�, 앞의 책, p.963下, “堅持戒品能善護眼根; 耳鼻舌身意亦如是. 於六觸入中善學護持, 善學調伏, 善

學止息, 彼有如是聖戒得聖眼根.” 

49) �四分律�, 앞의 책, p.963下, “彼於此事中修集聖戒, 內無所著其心安樂, 眼雖視色而不取相, 不為眼色所劫, 

眼根堅固寂然而住, 無所貪欲而無憂患, 不漏諸惡不善法, 堅持戒品能善護眼根; 耳鼻舌身意亦如是.”

50) ｢대념처경｣, 앞의 책, pp.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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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팎을 관하되,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며 착란 없는 알아차림으로, 간

탐과 세간의 고뇌를 조복시킨다.”51)

율장에서는 몸의 관찰에 그치지 않고, ‘간탐과 세간의 고뇌를 조복시키는’ 

것까지 수행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의 원

리는 곧 수･심･법수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착란없는 알아차림으로 수행해야 

한다’52)라고 결론짓는다. 즉, 모든 수행법에서 ‘정념･정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서, 마침내 중학법과 관련된 ‘분명하게 알아차림’의 설명이 이어

진다.

2. 중학법의 ‘분명하게 알아차림’ 수행법

중학법에 대한 수행법은, ｢대념처경｣의 ‘분명히 알아차림’과 ｢사문과경｣의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에서 확인되며, ‘대소지계건도’에서는 사위의와 일심

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엇을 비구의 일심이라고 하는가? 걸어 다니고 출입하거나, 좌우를 돌

아보고 (몸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위아래로 굽어보거나 우러러보

거나, 의발을 받아 지니고 밥과 찬을 받아 가질 때나, 대소변을 볼 때나,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알고, 앉거나 서거나, 말하고 있거나, 다시 잠자코 

있거나 하는 일체의 행에서 항상 한 마음인 것을 ‘일심’이라고 한다.53) 

특히 모든 율에서 발우공양과 관련된 학법에서, 반드시 ‘用意’ 혹은 ‘一心’이

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잘 챙길 것을 강조하였다.54) 중학법을 대상으로 한 수행

51) �四分律�, 앞의 책, p.964上, “云何比丘念無錯亂. 比丘如是觀內身身念處 精進不懈念無錯亂 調伏慳貪世間

憂惱. 觀外身身念處 精進不懈念無錯亂 調伏慳貪世間憂惱. 觀內外身身念處 精進不懈念無錯亂 調伏慳貪世

間憂惱.”

52) �四分律�, 앞의 책, p.964. “精進不懈念無錯亂, 調伏慳貪世間憂惱. 受･心･法亦如是, 是為比丘念無錯亂.”

53) �四分律�, 앞의 책, p.964上, “云何比丘一心, 若行步入出, 左右視瞻屈申俯仰, 執持衣鉢, 受取飯食, 大小便

利, 睡眠覺悟, 若坐若立, 若有所說若復寂然, 如是一切常爾一心, 是為一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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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념처경｣의 ‘분명하게 알아차림’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에 중학법

의 모든 계목들을 함축하고 있다.

“비구는 나아갈 때 물러날 때 분명하게 알고 행한다. 앞을 볼 때 돌아볼 

때도 분명하게 알고 행한다. 구부릴 때 펼 때도 분명하게 알고 행한다. 가

사･발우･의복을 지닐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볼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걷

고･서고･앉고･잠에 들고･잠에서 깨고･말하고･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

면서 행한다.55) 그와 같이 비구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正念正知, sati- 

sampajañña]을 잘 갖춘다.”56)

이를 �사분율� 중학법 계목들과 비교하면, “가사･발우･의복을 지닐 때”는; 

①‘가사･의복’은 1-8학법57)(8)이, ②‘발우’는 26-35학법(10)이, ③“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의 공양법은 36-48학법(13)이, ④“대소변 볼 때”의 행법은 

49-51학법(3)이, ⑤“걷고･서고･앉고･잠에 들고･잠에서 깨고･말하고서･침묵

하는” 일상의 행주좌와는 9-25학법(17)이 해당된다.

이 외에, ⑥설법과 관련하여, ‘옷을 뒤집어 말아 올린 사람이나, … 높은 경행

처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경행처에서, 길에 있는 사람에게 길 아닌 곳에서 설

법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52-59, 86-93, 95-100학법(24)들이다.58) 그리고 �사

54) �四分律�, 앞의 책, p.702下.; 중학법26계, ‘用意受食, 式叉迦羅尼. 마음을 가다듬고 밥을 받아야 하니, 

반드시 배워야 한다.’; �五分律�, 앞의 책, p.74下.; 중학법51계, ‘一心受食 應當學.’ �十誦律�卷19(대정

장23), p.137中, 중학법58계, ‘從今一心受飯, 應當學.’, �摩訶僧祇律�, 앞의 책, p.404上.; 중학법24계, 

‘一心受食, 應當學.’에서 모두 일심을 강조한다. 그 외 ｢빨리율｣ 학법27계, ‘sakkaccaṃ piṇḍapātaṃ 

pațiggahessāmī’ti sikkhā karaṇīyā’ti.;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탁발음식을 받는 것을 배워야 한다.’,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大正藏�23, p.902下.); 衆多學法37계, ‘恭敬受食, 應當學.’ 등도 모두 일심과 

연결된 뜻임을 알 수 있다. 

55) DN, vol.II, p.581,; bhikkhu abhikkante paṭikkante sampajānakārī hoti, ālokite vilokite sampajānakārī 

hoti, samiñjite pasārite sampajānakārī hoti, saṅghāṭipattacīvaradhāraṇe sampajānakārī  hoti, asite pīte 

khāyite sāyite sampajānakārī hoti, uccārapassāvakamme sampajānakārī hoti, gate ṭhite nisinne sutte 

jāgarite bhāsite tuṇhībhāve sampajānakārī hoti.; ｢대념처경(D22)｣, 앞의 책, pp.503-504.

56) ｢사문과경(D2)｣, (�디가니까야1�, 각묵스님 옮김,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pp.236-237.

57) 1-8이라는 숫자는, 백중학의 1학법부터 100번째까지 순서대로 매긴 학법의 번호들이다. 다음에 

오는 번호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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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에서만 볼 수 있는 불탑과 관련된 60-85학법(26)은 ‘입출식념’ 수행과 관

련된 것이니, 이렇게 중학법｣의 모든 계가 신념처 수행의 대상이 된다.

중학법이 지지계이면서 작지법의 성향을 띠는 것은, 일상에서 위의를 갖추

는 수행에서 비롯한 까닭이다. 학법의 제정은 세간의 비난에 대한 부끄러움보

다 우선하여, 일상에서 ‘일심으로 알아차릴 것’을 강조한59) 수행법으로, 지계

가 곧 수행법임을 알게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영지율사(靈芝元照, 1048-1116)는, 중학법이 가벼운 참회로 청정해지는 경미

한 죄이며 자칫 주의사항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미세한 것들이지만, 이를 계

율로 제정한 것은 상근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념으로 수행할 것60)을 

강조하였다. 

3. 오개(五蓋)를 제거하는 염처 수행법

온갖 번뇌[五蓋]를 제거하는 법 역시, 출가자는 먼저 거룩한 계[聖戒]61)를 지

녀야 한다. 비구가 일상에서 위의를 갖추면서 신념처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일심으로 두타를 행하면서, 깨닫기 위해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정진하여야, 

오개를 제거할 수 있다.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을 모두 끊고, 성내는 마음을 제거하여 원망과 질

투를 없애고, 성내는 마음이 없는 청정으로 항상 자애와 애민함을 가져

야 하며, 잠자는 일을 제거해야 한다. 생각을 밝음에 매어두고 착란 없이 

58) �四分律�, 앞의 책, pp.698上-713下.; 나머지 하나는 94학처, ‘사람보다 높은 나무에 오르지 말라.’

이다.

59) 예를 들면, �五分律�, 앞의 책, p.177上.; “若比丘上廁時應一心 看前後左右 至廁前�欬 彈指，令廁中人 

非人知 廁中人亦應彈指 �欬.”; ‘만일 비구가 뒷간에 갈 때는 일심(一心)으로 앞뒤와 좌우를 살피고 

뒷간 앞에 이르러서는 헛기침을 하고 손가락을 튕기어 뒷간 안의 사람과 비인(非人)이 알게 해야 

한다. 뒷간 안의 사람도 손가락을 튕기고 헛기침을 해야 한다.’라고 측간에서의 위의법도 세세하

게 설명하고 있다.

60) �四分律行事鈔資持記�(�大正藏�40, p.358下.), “此制微細 逗彼上根 末世下愚故非力分 準如母論衣食作觀 

利根之人著著口口 鈍根總作一念 然須勵力望上增修未可自屈甘為下根便即縱怠 故當勤策準此攝修 是則出

家不徒然矣.”

61) ‘聖戒’의 의미는 ｢사문과경｣과 ‘대소지계건도’ 모두에서 사용한 단어로, 구족계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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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려야 한다. 흔들리거나 후회하는 것을 끊어서 제거하고, 안으로 

마음이 뉘우치고 굴복시켜서 적멸해지면 청정한 마음이 된다. 그처럼 의

심을 끊고 제거하여 오개를 굴복시킨 그 마음은 한결같이 선법에 머물고

자 한다.”62) 

오개를 제거하는 수행으로 욕망과 악과 불선법을 제거하여 깨달음[覺]과 관

(觀)이 함께 이뤄지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에 들어갈 수 있다.63)

이때 비구는 ‘대소지계건도’에서 대계에 해당하는 생계청정의 계를 구족해

야 한다. 7계목으로 구성된 대계는, 남자나 여자의 좋고 나쁜 관상을 보거나, 

온갖 축생으로 이양을 얻거나, 귀신을 부르거나, 또는 다시 재앙을 쫓고 온갖 

것을 비는 일이나, 하늘의 모습을 살피고 비가 오겠다거나 오지 않겠다고 하거

나, 곡식이 귀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일을 경계한다. 7계목 모두 ‘다른 어떤 사

문과 바라문이 신심을 낸 보시를 받아서 먹으면서, 도에 방해가 되는 삿된 생

활을 하여’로 시작하고 각 계문의 마무리는, ‘ … 이처럼 도에 장애가 되는 법을 

끊고 버려야 한다.’라는 정형구를 갖추고 있다.64) 

�청정도론�에서는, “바르게 정진(vīriya)하여 생계청정을 성취해야 한다.”65)

고 강조한다. 즉, 사명(邪命)을 버릴 때, 정명(正命)이 성취되고 정정진(正精進)

이 성취되며, 그래야 비로소 정념･정지(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의 지혜를 얻는다.

오개를 버림으로써 초선에 들어간 비구는 각과 관을 버리고 문득 안으로 믿

음이 생겨서, 마음을 한곳에 두면 각도 없고 관도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62) �四分律�, 앞의 책, p.964上, “斷除慳貪心不與俱，斷除瞋恚無有怨嫉，心住無瞋, 清淨無恚常有慈愍，除

去睡眠不與共俱. 繫想在明念無錯亂，除斷調愧(掉悔)不與共俱. 內心寂滅調愧心淨. 除斷於疑, 已度於疑, 其

心一向在於善法.”

63) 정준영, “초기 경전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해야만 오장애가 제거된다. … 초선을 성

취한 이후에도 오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초기불교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사띠(sati) 논쟁’의 공과｣, 앞의 논문, pp.79-100. 

64) �四分律�, 앞의 책, p.963中-下.; 모두, “如餘沙門婆羅門食他信施，行妨道法邪命自活，… 除斷如是妨道

法.”라는 정형구를 갖춘다. VS. ｢사문과경｣, 앞의 책, pp.230-234, 모두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 그는 이러한 천한 기술로 얻은 삿된 생계수단을 멀

리 여읩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라는 정형구를 갖춘다.

65) 붓다고사 지음, �청정도론1�, 앞의 책,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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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고 즐거워지면서 제2선에 들어간다. 비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정

진하여, 기쁜 마음을 버리고 호념(護念)의 즐거움에 머물면, 몸의 즐거움이 호

념의 쾌락과 같아지면서, 제3선에 든다. 비구는 괴로움･즐거움･근심･기쁨을 

버리되, 먼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 않은 것을 버리고 착란없는 알아차림으로 

청정해져서 제4선에 들어간다. 청정해진 신심은,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사랑과 성냄에 상응하지 않는 무동지(無動地)에 머문다. 

제4선의 유희처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사마디[定]를 얻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게 조복하여 흔들림 없는 경지의 선정 상태에 머물면서, 

이 몸이 4대가 합성된 물질인 것을 관한다.66) 이렇게 사선(四禪)의 지(止)를 증

득하여 정행(定行)을 갖춘 비구는 다음과 같이 관하여 사성제를 본다.

4. 사성제 수행법

법념처의 마지막 수행대상인 사성제를 염(念)하는 법은, 혜행(慧行)에 해당

한다. ‘대소지계건도’에서는 오승법을 얻고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이르는 과

정으로 사성제를 보는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명(一明)에 이르기 위해서, 

비구는 다음과 같이 뛰어난 법[勝法]의 다섯 단계에 이르는 수행을 한다.

비구의 첫 번째 뛰어난 법[初勝法]은, ‘이 색신은 사대가 합해진 것이고, 저 

색신은 변화된 것이다. 이 사대는 색신과 다르고 저 색신으로 변화된 것은 (이) 

사대와 다르다. 이 사대로부터 색신에서 마음이 일어나 변화를 일으키고, 저 

몸이 제근(諸根)과 마디마디를 갖춘다.’라고 사유한다. 스스로 몸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변화하여 다른 몸을 만들 수 있고, 마디마디가 갖춰져 제근이 부족함

이 없음을 안다.

비구의 제이승법은, 사대로 이뤄진 색신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변화하여 화

신을 만들되, ‘이 몸은 사대가 합성된 것으로, 그 몸은 변화하여 생긴 것이다. 

이 사대의 색신이 다르고 사대의 색신이 변화한 그 몸이 다르다. 이 마음이 이 

66) �四分律�, 앞의 책, p.964中-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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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머물고, 이 몸에 의지해서 이 몸이 매여있다.’라고 마음으로 안다.

비구의 제삼승법은, 그가 다시 갖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한 몸이 무

수한 몸이 되고, 무수한 몸이 한 몸이 된다. 몸은 날아서 돌이나 벽 모두를 통과

할 수 있고, 걸림이 없어서 허공을 다니는 것과 같다. 연기나 불꽃처럼 큰불을 

드러내기도 하고,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질 수 있으며, 몸이 범천에 이르는 것을 

안다.

제사승법은, 비구가 일심으로 수습하여 청정한 천이지를 증득하고, (일반) 

사람의 귀보다 뛰어나서 두 가지 종성(사람과 비인)의 소리를 모두 듣는다. 

제오승법은, 비구가 일심으로 타심지를 증득하고, 일체 중생심의 온갖 생각

(心)들을 안다. 이어서 비구는 숙명지를 증득하여 무수한 백천겁의 갖가지 일

들을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이 비구가 증득하는 첫째 밝음[第一明]이다.67) 비구

가 계속해서 수행하여 둘째 밝음[第二明]을 얻고 마침내 셋째 밝음[第三明]을 

얻는다.

비구는 숙명지를 기억하고 밝음을 증득한다. 숙명지로 천안이 청정해진 비

구는, 중생이 지은 업의 인연 과보에 따른 것을 보고 모든 진실로 알아서 둘째 

밝음[第二明]을 얻는다. 무명을 끊고 명법을 일으켜서 이미 어둠을 보내버리니 

밝은 법만 남아 밝은 지혜를 증득한다. 그가 청정심으로 고성제 집･진(멸)･도

제를 여실하게 알아보고, 유루･루집･루진을 여실하게 알고, 루･진･도성제를 

여실하게 알며, 그와 같이 알고 그와 같이 보고, 욕루･유루･무명루심으로부터 

해탈을 얻는다. 비구의 생은 다하여 범행을 이미 이뤘고, 해야 할 일이 이미 끝

나니 셋째 밝음[第三明]을 얻는다. 무명을 끊고, 명법을 일으켜서 어두운 법을 

제거하여 밝은 법만 존재하는 것을 무루지명이라 한다.68) 이렇게 ‘대소지계건

도’의 내용은 끝을 맺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소지계건도’에서 설명하는 초선부터 삼명육통에 이르

는 과정은,｢수계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붓다가 되기 전, 구담사문 고타

67) �四分律�, 앞의 책, p.965上-下

68) �四分律�, 앞의 책, pp.965下-966上.; 권53 ｢잡건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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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보살의 신분으로 그동안 수행했던 온갖 고행을 거두고, 니련선하(Lilājan, 

河)에서 몸을 씻고 길상수(吉祥樹) 아래에 앉아서 초선부터 정각에 이르는 과

정69)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대소지계건도’와 비교하면, 수행

주체가 보살에서 비구로 표현한 것이 다를 뿐, 사선에 이르고 삼명을 얻는 수

행과정은 같다. 양쪽 모두 육통(六通)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대

소지계건도’에서는 사성제를 증득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

는 점과 계의 구족을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건도부 전체에서 ｢결집(結集)｣, ｢조부(調部)｣, ｢증일(增一)｣과 같은 부차적인 

건도를 제외한, 작지계와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때, ｢수계건도｣는 건도부의 시

작이며, ｢잡건도｣는 건도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작과 마

지막 부분에 이처럼 수행과정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중학법은 비구･비구니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행주좌와와 의식주를 대하

는 자세에 관한 일상생활 규범으로 온갖 위의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지키

는 것이 곧 수행임을 ｢법건도｣와 ｢잡건도｣이 설명에서 확인하였다. 

�사분율�의 ‘대소지계건도’에서, 계품을 구족한 비구가 두타를 행하면서 

‘정념･정지’와 ‘일심’으로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중학법을 염(念)하는 것부터 

사성제를 보는 과정까지 계속 정진하여, 마침내 삼명육통을 얻고 해탈에 이르

는 수행과정은, 곧 戒行을 기반으로 하여 定行과 慧行을 잇는 염처 수행법에 대

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명구조는  ‘제율에서 잡사를 다룬 잡사건도의 내용이 점차 증대된 

이유’에 대한 답으로, �사분율�이 지계가 곧 수행인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출가자들에게 율장 수지(受持)가 곧 수행

69) �四分律�, 앞의 책, p.781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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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게 한다. 위의를 갖추는 과정이 곧 

수행임을 보이는 중학법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인식은 청정승가를 구현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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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the rules of category of good behavior (衆學法; sikkhā 

karaṇiyā), as a way of practicing on the vinaya. The ‘sekhiya dhamma’ (衆學法), the 

sixth category of the precepts (pātimokkha), was derived from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威儀法). 

The Sekhiya Rules, if violated, involved dukkata (惡作, wrong doing) penance, 

the slightest penalty. The rules were basically for minor offences requesting caution 

and attention among the Sangha. On the other hands, according to previous several 

studies about the Sekhiya Rules, the number of clauses from the Sekhiyavaṭṭa is 

depending on the vinayas, because the vinaya assigned to the Sanghas relied o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Because of these conditions, the Sekhiya Rules can be 

seen as a vinaya, not a sīla.

The Dharmaguptakavinaya specifies one hundred clauses regarding the Sekhiya 

Rules. Following chapters, “Ritual Performances Khandhaka, 法犍度” and “ 

Miscellany Khandhaka, 雜犍度,” provide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Particularly, “Miscellany Khandhaka” shows the way of a 

monastic practicing toward the achievement of enlightenment.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can be the object of 

mindfulness and awareness practice as the sattipaṭṭhāna (念處). The Sekhiya Rules 

and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are introduced in the Mahā satipaṭṭāna-su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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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22) as the object of practices. As the ground of mindfulness and awareness 

practice, the Sekheya Rules are not only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to recover 

the purity of Sangha but also the cornerstone of all Buddhist practices.

Keywords 

the Sekhiya Rules (學法), sikkhā karaṇiyā (式叉迦羅尼),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威

儀法), the practice on sattipaṭṭhāna (念處修行), dukkata (惡作, wrong doing), the ritual 

performances khandhaka (法犍度), the miscellany khandhaka (雜犍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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