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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아라한의 해탈에 관한 고찰 – 심해탈과 혜해탈｣의 후속논문으로서, 심해

탈과 혜해탈이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아라한의 해탈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해탈을 가져오는 요인인 ‘번뇌(āsava)의 

소멸’에 대해 번뇌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소멸방법을 제시하고, 사성제의 체계상에

서 번뇌 소멸의 수단이 되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에 의해 심해탈과 혜해탈이 성취되는 

양상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빠알리 문헌에 등장하는 네 가지 번뇌는(kāmāsava, bhavāsava, avijjāsava, diṭṭhāsava) 성

자의 각 단계에서 제거되는 열 가지 속박(saṃyojana)과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어, 속박

을 제거하는 방법이 곧 번뇌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된다. 각 번뇌는 선정의 성취

(diṭṭhāsava에서는 제외)와 오온에 대한 무상･고･무아의 지혜라는, 동일하지만 그 정도

에 차이를 가지는 방법에 의해 소멸된다. 이 번뇌의 소멸 방법은 각 번뇌의 소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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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의 내용이면서 그 지혜를 성취하는 방법이다. 사성제에 대

한 지혜는 성자의 각 단계에서 번뇌의 소멸에 다른 정도로 기능하며, 최종적으로는 그 

앞의 단계에서 경험된 모든 것이 포함된 지혜로서 마지막 번뇌인 무지(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성제의 체계상에서 해탈은 고의 원인인 갈애를 소멸시켜 오취온인 고에서 해방되

는 것이다. 갈애는 팔정도의 마지막 정정인 사선의 성취 위에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갖춤으로써 소멸되는데, 갈애가 소멸된 이 상태가 바로 심해탈이다. 갈애의 소멸은 곧 

고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아라한의 심해탈은 사성제 상에서의 실질적 해탈의 의미와 다

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해탈은 그 체득에 의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갖

추어 무지를 소멸시킴으로써, 즉 혜해탈을 성취함으로써 완성된다. 이처럼 혜해탈의 성

취에는 항상 심해탈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 해탈의 상태를 가지고 아라한의 해탈은 완

성된다.

주제어

아라한, 심해탈, 혜해탈, 사성제, 번뇌, 속박, 무상･고･무아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지난 해 말 발표한 ｢아라한의 해탈에 관한 고찰 – 심해탈과 혜해

탈｣1)의 후속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위 논문은 ‘[모든] 번뇌를 소멸시킴으로

써 번뇌가 없는 심해탈(心解脫)･혜해탈(慧解脫)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

아 알고 체득하여 성취해 있다(āsavānaṃ khayā anāsavaṃ cetovimuttiṃ paññ-

āvimuttiṃ diṭṭhe 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ati)’라는 

정형문를 통해 아라한의 해탈을 해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심해탈과 혜

1) 한상희, ｢아라한의 해탈에 관한 고찰 –심해탈과 혜해탈｣, �불교학연구� 53(서울: 불교학연구회, 

2017), pp.163-193. 이 논문에서는 위 아라한의 정형문에 대해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심해탈･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여 성취해 있다’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문에

는 ‘anāsavaṃ’에 해당하는 번역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번역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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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아라한의 해탈이란 사성제에 대한 지혜에 의해 세 가지 번뇌를 소멸시

킴으로써 얻은 마음의 해탈 혹은 심해탈과 혜해탈을 의미한다. 둘째, 심해탈은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나 혜해탈과 짝을 이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해탈을 의미하지 않으며, 혜해탈은 심해탈을 수반하여 항상 완전한 해탈을 나

타낸다. 셋째, 심해탈과 혜해탈이 함께 아라한의 해탈을 의미할 때, 두 해탈의 

주체는 동일하게 ‘마음’이고 성취 수단 역시 동일하게 ‘지혜’이다. 넷째, 이 지

혜의 획득을 위해 사마타와 위빳사나가 사용되며, 이 두 수행법은 두 해탈 각

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탈에 모두 사용된다. 단 심해탈의 성취에는 

사마타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혜해탈에는 위빳사나가 우세하게 작용한다. 다

섯째, 심해탈은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이고 혜해탈은 ‘무지

가 제거되고 궁극의 지혜가 갖추어진 상태’로, 번뇌의 소멸 순서에 의해 심해

탈이 혜해탈보다 먼저 성취되고 혜해탈이 심해탈을 포함하여 성취되면서 완

전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심해탈과 혜해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위의 정형문의 의미를 확정하고 아라

한의 해탈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본고에서 고찰될 내용은 두 가

지이다. 첫째, 해탈을 가져오는 요인은 ‘번뇌(āsava)’의 소멸이므로, 번뇌란 무

엇이며 그 소멸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심해탈과 혜해탈에 관한 고

찰의 결과에 따르면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단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다. 그러

므로 본고에서 보게 될 번뇌의 소멸방법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면서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성자가 번뇌의 소멸 정도에 따라 완전한 해

탈에 필요한 요소를 완성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보고, 사성제의 체계상에서 어

2) 본 논문은 아라한을 나타내는 위 정형문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빠알리 문헌에 등장하는 다양한 수행법이나 깨달음에 관한 기술들을 망라하

여 고찰한 것은 아니다. 전편의 논문과 같은 입장에서 주석적 설명을 비판적으로 채용하며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 ‘해탈’로 번역하는 빠알리 원어는 ‘vimutti’로 ‘팔해탈’ 등에

서 선정의 경지를 의미하는 ‘vimokkha’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번뇌’는 ‘āsava’의 번역어

로 사용하며 번뇌에 관한 고찰의 대상은 이 술어에 한정시킨다.



114   불교학연구 제57호

떻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에 의해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심해탈과 혜해탈이 성

취되는지에 관해 고찰한다.

위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심해탈과 혜해탈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두 해탈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이 두 해탈을 성취하는 방법 혹은 과정에 관해서 구체

적으로 고찰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번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3) 

‘āsava’를 포함하여 의미상 번뇌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술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박(saṃyojana)’에 대해서는 성자의 과의 성취와 관

련하여 언급되기도 하나,4) 술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경우

는 없는 것 같다. 또한 사성제를 비롯한 팔정도는 불교의 중심교리인 만큼 깨

달음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5) 그렇지만 본고에서 고찰될 ‘사

성제의 지혜에 의한 해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루어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본고에서는 성자를 나타내는 정형문에 근거하여 ‘āsava’와 ‘saṃyojana’의 관

계를 통해 ‘āsava’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소멸방법을 제시하며, 사성제의 체

계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해탈과 혜해탈의 성취양상에 대하여 고찰한다. 본 논

문은 해탈이라는 불교수행의 목표를,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3) 번뇌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재성, ｢초기불교의 번뇌｣, �인도철학� 29(서울: 

인도철학회, 2010); 윤응열, ｢초기경전에 나타난 āsava의 특성에 대한 고찰｣, �불교문화연구� 9(경

주: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8); 김용환, ｢初期佛敎에 있어 智慧(pañña)와 煩惱｣, �철학

논총� 57(대구: 새한철학회, 2009); 미산, ｢번뇌, 어떻게 사라지는가? -초기불교의 번뇌론-｣, �불교

사상과 문화� 4(김포: 불교학연구원, 2012); 榎本文雄, ｢初期仏典におけるāsrava(漏)｣, �南都仏教� 50

(京都: 南都仏教研究会, 1983). 榎本의 논문은 자이나 문헌과 초기불교 문헌을 통해 āsrava의 의미와 

쓰임을 밝히고 있다.

4) e.g. 김재성, 앞의 논문, pp.251-252; 미산, 앞의 논문, pp.69-71.

5) Rahula, W. What the Buddha taught (London: The Gordon Fraser Gallery Ltd, 1978); Masefield, P. 

Divine Revelation in Pali Buddhism (Colombo: The Sri Lanka Institute of Traditional Studies, 1986); 

Carol S. Anderson. Pain and its Ending: The Four Noble Truths in the Theravāda Buddhist Canon 

(Richmond: Curzon Press, 1999); Gethin, R. The Buddhist Path to Awakening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2001); Schmithausen, L.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in Early Buddhism”,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Wiesbaden: 

Steiner-Verlag-Wiesbaden-Gmbh, 1981); 임승택,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돈(頓)과 점(漸)｣, �불교

학연구� 32(서울: 불교학연구회, 2012) 등.



번뇌의 소멸과 해탈의 성취   115

이미 성취한 성자와의 관계에서 고찰함으로써, 해탈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뚜

렷이 하는 것은 물론 해탈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 측면을 밝히는 시도가 될 것

이다.

II. 번뇌의 소멸

1. 네 가지 번뇌와 열 가지 속박

빠알리 문헌에는 완전한 해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성자의 유형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예류자(sotāpanna), 일래자(sakadāgāmin), 

불환자(anāgāmin), 아라한(arahant)의 네 종류의 성자(이하 4성자)로, 이들을 나

타내는 정형문은 다음과 같다. 

<예류자>

세 가지 속박을 끊음으로써 예류자, 악처(惡處)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결

정된 사람, 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사람이 된다(tiṇṇ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sotāpanno hoti avinipātadhammo niyato sambodhiparāyaṇo).

<일래자>

세 가지 속박을 끊고 탐욕･성냄･어리석음이 옅어짐으로써 일래자가 되

어, 한번만 더 이 세상으로 돌아와 괴로움을 종식시킨다(tiṇṇ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rāgadosamohānaṃ tanuttā sakadāgāmī hoti sakid eva imaṃ lokaṃ 

āgantvā dukkhass’antaṃ karoti).

<불환자>

다섯 가지 낮은 속박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화생자, 그곳에서 열반에 드

는 사람, 그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속성을 지닌 사람이 된다(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opapātiko hoti tattha parinibbāyī 

anāvattidhammo tasmā lokā).

<아라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번뇌가 없는 심해탈･혜해탈을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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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여 성취해 있다.

이들 네 성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열 가지 속박(saṃyojana)의 소멸’ 정도라

고 할 수 있다. 열 가지 속박은 ‘다섯 가지 낮은 속박(pañca orambhāgiyāni 

saṃyojanāni, 五下分結)’과 ‘다섯 가지 높은 속박(pañca uddhambhāgiyāni 

saṃyojanāni, 五上分結)’으로 이루어진다. 다섯 가지 낮은 속박은 ①오온을 자

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sakkāyadiṭṭhi, 有身見), ②붓다･담가･상가 등에 

대한 의심(vicikicchā, 疑), ③계율과 금지조항에 대한 집착(sīlabbataparāmāsa, 戒

禁取), ④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kāmacchanda), ⑤악의(byāpāda)이고, 다섯 가

지 높은 속박은 ⑥색[계]에 대한 탐욕(rūparāga), ⑦무색[계]에 대한 탐욕

(arūparāga), ⑧아만(māna), ⑨[마음의] 들뜸(uddhacca, 掉挙), ⑩무지(avijjā, 無明)

이다. 예류자는 이 가운데 ①에서 ③까지의 속박을 소멸하고, 일래자는 거기에 

더하여 ④와⑤를 옅게 하는데, 문헌상에는 탐욕(貪)･성냄(瞋)･어리석음(痴)이 

옅어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불환자는 ①에서⑤까지의 낮은 속박을 전부 

소멸시키며 아라한은 ⑥에서 ⑩까지의 높은 속박까지 모두 소멸시킨다.6)

그런데 이들 성자를 나타내는 정형문을 보면, 앞의 세 종류의 성자는 열 가

지 속박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멸시켰는지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반해, 아라

한에 대해서는 ‘속박’이 아니라 ‘번뇌(āsava)’를 소멸시켜 해탈을 성취하는 것

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속박과 번뇌가 내용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 둘의 관계를 통해 성자가 소멸시키는 

번뇌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번뇌에 대해 니까야에는 ‘감각적 욕

망에 대한 번뇌(kāmāsava, 欲漏)･[윤회적] 생존에 대한 번뇌(bhavāsava, 有漏)･

무지라는 번뇌(avijjāsava, 無明漏)’7)의 세 가지 종류가 설해져 있으며, 아비담마 

6) cf. Pp. p.18: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아만, 들뜸, 무지가 남김없이 제거된 사람, 

이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한다(yassa puggalassa rūparāgo arūparāgo māno uddhaccaṃ avijjā 

anavasesā pahīnā ayaṃ vuccati puggalo arahā).

7) 번뇌를 나타내는 세 가지 복합어 가운데 kāmāsava와 bhavāsava는 Dative Tatpuruṣa로, avijjāsava는 

Karmadhāraya로 해석한다. cf. Schmithausen, L. op, cit., p.205, footnot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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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부터 ‘사견에 의한 번뇌(diṭṭhāsava, 見漏)’를 포함한 네 가지 번뇌가 설해진

다.8) 세 가지 번뇌에 대하여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감각적 욕망에서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라고 불리는, 다

섯 가지 감각적 욕망(五欲)의 탐욕이 ‘kāmāsava’이다. ‘생존에서의 생존

에 대한 욕구’라고 불리는, 상견(常見)이 수반된 탐욕 혹은 생존에의 희망

이 ‘bhavāsava’이다. ‘괴로움에 대해 알지 못함’ 등의 방식으로 전승되어 

온 무지가 ‘avijjāsava’이다.9)  

여기에서 ‘kāmāsava’란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탐욕이다. ‘bhavāsava’

란 물질[의 세계](色[界])와 비물질[의 세계](無色[界])에서의 생존에 대한 

욕구와 탐욕이며, 또한 상견과 단견(斷見)이 수반된 선정에 대한 열망이

다. 이와 같이 ‘diṭṭhāsava’도 ‘bhavāsava’에 포함된다. ‘avijjāsava’란 네 가지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함이다.10) 

즉 세 가지 번뇌란 각각 ①감각적 대상에 대한 욕망과 관련된 탐욕, ②윤회

적 생존과 관련된, 상견 등의 견해를 수반하는 또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

욕, ③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며, 네 가지 번뇌에 포함되는 ‘사견에 의한 

번뇌’는 상견 등의 잘못된 견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번뇌’에 포함

된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이들 네 가지 번뇌와 열 가지 속박의 상관관계

8) Masefield도 지적하고 있듯이, āsava는 불교의 전문술어 중에서도 가장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kāmāsava를 비롯한 네 가지 āsava는 니까야의 어디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 네 가지 카테고리의 āsava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āsava 자체가 어떻게 동일하게 

불특정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Masefield, P. op, 

cit., p.84).

9) Sv. III, p.989: “tattha yo kāmesu kāmacchando ti evaṃ vutto pañcakāmaguṇiko rāgo kāmāsavo nāma. yo 

bhavesu bhavacchando ti evaṃ vutto sassatadiṭṭhisahagato rāgo, bhavavasena vā patthanā bhavāsavo 

nāma. dukkhe aññāṇan ti ādinā nayena āgatā avijjā avijjāsavo nāmā ti.” cf. Dhs. pp.195-196. 

10) Ps. I, p.67: “ettha ca kāmāsavo ti pañcakāmaguṇiko rāgo. bhavāsavo ti rupārūpabhave chandarāgo, 

jhānanikanti ca sassatucchedadiṭṭhisahagatā. evaṃ diṭṭhāsavo pi bhavāsave eva samodhānaṃ gacchati. 

Avijjāsavo ti catūsu saccesu aññāṇaṃ.” cf. Spk. III. p.263: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란 다섯 가지 감각

적 욕망의 탐욕이다(kāmacchando ti pañcakāmaguṇikarā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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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1] diṭṭhāsava ≒ sakkāyadiṭṭhi, vicikicchā, sīlabbataparāmāsa

[2] kāmāsava ≒ kāmacchanda, byāpāda

[3] bhavāsava ≒ rūparāga, arūparāga

[4] avijjāsava ≒ māna, uddhacca, avijjā

실선으로 표시한 술어는 각 번뇌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에 직접 사용되고 있

어 그 관계가 명확하다. [2], [3], [4]에 대해서는 바로 위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1]에 대해서는 맛지마니까야의 ｢삽바아사와숫따(Sabbāsavasutta)｣

의 주석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유신견(sakkāyadiṭṭhi)과 계금취

(sīlabbataparāmāsa)는 네 가지 번뇌 가운데 사견에 의한 번뇌(diṭṭhāsava)에 포함

되므로 번뇌이고 또한 속박이다. 의심(vicikicchā)은 속박일 뿐 번뇌는 아니다. 

11) 위방가(Vibh. p.39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비담마의 열 가지 속박은 경전에 나타나는 것과 다소 다

른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그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kāmarāga), 적의(paṭigha), 아만(māna), 

사견(diṭṭhi), 의심(vicikicchā), 계금취(sīlabbataparāmāsa), 생존에 대한 탐욕(bhavarāga), 질투(issā), 

인색(macchariya), 무지(avijjā)의 열 가지로, 경전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질투’와 ‘인색’의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되고 ‘들뜸’이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비담마의 ‘적의’는 경전의 ‘악의’와 그 의미

가 유사하며, 아비담마의 ‘생존에 대한 탐욕’은 경전의 ‘색계에 대한 탐욕’과 ‘무색계에 대한 탐욕’

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 가지 속박은 경전과 아바담마에서 다소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들 속박이 성자의 어느 단계에서 제거되는지에 대한 설명에는 차이가 

없다. 디가니까야  ｢마하사띠빳타나숫따(Mahāsatipaṭṭhānasutta)｣의 주석서(Sv. III, p.785)에는 “우

선 사견, 의심, 계금취, 질투, 인색이라는 다섯 가지 속박은 예류도에 의해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적의라는 두 가지 거친 속박은 일래도에 의해, 미세한 것은 불환도

에 의해, 아만, 생존에 대한 탐욕, 무지라는 속박은 아라한도에 의해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다

(diṭṭhivicikicchāsīlabbataparāmāsaissāmacchariyabhedassa tāva pañcavidhassa saṃyojanassa sotāpattimaggena 

āyatiṃ anuppādo hoti. kāmarāgapaṭighasaṃyojanadvayassa oḷārikassa sakadāgāmimaggena, aṇusahagatassa 

anāgāmimaggena, mānabhavarāgāvijjāsaṃyojanattayassa arahattamaggena āyatiṃ anuppādo hoti)”라고 

설명되어 있다. 아비담마에서만 나타나는 질투와 인색이 예류도에 의해 제거된다는 설명을 제외

하고 각 속박이 제거되는 성자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경전과 다르지 않다. 또한 담마상가니에는 

경전과 동일하게 ‘봄으로써 버려져야하는 법(dhammā dassanena pahātabbā)’으로서 유신견, 의심, 

계금취의 세 가지 속박이 제시되고 있고(Dhs. p.182), 위방가에는 다섯 가지 낮은 속박과 높은 속박

이 경전의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된다(Vibh. p.377). 뿐만 아니라, 디가니까야(DN. III, p.254)

와 앙굿따라니까야(AN. IV, p.8)에는 질투와 인색이 포함된 일곱 가지 속박(anunaya, paṭigha, diṭṭhi, 

vicikicchā, māna, issā, macchariya)이 제시되고 있어, 아비담마가 경전과 완전히 다른 취지로 속박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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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봄(見)으로써 버려져야 하는 번뇌라고 여기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번뇌

이다”12)라고 설명되어 있어, 유신견과 계금취가 사견에 의한 번뇌에 해당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선으로 표시한 의심은 나머지 두 종류의 속박과 마

찬가지로 잘못된 견해가 그 발생의 근본원인이며, 주석서의 설명에서 보듯이 

‘봄으로써 버려져야 하는 번뇌’ 즉 ‘사견에 의한 번뇌’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밖의 술어에 대해서도 의미와 구조상 그 상응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담

마상가니(Dhammasaṅgaṇi)�의 주석서 �앗타살리니(Atthasālinī)�에 따르면 ‘사

견에 의한 번뇌’는 예류도에 의해 제거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는 불환

도에 의해, ‘생존에 대한 번뇌’와 ‘무지라는 번뇌’는 아라한도에 의해 제거된

다.13) 각 번뇌가 제거되는 성자의 단계는 각 번뇌와 상응하는 속박들이 제거되

는 성자의 단계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각 번뇌에 속하는 속박들은 그 근본

원인이 서로 유사하다. 즉 [2]의 ‘악의(byāpāda)’는 감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

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4]의 ‘아만(māna)’은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철저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며, 수행시에 생겨나는 마음의 혼란 또는 산란을 의

미하는 ‘들뜸(uddhacca)’도 마찬가지로 무상･고･무아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것이다14). ‘무지라는 번뇌’는 사성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설

명되지만, 니까야에는 오온의 무상 등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무지라고 설해져 있

으며 오온에 대한 지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

서 무상 등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아만 등의 속박도 ‘무지라는 번뇌’에 속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뇌와 속박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번뇌의 구체적인 내용뿐

12) Ps. I, pp.73-74: “catusu āsavesu sakkāyadiṭṭhisīlabbataparāmāsā diṭṭhāsavena saṅgahitattā āsavā c’eva 

saṃyojanā ca. vicikicchā saṃyojanam eva na āsavo. dassanā pahātabbā āsavā ti ettha pariyāpannattā pana 

āsavā ti.”

13) As. p.372: “kāmāsavo anāgāmimaggena pahīyati bhavāsavo arahattamaggena diṭṭhāsavo sotāpattimaggena 

avijjāsavo arahattamaggena.” cf. 윤응열, 앞의 논문, p.136. 

14) cf. Vism., pp.544-548. �위숫디막가�에 따르면, 들뜸은 위빳사나 수행시에 나타나는 열 가지 극복

되어야할 요소(vipassanupakkilesa)에 의해 생겨나고, 이 들뜸으로 인해 무상･고･무아를 알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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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각 번뇌와 상응하는 속박을 제거하는 방법이 곧 그 번뇌를 소멸시

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번뇌의 소멸 방법

각 번뇌에 속하는 모든 속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아에 대한 잘못

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전상에서 예류과의 단계에서 소멸되어야 

하는 유신견의 제거법으로 오온의 무상･고･무아에 대한 지혜가 제시되면서

도, 아만과 같은 더 높은 성자의 단계에 속하는 속박의 제거법으로도 오온에 

대한 무상 등의 지혜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각기 다른 속박의 제거

를 위해 동일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방법인 지혜의 깊이와 정도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각 성자의 단계에서 일부씩 제

거되어 나가, 최종적으로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집약으로 설명되는 ‘오취온(五

取蘊)’의 소멸을 통해 아라한과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된다.15)  

먼저 [1] ‘사견에 의한 번뇌’에 상응하는 속박 가운데 유신견은, ‘물질(色)을 

자아라고 보거나,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라고 [보거나], 자아에서 물질을 [보거

나], 물질에서 자아를 [보는]’16) 방식으로 오온을 자아라고 보는 것으로, 오온

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난다.17) 그렇지만 오온은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

로운 것이다. 이처럼 괴롭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etaṃ mama, eso’ham asmi, eso me attā)”라고 여기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

15) 그러므로 본고에서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는 동일한 표현이 각 번뇌와 관련하여 여러 번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제거법인 지혜도 각기 다른 깊이와 정도를 가지

고 있다. 

16) MN. I, p.300; III, pp.17-18; SN. III, p.102; IV, p.287: “rūpaṃ attato samanupassati, rūpavantaṃ vā 

attānaṃ, attani vā rūpaṃ, rūpasmiṃ vā attānaṃ.”

17) SN. III, p.185: 비구들이여, 물질이 있을 때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매달려 유신견이 생겨난다. 감

수가 있을 때 ... 인식이 있을 때 ... 형성[력]이 있을 때 ... 의식이 있을　때 의식에 집착하고 의식에 

매달려 유신견이 생겨난다(rūpe kho bhikkhave sati rūpaṃ upādāya rūpaṃ abhinivissa sakkāyadiṭṭhi 

uppajjati. vedanāya sati … saññāya sati … saṃkhāresu sati … viññāṇe sati viññāṇaṃ upādāya viññāṇaṃ 

abhinivissa sakkāyadiṭṭhi uppajj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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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n’etaṃ mama, n’eso’ham asmi, na 

meso attā)”라고 있는 그대로의 바른 지혜에 의해 보아야한다.18) 이렇듯 무상･

고･무아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유신견을 제거

할 수 있다.  

계금취는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의해 청정해 질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로,19) 

이에 대해서 니까야 상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계

율이나 금지조항 등에 의해 천신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견해가 잘못되

었음을 보여주는 경전이 있고,20) 계금취와 같은 뜻을 지닌 용어로서 연기의 지

분인 ‘집착(upādāna)’ 가운데 하나인 ‘sīlabbatūpādāna’도 참고할 수 있다.21) �위

숫디막가(Visuddhimagga)�에 따르면 이것은 소처럼 행동함으로써 청정해진

다고 집착하는 것이고,22) 자아가 영원한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자아를 청

정하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다.23) 이러한 계금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탈로 

이끄는 계율 등에 관한 바른 지식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아가 영원하다는 상

견이 버려진 자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계금취도 유신견

과 마찬가지로 오온에 대한 무상･고･무아의 관찰에 의해 얻어진 자아에 대한 

바른 견해에 의해 제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심’은 붓다･담가･상가 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심리상태

18) SN. III, p.138.

19) Dhs. p.183.

20) 맛지마니까야의 ｢꾹꾸라와띠까숫따(Kukkuravatikasutta)｣에서 붓다는 소처럼 행동하는 사람

(govatika)과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kukkuravatika)에 대해서 “만약 그에게 이와 같은 견해가 있다

면 [즉] ‘나는 이 계율 혹은 금지조항, 고행, 범행에 의해 천신 혹은 천신의 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된 견해이다(sace kho pan’assa evaṃ diṭṭhi hoti．iminā ’haṃ 

sīlena vā vatena vā tapena vā brahmacariyena vā devo vā bhavissāmi devaññataro vā ti．sā ’ssa hoti 

micchādiṭṭhi)”라고 말하며 바르지 않은 행동을 버릴 것을 권고했다.(MN. I, pp.387-389). 주석서의 

설명(Ps. III, p.100)에 따르면, 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머리에 뿔을 달고 꼬리를 묶고 소와 함께 풀

을 먹으며,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개와 같이 한다.  

21) 연기지의 ‘집착’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kāmūpadāna), 사견에 대한 집착(diṭṭhupādāna), 계율과 

금지조항에 대한 집착(sīlabbatūpādāna), 자아의 이론에 대한 집착(attavādūpādāna)의 네 가지이다. 

(DN. II, p.58; III, p.230; MN. I, p.51, 66; SN. II, p.3; IV, p.258; V, p.59; Vibh. p.136). 

22) Vism., p.487: “gosīla-govatādīni hi evaṃ suddhī ti abhinivesato sayam eva upādānāni.”

23) Ibid., p.488: “sassato ayaṃ attā ti gaṇhato attavisuddhatthaṃ sīlabbatūpādā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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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24) 믿음을 갖춤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의심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이 믿음

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그것을 실현함으

로써 획득되는 지혜에 기반을 둔 확고한 믿음이다.25)  

[2]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에 상응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kāmacchanda)’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kāmarāga)’으로 표현되기도 하

며26) 아비담마에서는 kāmarāga가 사용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kāmarāga와 

동일한 용법을 가지며 그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27) 주석서의 설

명에 따르면, ‘다섯 가지 장애(pañca nīvaraṇāni, 五蓋)’의 한 요소이기도 한 

kāmacchanda는 아라한도(阿羅漢道)에 의해서 제거되어야하고, ‘kāmarāga라는 

잠재적 번뇌’는 속박으로서 불환도(不還道)에 의해서 제거되어야한다.28) 또한 

kāmarāga와 다섯 가지 높은 속박에 속하는 rūparāga, arūparāga가 계를 완성한 

후에 버려지는 요소로서 나란히 설해진 용례가 있어29),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

24) DN. III, pp.237-238, 278; MN. I, p.102; AN. III, pp.248-249; IV, p.460: 스승에 대해 의혹을 품고 의심

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 담마에 대해 ... 상가에 대해 ... 학처(學處)에 

대해 의혹을 품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satthari kaṅkhati 

vicikicchati nādhimuccati na sampasīdati ... dhamme ... saṅghe ... sikkhāya kaṅkhati vicikicchati 

nādhimuccati na sampasīdati).; Dhs 183, 216: 그 가운데 의심이란 무엇인가? 스승에 대해 의혹을 품

고 의심한다. 담마에 대해 ... 상가에 대해 ... 학처에 대해 ... 과거에 대해 ... 미래에 대해 ... 현재에 대

해 ... 이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질에 의해 생겨난 법들에 대해 의혹을 품고 의심한다(tattha katamā 

vicikicchā. satthari kaṅkhati vicikicchati, dhamme … saṅghe … sikkhāya … pubbante … aparante … 

pubbantāparante … idappaccayatā paṭiccasamuppannesu dhammesu kaṅkhati vicikicchati). 

25) 니까야에 나타나는 믿음의 양상과 예류자가 갖추는 믿음에 대해서는 한상희, ｢assaddha의 의미 –

아라한에게는 믿음이 없는가–｣, �불교연구� 48(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18), pp.13-21참조.

26) MN. I, pp.433-434. 다섯 가지 낮은 속박에서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장애에서도 kāmacchanda대신 

kāmarāga가 사용된 경우가 있다.(e.g. MN. I, p.323; III, p.14) 

27) kāmacchanda와 kāmarāga가 동의어로 나타나는 용례가 있다. SN. V, p.84: 비구들이여, kāmarāga의 

토대가 되는 법들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은 kāmacchanda가 일어난다(kāmar-

āgaṭṭhāniyānaṃ bhikkhave dhammānaṃ manasikārabahulīkārā anuppanno ceva kāmacchando uppajjati).

28) Sv. III, p.1027: kāmacchanda는 장애로서 아라한도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kāmarāga라는 잠재적 

번뇌는 kāmarāga라는 속박으로서 불환도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kāmacchando nīvaraṇapatto 

arahattamaggavajjho. kāmarāgānusayo kāmarāgasaṃyojanapatto anāgāmimaggavajjho).

29) AN. III, p.422: ‘유학의 법을 완성하고서 계를 완성할 것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계를 

완성하고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혹은 색[계]에 대한 탐욕 혹은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제거

할 것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sekhaṃ dhammaṃ paripūretvā sīlāni paripūressatī ti ṭhānam 

etaṃ vijjati. sīlāni paripūretvā kāmarāgaṃ vā rūparāgaṃ vā arūparāgaṃ vā pajahissatī ti ṭhānam etaṃ 

vijjatī ti). 계정혜 삼학 가운데 계는 예류과에서 완성되므로, 계를 완성한 후에 세 가지 탐욕을 제거



번뇌의 소멸과 해탈의 성취   123

하여 kāmarāga를 다섯 가지 낮은 속박 가운데의 kāmacchanda와 같은 의미와 용

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니까야에는 탐욕(rāga)은 부정(asubha)의 수행에 의해서, 악의(byāpāda)는 자

애(metta)의 수행에 의해서 버려진다고 설해진다.30) 또한 탐욕은 사마타 수행

에 의해 마음이 닦임으로써 버려지는 것으로 설해지기도 한다.31) �위숫디막가�

에 따르면 부정과 자애 수행은 둘 다 삼매(samādhi) 수행을 위한 업처(業處, 

kammaṭṭhāna)로, 이 수행에 의해 선정이 성취되며 사마타 수행 역시도 선정을 

얻기 위한 수행이다. 따라서 탐욕과 악의의 소멸은 선정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āmarāga를 제거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경전도 있다. 상윳따

니까야의 ｢아난다숫따(Ānandasutta)｣에서 왕기사(Vaṅgīsa)는 아난다에게 자신

의 마음이 kāmarāga로 불타고 있으므로 그것을 끄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청한

다. 그러자 아난다는 인식의 전도에 의해(saññāya vipariyesā) 마음이 불타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탐욕이 수반된 아름다운 표상을 멀리하라.

형성된 것들을 타인이라고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자신이라고 보지 

말라.

큰 탐욕[이라는 불]을 끄고 또 다시 타게 하지 말라.

부정에 의해 한곳에 잘 집중된 마음을 닦으라.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혐오를 많이 수행하라.

표상없음[無相]을 닦고 아만이라는 잠재적 번뇌를 버려라.

그리하면 아만에 대한 통찰[現觀]로 인해 평온히 지낼 것이다.32) 

하는 것은 예류과 이후의 성자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0) MN. I, p.424: 라훌라여, 자애의 수행을 닦으면 악의가 버려진다 ... 라훌라여, 부정의 수행을 닦으

면 탐욕이 버려진다(mettañ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byāpādo so pahīyissati … asubhañ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rāgo so pahīyissati). 

31) AN. I, p.61.

32) SN. I, p.188: “nimittaṃ parivajjehi subhaṃ rāgūpasaṃhitaṃ/ saṅkhāre parato passa dukkhato mā ca 

attato/ nibbāpehi mahārāgaṃ mā ḍayhittho punappunaṃ// asubhāya cittaṃ bhāvehi ekagg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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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송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 있는 번뇌는 ‘큰 탐욕’과 ‘아만이

라는 잠재적 번뇌’의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후자는 아라한과를 성취함으로

써 제거되며, 게송 마지막 줄의 ‘아만에 대한 통찰’ 역시도 아라한에게 속하는 

것이다. ‘큰 탐욕’이 불환과에서 제거되는 kāmarāga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 

게송은 아라한의 경지까지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수행을 통해 아라

한과까지 성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수행법은 형성된 것들에 대한 

무아의 관찰, 부정에 의한 마음의 집중과 마음챙김, 혐오에 대한 수행, 표상없

음을 닦음으로, 이들은 마음 집중을 얻어 선정을 성취하고 무상･고･무아의 지

혜를 갖추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밖에 kāmarāga를 버리는 방법으로서 무상상(aniccasaññā, 無常想)의 수습

(修習)이 제시되어 있는 경전이 있다. 이 경전에는 무상상을 많이 닦으면 모든 

kāmarāga뿐만 아니라 색[계]에 대한 탐욕(rūparāga), 생존에 대한 탐욕

(bhavarāga), 무지(avijjā), ‘내가 있다’라는 아만(asmimāna)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해져 있다.33)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rūparāga 등은 아라한이 소멸시키

는 속박이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의 성취에까지 이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회적] 생존에 대한 번뇌(bhavāsava)인 rūparāga･arūparāga와의 관계를 고

려하면 kāmarāga는 ‘욕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탐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생존

에 대한 탐욕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

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오온에 대

한 무상･고･무아의 지혜에 의해 얻어진다. 요컨대 kāmāsava를 소멸시키는 방

법은 선정의 성취와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3]의 ‘[윤회적] 생존에 대한 번뇌’는 상견 등의 견해를 수반하고 색계와 무

susamāhitaṃ/ sati kāyagatā tyatthu nibbidābahulo bhava// animittañca bhāvehi mānānusayam ujjaha/ tato 

mānābhisamayā upasanto carissasī ti//”

33) SN. III, p.155: “aniccasaññā bhikkhave bhāvitā bahulīkatā sabbaṃ kām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rūp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bhav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avijjaṃ pariyādiyati, sabbaṃ 

asmimānaṃ samūha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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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계에서의 생존에 대해 가지는 탐욕이므로, 이 역시도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

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번뇌는 kāmāsava의 제거에 사용된 것보다 깊은 정도

의 선정의 성취와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

[4]의 ‘무지라는 번뇌’에 대해서 주석서에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로만 설명

되어 있지만, 니까야에는 무지에 대해서 사성제를 모르는 것34)뿐만 아니라 오

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35)이라고도 설명되어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

온을 바르게 앎으로써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지라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온에 대한 지혜의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완성된 지혜는 마지막 번뇌를 제거해가는 과정에서 이 번뇌와 상응하는 속박 

가운데 하나인 ‘아만’을 제거시킨다.

앞서 보았듯이 오온의 무상･고･무아에 대한 지혜는 모든 사견의 시작인 유

신견36)이라는 속박을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과 생존에 대한 번뇌의 소멸에도 

기능한다. 예류과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유신견의 소멸에서부터 주요한 역

할을 해 온 이 오온에 대한 지혜는, 지속적으로 계발되며 위의 단계의 번뇌의 

소멸에 기능하고 마침내 그 완성을 통해 아만을 제거하게 된다. 유신견은 단지 

오온의 각 요소를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미 나라는 자아관념

의 성립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아만은 ‘내가 있다’ 혹은 ‘나이다’라는 자아

34) SN. II, p.4; V, p.429 etc. 

35) 상윳따니까야의 ｢아윗자왁가(Avijjāvagga)｣에 따르면, 오온의 생멸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

는 것은 무지이고 이것을 아는 것은 명지(vijjā)이다. 무지는 다음과 같고 명지는 이와 반대의 내용

을 가진다. ① SN. III, pp.171-172: 오온이 발생하는 속성을 가진 것(samudayadhammaṃ), 소멸하는 

속성을 가진 것(vayadhammaṃ), 발생하고 소멸하는 속성을 가진 것(samudayavayadhammaṃ)이라

고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yathābhūtaṃ na pajānāti). ② SN. III, pp.173-175: 오온의 발생, 소멸, 달

콤함, 위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samudayañca atthaṅgamañca assādañca ādīnavañca 

nissaraṇañca yathābhūtaṃ na pajānāti). ③ SN. III, p.176: 오온 자체(X), X의 발생, X의 소멸, X의 소멸

에 이르는 길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X, X-samudayaṃ X-nirodhaṃ X-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na pajānāti). 오온의 생멸을 아는 것은 곧 오온의 무상함을 아는 것으로, 이것은 고와 무아에 대한 

지혜로 이어진다.

36) 상윳따니까야(SN. IV, p.287)에 따르면 열 가지 무기(無記)와 ｢브라흐마잘라숫따(Brahmajālasutta)｣

에 설해진 62가지 사견들은, ‘유신견이 있을 때 있고 유신견이 없을 때 없다(sakkāyadiṭṭhiyā sati 

honti, sakkāyadiṭṭhiyā asati na honti)’. cf. Fuller, P. The Notion of DIṬṬHI in Theravāda Buddhism 

(London: RoutledgeCurzon, 2005),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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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성립시키는 것으로서37) 자아와 관련해 유신견보다 미세하며 근본적

이다. 그러므로 유신견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만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나’라는 자아관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오온의 무아에 대한 지혜도 

완성된 것이 아니다. 유신견의 제거에 기능하는 지혜가 더욱 깊어져 아만이 제

거된다는 사실은 상윳따니까야의 ｢케마까숫따(Khemakasutta)｣에 잘 나타난다.

(a) 벗이여, 나는 이 다섯 가지 집착된 무더기(五取蘊)에서 어떠한 것도 자

아라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모두 소멸시킨 아라한이 아닙니다. 벗이여, 나는 다섯 가지 집착된 무더

기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이다’라고 간주하지

는 않습니다 ...

(b) 벗이여, 성자인 제자가 다섯 가지 낮은 속박을 제거하더라도 그에게 

다섯 가지 집착된 무더기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내가 있다’라는 아만, 

‘내가 있다’라는 욕구, ‘내가 있다’라는 잠재적 번뇌가 제거되지 않았습

니다. 그는 다른 때에 다섯 가지 집착된 무더기에서 생멸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발생이다. 이것이 물질의 소멸이다. 이

것이 감수이다 ... 이것이 인식이다 ... 이것이 형성[력]이다 ... 이것이 의식

이다. 이것이 의식의 발생이다. 이것이 의식의 소멸이다’라고. 그가 이 다

섯 가지 집착된 무더기에서 생멸을 관찰하면 그에게 다섯 가지 집착된 

무더기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내가 있다’라는 아만, ‘내가 있다’라는 욕

구, ‘내가 있다’라는 잠재적 번뇌가 제거되어 완전히 뿌리 뽑힙니다.38)

37) 내가 있다’라는 아만(asmimāna)이라는 술어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 cf. Ps. II, p.116: asmimāna

란 물질에 ‘내가 있다’라는 아만, 감수에 ... 인식에 ... 형성[력]에 ... 의식에 ‘내가 있다’라는 아만이

다(asmimāno ti rūpe asmī ti māno, vedanāya … saññāya … saṅkhāresu … viññāṇe asmī ti māno); Ps. III, 

p.141: asmimāna란 물질 등에 ‘내가 있다’라는 아만이다(asmimāno ti rūpādīsu asmī ti māno). 한편, 

니까야에는 ‘나는 뛰어나다(seyyohamasmi), 나는 동등하다(sadisohamasmi), 나는 열등하다

(hīnohamasmi)’라는 세 가지 종류의 아만심(vidhā)이 등장한다.(DN. III, p.216; SN. V, p.56. cf. SN. 

III, p.48; IV, p.88; AN. II, p.177) 

38) SN. III, p.128: “imesu khvāhaṃ āvuso pañcasu upādānakkhandhesu na kiñci attaṃ vā attaniyaṃ vā 

samanupassāmi na camhi arahaṃ khīṇāsavo. api ca me āvuso pañcasu upādānakkhandhesu asmī ti 

adhigataṃ ayamahamasmī ti na ca samanupassāmī ti ...” Ibid., pp.130-131: “kiñcāpi āvuso, 

ariyasāvakassa pañcorambhāgiyāni saṃyojanāni pahīnāni bhavanti atha khvassa hoti. yo ca pañcasu 

upādānakkhandhesu anusahagato asmī ti māno asmī ti chando asmī ti anusayo asamūhato. so ap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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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의 내용은 오취온 가운데 어떠한 것도 자아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는 것으로, 유신견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내며 (b)의 내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있다’라는 아만 등의 미세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취온에서 생멸

의 관찰 즉 무상에 대한 수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아만이라는 잠재적 번뇌

(ahaṅkāramamaṅkāramānānusaya)’를 제거하기 위해 오온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

로 바른 지혜에 의해 보아야 한다고 설해진 용례39)는 오온의 무아에 대한 지혜

를 갖추는 것이 아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만의 

소멸을 위해 사마타와 위빳사나를 닦아야 한다고 설해진 용례40)에서 아만을 

제거하기 위해 사마타를 통한 선정의 성취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만과 함께 ‘무지라는 번뇌’에 속하는 ‘들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무상 등의 

지혜뿐만 아니라 사마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례를 통해 확인된다.41) 

한편 ‘무지라는 번뇌’인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소멸시키는 지혜는 사성제를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괴로

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통한 지혜를 의미한다. 이어서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samayena pañcasu upādānakkhandhesu udayabbayānupassī viharati. iti rūpaṃ iti rūpassa samudayo iti 

rūpassa atthaṅgamo. iti vedanā ... iti saññā ... iti saṅkhārā ... iti viññāṇaṃ iti viññāṇassa samudayo iti 

viññāṇassa atthaṅgamo ti. tassimesu pañcasu upādānakkhandhesu udayabbayānupassino viharato yo 

pissa hoti pañcasu upādānakkhandhesu anusahagato asmī ti māno asmī ti chando asmī ti anusayo 

asamūhato so pi samugghātaṃ gacchati.”

39) e.g. SN. II, p.252; III, p.80, 136, 169. 

40) AN. I, p.100.

41) AN. III, p.499: 들뜸의 제거를 위해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uddhaccassa pahānāya samatho bhāvetab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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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탈의 성취

지금까지 예류과에서 아라한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거되는 번뇌 혹은 속

박의 소멸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성자는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완전한 

해탈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어 나간다. 그 완성된 요소에는 ‘해탈’이라

는 명칭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성자의 과의 성취와 관련하여 니까야에서 

볼 수 있는 해탈의 종류에는 신해탈, 심해탈, 혜해탈의 세 가지가 있다.42) 이 가

운데 ‘신해탈(信解脫, saddhāvimutti)’이라는 형태의 술어는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고, 일곱 종류의 성자(이하 7성자)43)의 한 유형으로서 ‘신해탈자(saddhāvimutta)’

만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신해탈’로 표기한다. 

신해탈이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갖추어진 상태로 믿음이 완성에 이

르렀음을 나타내며, 예류과의 단계에서 완성된다.44) 그리고 심해탈은 탐욕이 

소멸된 청정한 마음의 상태를, 혜해탈은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지

혜가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심해탈과 혜해탈이 완성되어 갖추어지는 것

은 아라한과에 이르러서이지만, 불환과의 단계에서도 아라한과에서와는 다

른 종류의 심해탈이 성취된다. 

42) 여기에 든 것은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성취해 가는 해탈의 유형이므로, 두 종류의 아라한 가운데 

한 종류인 양면해탈자의 양면해탈은 제외시킨다. 양면해탈자는 선정의 능력이 보다 뛰어나다는 

점에서 혜해탈자와 구분될 뿐, 성취하는 해탈은 혜해탈자와 동일하게 심해탈과 혜해탈이기 때문

이다. 

43) 일곱 종류의 성자란, 양면해탈자(ubhatobhāgavimutta), 혜해탈자(paññāvimutta), 신증자(kāyasakkhin), 

견지자(diṭṭhippatta), 신해탈자(saddhāvimutta), 수법행자(dhammānusārin), 수신행자(saddhānusārin)

를 말한다. 각 성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끼따기리숫따(Kīṭāgirisutta)｣(MN. I, pp.477-479)와 �뿍

갈라빤냣띠(Puggalapaññatti)�(Pp. pp.14-15)를 참조하라.

44) cf. 한상희, 앞의 논문, pp. 20-21: “일반적으로 신해탈자는 ‘믿음에 의해 해탈한 사람’으로 해석되

는데, 이 명칭에서의 ‘해탈’은 번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의 완성과 확립

을 의미한다. 즉 믿음과 대치되는 ‘의심(vicikicchā)’이라는 속박(saṃyojana)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해탈자란 ‘믿음을 완성한 사람’을 의미하며, 믿음은 

예류자의 단계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平川　彰,  ｢信解脱より心解脱への展開｣, �日本仏教学会

年報� 31(京都: 日本仏教学会四部事務序, 1965), p.56：“신해탈이 해탈이라고 불리는 것은 ‘믿음이 

해탈해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믿음이 해탈하는 것은 의심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 즉 믿

음이 의심에서 해탈하고 번뇌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불법승을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신해

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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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번뇌와 속박, 이들의 제거법, 그에 의해 얻

어지는 성자의 경지와 해탈 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번뇌의 소멸과 해탈>

네 가지 번뇌 열 가지 속박 제거법 성자의 단계 해탈 학처

diṭṭhāsava

sakkāyadiṭṭhi,

sīlabbataparāmāsa
무상고무아 예류자

일래자
신해탈(완성) 계

vicikicchā 믿음

kāmāsava
kāmacchanda(kāmarāga),

byāpāda

선정성취

무상고무아
불환자 심해탈(획득) 정

bhavāsava rūparāga, arūparāga
선정성취

무상고무아

아라한

심해탈(완성)

혜

avijjāsava
māna, uddhacca 

선정성취

무상고무아45)
혜해탈(완성)

avijjā 사성제의 체득

1. 불환자의 심해탈

심해탈은 ‘흔들리지 않는(akuppa)’이라는 수식어를 수반하거나 혜해탈과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한 해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심해탈이 반드시 아라한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앙굿따라니까야에 설해져 있듯이 심해탈이란 사마타를 닦아 

탐욕이 버려진 마음의 상태46)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kāmarāga)’

을 제거한 불환자도 심해탈을 성취한다고 할 수 있다. 니까야에서 이러한 불환

자의 심해탈 획득을 보여주는 용례를 찾을 수 있다.

(a) 벗이여, 어떠한 사람이 안의 속박을 가진 사람인가? 벗이여, 여기 비

45) 아만을 제거하는 무상고무아의 지혜는 실질적으로 사성제의 체계상에서 심해탈의 완성에 기능

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아만은 무상 등의 지혜의 완성에 의해 제거되는데, 

이 오온에 대한 완성된 지혜는 사성제에서 고인 오취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아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성격을 따라 avijjāsava에 포함시켰다.

46) AN. I,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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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계를 갖춘 사람이다. [즉] 빠띠목카[波羅提木叉]의 제한에 의해 억제

되어 있고 바른 행위를 갖춘 사람이며 미세한 죄에도 두려움을 보는 사

람이며 학처를 받아들여 실천한다. 그는 신체가 무너져 죽은 후에 어느 

천신으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에서 목숨이 다해 돌아오는 사람, 이 상태

로 돌아오는 사람이다.

(b) 벗이여, 어떠한 사람이 밖의 속박을 가진 사람인가? 벗이여, 여기 비

구는 계를 갖춘 사람이다 ... 학처를 받아들여 실천한다. 그는 하나의 고

요한 심해탈을 성취해 있다. 그는 신체가 무너져 죽은 후에 어느 천신으

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에서 목숨이 다해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b-1) 벗이여, 또한 비구는 계를 갖춘 사람이다 ... 학처를 받아들여 실천

한다. 그는 감각적 욕망의 혐오를 위해, 탐욕을 떠남을 위해,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그는 생존의 혐오를 위해, 탐욕을 떠남을 위해, 소멸을 위해 실

천한다. 그는 갈애의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그는 탐욕의 소멸을 위해 실

천한다. 그는 신체가 무너져 죽은 후에 어느 천신으로 태어난다. 그는 거

기에서 목숨이 다해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다.47) 

(a)의 ‘안의 속박을 가진 사람’이란 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후 천신으로 태어

나지만, 그곳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예류자 혹은 일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의 ‘밖의 속박을 가진 사람’이란 계를 갖추고 

그 위에 심해탈을 성취하여 사후 천신으로 태어나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

47) AN. I, pp.63-64: “katamo c’āvuso ajjhattasaṃyojano puggalo. idh’āvuso bhikkhu sīlavā hoti, 

pātimokkhasaṃvarasaṃvuto viharati ācāragocarasampanno aṇumattesu vajjesu bhayadassāvī samādāya 

sikkhati sikkhāpadesu. so kāyassa bhedā paraṃ maraṇā aññataraṃ devanikāyaṃ upapajjati. so tato cuto 

āgāmī hoti āgantā itthattaṃ … katamo c’āvuso bahiddhāsaṃyojano puggalo. idh’āvuso bhikkhu sīlavā 

hoti … samādāya sikkhati sikkhāpadesu. so aññataraṃ santaṃ cetovimuttiṃ upasampajja viharati. so 

kāyassa bhedā paraṃ maraṇā aññataraṃ devanikāyaṃ upapajjati. so tato cuto anāgāmī hoti anāgantā 

itthattaṃ … puna ca paraṃ āvuso bhikkhu sīlavā hoti … samādāya sikkhati sikkhāpadesu. so kāmānaṃ 

yeva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 paṭipanno hoti. so bhavānaṃ yeva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 

paṭipanno hoti. so taṇhākkhayāya paṭipanno hoti. so lobhakkhayāya paṭipanno hoti. so kāyassa bhedā 

paraṃ maraṇā aññataraṃ devanikāyaṃ upapajjati. so tato cuto anāgāmī hoti anāgantā itthat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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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불환자에 해당한다. 또한 (b-1)의 사람도 계를 갖추고 번뇌의 소멸을 위

해 실천하는 사람으로 불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주석서에는 “안이

란 욕계에서의 생존이며 밖이란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생존이다 ... 안이라고 

불리는 욕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욕구와 탐욕이 안의 속박이며, 밖이라고 불리

는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욕구와 탐욕이 밖의 속박이다. 혹은 다섯 

가지 낮은 속박이 안의 속박이며 다섯 가지 높은 속박이 밖의 속박이다”48)라

고 설명되어 있다. 이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안의 속박을 가진 사람 = 욕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 = 

다섯 가지 낮은 속박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 = 욕계로 되돌아오는 사람 

= 예류자와 일래자

• 밖의 속박을 가진 사람 = 욕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탐욕은 소멸시켰지

만,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탐욕은 가지고 있는 사람 = 다섯 

가지 낮은 속박은 제거했지만, 다섯 가지 높은 속박은 제거하지 못한 

사람 = 욕계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 = 불환자

이처럼 불환자는 다섯 가지 낮은 속박 가운데의 욕계에 대한 탐욕을 소멸시

키고 심해탈을 성취하지만, 다섯 가지 높은 속박에 있는 탐욕을 소멸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심해탈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

히 해 둘 점은 불환자의 심해탈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불환자의 선정은 완성

된다는 사실이다. 심해탈의 성취에 선정은 주된 역할을 하지만 탐욕의 소멸을 

위해서는 선정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해탈은 단순히 선정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정이 완성되어도 탐욕이라는 

번뇌가 모두 소멸되지 않으면 심해탈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정･혜라

는 삼학(三學)의 체계에서 보면 예류자와 일래자는 계를 완성하고 불환자는 선

48) Mp. II, p.130: “ajjhattan ti kāmabhavo bahiddhā ti rūpārūpabhavo … ajjhattasaṅkhāte kāmabhave 

chandarāgo ajjhattasaṃyojanaṃ nāma, bahiddhāsaṅkhātesu rūpārūpabhavesu chandarāgo bahiddhāsaṃyojanaṃ 

nāma. orambhāgiyāni vā pañca saṃyojanāni ajjhattasaṃyojanaṃ nāma, uddhambhāgiyāni pañca 

bahiddhāsaṃyojanaṃ nāma.” cf. Vibh. p.361; Pp.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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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까지 완성하는 것이다.49)

2. 사성제에서의 심해탈과 혜해탈

불환과에서 불완전했던 심해탈은 아라한과에서 다섯 가지 높은 속박에 속

하는 탐욕까지 제거함으로써 완전해진다. 그리고 나서 무지라는 마지막 번뇌

를 제거하면 혜해탈이 성취되고 이 심해탈과 혜해탈로써 아라한의 해탈은 완

성된다. 혜해탈은 무지가 소멸되고 지혜가 갖추어진 상태인데, 이 지혜란 마지

막 속박인 ‘avijjā’와 마지막 번뇌인 ‘avijjāsava’를 제거하는 ‘사성제에 대한 지

혜’이다. 

빠알리 문헌의 성자 유형 중의 하나인 7성자의 정형문은 4성자의 그것과 달

리 지혜에 의해 어느 정도의 ‘번뇌’를 소멸시켰는가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아라한인 양면해탈자와 혜해탈자는 ‘지혜로써 보아 [모든] 번뇌를 소멸시켰

고(paññāya cassa disvā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예류도의 성자인 수신행자와 수

법행자는 [어떠한] 번뇌도 소멸시키지 않았으며(āsavā aparikkhīṇā honti), 나머

지 성자는 일부의 번뇌만 소멸시켰다(ekacce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이들이 번

뇌를 소멸시킨 수단은 동일하게 지혜인데, ‘지혜로써 보아’에 대해 주석서는 

“지혜로써 성자의 진실이라는 법들(사성제)을 보아”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다.50) 즉 이 지혜는 사성제를 보는, 사성제를 아는 지혜인 것이다. 이 설명은 아

라한뿐만 아니라 아래 단계의 성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모든 번뇌의 소멸 수단

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avijjāsava’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세 가지 번뇌의 소멸에도 동일하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사용

된다는 것이다.

49) AN. I, pp.231-232; Pp. p.37에 따르면, 예류자와 일래자는 戒를 완성하고 定을 적절히 행하고 慧를 

적절히 행하는 사람(sīlesu paripūrakārī hoti samādhismiṃ mattaso kārī paññāya mattaso kārī)이고, 불

환자는 계를 완성하고 정을 완성하였으며 혜를 적절히 행하는 사람(sīlesu paripūrakārī hoti 

samādhismiṃ paripūrakārī paññāya mattaso kārī), 아라한은 계를 완성하고 정을 완성하고 혜를 완성

한 사람(sīlesu paripūrakārī hoti samādhismiṃ paripūrakārī paññāya paripūrakārī)이다.

50) Ps. III, p.191: 그리고 그는 지혜로써 보아란, 그리고 그는 지혜로써 성자의 진실이라는 법들을 보

아[라는 의미이다](paññāya c’assa disvā ti paññāya ca etassa ariyasaccadhamme dis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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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던 번뇌의 소멸방법이 각 번뇌의 소멸에 기능

하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의 내용이면서 그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처음부터 번뇌의 소멸에 기능하

며, 번뇌가 소멸됨에 따라 그 지혜도 더욱 깊어져 처음 기능했던 때와는 다른 

형태로 최종적으로 무지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diṭṭhāsava’에 기능하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예류자가 갖추는 정도의 지혜이

지만 ‘avijjāsava’에 기능하는 것은 아라한이 갖추는 지혜인 것이다. 이 아라한

이 갖추는 지혜는 사성제 각 항목의 체득에 의한 지혜, 즉 팔정도를 완전히 실

천하고 갈애를 소멸시킴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을 경험한 사성제의 완전한 체

득에 의한 지혜이다. 이 과정에서 갈애의 소멸에 의해 심해탈이 얻어지고 사성

제의 체득에 의한 지혜에 의해 혜해탈이 얻어진다.51) 이러한 사성제의 체계상

에서의 심해탈과 혜해탈의 성취에 대해 아래에 서술한다.

1) 사성제에서의 해탈의 의미와 팔정도의 체계

주지하듯이 사성제는 고[苦諦]･고의 발생[集諦]･고의 소멸[滅諦]･고의 소멸

에 이르는 길[道諦]52)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성자의 진실’이다.53) 사

성제는 고의 소멸로 이끄는 길인 팔정도(ariya aṭṭhaṅgika magga)에 의해 고의 

51) 사성제를 아는 이들이 심해탈과 혜해탈을 얻는다고 설해진 게송은 주목할 만하다. SN. V, p.433; 

Sn., 726-727게; It. p.106: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발생을 [알고] 어디에서 모든 괴로움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알고] 괴로움의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그 길을 아는 이들, 그들은 심해탈을 갖춤으로

써 그리고 혜해탈에 의해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태어남과 늙음으로 가지 않는다(ye ca 

dukkhaṃ pajānanti/ atho dukkhassa sambhavaṃ/yattha ca sabbaso dukkhaṃ/ asesaṃ uparujjhati/ tañca 

maggaṃ pajānanti/ dukkhūpasamagāminaṃ/ cetovimuttisampannā/ atho paññāvimuttiyā/ bhabbā te 

antakiriyāya/ na te jātijarūpagā ti//). 

52) 사성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Vin. I, p.10; DN. II, pp.305-313; MN. III, pp.249-252; SN. V, pp.421-422 

등을 참조하라.

53) 여기서 ‘성자의 진실’이란 ‘성자들에게 해당되는, 성자들이 보는 진실,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ariyasacca(聖諦)’를 ‘성자의 진실’로 해석함과 관련하여 榎本文雄, ｢四聖諦の原意とインド仏教にお

ける聖｣, �印度哲学仏教学� 24(札幌: 北海道印度哲学仏教学会2009)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榎

本는 ‘ariyasacca’에 대하여 한역과 티벳역, 초기불교성전 내부의 정의, 주석문헌과 논서의 해설 등

을 검토하여 ‘ariya’와 ‘sacca’의 관계가 ‘성스러운 진리’로 해석되는 Karmadhāraya가 아니라 주로 

Genitive Tatpuruṣa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훌륭한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실(立派な人たちにとって

の事実)’, 영어로는 ‘a reality for noble ones’라는 현대 번역어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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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갈애(taṇhā)가 소멸되는 것이 바로 고의 소멸을 의미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갈애의 소멸이 고에서의 해방인 해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고제의 내용은 오취온으로 집약되는데54) 이것은 오온이라는 생존의 의지

처에 집착하는 것이 윤회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을 반복하는 괴로움이 되며, 이 

오온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재생의 그침, 즉 해탈이라는 것을 뜻한다. 오

온의 발생(samudaya)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오온에 대해 

기뻐하는 것(nandī)이 바로 집착(upādāna)이며, 그 집착을 조건으로 생존

(bhava)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

로 오온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온의 소멸(atthaṅgama)이다.55)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의 소멸은 이처럼 오

온에 대한 기쁨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데, 집착을 버리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무상･고･무아의 통찰이다.  

고의 원인인 갈애란 “재생으로 이끌고 기쁨과 탐욕이 함께 하며 이러저러한 

것을 즐기는 것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kāmataṇhā, 欲愛)･[윤회적] 생존

에 대한 갈애(bhavataṇhā, 有愛), 비생존에 대한 갈애(vibhavataṇhā, 無有愛)”56)의 

세 가지이다. 이 갈애는 육근(六根)･육경(六境)･육식(六識) 등 세상에서 아름다

운 것(piyarūpa), 기뻐하는 것(sātarūpa)에서 생겨나 거기에 머물고, 생겨난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소멸한다.57) ｢마하살라야따니까숫따(Mahāsaḷāyatanikasutta)｣

54) SN. V 421: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비애,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결합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

과 이별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다섯 가지 집착

된 무더기가 괴로움이다(jāti pi dukkhā jarā pi dukkhā vyādhi pi dukkho[PTS dukkhā] maraṇam pi 

dukkh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pi dukkhā[BCS omit soka°], appiyehi sampayogo pi 

dukkho piyehi vippayogo pi dukkho yam picchaṃ na labhati tam pi dukkhaṃ, saṅkhittena pañcu-

pādānakkhandhā dukkhā).

55) SN. III, pp.14-15. 

56) SN. V, p.421: “yāyaṃ taṇhā ponobhavikā nandirāgasahagatā tatratatrābhinandinī, seyyathidaṃ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한편, 연기설에서 설명되듯이, 육경 각각에 대한 갈애(rūpataṇhā 

saddataṇhā gandhataṇhā rasataṇhā phoṭṭhabbataṇhā dhammataṇhā)도 있다.(DN. II, p.58; MN. I, p.51; 

SN. II, p.3, III, p.227, 235).

57) DN. II, pp.3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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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육근･육경･육식과 그것에서 생겨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

하고 보지 못하여(ajānaṃ apassaṃ yathābhūtaṃ) 그것에 애착하는(sārajjati) 자에

게는 미래에 오취온이 쌓이고(pañcupādānakkhandhā upacayaṃ gacchanti) 갈애

가 증대된다(pavaḍḍhati).58) 이와 같은 육근 등에 애착하지 않는 방법 또한 그들

의 본질인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성제의 체계상에서 해탈이란, 오온･육근 등 인간존재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그것이 무상･고･무아임을 통찰하고 갈애를 

소멸시킴으로써 고인 오취온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한편, 고의 원인인 갈애를 소멸시키는 길인 팔정도는 정견(正見)에서 시작

되어 정정(正定)이 마지막에 오는 순서로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나 Rahula도 지

적하고 있듯이, 팔정도의 여덟 요소는 나열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수행되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계발되어져야 하며, 모든 요소는 함께 연결

되어 있고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의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59)  

니까야에서 찾을 수 있는 팔정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먼저, 정어･정업･정명

은 ‘계의 무더기[戒蘊]’에, 정정진･정념･정정은 ‘정의 무더기[定蘊]’에, 정견･

정사유는 ‘혜의 무더기[慧蘊]’에 해당된다60)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설명은 팔정

도를 삼학의 체계에 대응시킬 때, 팔정도의 각 요소는 ‘혜-계-정’의 순서로 나

열되어 있지만 ‘계-정-혜’라는 깨달음의 순서를 중시하여 ‘혜’로서의 정견이 

마지막에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팔정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정견에서 시작되는 일곱 가지 요소가 마지

막의 정정에 필요한 요소라고 설해진 용례를 들 수 있다.61) 이는 정견에서 정

58) MN. III, pp.287-288.

59) Rahula, W, op, cit., p.46.

60) MN. I, p.301: 벗이여, 위사까여, 정어와 정업과 정명, 이 법들은 계의 무더기에 포함되고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 이 법들은 정의 무더기에 포함되며, 정견과 정사유, 이 법들은 혜의 무더기에 포함됩

니다(yā c’āvuso visākha sammāvācā yo ca sammākammanto yo ca sammāājīvo, ime dhammā 

sīlakkhandhe saṅgahītā. yo ca sammāvāyāmo yā ca sammāsati yo ca sammāsamādhi, ime dhammā 

samādhikkhandhe saṅgahītā. yā ca sammādiṭṭhi yo ca sammāsaṅkappo, ime dhammā paññākkhandhe 

saṅgahītā ti).

61) AN. IV, p.40: 비구들이여, 이 일곱 가지가 삼매의 필수요소이다. 무엇이 일곱 가지인가? 정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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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까지의 일곱 요소가 정정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자칫 팔정도 수행의 최종점

이 정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설명은 팔정도의 유기적 결합

을 잘 보여주는62) 맛지마니까야의 ｢마하짯따리사까숫따(Mahācattārisakasutta)｣

의 도입부에도 나타나는데,63) 경전의 후반부에는 정견에서 정사유가 생기는 

등의 형식으로 정정까지 순차적으로 나아간 뒤, 이어서 정지(sammāñāṇa, 正智)

와 정해탈(sammāvimutti, 正解脫)이 생겨난다64)고 설해져 있다. 디가니까야의  

｢자나와사바숫따(Janavasabhasutta)｣에는  ｢마하짯따리사까숫따｣의 이 도입부

와 후반부의 기술이 연속적으로 설해지기도 한다.65) 이 용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팔정도의 정정은 정견에서 정념까지의 요소에 도움을 받아 완성되

지만 정해탈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팔정도 수행의 최종점으로 보기는 어

려우며, 해탈로 이어지는 직접적 요인은 정정 후에 오는 정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팔정도에 대한 니까야의 설명 가운데 정견에서 정념까지의 일곱 요

소가 정정에 필요한 요소로서 설해진 용례는 심해탈의 성취에 대한 설명과 관

련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혜해탈의 성취에 대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이다. 비구들이여, 이 일곱 가지 요소에 의해 마음이 한곳에 집

중됨이 갖추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성스러운 정정이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 필수요소

를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sattime bhikkhave samādhiparikkhārā. katame satta: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yā kho bhikkhave imehi 

sattah’aṅgehi cittass’ekaggatā parikkhatā, ayaṃ vuccati bhikkhave ariyo sammāsamādhi saupaniso iti pi 

saparikkhāro iti pī ti).

62) 경전에는 정견에서 정념까지는 정정의 필수요소인데, 정견이 다른 요소에 언제나 선행한다고 설

해진다. 정견이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고 아는 것으로, 정견

에는 ‘번뇌를 가지고 있으며 공덕은 있으나 재생의 기반이라는 결과가 있는 정견(sammādiṭṭhi 

sāsavā puññabhāgiyā upadhivepakkā)’과 ‘번뇌가 없는 성스러운 출세간의 도의 요소인 정견

(sammādiṭṭhi ariyā anāsavā lokuttarā maggaṅgā)’의 두 종류가 있다. 또한 이 정견에는 항상 정견, 정

정진, 정념이 수반된다. 이와 같이 정견에서 정명까지의 요소는 세간과 출세간의 두 종류로 분류

되고 각 요소에 항상 정견, 정정진, 정념이 수반된다. 자세한 설명은 Gethin, R. op. cit., pp.216-223; 

Fuller, P. op. cit., pp.69-73을 참조하라.

63) MN. III, p.71.

64) MN. III, p.76: 비구들이여, 정견에서 정사유가 생기고, 정사유에서 정어가 생기며 ... 정정에서 정

지가 생기고 정지에서 정해탈이 생긴다(sammādiṭṭhissa bhikkhave sammāsaṅkappo pahoti sammāsaṅkappassa 

sammāvācā pahoti … sammāsamādhissa sammāñāṇaṃ pahoti. sammāñāṇassa sammāvimutti pahoti). 

65) DN. II,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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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해탈의 성취

심해탈이란 탐욕이 사라져 청정해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서두에 언급

했듯이 심해탈의 성취를 위해서는 사마타와 위빳사나의 두 수행법이 모두 사

용되나 그 가운데 사마타가 우세하게 작용하는데, 이 말은 심해탈의 획득이 선

정의 성취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팔정

도의 앞의 일곱 가지 요소가 사선(四禪)66)을 의미하는 정정에 필요한 요소라는 

경전의 설명은 심해탈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이 탐욕은 사성제의 고의 원인인 갈애와 거의 동일한 의

미를 가진다. 니까야에는 사성제에서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갈애(kāmataṇhā･

bhavataṇhā･vibhavataṇhā)외에도 (a)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kāmataṇhā)･색

[계]에 대한 갈애(rūpataṇhā)･무색[계]에 대한 갈애(arūpataṇhā)와 (b)색[계]

에 대한 갈애(rūpataṇhā)･무색[계]에 대한 갈애(arūpataṇhā)･소멸에 대한 갈애

(nirodhataṇhā)가 등장한다.67) 이들에 대해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란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탐욕이다.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탐욕, 선정에 대한 열망이라는 상견이 수반

된 탐욕, 생존에의 희망이 생존에 대한 갈애이다. 단견이 수반된 탐욕이 

비생존에 대한 갈애이다. 뒤의 두 갈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갈애는 감각

적 욕망에 대한 갈애이다 ...  색[계]에 대한 갈애 등에서 색계에서의 생존

에 대한 욕구와 탐욕이 색[계]에 대한 갈애이다. 무색계에서의 생존에 대

한 욕구와 탐욕이 무색[계]에 대한 갈애이다. 단견이 수반된 탐욕이 소멸

에 대한 갈애이다.68)

66) DN. II, p.313.

67) DN. III, p.216.

68) Sv. III, p.988: “kāmataṇhā ti pañcakāmaguṇiko rāgo. rūpārūpabhavesu pana rāgo jhānanikanti-

sassatadiṭṭhisahagato rāgo bhavavasena patthanā bhavataṇhā. ucchedadiṭṭhisahagato rāgo vibhavataṇhā. 

api ca ṭhapetvā pacchimaṃ taṇhādvayaṃ sesataṇhā kāmataṇhā nāma … rūpataṇhādīsu rūpabhave 

chandarāgo rūpataṇhā. arūpabhave chandarāgo arūpataṇhā. ucchedadiṭṭhisahagato rāgo nirodhataṇ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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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갈애에 대한 설명은 앞서 제시한 번뇌에 대한 설명과 거의 일치한

다. 이 가운데 vibhavataṇhā와 nirodhataṇhā는 bhavataṇhā의 이면의 탐욕으로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69) rūpataṇhā와 arūpataṇhā는 bhavataṇhā이기 때문

에, 갈애에는 크게 kāmataṇhā와 bhavataṇhā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갈애는 두 종류의 번뇌(kāmāsava와 bhavāsava)와 내용이 일치하고, 

갈애 (a)는 열 가지 속박 가운데 세 가지 탐욕(kāmarāga･rūparāga･arūparāga)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진다. 앞에서 고찰한 속박과 번뇌의 관계, 지금 살펴본 

번뇌와 갈애의 관계에 의해, 탐욕과 번뇌 그리고 갈애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갈애･탐욕･번뇌>

갈애

사성제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a） kāmataṇhā rūpataṇhā arūpataṇhā  

（b）  rūpataṇhā arūpataṇhā nirodhataṇhā*

탐욕 kāmarāga rūparāga arūparāga

번뇌 kāmāsava bhavāsava   

*bhavataṇhā에 속함．

이들의 의미의 유사성으로부터 갈애가 소멸된 상태는 감각적 욕망 그리고 

윤회적 생존과 관련된 탐욕들 혹은 이와 관련된 번뇌들이 소멸된 상태와 다르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해탈이란 탐욕이 버려진 마음의 상태이다. 탐욕

과 갈애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갈애가 소멸된 상태는 탐욕이 소멸된 상태인 

심해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번뇌와 속박에 대한 앞선 논의에서 탐욕의 소멸을 위해서는 선정의 성취뿐

만 아니라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마찬가

69) 번뇌에 대한 설명 가운데 ‘생존에 대한 번뇌란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생존에 대한 욕구와 탐욕

이고, 상견과 단견이 수반된 선정에 대한 열망이다(bhavāsavo ti rupārūpabhave chandarāgo 

jhānanikanti ca sassatucchedadiṭṭhisahagatā)’(Ps. I, p.67)라는 기술이 있어, 번뇌와 갈애의 의미의 유

사성으로부터 vibhavataṇhā와nirodhataṇhā가 bhavataṇh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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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갈애의 소멸을 위해서도 선정과 무상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즉 갈애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마지막 단계인 정정의 내용을 이루는 사선의 

성취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갈애가 생기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 무

상･고･무아라는 대상의 본질을 보는 지혜 역시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팔정도

의 체계에서 정정인 사선의 성취 위에 무상･고･무아의 지혜에 의해 갈애가 소

멸된 상태가 심해탈인 것이다. 

3) 혜해탈의 성취

혜해탈이란 무지가 제거되고 궁극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며, 

궁극의 지혜란 사성제의 체득에 의한 지혜를 의미한다. 사성제에서 혜해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팔정도에서의 정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정견이 다름 아닌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뜻하기 때문이다.70) 팔정도는 

사성제를 이루는 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팔정도의 가장 앞에 자리하고 있는 

정견이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사성제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여 법안(dhammacakkhu, 法眼)을 얻는다거나71) 유

학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갖추고 있음72)을 근거로 하여, 사성제에 대해 아는 

것에서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이 해석은 어떤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마지

막 번뇌인 무지를 제거하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유학과 아라한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사성제 역시 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혜의 정도와 깊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성제에 대

해서 유학과 아라한이 갖추는 지혜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성제에 대

70) DN. II, pp.311-312: 비구들이여, 정견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앎, 괴로움의 발

생에 대한 앎,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앎,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앎, 비구들이여, 이것

을 정견이라고 한다(katamā ca bhikkhave sammādiṭṭhi. yaṃ kho bhikkhave dukkhe ñāṇaṃ dukkhasamudaye 

ñāṇaṃ dukkhanirodhe ñāṇaṃ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ñāṇ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diṭṭhi); MN. III, p.251; SN. Ⅴ, p.8. 

71) e.g. DN. I, p.110, 148; MN. II, p.145 etc.

72) SN. V,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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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혜인 정견에도 유학의 정견과 아라한의 정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마하짯따리사까숫따｣에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견에서 정정까지의 과정 뒤에 정지와 정해탈이 생겨난다는 

경문에 이어서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유학은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추고 아라

한은 열 가지 요소를 갖춘다”73)라고 설해져 있다. 즉 유학은 팔정도만을 갖추

는 반면 아라한은 팔정도에서 생겨난 정지와 그것에서 생겨난 정해탈까지 모

두 갖춘다는 것이다.74) 

아라한이 갖추는 이 열 가지 요소 가운데 정견과 정지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정지는 팔정도의 첫 단계인 정견과 달리 팔정도의 모든 단계를 경험한 후에 얻

어지는 지혜이다. 이것은 정견에서 이어지고 사성제의 한 요소인 팔정도 수행

을 기반으로 하며 마지막에 있는 정해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지혜라는 점

에서 아라한이 갖추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위치하는 정견은 유학이 갖추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되

며, 정지는 아라한이 갖추는 정견이 된다.75) 이 해석은 ‘혜-계-정’의 순서로 나

73) MN. III, p.76: “iti kho bhikkhave aṭṭhaṅgasamannāgato sekho〔PTS add paṭipado〕dasaṅgasamannāgato 

arahā hoti.” 

74) 아라한이 갖추는 이 열 가지 요소는 앙굿따라니까야의 많은 곳에서 설해지며(AN. V, pp.237-249), 

‘무학의 정견(asekkhā sammādiṭṭhi)’에서 ‘무학의 정해탈(asekkhā sammāvimutti)’까지의 ‘십무학법

(dasa asekhā dhammā, 十無學法)’의 형태로 경전에 나타난다(DN. III, p.271, 292). 반면, 유학은 ‘유학

의 정견’에서 ‘유학의 정정’을 갖추는 것으로 설해진다(SN, V, p.14). 팔정도와 십무학법에 대해 

Thanavuddho Bhikkhu는 “팔정도는 수행도임과 동시에 유학의 공덕이 된다. 이에 대해 십무학법은 

수행도가 아니라 목표 그 자체로 아라한의 공덕이다. 이 때문에 사성제의 도제는 십무학법이 아니

라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무학법은 도제가 아니라 도제의 목표인 멸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Thanavuddho Bhikkhu,  ｢ニカーヤにおける八聖道と十無学法｣, �印度

学仏教学研究� 44-2(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会, 1996), p.105)) 한편, 상윳따니까야의 ｢아나타삔디까

숫따(Anāthapiṇḍikasutta)｣에 의하면 예류자인 아나타삔디까에게도 정견에서 정해탈에 이르는 열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SN. V, pp.382-384). Thanavuddho Bhikkhu는 이와 관련해 아라한과 예류

자의 정지와 정해탈이 있다면 일래자와 불환자에게도 있다고 말하면서(앞의 논문, p.104), ｢마하

짯따리사까숫따｣에 설해진 유루(有漏)의 팔정도를 수습하여 예류향이 되고, 이 단계에서 무루의 

팔정도를 갖추어 정지와 정해탈을 얻어 예류자가 되는 방식으로 일래자와 불환자의 과정을 거쳐 

아라한에 이른다는 의견을 피력한다.(Thanavuddho Bhikkhu, ｢ニカーヤにおける八聖道と三学系統

の修行道｣, �インド哲学仏教学研究� 4(東京: 東京大学文学部インド哲学仏教学研究室,　1996), pp. 6-10, 

각주34.

75)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의 정견은 유학이 갖추는 정견과 대비하여 표현한 것으로, 십무학법 안에서 

처음에 위치하는 ‘무학의 정견’과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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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되어 있는 팔정도를 ‘계-정-혜’의 체계로 이해할 경우76) 마지막 ‘혜’에 해당

하는 정견이 아라한의 정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케 한다.

정견에는 팔정도의 수행 과정 안에 있어 불완전하지만 사성제에 대해 갖추

는 지혜인 유학의 정견과, 팔정도의 수행을 완성하고 사성제에 대하여 갖추는 

지혜인 아라한의 정견이 있다. 성자는 유학의 정견을 시작으로 수행을 계속하

여 최종적으로 아라한의 정견을 갖추게 되는데, 이 정견이야말로 사성제의 체

득, 즉 사선과 무상 등의 지혜에 의한 갈애의 소멸을 통해 심해탈을 얻어 고의 

소멸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것으로서, 무지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지혜

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갖추어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바로 혜해탈이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성자가 소멸시키는 번뇌의 구체적 내용과 그 소멸방법, 그리고 모

든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사성제에 대한 지혜에 의해 심해탈과 혜해탈이 성

취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빠알리 문헌에 등장하는 네 가지 종류의 번뇌는 열 가지 속박과 서로 상응하

는 관계에 있으며, 번뇌의 소멸에 따라 완전한 해탈을 위한 요소들이 완성되어 

간다. 즉 ①유신견, 계금취, 의심과 상응하는 ‘사견에 의한 번뇌’는 예류과의 

단계에서 오온에 대한 무상･고･무아의 지혜와 확고한 믿음에 의해 제거되며, 

여기서 붓다･담마･상가 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춘 신해탈이 완성된다. ②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상응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는 불환과의 

단계에서 선정의 성취와 무상 등의 지혜에 의해 제거되며, 여기서 불환자가 갖

추는 심해탈이 얻어진다. ③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욕과 상응하는 ‘[윤회적] 

76) AN. I, pp.235-236에 연속되어 있는 두 개의 경전에는 증상계학(adhisīlasikkhā), 증상심학(adhicittasikkhā), 

증상혜학(adhipaññāsikkhā)에 대해 설해져 있다. 두 경전 모두 증상심학에 대해서 ‘사선’으로 설명

되어 있으며, 증상혜학에 대해서는 각각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심혜탈･혜해탈’로 설명되어 있

다. 이 용례로부터 사성제에 대해 아는 것이 곧 심혜탈･혜해탈을 얻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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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대한 번뇌’는 아라한과의 단계에서 불환과보다 더욱 깊어진 선정의 성

취와 무상 등의 지혜에 의해 제거되고, 모든 탐욕이 제거된 이 상태는 심해탈

의 완성이다. ④‘무지라는 번뇌’에 상응하는 속박 가운데 아만과 들뜸은 선정

과 더불어 무상･고･무아의 지혜의 완성에 의해 제거되며, 이 완성된 지혜를 토

대로 사성제를 완전히 체득하여 얻어진 지혜에 의해 무지가 소멸된 상태가 혜

해탈이다.  

위의 번뇌들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각 번뇌의 소멸에 기능하는 ‘사성제에 대

한 지혜’의 내용이면서 그 지혜를 성취하는 방법이 된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성자의 각 단계에서 번뇌의 소멸에 다른 정도로 기능하며, 최종적으로는 그 앞

의 단계에서 경험된 모든 것이 포함된 지혜로서 무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

성제의 체계상에서의 해탈은 오온과 육근 등 인간존재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의 원인인 갈애를 소멸시켜 고인 오취온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갈애는 생존과 관계된 두 가지 번뇌(kāmāsava, bhavāsava)와 열 

가지 속박 가운데의 세 가지 탐욕(kāmarāga･rūparāga･arūparāga)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번뇌와 탐욕이 선정과 지혜에 의해 소멸되듯이 

갈애 역시 팔정도의 정정인 사선을 성취하고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갖춤으로

써 소멸되는데, 갈애가 소멸된 이 상태가 바로 심해탈이다.

갈애의 소멸은 곧 고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아라한의 심해탈은 사성제상에

서의 실질적 해탈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해탈은 

그 체득에 의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무지를 소멸시킴으로써, 즉 혜해

탈을 성취함으로써 완성된다. 혜해탈은 심해탈이 이루어진 뒤 다른 방법을 통

해서 얻어지는 해탈이 아니다. 혜해탈이란 심해탈의 성취를 의미하는 사성제

의 체득을 통해 사성제를 완전히 아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상태, 그 지혜에 의

해 무지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상태로, 성자의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갖추어져 

온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완성된 상태인 것이다. 이렇듯 혜해탈에 이르기 전 

반드시 심해탈을 얻기 때문에 혜해탈의 성취에는 항상 심해탈이 포함되어 있

고, 이 두 해탈의 상태를 가지고 아라한의 해탈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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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liberation of Arahant by studying the 

method and process of cetovimutti and paññāvimutti; this is a follow-up paper of “A 

Study on Liberation Achieved by Arahant - Focused on Cetovimutti and 

Paññāvimutti”. For this purpose, I clarified the contents of āsavas and proposed 

methods to destruct them and, as a result, to lead people to the liberation. 

Specifically, I scrutinized the achievement of cetovimutti and paññāvimutti by 

insight of ariyasaccāni that is the way of destruction of āsavas in the system of 

cattāri ariyasaccāni. 

The four āsavas in the Pāli literature are in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with the 

ten saṃyojanas removed at each stage of the saints; how to remove the saṃyojanas 

is the way to destroy the āsavas. Each āsava is destroyed by the achievement of 

jhāna and the insight of aniccaㆍdukkhaㆍanattā the way that is equal but different 

in its degrees. This way of destruction of āsavas is not only the content of ‘the 

insight of ariyasaccāni’ functioning in the destruction of each āsava but also the way 

of achieving the insight itself. 

The liberation in the system of cattāri ariyasaccāni is the emancipation from 

dukkha, pañcupādānakkhandhā, by destroying taṇhā which is the cause of dukkha. 

Taṇhā is destroyed by the insight of aniccaㆍdukkhaㆍanattā, following the 

achievement of the fourth jhāna, which means sammāsamādhi, the last fa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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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ya aṭṭhaṅgika magga. This state that taṇhā is destroyed is cetovimutti. Since the 

destruction of taṇhā means the destruction of dukkha, Arahant’s cetovimutti is not 

different from the actual liberation in the cattāri ariyasaccāni. However, complete 

liberation is accomplished by achieving the insight of ariyasaccāni which is attained 

by that realization and destroying avijjā, that is, by achieving paññāvimutti. In this 

way, the liberation of Arahant is completed with the state of  these two lib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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