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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樂의 感受 작용에 대한 불교적 이해*58)
- 雜阿含經을 중심으로 양정연(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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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이나 즐거움의 느낌을 불교
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의 마음 작용에 대한 연구는 빨리
어 경전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사념처 중심의 수행의 관점에서 주로 이뤄졌다. 본
연구에서는 雜阿含經 등 한역 경전을 중심으로 二受, 즉 身受와 心受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기존에 거의 검토되지 않았던 七處善을 마음 작용과 수행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성인은 행복이나 즐거움의 느낌을 身受로만 느끼지만 범부는 心受로 느끼면서 탐착
이나 진에심이 일어난다. 불교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포장하는 다양한 대상이나 느낌을 증폭시키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관찰하
도록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I. 논의제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는 모두가 괴로움[一切皆苦]이라는 가르침이
의미하듯이, 불교는 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버리고 출세간을 지향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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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2069). 이 글은 서강대 철학연구소 대학
중점연구사업단과 철학과 BK21+ 사업팀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공동학술 심
포지움(2016년 6월 11일), “행복과 치유: 불행을 넘어서”에서 발표한 ｢행복에
대한 마음작용과 불교적 이해｣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158 철학논집(제46집)

교이다. 불교 교리사의 전개 과정에서 대승의 보살 사상은 이러한 부정성에
대해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성을 염리하
여 현상 세계를 떠나 종교적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라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 행복 또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 ‘sukha’는 감정이나 마음 작
용과 관련되어 주로 사용된다. 漢譯 경론에서는 이에 대한 역어로 ‘樂’, ‘安
樂’, ‘快’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불교에서 행복의 느낌은 ‘vedanā’(受)
의 작용을 통해 감수된다. 이러한 마음 작용은 불교에서 다른 다양한 마음
작용들과 연결되거나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정신적인 행복의 느낌과 몸이나 육체적인 행복의 느
낌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실체성에 대한 부정적 성격이 주된
흐름인 불교에서 행복을 느끼고 향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불교 수행의 틀에서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일까? 본 논
문은 이러한 점을 행복을 느끼고 향수하는 心身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마음 작용의 문제가 경계 대상을 인식하
는 산냐(saññā, 想)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五蘊에서 想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전달된 다양한 정보들을 자아중심적인 가치를 개입시키는 인식과
정1)으로 이해되고 여기에서 가치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
다.2) 감수 작용과 관련해서 검토될 때는 사념처 수행을 중심으로 검토되었
으며, 특히 정준영은 大念處經을 중심으로 일련의 심도있는 연구성과를
제시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이나 고통 등 마음 작용을 감수 작용을
1)

2)
3)

김준호, ｢초기불교의 산냐(saññā)개념과 五蘊說｣, 大同哲學, 제20집, 대동철학
회, 2003, 19.
김준호, ｢초기불교의 산냐(saññā)개념과 五蘊說｣, 9.
정준영, ｢대념처경에서 나타나는 심념처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학, 제53
집, 한국불교학회, 2009; 정준영, 대념처경(Mahāsatipaṭṭhāna sutta)에서 보이는
수념처(受念處)의 실천과 이해, 불교학연구, 제7호, 불교학연구회, 2003; 이
논문은 수념처의 각각의 느낌들을 선정 수행과 연결시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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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七處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역 경전 특히 雜阿含經의 감수 관련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오온의 존재적 측면과 수행적 측면
불교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은 五蘊說을 통해 설명된다. 色(rūpa)은
육체를 의미하고 受(vedanā)는 감수나 지각, 想(saññā)은 인식, 行은 마음의
현상들, 識은 요별이나 식별을 의미하는 정신적인 측면으로 구별된다. 초기
불교에서 오온에 대한 설명은 존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항상하는 ‘나
[我]’를 부정하기 위하여 제시된다. 雜阿含經에서는 오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五受陰이 있으니, 色受陰, 受, 想, 行, 識受陰을 말한다. 어리석어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지혜가 없고 미혹함 때문에 오수음에 대해 아견을 일
으키고 그에 얽매이기 때문에 마음이 얽매이고 집착되어 탐욕이 생겨난다.
비구여! 가르침을 많이 배운[多聞] 성스러운 제자들은 지혜가 있고 미혹되
지 않아, 이 오수음에 대해 ‘나’라고 하는 견해에 얽매이고 집착하여 마음
이 얽매이고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4)
“비구여!···색은 항상하는가, 무상한가?”
비구가 붓다에게 아뢰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여! 무상한 것이라면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가르침을
많이 배운 훌륭한 제자들이 어찌 그 가운데 ‘나’라고 보고 ‘나와 다른 것’
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있다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붓다에게 아뢰었다.
[···] “비구여! 가르침을 많이 배운 훌륭한 제자들은 이 오수음에 대해 ‘나
4)

雜阿含經(T2) 16a. “有五受陰. 謂色受陰，受、想、行、識受陰。愚癡無聞凡夫
無慧無明，於五受陰生我見繫著，使心繫著而生貪欲。比丘！多聞聖弟子有慧有
明，於此五受陰不為見我繫著，使心結縛而起貪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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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관찰함으로써 세
간의 모든 것에 대해 취할 것이 없게 되며,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내 생은 다했고, 청정행을 이미 이루었다. 해야할 바를 다 했기에
스스로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5)

위의 세존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세존은 인간 존재를 오온
으로 설명하면서 각각에 대해 항상하는 ‘나’가 없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오온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현상 세계의 모든 대상으로까지 항상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탐욕을 버리도록 이끈다. 오온
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자들을 지칭하는 ‘多聞’, 즉 가르침을 많이 배웠음
을 의미하는 수식어에도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야 한다.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비구는 알아야 한다.
만약 색에 대해 듣고서 이것에 대해 염리심이 일고 탐욕을 여의고 멸진하
고 적정의 법이 된다고 한다면, 다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
에 대해 듣고서 염리심이 일고 탐욕을 여의고 멸진하고 적정의 법이 된다
고 한다면, 다문 비구라고 말한다. 이것이 여래가 설명하는 ‘다문’이라는
것이다.6)

‘多聞’은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그 내용을 알고서 ‘나[我]가 아닌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관찰로부터 염리와 멸진, 적정의 법 등의
수행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열반을 증득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5)

雜阿含經(T2) 7c. “比丘！於意云何？色為是常、為無常耶？ 比丘白佛, 無常。
世尊！ 比丘！若無常者，是苦耶？ 比丘白佛, 是苦。世尊！ 比丘！若無常、
苦，是變易法，多聞聖弟子寧於中見是我、異我、相在不？ 比丘白佛, 不也，世
尊！… 比丘！多聞聖弟子於此五受陰見非我、非我所。如是觀察，於諸世間都無
所取，無所取故無所著，無所著故自覺涅槃, 我生已盡，梵行已立，所作已作，自

6)

知不受後有。
雜阿含經(T2) 5c. “諦聽，善思，當為汝說。比丘當知，若聞色是生厭、離欲、
滅盡、寂靜法，是名多聞. 如是聞受、想、行、識，是生厭、離欲、滅盡、寂靜
法，是名多聞比丘，是名如來所說多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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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 오온은 단지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행과 종교적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온을

특히

번뇌의

문제와

함께

설명할

때는

五取蘊(pañca

upādāna-kkhandha)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取蘊’은 ‘취착의 대상(gocara)인 무
더기들이 취착하는 무더기들’로 설명되듯이, 번뇌가 함께 하고 취착하기 마
련인 것7)을 의미한다. 잡아함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짐’으로 표현된다.
무엇을 무거운 짐[重擔]이라고 하는가? 오수음을 말한다. [···] 무엇을 취착
하는 짐[取擔]이라고 하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애착, 탐욕, 기뻐함이
있는 갖가지 것에 즐거워하여 집착하는 것이다. 무엇을 버려야할 짐[捨擔]
이라고 하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애착, 탐욕, 기뻐함이 있는 갖가지 즐
거워하여 집착하는 것들을 영원히 끊어 남김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완전
히 소멸하는 것이다.8)

경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오취온은 번뇌가 함께 하는 무거운 짐으로서
탐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
이 된다. 오온에서 신체를 의미하는 물질적인 色은 존재 요소만이 아니라
관찰하는 대상과 그 영역까지 포함한다. 六處로 설명되는 眼ㆍ耳ㆍ鼻ㆍ舌ㆍ
身ㆍ意의 여섯 감각 기관과 그에 대응하는 色ㆍ聲ㆍ香ㆍ味ㆍ觸ㆍ法의 감각
대상은 ‘세상’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다.9) 경에서 육처를 육입처로 번역하
는 이유는 ‘āyatana’(處)의 의미가 ‘ā(near to, toward)+√yat(to extend)’에서 파
생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란 의미로 ‘入’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외에 오온은 수행의 관점에서도 설명되는데, 오음과 오음의 원인[集],
滅, 滅道, 味, 患, 離의 七處善에 대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7)
8)

붓다고사 지음, 청정도론 2, 대림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009, 497~498.
雜阿含經(T2) 19a “云何重擔？謂五受陰。何等為五？色受陰，受、想、行、識
受陰。

9)

｢云何取擔？當來有愛，貪、喜俱，彼彼樂著。

｢云何捨擔？若當來有

愛，貪、喜俱，彼彼樂著永斷無餘已、滅已，吐、盡、離欲、滅、沒。”
雜阿含經(T2) 91a. “佛告婆羅門：｢一切者，謂十二入處，眼色、耳聲、鼻香、
舌味、身觸、意法，是名一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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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색은 일체의 四大와 사대 요소
로 색이 이뤄진 것이다. [···] 색의 원인을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색의 원인이라고 한다. [···] 색의 멸을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멸하는 것을 색의 멸이라
고 한다. [···] 색의 멸도를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견, 정지, 정
어, 정업, 정명, 정방편, 정념, 정정인 팔성도를 색의 멸도라고 말한다. [···]
색의 맛을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색의 인연으로 희락이 발생하
는 것을 말한다. [···] 색의 과한을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색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고 바뀌는 법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 색의
여읨을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색에 대해 탐욕을 조복시키고 탐
욕을 끊고 탐욕을 초월하는 것을 색의 여읨이라고 말한다.(受 이하의 내용
도 이와 같은 논리로 설명된다.)10)

색으로 대표되는 오온은 수행의 실천적 측면에서도 설명된다. 그런데 여
기에서 ‘여실하게 안다는 것’이 강조되듯이, 감각 기관과 대상 그 자체의
속성보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인식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온설이 단지 존재의 분석이라는 범주뿐만 아니라 수행론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이유는 지각의 공능과 그 지각이나 감각의 대상
이 접촉을 통하여 인식이 일어나고 마음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III. 感受와 마음 작용
오온에서 色은 존재 요소에 대한 내용이면서도 지각의 대상으로서 외적
인 것이지만, 受ㆍ想ㆍ行ㆍ識은 마음 현상과 작용이 일어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이다.
10)

雜阿含經(T2) 10a. “云何色如實知？諸所有色、一切四大及四大造色，是名為
色...云何色集如實知？愛喜是名色集 … 云何色滅如實知？愛喜滅是名色滅...云何
色滅道跡如實知？謂八聖道——正見、正志、正語、正業、正命、正方便、正
念、正定，是名色滅道跡 … 云何色味如實知？謂色因緣生喜樂，是名色味...云何
色患如實知？若色無常、苦、變易法，是名色患...云何色離如實知？謂於色調伏欲
貪、斷欲貪、越欲貪，是名色離，如是色離如實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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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을 통해 느끼는 행복이나 즐거움, 괴로움 등의 느낌은 受(vedanā)의
감수 작용으로 설명된다. 내적인 감각 기관이 외적 대상과 접촉[觸]함으로
써 감수 작용이 일게 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심리 현상과 마음 작용이 일
어나게 된다. 붓다는 감수 작용에 대해,
三受가 있는데, 樂受, 苦受, 不苦不樂受이다. 촉이 일어나는 것은 수가 일
어나는 것이고, 촉이 멸하는 것은 수가 멸한다는 것이다.11)

라고 설명한다. 감수 작용은 감각 기관과 대상의 접촉[觸]과 함께 이뤄진
다. 대상에 대한 지각은 眼ㆍ耳ㆍ鼻ㆍ舌ㆍ身ㆍ意의 六根과 각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色ㆍ聲ㆍ香ㆍ味ㆍ觸ㆍ法의 六境, 그리고 眼識 등의 六識이 화
합하여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잡아함경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눈[眼]과 색을 조건으로 하여 안식이 생겨난다. 이 셋이 화합하여 접촉[觸]
이다. 이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受가 있고, 受를 조건으로 하여 愛가 있고
[···]12)
눈[眼]과 色을 조건으로 眼識이 생겨난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한 것이 접촉
[觸]이며, 접촉으로 受, 想, 思가 함께 생겨난다.13)

빨리어 경전인 Majjhima Nikāya에도 지각과 인식의 전개 과정에서 접촉
이후에 감수 작용과 인식 등이 분리되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벗이여! 受와 想, 識, 이 상태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을 각각 구별해서 차이를 알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14)
11)

雜阿含經(T2), 122a. “有三受——樂受、苦受、不苦不樂受。觸集是受集、觸滅

12)

是受滅.”
雜阿含經(T2), 54c. “緣眼、色，生眼識，三事和合觸，緣觸受，緣受愛 …”
雜阿含經(T2), 87c. “眼、色緣生眼識，三事和合觸，觸俱生受、想、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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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에서 受, 想, 思15)는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경전임에도, ‘[根, 境, 識] 이 세 가지가 화합하는 것
이 觸이고, 觸이 발생하고서 受가 있고, 受가 발생하고서 思가 있고, 思가
발생하고서 想이 있다.’16)고 차제적으로 설명하거나 ‘觸을 조건으로 受가
있고...觸을 조건으로 想이 있고...觸을 조건으로 思가 있고...觸을 조건으로
愛가 있고...’17)로 표현하고 있듯이 이들이 분별적으로 발생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저 觸을 조건으로 하는 受가 ‘나’[我]인가 ‘나와 다른 것’[異我]
인가,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인가 아닌가?”18)라는 이어진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하는 ‘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분석과
해체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차제적인 발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이러
한 논증과 관계없이 설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파들의 주장을 통해
보다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겠지만, 연기의 조건 발생과 같은 가르침의 형식
에 따라 설명된 것으로 보인다.19)
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감수 작용은 육근의 작용에 따라 여섯 가지의
受가 생기게 된다. 眼ㆍ耳ㆍ鼻ㆍ舌ㆍ身의 경우는 色을 의지처로 하기 때문
에 身受이고 意는 마음(citta)을 의지처로 하기 때문에 心受로 구분한다.20)
14)

15)

MN 43. “Yā cāvuso, vedanā yā ca saññā yañca viññāṇaṃ—ime dhammā
saṃsaṭṭhā, no visaṃsaṭṭhā. Na ca labbhā imesaṃ dhammānaṃ vinibbhujitvā
vinibbhujitvā nānākaraṇaṃ paññāpetuṃ. …”
思는 ‘cetanā’로서 ‘의욕’,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서, ‘vitakket’(깊이 생각함)으
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고익진,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 동국대
출판부, 1990, 83; 이필원, ｢초기불교의 정서 이해｣, 인문논총, 제67집, 서울

16)
17)
18)
19)

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31.
雜阿含經(T2), 54a. “此三法和合觸，觸已受，受已思，思已想.”
雜阿含經(T2), 74b~c 참조.
雜阿含經(T2), 74b. “彼觸緣受是我、異我、相在不？”
受ㆍ想ㆍ思의 전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리 현상이나 마음 작용의 전개와 관련해서 좀 더 검토

20)

할 필요가 있겠다. 보다 상세한 검토는 본 논문의 주제와 방향을 고려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俱舍論(T29), 52c. “從此生六受 五屬身餘心 論曰。從前六觸生於六受。謂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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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受와 心受, 이 두 관계에 대해서는 잡아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한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아서 극심한 고통이 일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어리
석은 범부는 역시 다음과 같이, 身受와 心受, 두 감수를 증장시키며 극심
한 고통이 생기게 된다. 왜 그런가?
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오욕에 대해 즐거운 느낌[樂受]의 접촉이 생기고 오욕의 즐거움을 감수한
다. 오욕의 즐거움을 감수하기 때문에 貪隨眠에 부림을 받는다. 괴로움 느
낌[苦受]의 접촉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진에심이 생기게 된다. 진에심이
생기기 때문에 瞋隨眠에 부림을 받는다. 이 두 감수에 대해, 일어남이든
없어짐이든 만족하든 過患이든 벗어남이든,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여실하
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생기고, 癡睡眠의
부림을 받는다. [···]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제자에게는 몸에 접촉으로 괴로
움의 느낌이 있어도 [···] 오직 하나의 느낌인 身受만이 있을 뿐이고 心受
는 발생하지 않는다.21)

여기에서 보면, 이미 受의 작용에서 잠재된 번뇌인 隨眠이 표면에 나타
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고 일체 번뇌의 근본인 탐진치와 연계되어 있다.
受(vedanā)의 어원에서 ‘알다’(√vid)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듯이,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즐거움이나 괴로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아닌 것으로 아
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22) 漢譯에서 受를 ‘領納’23)으로 이해하는 것
觸所生受至意觸所生受。六中前五說為身受。依色根故。意觸所生說為心受。”
21)

참조.
雜阿含經(T2), 120a. “以彼愚癡無聞凡夫不了知故，於諸五欲生樂受觸，受五欲
樂，受五欲樂故，為貪使所使；苦受觸故，則生瞋恚，生瞋恚故，為恚使所使。
於此二受，若集、若滅、若味、若患、若離不如實知；不如實知故，生不苦不樂

22)

受，為癡使所使。…多聞聖弟子身觸生苦受…唯生一受，所謂身受，不生心受。”
윤희조, ｢영역과 기능의 관점에서 본 프로이드의 자아와 아비담마의 마음작용｣,

23)

동서철학연구, 제7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 207.
감수 작용과 觸, 領納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기열, ｢불교인식론의 ‘의지각’과
‘자기인식’을 위한 구사론의 受(vedanā)에 관한 고찰｣, 인도철학, 제40집, 인
도철학회, 2014, 86~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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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이유이다. 일체 번뇌의 근본이 되는 탐진치인 삼독심이 감수 작용
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서 수행의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대상에 대한 접촉 이후의 마음 작용을 통하여 수행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은 대상에 대한 능동적 접근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
약 이러한 과정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면 종교적 수행으로 전환하
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감관과 그 대상의 연결이 이뤄질
때, 해당되는 감관의 識이 작용해야 접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미 접촉에
서도 이러한 능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아함경에는 이와 관련된 내
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벗들이여! 자신 안에 있는 눈이 파괴되어 있다면 외부의 색은 빛을 받아
비취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하는 것이 없고 안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벗
들이여! 자신 안에 있는 눈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색은 빛을 받아
비춰지고 주의[念]하고 안식은 생겨난다.24)

이 내용과 상응하는 빨리어 경전(MN)25)에는 안의 눈, 외부의 색, 그리고
24)

25)

中阿含經(T1), 467a. “諸賢。若內眼處壞者。外色便不為光明所照。則無有念。
眼識不得生。諸賢。若內眼處不壞者。外色便為光明所照。而便有念。眼識得
生。
MN 28:27 Ajjhattikañceva, āvuso, cakkhuṃ aparibhinnaṃ hoti, bāhirā ca rūpā na
āpāthaṃ āgacchanti, no ca tajjo samannāhāro hoti, neva tāva tajjassa
viññāṇabhāgassa pātubhāvo hoti. Ajjhattikañceva, āvuso, cakkhuṃ aparibhinnaṃ
hoti bāhirā ca rūpā āpāthaṃ āgacchanti, no ca tajjo samannāhāro hoti, neva tāva
tajjassa viññāṇabhāgassa pātubhāvo hoti. Yato ca kho, āvuso, ajjhattikañceva
cakkhuṃ aparibhinnaṃ hoti, bāhirā ca rūpā āpāthaṃ āgacchanti, tajjo ca
samannāhāro hoti. Evaṃ tajjassa viññāṇabhāgassa pātubhāvo hoti. (벗들이여! 만약
안에 있는 눈이 파괴되지 않아도, 외부에 있는 갖가지 색이 인식 범위로 들어
오지 않고, 적절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식의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벗들이여! 만약 안에 있는 눈이 파괴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갖가지 색이 인식 범위로 들어오더라도 적절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것에 대응하는 식의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벗들이여! 만약 안에 있는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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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범위로 들어오는가에 따라 지각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구분하고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질 때만 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여기에서 ‘주의’(samannāhāra, 한역에서는 ‘念’으로 번역됨)는 외부 대상
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26) 마음 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설명하는 瑜伽師地論에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작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안으로 눈이 파괴되지 않고 외부의 색이 현전한다고 하더라도...작의가 바
로 일어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때 그것에서 발생하는 안식에서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 이르기까지 끝내 발생할 수 없다.27)

유식에서는 作意를 觸, 受, 想, 思와 함께 遍行心所에서 설명한다. 이것은
일체의 대상에 대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작용으로서, 외부 대상이 있
고 감관에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외부 대상이 인식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한 지각이 이뤄지게 된다.
그렇다면 작의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 瑜伽師地論
에서는 대상에 대한 애착이 있게 되는 欲力, 그 생의 형상을 취하게 되어
이미 인식을 갖게 되는 念力, 대상 경계에 대해 이미 마음이 들어 현전하는
경우 이미 그 생에 대한 작의가 발생하는 境界力,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
이미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대상 경계에 대한 작의가 자주 발생하는 數
習力으로 말한다.28) 이 네 가지 원인은 각각 미래, 과거, 현재 그리고 삼세

26)

파괴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갖가지 색이 인식 범위에 들어오더라도 적절한
주의가 없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식의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관저푸(關則富)의 연구에 따르면, nimitta(相)와 인식대상으로서의 法이 인식의
대상으로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從佛教對

27)

28)

經驗世界的分析探討念身與四念處的理論基礎及一致性｣, 正觀雜誌, 第41期, 正
觀雜誌社, 2007, 21.
瑜伽師地論(T30), 652a. “云何作意闕故心不得生。謂雖有內眼處不壞外色處現
前。...若無能生作意正起。爾時由彼所生眼識乃至意識終不得生。”
瑜伽師地論(T30), 291a. “云何能生作意正起。由四因故。一由欲力。二由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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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두 통용되는 것29)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지각은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현전하는 다양한 상황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온의 수행적 측면은 접촉
이후의 감수 등의 마음 작용뿐만 아니라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즉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V. 자신과 일체 현상에 대한 관찰과 수행
1. 苦樂에 대한 마음 작용과 수행

행복이나 불행,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느끼고 향유한다는 표현은 몸과 마
음에서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대표되는 오온
에서는 색온만을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초기경전에서부터 신체와 정신적인 측면에서 수
행의 대상을 분석하고 관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四念處 수행이다.30)
力。三由境界力。四由數習力。云何由欲力。謂若於是處心有愛著。心則於彼多
作意生。云何由念力。謂若於彼已善取其相已極作想。心則於彼多作意生。云何
由境界力。謂若彼境界或極廣大。或極可意正現在前。心則於彼多作意生。云何
由數習力。若於彼境界。已極串習已極諳悉。心即於彼多作意生。”(무엇이 작의
가 바로 생기하도록 하는 것인가? 네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욕
력이며, 둘째는 염력이며, 셋째는 경계력이며, 넷째는 삭습력이다. 무엇 때문
에 욕력이라고 하는가? 어느 대상 경계에 대해 애착이 있으면 마음은 그 대
상에 대해 여러 차례 작의가 일어나게 된다. 무엇을 염력이라고 하는가? 그
대상에 대해 이미 그 형상을 취해버렸다면, 이미 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
29)

30)

고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 여러 차례 작의가 발생하게 된다.)
瑜伽師地論略纂(T43), 21a. “如其次第。緣未來過去現在境界。第四一力。通緣
三世.”
초기불교에서 사념처 수행의 내용은 대념처경과 입출식념경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찰의 과정이 다르게 설명된다. 그러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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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수행의 관찰 대상을 身ㆍ受ㆍ心ㆍ法의 네 가지로 정하고 각 대상에
대한 분석적 관찰과 해체를 통하여 철저히 경험화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신념처는 몸의 각 자세와 동작은 물론 호흡까지 포함하여 몸과 관련된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 죽은 뒤의 몸
의 변화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탐욕을 여의도
록 한다.
수념처의 아홉 가지 느낌에 대한 관찰은 ① 樂受 ② 苦受 ③ 不苦不樂受
④ 食樂受 ⑤ 不食樂受 ⑥ 食苦受 ⑦ 不食苦受 ⑧ 食不苦不樂受 ⑨ 不食不
苦不樂受이다.3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樂/苦), 집착이 있
고 없음(食/不食)을 느끼는 감수 작용이 일어날 때, ‘나는 지금 즐거움을 느
낀다.’는 등의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통하여
각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고 모든 현상들에 대한 무상함으로까
지 확장하게 된다. 그리고 감수는 갈애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일어남
과 사라짐을 관찰하고 통제함으로써 갈애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심념처는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외부
자극에 대해 화가 나거나 불안해하는 등의 마음을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으
로서 감정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다.32)
법념처는 일체 현상에 대한 것으로 무상, 탐냄, 소멸, 버림 등 통찰의 결
과로 얻어지는 내용도 그 대상이 된다.33)
즐거움을 관찰할 때에는 괴로움을 생각해야 하고,
괴로움의 느낌은 칼에 맞은 것과 같이 해야 하고,

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임승택, ｢나까야와 구사론
에 나타나는 사념처의 비교｣, 보조사상, 제40집, 보조사상연구원, 2014,
31)
32)
33)

236~247 참조.
增一阿含經(T2), 568b~c 참조. 경에서는 受를 ‘痛’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준영, ｢대념처경에 나타나는 심념처에 대한 연구｣, 208 참조.
임승택, ｢나까야와 구사론에 나타나는 사념처의 비교｣,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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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관찰할 때
무상하고 적멸인 생각을 수습해야 한다.
이를 올바로 보는 성취자인 비구라고 말하니,
적멸의 안락도로서 가장 마지막에 머무르며,
영원히 모든 번뇌를 여의고
모든 마군을 굴복시킨다.34)

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감수 작용의 관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소멸하는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즐거움을 괴
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념처의 수행 과정을 통하여 無
常을 터득하고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발생하고 열반의 장애가 되는 번뇌
로 전개되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념처에서 강조하는 ‘여실한 관찰’은 자극에 대한 느낌을 ‘身受’에 머무
르도록 하는 것이다. 내적이나 외적인 어떤 자극에 대한 범부와 수행자의
반응의 차이는 그 대상에 대해 ‘心受’로 이어지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게
되는가 아니면 ‘身受’의 단계에서 조절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수로 느끼는 경우, 대상을 즐겁게 느끼게 되면 대상에 대한 탐착의 마음
을 일으키게 되고 괴롭게 느끼게 되면 대상에 대해 진에의 마음을 일으키
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반의 증득이라는 종교적 완성의 측면에서 보면
즐거운 느낌이라도 부정적인 괴로움이 된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心受의 작용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되어야 할까?
身受의 영역에 머무르는 경우는 대상과의 감각 기관, 그리고 그 작용이 이
뤄지는 접촉 이후에 더 이상의 부정적인 마음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미 성자의 지위에 오른 수행자들의 경우도 身受의 단계에서 각종 대상과
자극에 대한 느낌을 지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심수
의 경우는 범부의 마음 작용으로 이어져 다양한 마음 현상과 작용이 일어
나게 된다는 점에서 열반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즉 종교적 완성에 이롭지
못한 부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느낌에서 괴로움’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身受가 아닌 心受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가
34)

雜阿含經(T2), 119a. “觀樂作苦想 苦受同劍刺 於不苦不樂 修無常滅想 是
則為比丘 正見成就者 寂滅安樂道 住於最後邊 永離諸煩惱 摧伏眾魔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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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되는 이유는 受念處의 수행을 통해 여실하게 관찰함으로써 無常을
터득하고 염리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염리심은 외적 대상을 추구하려는
세간에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 태도를 가
져오도록 한다.35)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으로 접하게 되는 어떤 대상이나
자극에 대해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의 느낌이 아닌 괴로움의 느낌이
라고 전환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心受로 느끼는 마음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 작용의 전개 과
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七處善의 실천 수행

불교에서 실천 수행은 자신과 대상에 대한 올바른 관찰, 여실한 관찰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雜阿含經에서,
즐거운 느낌을 관찰할 때 즐거운 느낌의 貪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나에
속한 것들에 대해 범행을 수습해야 한다. 괴로움의 느낌인 瞋恚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나에 속한 것들에 대해 범행을 수습해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
지도 않은 느낌의 癡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나에 속한 것들에 대해 범행
을 수습해야 한다.36)

고 말하고 있듯이, 생사 윤회의 삼독심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여실한
관찰이 전제된다. 경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七處善으로 종합하여 설명한다.
무엇을 비구의 七處善이라고 하는가? 비구여! 여실하게 색을 알고[如實知
色], 색의 일어남[色集], 색의 소멸[色滅], 색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고[色
滅道跡], 색의 맛[色味], 색의 근심거리[色患], 색의 여읨[色離]을 여실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이 受、想、行、識도 같이 설명된다.)37)
35)

양정연, ｢초기 경전에 나타난 善終의 의미｣, 선문화연구, 제15집, 한국불교

36)

선리연구원, 2013, 55.
雜阿含經(T2), 119b. “觀於樂受, 為斷樂受貪使故, 於我所修梵行. 斷苦受瞋恚
使故, 於我所修梵行. 斷不苦不樂受癡使故, 於我所修梵行.”

172 철학논집(제46집)

七處善은 일곱 가지에 능통한 것으로서, 세 가지의 관찰[三種觀義]과 함
께 번뇌를 다하여 해탈을 증득하는 과정에서 설명된다.38) 오온 가운데 色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如實知色는 일체가 地ㆍ水ㆍ火ㆍ風의 사대요소로 이
뤄졌다는 것을 아는 것, 色集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喜樂], 色滅은 색의
소멸을 아는 것으로 그 喜樂을 소멸하는 것, 色滅道跡은 색의 소멸로 이끄
는 길의 수행하는 八正道, 色味는 색의 인연으로 희락이 생겨나는 것이고,
色患은 색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色離은 색에
대해 탐욕을 조복시키고 끊고 초월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受와 想, 行의 경
우는 눈을 비롯한 감각 기관의 접촉으로 생겨나고 이것을 여실하게 아는
것을 여실하게 색을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39)
칠처선의 설명을 보면, 관찰은 경계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이 수행 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일곱 가지 가운데 앞의 知色, 色集, 色滅, 色滅道跡은 현
상 세계가 항상하지 않는 괴로움이라는 가르침[苦聖諦], 현상 세계가 괴로
움인 원인은 무명과 번뇌 때문이라는 가르침[集聖諦], 이 모든 번뇌를 소멸
시켜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반의 가르침[滅聖諦], 그리고 종교적
완성의 길로서 열반과 해탈을 얻는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의 가르
침[道聖諦]인 사성제의 내용과 일치한다.
칠처선을 수행의 전 과정으로 볼 때, 칠처선의 나머지 味, 患, 離는 외부

37)

38)

雜阿含經(T2), 10a. “云何比丘七處善？比丘！如實知色、色集、色滅、色滅道
跡、色味、色患、色離如實知；如是受、想、行、識，識集、識滅、識滅道跡、
識味、識患、識離如實知。”
雜阿含經(T2), 10a. “有七處善、三種觀義。盡於此法得漏盡，得無漏，心解
脫、慧解脫，現法自知身作證具足住：我生已盡，梵行已立，所作已作，自知不
受後有。”(일곱 가지에 능통[七處善]하고 세 가지의 관찰[三種觀義]을 하는
이러한 법에 대해 궁구한다면 번뇌가 다하여 심해탈과 혜해탈을 얻는다. 금
생에 나는 이 몸으로 증거하고 달성하여 유지하고 있으니, “내 생애는 다하

39)

고 범행은 이미 이뤘으며 해야 할 바를 다 하였으니, 다음 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雜阿含經(T2), 10a~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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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데 작용하며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실천적인 수
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色集은 색의 집기가 이뤄지는 원인이지만,
色味은 색을 인연으로 해서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味’는 빨리어 ‘assāda’의
번역어로 ‘맛(taste), 달콤함(sweetness), 즐김(enjoyment), 만족(satisfaction)’40)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色味는 색에 대한 집착으로 지속적으로 만족을 추구하
는 욕구가 동반된다. ‘患’은 색을 비롯한 대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에
여실하게 아는 계기가 된다. 만약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윤회 세계를
계속 전전하게 된다. 色뿐만 아니라 눈, 귀, 코 등의 여섯 감각 기관과 그
대상 등 자신을 포함하여 일체 현상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통해 그 속성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하고 기쁨과 탐욕을 여
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탈을 이루게 된다.41)
세 가지의 관찰[三種觀義]은 五蘊, 六入, 十八界에 대한 관찰이다.42) 관찰
대상은 자신을 포함한 현상 세계로서, 여실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그 속성이
항상하지 않고[無常], 괴로운 것[苦]이며, 변화하고 바뀌는 것[變易]43)임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
成實論에서는 칠처선과 삼종관의의 관계에 대해 전자는 聞慧와 思慧,
후자는 修慧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대하여 선후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데,44)
삼종관의의 내용을 보면 관찰이 바로 수행의 실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칠
40)
41)

42)

Pali-English Dictionary(PTS), 104.
雜阿含經(T2), 49b. “於眼當正思惟、觀察無常。所以者何？於眼正思惟、觀察
無常故，於眼欲貪斷，欲貪斷故，我說心正解脫。耳、鼻、舌、身、意，正思
惟、觀察故，欲貪斷欲貪斷者，我說心正解脫.” 참조.
雜阿含經(T2), 10c. 참조. “云何三種觀義？比丘！若於空閑、樹下、露地，觀
察陰、界、入，正方便思惟其義，是名比丘三種觀義。”(비구여! 한적한 나무 밑
이나 노지에 있는 경우, 五蘊, 六入, 十八界를 관찰하고 올바른 방편으로 그
의미를 잘 사유하는 것을 비구의 세 가지 관찰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

43)
44)

용이 七處三觀經에는 몸과 오온, 육입처를 세 가지 관찰로 설명하고 있다.
“觀身為一色，觀五陰為二，觀六衰為三，故言三觀”(七處三觀經(T2), 876b)
雜阿含經(T2), 10a. “云何色患如實知？若色無常、苦、變易法，是名色患.”
成實論(T32), 370c~371a. “… 七方便名聞慧、思慧...習學三種。先聞、思慧，
然後修慧.”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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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선인 蘊, 蘊集, 蘊滅, 蘊滅道跡, 蘊味, 蘊患, 蘊離는 오온을 대상으로 일곱
가지 경우로 여실한 관찰이 이뤄져야 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이 가운데 蘊,
蘊集, 蘊滅, 蘊滅道跡의 네 가지를 보편적인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蘊味, 蘊患, 蘊離인 세 가지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개인의 종교적 수
행의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각되는 행복이나 불행
에 대한 느낌을 불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불교 전통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계는 윤회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구체적인 현장이다. 이 속에서 유형, 무형
의 대상과 상황을 접하면서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다양한 느낌과 마음 작
용을 경험하게 된다.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인 열반은 괴로움의 세계인 이
‘苦海’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이 진리로 인정되
는 한, 현재의 삶에서 의미있는 것은 열반을 향한 종교적 완성에 도움이 되
는 것만이 유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마음 작용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온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이면서도 올바른 관찰을 통해 무상과 고,
무아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실천 수행의 내용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에서
이러한 내용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설명된다. 사념처의 수행은 우리가 인
식하고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 분명한 관찰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고 지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한다. 이러한
수습 과정에서 외부와 내부의 각종 자극과 느낌이 다른 마음 작용으로 이
어지게 되는 필연성은 부정된다.
대상을 지각하게 되는 접촉의 순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대상을 향하
는 능동성이 작용한다. 지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주의할 수 있
어야 한다. 유식에 따르면 作意의 변행심소가 접촉과 함께 작용해야만 안식
등의 작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수 작용에도 이러한 능동성은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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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동안 대상에 대한 탐착이나 진에심 등은 인식이 이뤄지는 想과 관
련되어 검토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은 想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촉이 일어나
고 감수 작용이 이뤄질 때, 이미 경험이 이뤄지는 지각 대상에 대한 마음
작용이 능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탐착이나 진에심 등의 문제는 接觸,
感受와 관련되어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수행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 ‘여실한 관찰’은 감수 작용을
身受의 단계에서 제어하는 것이다. 수행자와 범부의 차이는 바로 감수 작용
에서 心受로 그 자극이나 지각, 인식을 느끼는가, 그리고 이 느낌을 통해
대상에 대한 애착이나 진에 등의 삼독심을 일으키는가에 있다. 사념처 수행
과 七處善의 수행 과정을 보면 心受의 단계를 통해 무상과 고, 무아를 체득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염리심을 일으키고 열반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心受 단계는 범부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수행자의 삶을 지향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즐거움, 불행이나 괴
로움 등의 느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心受로 이러한 마음 작용들
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한 탐착이나 진에심으로 연계되는 것을 경계한
다. 불교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포장하는 다양
한 대상이나 느낌을 증폭시키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관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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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Feelings of Pleasure and Pain:
Focused on Saṁyuktāgama-sūtra
Yang Jeong-Yeon
(Hallym Univ.)
This article aims to study how the feelings of happiness or pleasure can be
understood in Buddhism. The previous studies about mental factors focused on
the four bases of mindfulness(cattāro sati-paṭṭhānā) in Pāli texts. This study
examines the two kinds of feelings, i.e. bodily sensations(身受) and mental
feeling(心受) and the seven cases which have not been well studied in
Saṁyuktāgama-sūtra(雜阿含經).
A sage feels the happiness or pleasure from the bodily sensations. But an
ignorant person feels it from the mental feelings and attachment or aversion
arises from the mental functions. Buddhism emphasizes that we should
understand things as they really are in our daily lives and introspect ourselves
in the process of religious practices.
Key words: Pleasure and Pain, Bodily Sensation, Mental Feeling, Happiness,
Seven Cases, Saṁyuktāgama-sū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