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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메일을 열어 보았을 때 

주문서가 있다면 힘을 받는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다. 일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

이 몇 개 된다. 여행기를 쓰는 것도 의무적으로 쓰고 있다. 여행을 다녀 

왔으면 여행기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리랑카 순례기를 쓰고 있는데 가야 할 길이 많다. 한편의 여행기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노고가 따른다. 단지 사진을 보고서 설명하는 식

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도의 열정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자료 조사가 이어져야 하고 경전문구도 집어 넣어야 한다. 

 

글쓰기 중에서 여행기 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기억

에 남는 여행기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행

기를 써야 한다는 마음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마치 일감이 있는 것

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책을 만드는 것이다. 한달에 최소한 

네 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까지 쓴 것을 따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책 만드는 것도 일감이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일감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일감이 있으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생계를 

위한 일감도 있지만 축적의 삶을 살기 위한 일감도 있다. 여행기를 쓰는 

것이나 책을 만드는 작업도 축적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왜 축적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남는 것은 글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남아 나지 않는다. 늘 마이너스 상태이다. 그러나 한번 

써 놓은 글은 남아 있다. 

 

한번 작성한 글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놓는다. 

검색하면 걸리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먼 훗날 읽어 보면 “내

가 이런 글을 썼나?”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깜짝 놀랄 때도 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틈만 나면 글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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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만든다. 글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글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졌기 때문이다. 이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83번째 책을 편집했다. 지금 자판을 치고 있는 것은 83번째 책의 

서문을 쓰기 위한 것이다. 서문이라고 하여 특별나게 쓰는 것은 아니다. 

작성된 글이 늘 현재 시점에서 썼듯이, 역시 서문도 현재 시점에서 느낌

을 적는 것이다. 

 

83번째 책은 2016년 상반기에 대한 기록이다. 여러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일상에 대한 기록이다. 2016년 1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45개의 글이 

실려 있다. 제목을 ‘83권 진흙속의연꽃 2016 I’이라고 이름 붙였다.  

 

글은 자유롭게 썼다.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걸림없이 썼다. 일상에서 보

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썼다. 그렇다고 단점이나 불리한 것

까지 쓴 것은 아니다. 단지 쓰기 위해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차를 보면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글도 있다. 목차 17번에 ‘민족사를 

방문하고’ (2016-03-10)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민족사 사장 윤창화 

선생이 한번 보자고 해서 종로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윤창화 선생은 책 이야기를 했다. 책을 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 보았다. 

처음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책을 낼 생각이 없었다. 책을 낼 만한 위인

도 되지 않았다. 고작 인터넷 블로그에 잡문이 쓰는 블로거에 지나지 않

았기 때문에 책 내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윤창화 사장은 블러거에 대하여 무척 궁금했었던 것 같다. 대체 어떤 사

람인지 무척 궁금했었다는 것이다. 윤창화 사장은 책 내는 것에 대해서 

충고했다. 윤창화 선생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과 생각을 정리하여 

책으로 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책을 내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다. 책을 낼 만한 위치에 있지 않

고 책을 내기 위한 사상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창화 사장에게 “그저 그날그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책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주었다.  

 

책을 내기 위한 글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글 쓴 것을 책으로 만드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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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양이 엄청나

게 많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백권을 돌파할지 모른다. 

 

책은 출간하면 좋은 것이다. 널리 이름을 알릴 수도 있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블로그에 있는 글을 엮어서 책을 내는 것

은 어떠할까? 책을 pdf로 만들어 블로그에 올려 놓는 것이다. 누군가 다

운 받아서 본다면 출간하는 것 못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종종 댓글을 받는다. 글을 보고서 감명을 

받았다든가 심지어 희망을 느꼈다고 했다. 이런 글을 접했을 때 일개 블

로그의 글도 타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유튜브에서 최인호 작가에 대한 인터뷰를 보았다. 제목은 ‘인간 '

최인호'가 걸어온 길 [BTN 문학관 2회]’이다. 작가는 작고 했지만 영상

은 남아 있는 것이다. 오래 전에 BTN에서 방영된 것을 최근 유튜브에 올

려 놓은 것이다. 

 

최인호 작가의 인터뷰를 보다가 공감하는 대목을 발견했다. 작가는 “어

딘가에 있는 사람에게 ‘내글이 어떤 삶의 희망이나 어떤 기쁨 그런 식

으로 보내는 하나의 모르스 부호였으면 좋겠다’ 그게 요즘 그런 생각으

로 바뀌었어요.”라는 말을 했다. 작가의 글을 보고서 희망을 발견했다

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최인호 작가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이다. 수많은 글을 썼는데 그 중

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내글이 민들

레 씨앗처럼 날라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글을 읽어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닌 그런 글로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요즘에는 제생각이에

요.”라고 말했다. 

 

최인호 작가는 유명인이다. 유명인이 쓴 글은 누군가에 영향을 주기 마

련이다. 그런데 누가 쓴 글이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명인

이든 무명이든 써 놓은 글은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블로거의 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제 뉴질랜드에서 잠시 귀국한 페이스북친구를 만났다. 그 분은 한때 

내 글을 보고서 삶의 위안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매우 놀

랐다. 일개 미천한 블로그의 글도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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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람들은 글을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글

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언행일치가 안되

는 경우가 많다. 지행합일이 된다면 성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의 글

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늘 배우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학인(學人)이라고 말한다. 한번도 교단

이나 연단에 서 본적이 없다. 강의나 강연, 법문을 해 본적이 없다. 지

금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해 보라고 하면 떨려서 어쩔 줄 모른다. 다만 

글을 쓸 때는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블로거의 글은 골방에서 자판을 두드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다. 다만 경전을 근거로 해서 썼다. 타인이 감명 받았다면 아마

도 소개한 경전 문구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옆에 있는 것

만으로도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이 덩치가 크다면 그것도 영향을 줄 것이

다.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마치 중력의 법칙

이 작용하는 것 같다. 하물며 블로그의 글은 어떠할까? 

 

지금 쓰고 있는 글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지 모른다. 그것이 선한 영

향력이었으면 좋겠다. 최인호 작가의 말처럼 “내글이 민들레 씨앗처럼 

날라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글을 읽어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닌 그런 글

로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2023-02-09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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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두 갈래 길에서 

  

여기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남들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넓고 잘 닦인 

대로(大路)로서 편하다. 그런데 잘 다니지 않는 길은 폭이 좁은 

소로(小路)로서 다니기 불편하다.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길로 가면 사는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럴 경우 남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큰 길로 갔을 때 남을 따라만 가면 된다. 마치 밤길을 운전할 때 앞차를 

따라만 가면 편한 것과 같다. 그런데 나홀로 가는 길에 작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덤불을 헤치며 때로 길을 

내며 나아 가야 한다.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글을 하나 받았다. 법우님이 결심한 것이다. 법우님은 “2월 15 일에 

출가합니다. 현정 파사 하는 마음으로 조계종으로 출가합니다.  제 메일 

공개해서 도움 받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라 하였다. 이전에 올린 

‘출가를 결심한 법우님(2015-12-23)’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서 

장문의 메일을 남겨 주신 법우님이다. 어느 곳으로 출가해야 되는지 

망설였지만 조계종으로 출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정파사하는 마음으로 

출가함을 밝히고 있다. 

  

누구나 출가를 꿈꾼다. 그러나 실행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 설령 

출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심을 유지하는 경우 역시 드물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는 숙세의 인연이 작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누구나 다 가는 대로를 놔두고 남들이 가지 않는 험난한 길을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 아니면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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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스님의 수행일기를 읽었다. 읽을 때 마다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 

그것은 꾸밈 없고 솔직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스님은 이렇게 표현 하였다. 

  

  

2015 년 12 월 25 일(금)맑음 

  

不風流處也風流불풍류처야풍류, 有意氣時添意氣유의기시첨의기 라는 

선시가 있다. 풍류랄 것도 없는 게 오히려 풍류이고, 열의가 일어날 때 

열의를 더 보태라는 말이다. 수행자는 억지 풍류를 부리지 않음이 

오히려 멋이다.  

  

60 년대 70 년대의 중들의 세계는 질풍과 노도(폭력에 물든 불교정화와 

막행막식)의 시대였다. 80 년대 90 년대는 양산박과 풍류의 

시대(무애행과 니힐적인 용맹정진)였다. 2000 년대 이래 구법순례와 

체념의 시대이다. 90 년대 이래 일단의 스님들이 미얀마와 태국, 

스리랑카와 인도로 법을 구하러 갔으며, 해외관광풍조에 편승한 

인도성지순례가 유행처럼 퍼졌다.  

  

오늘 날은 승가가 해체되어 개인주의, 각자도생주의가 되었다. 事判사판 

권력승들은 카르텔을 형성했고, 理判이판 역시 기득권으로 들어가 

안주하려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얇게 끼인 운수객들은 그럭저럭 

살아간다.  

  

타성에 젖어 의욕과 열의가 부족하다. 초발심의 순수함과 열의를 

되살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意氣의기를 보태야 할 시절이다. 그러나 

먼저 그 의기라는 게 欲욕에 기인한 것인지, 願원에 기인한 것이지 

분명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출가하여 수행하는가? 라고 물으면 어름하게 ‘깨닫기 

위해서, 일체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등등 뭐라고 답이 나오겠지만, 

이런 건 학습되고 세뇌된 것이어서, 진실하지도 않고 힘도 없다. 그런 

질문 자체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강력한 현존의 힘이 살아 있어야한다.  

  

나무에게 ‘나무야, 너는 왜 나무가 되었니? 왜 그렇게 한 평생 제 

자리를 지키며 나무 노릇을 하니?’라고 물어보라. 나무에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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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가당찮다. 나무에게 나무인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스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출가하여 수행하고, 수행해서 편안해지고 지혜가 생긴 만큼을 

이웃과 나누며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외에 딴 길이 없다. 

이건 한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 그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살아가는 이유이다. 이것은 보리심이다. 

  

밤 정진 입선하려고 선방 마루에 서서 앞산을 바라보니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다. 

  

(원담스님, 동안거 수행일기-4, 2016-01-03)  

  

  

편의상 문단을 나누었다. 눈에 띄는 말이 60 년대 70 년대는 

‘질풍노도시대’라 하였다. 또 80 년대 90 년대는 ‘양산박과 풍류의 

시대’, 2000 년대 이후는 ‘구법순례와 체념의 시대’라 하였다. 이런 

시대구분법은 처음 들어 본다. 그러나 스님들 세상에서는 널리 회자 된 

이야기 일 것이다. 

  

질풍노도의 시대를 거쳐 구법순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가자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출가에 대하여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다. 저기 서 있는 나무에 대하여 갖가지 추측을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가불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말이 “스님은 왜 출가 

하셨어요?”라는 말이다. 이에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끝내 말해 주지 않는 스님도 있다. 그러나 스님은 지금 

여기서도 스님이라는 것이다.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였다.  

  

당신이 태어난 이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이전에 번역하였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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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Behind Your Birth 

  

Theres a reason behind your birth  

Its not by chance youre here on earth  

Who you are is how you have been  

The law of karma tirelessly spins  

Natures law is perfect and just  

With a cause the effect is cast  

Though in life no one escapes pain  

This sad human state, need not always remain 

  

Break free from this cycle that binds  

Leave your earthly selfish concerns behind. 

Be a Buddha in your thoughts, deeds, and ways  

And surely, youll be in pure land one day 

  

Look inside your heart, and you will find 

A nature that is pure and kind 

Let your heart be noble and true  

Let your mind be calm and stable, too 

  

Break free from this cycle that binds  

Leave your earthly selfish concerns behind  

Be a Buddha in your thoughts, deeds, and ways  

And surely, youll be in pure land one day 

  

  

  

  

  

당신이 태어난 이유 

  

당신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 

당신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전생이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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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마의 법칙은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돌게 만든다. 

  

자연의 법칙은 완전한 것이다. 

원인으로 결과를 낳아서 

어느 누구도 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탈출 할 수 없다. 

불쌍한 존재는 끊임 없이 윤회계를 돌고 돌 뿐이다. 

  

당신를 속박하고 있는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붓다가 간 그 길로 향해 가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젠가 확실히 피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내면을 주시하라 그리고 발견하라! 

자연은 순수하고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슴을 고귀하고 정직하게 만들어라! 

또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되게 만들어라! 

  

이 윤회의 속박에서 해방 되어라! 

당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이기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붓다가 간 그 길로 향해 가라! 

그렇게 가면 당신은 언젠가 확실히 피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진흙속의연꽃 번역) 

  

  

여기서 ‘pure land’를 피안으로 번역하였다. 원래 ‘pure land’는 

‘정토(淨土)’또는 극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래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pure land’는 피안 

또는 열반이라는 뜻이 더 가깝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가 있어서 태어난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은 ‘업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업생’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이곳은 욕망으로 가득찬 

욕망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본다.  

  

윤회의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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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돼지가 새끼 낳는 장면을 보았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미 돼지의 젖을 열심히 빨아댄다. 그리고 먹이를 주면 

열심히 먹는다. 돼지 농장주에 따르면 돼지들 특유의 먹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 하였다. 그렇게 자란 돼지들은 팔려 

나간다. 인간의 살코기가 되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미얀마속담에 “빛나던 범천도 돼지우리 속에서는 꿀꿀거리네”라 

하였다. 천상에서 기쁨을 음식으로 살아가는 빛나던 존재들도 수명과 

공덕이 다하면 이전에 악업이 익어서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중생들은 마치 두레박처럼 삼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언젠가 윤회의 감옥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언덕으로 건너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저 언덕으로 건너 간 자는 다음 

생에 저 언덕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하고 

지계하였다면 저 언덕은 욕계천상이 될 것이고, 선정을 닦았다면 

색계천상이 될 것이다. 이미 저 언덕으로 건너 간 자만이 내생에서 저 

언덕에서 태어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한자는 또 

다시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수행자로 산 사람들은 

또 다시 수행자로 살게 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한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다.  

  

중도(中道)열차 

  

누구나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왜 

태어났는지 모른 채 일생을 살아간다. 가기 쉬운 길, 누구나 가는 큰 

길로 간다. 그런데 길을 아는 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 그 

길은 험한 가시밭길도 될 수 있고 울퉁불퉁 자갈길도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길은 이미 앞서 갔던 사람들이 가던 길이다. 그 길은 

‘중도(中道)’라는 길이다.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し,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2001)’이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감독의 판타지 

에니메이션이다. 영화에서 열차이름이 ‘중도(中道)’이다. 왜 

중도열차일까? 이는  ‘물과 불’ ‘차안과 피안’ ‘욕망과 정화’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경계에서 중도라 하여 중도열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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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 

  

  

불교에 중도가 있다. 빠알리어로 ‘맛지마빠띠빠다(majjhimā 

paṭipadā)’ 라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하여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라 하셨다. 팔정도가 

중도인 것이다.  

  

그런데 팔정도에서 정견은 사성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성제는 다름 

아닌 연기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연기법이다. 그래서일까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에서 ‘유무중도 

(有無中道)’는 십이연기로 설명되어 있다. 또 ‘아쩰라깟사빠의 

경(S12.17)’에서 ‘자타중도(自他中道)’ 역시 중도가 십이연기로 

설해진다. 이외 ‘무명을 조건으로의 경(S12.35)’에서 

‘일이중도(一異中道)’ 역시 십이연기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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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을 떠나는 것이 중도라 한다. 그렇다고 중간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는 팔정도에서 정견에 해당된다. 견해가 바로 서야 바른 

길로 나아 갈 수 있음을 말한다. 만일 정견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고통과 불행을 당할 수 있다. 금생 뿐만 아니라 내생에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 정견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 중에서도 

연기법이다.  

  

사견의 독화살을 맞았을 때 

  

말룽끼야뿟따는 부처님에게 ‘세상은 영원한가’ 등에 대하여 물었다. 

만일 부처님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배움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마음 먹었다. 더구나 말룽끼야뿟따는 부처님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해 주지 않았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독이 짙게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라며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 하셨다. 부처님은 

왜 갑자기 뜬금 없이 독화살 이야기를 하셨을까? 

  

부처님은 독화살의 비유를 들면서 사성제를 설하였다. 사성제는 

팔정도로 실천되고,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이므로 서로 맞물려 있다. 

또한 사성제는 연기법에 근거하므로 결국 연기법을 설한 것이 된다. 

그런데 중도는 다름아닌 연기법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중도는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과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중도는 또한 

‘정견’이라는 것이다. 

  

정견이 있으면 정견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이를 사견이라 한다. 

정견을 삼마딧티(sammādiṭṭhi)라 하고 사견을 밋차딧티(micchā-diṭṭhi)라 

한다. 밋차딧티는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 또한 과녁을 벗어난 견해를 

말한다. 부처님이 독화살을 비유를 들었을 때 이는 사견의 화살을 

말한다. 말룽끼야뿟따는 사견의 화살을 맞은 것이다. 

  

세상은 영원한가 등의 사견의 화살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견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독화살을 

빼야 하듯이 사견의 화살을 맞았다면 사견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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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처님은 열 가지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성제를 

설하였다.  

  

부처님이 가던 길 

  

말룽끼야뿟따는 사견의 독화살을 맞았다.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든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정신도 죽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사견의 독화살이다. 그런데 두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바로 사견의 길이라는 것이다. 영원주의 아니면 허무주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드물다. 연기법을 아는 

자들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 길이 중도이고 팔정도의 길이다.  

  

수행자들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외롭지만 홀로 갈 수도 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른길로 죽 가면 피안의 언덕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가던 길이다. 

  

  

출가 수행자는 집 잃은 새가 아니다.  

그들은 귀양 온 신선도 아니다.  

현상을 떠나 이데아를  

향해 날아가려는 철새도 아니다.  

그들은 차안과 피안에 양다리를  

걸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한 쪽 발로 진흙을 밟고  

한 쪽 발로는 연꽃을 밟고 가는 사람이다.  

그는 중도를 가는 행자이다.  

긍정도 밟고 부정도 밟고,  

차안도 밟고 피안도 밟고 갈 뿐이다.  

오직 ‘감’만 있을 뿐 ‘가는 자’는 없다.  

如來여래 如去여거.  

  

(원담스님, 동안거 수행일기-4, 2016-01-03)  

  

  

  

2016-01-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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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이 뭐에요?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춥고 황량하고 삭막하고 외로운 겨울이다. 가진자에게는 따스하고 

행복한 겨울일지 모르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자에는 혹독하고 

‘형벌 같은’ 계절이다. 그럼에도 스스로 가난을 자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다. 

  

요즘 TV 를 보면 깊은 산속 외딴집을 소개 하는 프로가 늘었다. 산중에서 

홀로 살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런 프로 중에 EBS 에서 

‘한국기행’을 보았다. 평일 9시대 방영하는 이 프로에서 강원도 정선 

오지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들의 천국 강원 2 부 외딴 집 

그들이 사는 법’을 보았다. 

  

“아, 우리는 행복해요”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어느 부부가 살아 간다. 육십가량 되어 보이는 

부부는 산중에서 산지 20 여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말 끝마다 “아, 

행복해요”라는 말을 연발 한다. 무엇이 그리 행복한 것일까? 아마 

대자연에서 걸림 없이 살아 가는 행복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부가 

건강하게 함께 살아 가는 것이 행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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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뭐에요?” 

  

깊은 산골 외딴 집에 도인처럼 생긴 사람이 살아 간다. 나이는 칠십가량 

되었는데 산에 들어 온지 역시 20 여년 되었다고 한다. 한때 도시에서 

대학의 강단에 서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집을 여러 권 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산골 외딴 곳 외딴집에서 홀로 살아 간다. 그런데 

도인은 “행복이 뭐에요?”라며 반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 가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라 하였다. 

  

  

 
  

  

같은 산골 외딴 집에 살지만 부부는 지금 이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였다. 반면 도인은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다고 

하였다. 차이가 무엇일까? TV 를 보고 난 다음 복기를 해 보니 

‘소유’가 큰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저장하는 삶, 저장하지 않는 삶 

  

산골부부는 저장을 하고 산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하여 김치를 김장독에 

많이 담가 두었다. 그리고 난방을 위하여 나무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모터로 구동하는 톱을 들고 다니면서 쓰러진 나무를 자르는 것이다.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오지이지만 두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먹고 살 

준비만큼은 단단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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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인은 저장하지 않는다. 땔감도 그날 그날 산에 가서 조달한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겨울이지만 겨울에만 자라는 배추를 

텃밭에서 따 먹는 것이다. 또 삼시 세 때를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플 때만 먹는 것이다. 고구마를 삶아 그날 밭에서 채취한 야채와 함께 

간단히 먹는 것을 보았다.  

  

  

 
  

  

부부의 겨울나기를 보면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외딴 곳에서 먹을 

것과 땔감을 갖추어 놓고 서로 의지하며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무척 부러워 보인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는 없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복이에요. 감사함이죠”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라는 말을 연발하였을 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부중에 한사람이라도 사고가 생겨서 홀로 

되었을 때 과연 산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쌓아 두면 누가 도둑질해갈 암시를” 

  

반면 수염이 허옇게 길게 난 도인은 안정되어 보였다. 어떤 난관이 와도 

해쳐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 버리는 삶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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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기 때문이다. 먹을 것과 땔감을 잔뜩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현지 조달하여 살아 가는 것이 자생력 있게 보였기 때문이다.  

  

  

 
  

  

도인은 저장하지 않은 삶에 대하여 “쌓아 두면 게을러지거나 쌓아 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쌓아 두면 누가 도둑질해갈 암시를 주거나.”라 

하였다. 특히 도둑질해갈 암시를 준다는 말에 걸렸다. 도시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것을 가져 갈 까봐 담을 높게 쌓고 문을 굳게 닫고 살아 

간다. 그런데 산골에는 대문이 없다. 만을 산골 외딴 곳에 값나가는 

것이 쌓여 있다면 내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세속적인 행복과 출세간적 행복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 한다. 대부분 많이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 

한다. 추운겨울을 나기 위하여 먹을 것과 땔감을 준비 하듯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많이 축적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 둘 소유물이 

늘어 갈 때 이를 행복이라 한다. 그런데 산속의 도인은 행복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디가 산속생활에 대하여 “행복하세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도인은 

“그런 용어는 제가 잘 모르고, 좋아, 기뻐”라 한다. 자신의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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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행복은 아예 몰라. 

기쁘고 좋아, 편안해요”라 한다.  

  

도인은 마치 “행복이 뭐에요?”라고 묻는 것 같다. 아마 소유에 의한 

행복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먹을 것과 땔감을 산에서 그날 그날 

조달하는 삶을 살아 가나 보다. 산속의 홀로 사는 삶에 대하여 행복이라 

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라 하였다. 

  

두 부류의 행복한 삶을 보았다. 프로를 만든자의 의도가 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교묘하게 두 부류를 대조시켜 놓았다. 이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같은 행복이라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다. 

같은 산속에 살지만 부부는 세속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 같고, 도인은 

출세간적 행복을 말하는 것 같다. 

  

빤냐와로 삼장법사의 강의를 듣다가 

  

‘빤냐와로 삼장법사’의 대념처경을 유튜브로 듣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라한의 행복이다. 삼장법사는 두 번이나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행복이라 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경전에 

실려 있는 말이라 한다. 아라한이 완전한 행복임을 말한다.  

  

어느 경전에 근거하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그 말이 들어간 경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유사한 경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앙굿따라니까야에 ‘밧다지의 경(A5.170)’이다.  

  

무엇이 최상인가? 

  

아난다 존자가 꼬삼비의 고시따 승원에 있을 때 존자 밧다지가 찾아 

왔다. 아난다는 밧다지에게 보는 것 가운데 최상이 무엇인지 묻는다. 또 

듣는 것 가운데 최상, 행복한 것 가운데 최상, 지각하는 것 가운데 

최상.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상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에 밧다지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Atthāvuso, brahmā abhibhū anabhibhūto aññadatthu daso vasavattī, yo 

taṃ brahmānaṃ passati, idaṃ dassanānaṃ agg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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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hāvuso ābhassarā nāma devā sukhena abhisannā parisannā. Te 

kadāci karahaci udānaṃ udānenti: " aho sukhaṃ, aho sukhanti. " Yo 

taṃ saddaṃ suṇāti, idaṃ savaṇānaṃ aggaṃ. 

  

Atthāvuso subhakiṇhakā nāma devā. Te santaññeva sukhitā sukhaṃ 

paṭisaṃvedenti. Idaṃ sukhānaṃ aggaṃ. 

  

Atthāvuso, ākiñcaññāyatanūpagā devā. Idaṃ saññānaṃ aggaṃ. 

  

Atthāvuso nevasaññānāsaññāyatanūpagā devā. Idaṃ bhavānaṃ agganti. 

  

[밧다지] 

“벗이여, 하느님, 승리자, 정복 될 수 없는 자, 일체를 보는 자, 

자재한 자가 있는데, 그를 보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빛이 흐르는 하느님 세계의 신들은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칩니다.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감흥에 흥겨워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듣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영광으로 충만한 하느님 세계의 신들은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행복한 열락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도달한 하느님 세계의 신들이 있습니다. 

가득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이것이 지각하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경지에 

도달한 도달한 하느님 세계의 신들이 있습니다. 가득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Bhaddajisutta-밧다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70, 전재성님역) 

  

  

불완전한 번역을 보고 

  



24 

 

보는 자 가운데 최상에 브라흐마(범천: 하느님)이라 하였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그를 보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라 하였다. 

여기서 ‘그’는 무엇을 말할까?  

  

보는자 가운데 최상에 대하여 다섯 가지가 소개 되어 있다. ‘하느님, 

승리자, 정복 될 수 없는 자, 일체를 보는 자, 자재한 자’를 말한다. 

이는 빠알리어로 ‘brahmā, abhibhū, anabhibhūto, aññadatthu, daso 

vasavattī’라 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도반이여, 

범천이 있습니다. 그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입니다. 그 범천을 보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서 

으뜸입니다.”라고 번역하였다. 그가 범천(brahma)인 것이다.  

  

그라고 한 것에 대한 빠알리 원문을 보면 “yo taṃ brahmānaṃ passati, 

idaṃ dassanānaṃ aggaṃ.”라고 되어 있다. brahmāna 는 ‘a man of the 

Brahman caste’의 뜻으로서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는 브라만 계급을 

말한다. 브라만 사제를 ‘브라흐마나’라 하며 한자어로 ‘바라문’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빠알리문구를 번역하면 “바라문이 (범천)을 보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그를 보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라 하였다. 이를 달리 바꾸면 “그(범천)를 [바라문]이 

보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라문을 뜻하는 

브라흐마나가 생략되어 있다. 초불연 번역을 보면 “그 범천을 보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서 으뜸입니다”라 하였다.  

  

전재성님 번역이나 초불연 번역이나 불완전한 번역이다. 그래서 “taṃ 

brahmānaṃ passati, idaṃ dassanānaṃ aggaṃ”라는 문구는 “바라문이 

그[범천]을 보는 것이 보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라고 해야 올바른 

바른 번역이 된다, 범천(브라흐마)을 보는 자는 브라만교 사제 

바라문(브라흐마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는자 가운데 최상은 

하느님, 즉 브라흐마(범천)이다. 이는 색계초선천을 말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aho sukhaṃ, aho sukhanti)” 

  

두 번째 ‘빛이 흐르는 하느님 세계의 신들(ābhassarā nāma devā)’은 

‘극광천’이다. 이는 색계 2 선천이다. 앞서 언급된 범천(brahma)은 

색계초선천이다. 그런데 극광천 존재들은 늘 “나는 행복하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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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다. (aho sukhaṃ, aho sukhanti)”라고 감흥에 겨워 말한다는 

것이다. 대체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  

  

색계에서의 행복은 욕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 그런가? 

욕계에서의 행복은 무언가 성취해서 얻는 행복을 말한다. 대학입시에 

합격해서 얻는 행복,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된 행복, 예쁜 배우자를 얻는 

행복,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늘려 가는 행복 등 거의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하여 얻는 행복을 말한다.  

  

그런데 색계에서의 행복은 정반대이다. 놓아 버림으로 얻는 행복이다.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떨쳐 버리는 것이다. 떨쳐 버림으로서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세속에서 오욕락을 추구하는 

행복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색계선정에서의 행복에 

대하여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aho sukhaṃ, aho 

sukhanti)”라고 감흥에 겨워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행복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산골 외딴집에 사는 사람을 

대입한다면, 부부의 행복은 ‘욕계의 행복’이라 볼 수 있고, 도인은 

‘색계의 행복’이라 볼 수 있다. 부부가 “아,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하지만 이는 성취한 것에 대한 행복으로서 욕계의 행복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도인이 “행복이 뭐에요?”라며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 하였을 때 

이는 놓아 버림에 따라 두 번째 선정에서처럼 희열이 더 강한 기쁨이라 

볼 수 있다.  

  

행복한 것 가운데 최상 

  

세 번째 ‘영광으로 충만한 하느님 세계의 신들(subhakiṇhakā nāma 
deva)’은 ‘변정천’을 말한다. 이는 색계 3선천이다. 그런데 이 

신들도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요하고 행복한 

열락을 체험합니다. (Te santaññeva sukhitā sukhaṃ 

paṭisaṃvedenti)”라 하였다. 초불연에서는 “그들은 더없이 행복하면서 

[제 3 선에 기인한] 지고의 행복을 경험합니다.”라고 번역하였다. 기쁨 

또는 희열도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행복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고요한 행복’또는 ‘지고의 행복’이라 하였다. 이는 

세속에서의 감각적 욕망에 따른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리고 떨쳐 버림에 따른 행복이다. 그래서 오로지 행복만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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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말한다. 이런 행복에 대하여 “이것이 행복한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Idaṃ sukhānaṃ aggaṃ)”라 하였다. 

  

지각하는 것 가운데 최상 

  

네 번째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도달한 하느님 세계의 신들 

(ākiñcaññāyatanūpagā deva)’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소유처천’을 

말한다. 그런데 무소유처천의 존재들에 대하여 “지각하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Idaṃ saññānaṃ aggaṃ)”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이것이 인식 가운데 으뜸입니다.”라 하였다.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 이는 무소유처천은 바로 이전의 식무변천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소유처천은 식무변처를 

뛰어 넘는다. 그래서 무소유처천의 존재에 대하여 “지각하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라 한 것이다.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상 

  

다섯 번째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경지에 

도달한 도달한 하느님 세계의 신들(nevasaññānāsaññāyatanūpagā 

devā)’이 있다. 이는 무색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비상비비상처천’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것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Idaṃ bhavānaṃ agganti)”라 하였다. 삼계를 

통틀어 가장 상위에 있고 또한 8 만 4천 대겁으로서 수명이 가장 길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를 아우르는 최상이 있는데 

  

밧다지는 최상에 대하여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아난다 

존자는 다섯 가지를 아우르는 최상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Yathā passato kho āvuso, anantarā āsavānaṃ khayo hoti, idaṃ 

dassanānaṃ aggaṃ. Yathā suṇato anantarā āsavānaṃ khayo hoti, 

idaṃ savaṇānaṃ aggaṃ. Yathā sukhitassa anantarā āsavānaṃ khayo 

hoti. Idaṃ sukhānaṃ aggaṃ. Yathā saññissa anantarā āsavā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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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yo hoti, idaṃ saññānaṃ aggaṃ. Yathābhūtassa anantarā āsavānaṃ 

khayo hoti, idaṃ bhavānaṃ agganti. 

  

[아난다] 

“벗이여, 볼 때에 즉각적으로 번뇌의 부숨이 뒤따르면 그것이 보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번뇌의 부숨이 뒤따르면 그것이 듣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행복할 때에 즉각적으로 번뇌의 부숨이 뒤따르면 그것이 

행복한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지각할 때에 즉각적으로 번뇌의 부숨이 뒤따르면 그것이 

지각하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벗이여, 존재할 때에 즉각적으로 번뇌의 부숨이 뒤따르면 그것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상입니다.” 

  

(Bhaddajisutta-밧다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70, 전재성님역) 

  

  

번뇌의 부숨이 뒤따랐을 때 이를 ‘최상(agga)’이라 하였다. 바라문 

사제들은 브라흐마(범천:하느님)을 보는 것이 최상이라 여기지만, 볼 때 

번뇌의 부숨이 뒤따를 때 그것이 보는 것 가운데 최상이라 하였다. 

여기서 최상은 ‘아라한’을 말한다. 번뇌가 모두 소멸 된 아라한에게 

있어서 보는 것, 듣는 것, 행복한 것, 지각하는 것, 존재하는 것은 

시설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라 말하지 말라 

  

아난다는 최상의 행복에 대하여 ‘번뇌 다한 것’이라 하였다. 최상의 

행복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아라한의 행복’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KBS 에서 ‘아라한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다큐 프로를 방영한 바 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 행복’ 말하면서 “아,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산골 외딴 집에 사는 부부는 “아무나 가질 수는 없지만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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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행복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한다. 색계 2 선천 존재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며 

감흥에 흥겨워 말한다. 하지만 갈애의 부숨에 따른 행복만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라 말하지 말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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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깨달음 세미나 참석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에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교계신문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고 참석한 것이다. 재가단체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에서 주관한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저 이학종기자와 통화 하였다. 한번 만나서 식사나 하자고 한 것이 꽤 

되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늘 미안하던 차에 세미나에 참석을 

계기로 서울로 올라가는 전철을 타게 되었다. 

  

미디어붓다 사무실이 있는 두산위브빌딩에서 이학종기자를 만났다. 

만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깨달음 논쟁에 대하여 이것 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사동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걸어서 

사간동으로 이동하였다. 동십자각 법련사 못미쳐 세미나 장소 

화쟁문화아카데미 강의실이 있다. 미리 도착하여 자리 정리 하였다. 

협소한 강의실 한 켠에 책상을 설치 하였다. 필기하기에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기다리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강의실은 꽉 찼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일까? 아마 요즘 

불교계에 갑자기 일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논쟁에 대한 관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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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현응스님이 지난해 9 월 4 일 깨달음에 대하여 ‘이해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발표 이후 한 교계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결정적으로는 지난해 끝자락에 수불스님이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에 대하여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촉발되었다. 

  

정평불의 깨달음 세미나는 원래 지난해 11 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이번 수불스님의 도발적 문제제기로 이슈화 됨에 따라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스님들과 불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이번 깨달음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자와 세 명의 논평자가 참석 하였다. 

발제자로소 신승환 가톨릭대교수, 이도흠 한양대교수, 박병기 교원대 

교수가 선정되었다. 평론 및 질문자로서 일지암 주지 법인스님, 

능인불교대학원교수 김재성교수, 서울대 성해영 교수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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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대하여 노트하였다. 그리고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평일멀리서 일부로 시간을 내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헛되이 

보낼 수 없었다. 이날 사회는 정평불의 최연공동대표가 보았다.  

  

깨달음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해’에 대한 

것이다. 이는 현응스님이 깨달음에 대하여 ‘잘 이해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해’라는 말에 대하여 선종에서 

발끈하였다. 수좌회에서 성명이 나오고 수불스님이 장문의 글로써 

조목조목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이도흠교수는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이는 발제문 ‘깨달음에 대한 쟁점 및 맥락적 

지향성’이라는 글에서 가장 마지막에 실려 있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글에서 화엄철학을 인용하여 “알라약식 전체의 완전한 통제를 

해탈이라 부르며, 무의식적 의식의 총체적인 내용의 성취를 깨달음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알라아식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깨달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서재응교수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서재영 

교수는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에 대하여 6 식에서의 이해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래서일까 이도흠 교수는 알라야식의 정화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현응스님의 이해는 이런 깨달음의 개념과 

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도흠교수가 알라야식의 완전한 통제가 해탈이며 깨달음이라고 말한 

것은 놀랍다. 각주를 보니 화엄철학에 실려 있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대승의 입장에서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을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응스님은 초기불교적 입장에서 깨달음을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율장 마하박가(대품)에 실려 있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초기불교경전을 근거로 한 깨달음관에 대하여 

발제자는 대승경전을 근거로 하여 비판한 것이다.  

  

법인스님 말하기를  

  

오후 2 시부터 6시까지 4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활발한 토론이 거침없이 벌어지고 말미에는 참석자의 질문도 있었다. 

평론자 중에 ‘법인스님’은 깨달음에 대하여 굳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하였다. 만일 깨달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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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면 부파불교시대에 아비달마 불교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법인스님은 깨달음에 대하여 현응스님이 말한대로 잘 이해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 하였다. 그러면서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수불스님을 비롯하여 서재응 교수, 선원수좌회 등에서 말한 

것이 과연 ‘텍스트’를 잘 보고 한 것인지 의문하였다. 단지 깨달음에 

대하여 ‘이해 하는 것’이라는 말에 걸려서 ‘알음알이’라는 말 

등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다. 

  

현응스님이 말한 ‘이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선종 

수좌스님들이나 선종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일까 법인스님은 이해라는 말 대신 

‘앎’이나 ‘통찰’ 등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고 한다. 즉 이해라는 

말에 대하여 ‘오온의 통찰’ 또는 ‘연기실상의 이해’ 등으로 용어를 

바꾸어 말하였을 때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 법인스님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팔정도의 정견과 정사유와 정념을 

넘어 그 밖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묻는다. 우리 몸과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이라 볼 수 있다.  

  

지도만 보고 있다고 

  

법인스님은 오온 밖에서 무언가를 찾지 말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한자경 

교수의최근 기고문을 보면 밖에서 찾는 것처럼 보인다. 한자경 교수는 

미디어붓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만약 현응스님이 ‘경전의 이해’를 주장하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지도를 보되 그것이 어느 

산의 지도인지를 망각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곧 지도를 보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도가 지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를 보고 수행했는데 목적지에 달성 못했으면, 

잘못된 지도를 들고 있었거나, 지도 읽는 법이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된 

산길 안내자를 못 만나서 일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바른 지도를 

찾아내거나, 지도 읽는 법을 다시 배우거나, 길을 잘 아는 안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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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마음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산의 존재를 부정하고 등산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산을 지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산에 오를 것이 아니라면 왜 지도를 보겠는가? 산이 없는 

지도가 무슨 지도이겠는가? 

  

(한자경교수, “‘자아’와 ‘진여’ 구분 못하는 건 아닌지…”, 

미디어붓다, 2016-01-13) 

  

  

한자경교수는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깨달음에 

대하여 이해 차원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지도’만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도만 보지 말고 산을 직접 올라 가 볼 것을 말한다.  

  

한자경 교수의 한마음 

  

한자경 교수는 기고문에서 독특한 이론을 소개 하고 있다. 그것은 

“나는 불교의 핵심은 종이 위에 그려진 a 나 b 또는 a와 b 의 관계가 

아니라, a 와 b 둘의 공통의 바탕인 빈종이 A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대체 A 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이어지는 

문구를 보면 “a 와 b 는 종이 위에 그려진 상(相)이고, 바탕 A 는 상을 

여읜 성(性)이고 바탕 체(體)이다.”라 하였다. 또 “a와 b 는 종이 

위에 그려진 상(相)이고, 바탕 A는 상을 여읜 성(性)이고 바탕 

체(體)이다.”라 하였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A 이다. 이 A 에 

대하여 ‘공’이라 하였다.  

  

한자경 교수는 A 가 공인 것에 대하여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흐마’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파니샤드의 

‘범아일여’를 말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이는 몇 해전 한자경교수가 

‘꿈의 비유’를 들어 한마음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불교 TV 에 올려진 영상강좌를 보고서 녹취한 바 있다. 그리고 

‘한자경 교수의 ‘무아’와 ‘한마음’비판, ‘윤회와 무아 현대적 

의미’를 보고(2011-04-2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때 당시 올린 글에서 한자경 교수의 불교관을 비판하였다. 자세히 

들어 보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한자경 교수가 

이해 하는 불교는 유식과 화엄사상에 바탕을 두었다. 특히 ‘한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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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하였는데 강의 도중에 “저는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 ‘한마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라 하였다. 이 한마음은 무엇일까?  

  

한자경 교수는 한마음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꿈의 비유를 들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의 나와 꿈꾸는 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꿈속의 

나는 가짜의 나(가아, 나 1)이고, 꿈꾸는 나는 진짜의 나(진아, 

나 2)이다. 그런데 꿈을 깨보면 꿈속의 나와 꿈속의 객관적 대상들 즉, 

너라든가 산천초목과 같은 것들은 모두 모두 꿈꾸는 나(진아, 나 2)가 

모두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한다.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강연말미에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한울에다 존칭인 님을 붙여서 한울님, 하눌님, 하느님이라 

불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한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하늘이고, 유교식으로 하면 태극이고, 기독교의 하늘의 주, 

천주도 모두 한마음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고 

천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이 한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통해서 다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경 

교수, 제 8 회 윤회와 무아의 현대적 의미 2 부) 라 하였다.  

  

꿈꾸는 나는 한마음과 같은 것이고 근본에 있어서는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 부분을 보고서 부처님의 

근본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범아일여의 우파니샤드철학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일까 한자경 교수는 교계신문에서  

“일차적인 근원을 갈구하는 마음이 바로 나이니라”라는 

‘우파니샤드’의 문구가 좌우명이라 하였다. 

  

한자경 교수는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마음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산의 존재를 부정하고 등산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 하였다. 마음의 실체성을 인정한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한마음이다. 원효스님의 일심사상을 말한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한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그 한마음에 대하여 

한물건, 일원상 등 여러가지로 표현 한다. 특히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그것은] 본래 한없이 밝고 신령한 것이기에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일찍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름 붙일 수도 없으며 모양을 

그릴 수(狀)도 없습니다.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靈靈, 不曾生 

不曾滅, 名不得 狀不得.)”라 하여 잘 표현 되어 있다. 부처님도 몰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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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선종에서는 마음을 깨닫는다 하였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한마음이라 하였을 것이다.  

  

우상을 부수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한마음사상은 보이지 않는다. 선종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마음을 실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마음을 실체화 하는 것은 비판 

받는다. 최근 원담스님은 동안거 기간 중에 작성된 수행일기에서 이렇게 

비판 하였다. 

  

  

2016 년 1월 12 일(화)맑음 

  

 움켜쥔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甚麽物심마물고?’ 이 무슨 물건인고? 

주장자를 치켜들고 ‘보느냐?’ 탁자를 한 번 치면서 ‘듣느냐?’ 

집게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면서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안 움직인 것도 아니다. 누가 했느냐? 답을 가져 

오너라.’ 막대기로 탁자를 때리면서 ‘이것 밖에 없다.’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이것 밖에 없느니라.’ 

   

이런 짓들이 禪門선문에 횡행한다. 모두 깨달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추종자들에게 자기의 깨달은 소식을 보인 것이다. 이 무슨 미친 짓인가? 

모두 欲의 부림일 뿐이다. 후라이판에 놓인 메뚜기 같이 파닥이며 

손발을 놀리고, 고슴도치를 보고 놀란 개처럼 입을 벌려 짖어댄다. 

깨달음을 남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벌써 욕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혹하게 만들면 추종자가 생긴다.  

  

사람이 모이면 힘이 실리고 돈이 모인다. 깨달음을 과시하면 인기와 

권력과 돈이 따라온다. 그래서 깨달음 사람이 인기, 권력, 금력에 

서서히 중독되면 깨달음 장사꾼이 된다. 오늘 한국의 선문에서 말하는 

소위 ‘깨달음’은 어디에서 연유했는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보자.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靈靈, 不曾生 不曾滅, 名不得 狀不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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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한 물건(一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한없이 밝고 신령한 

것이기에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일찍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름 붙일 수도 없으며 모양을 그릴 수(狀)도 없습니다. 

  

一物者, 何物? ○. 古人頌云;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葉豈能傳. 此一物之所以不曾生 不曾滅 名不得狀不得也.  

  

 한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둥근 

원(一圓相)입니다. 옛사람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였습니다(頌云). 

“옛 부처께서 나시기도 전에, [이미] 뚜렷한(凝然) 둥근 하나의 

모습(一相圓). 석가모니(釋迦)가 오히려 이해하지(會) 못한 것을 

가섭(迦葉)이 어찌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한 물건’이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고 일찍이 사라지지도 않으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고 한 이유입니다. (退耕 권상로의 번역) 

  

1.한 물건一物을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며, 그래서 그 한 

물건에 대한 소견이 생기면 깨달음의 소식이 왔다고 해서 ‘한 

소식했다’고 하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부정부패와 사회적 악영향이 

중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검사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형사상 고발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피고인의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깨달았다는 증언을 진술해야한다. 그 증언 자료로 쓸 

만한 것이 선가귀감에 나오는 위의 구절이다.  

  

그런데 피고의 진술가운데 자체 모순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못 

할 것이다. 위 문장을 살펴보자. 한 물건은 이름 붙일 수도 없으며 

모양을 그릴 수(狀)도 없다(名不得 狀不得)고 전제했는데, ‘한 

물건’이라 벌써 이름을 붙였고, ‘본래 한없이 밝고 신령한 

것(昭昭靈靈)’이라는 모양을 이미 그렸다. 한 문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순을 내포한 진술을 한 것이다. 이런 진술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 그 이하의 문장에서 아무리 심오하게 주절댄다 해도 설상가상일 

뿐이다. 이런 종류의 깨달음을 가지고 법정에 서면 검사의 기소에 대해 

자신을 변론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2.불교의 사유방법은 연기설이다. 연기설에 입각하여 사유한다면 

깨달았다는 사람에게 ‘한 물건’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한 

물건이 생겨나온 조건과 바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답할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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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연기적으로 사유해보지 않았기에 어리벙벙할 것이다. 한 물건이란 

원인도 없고 조건 바탕도 없이 자체적으로 완전무결한 진리이기에 

어디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소멸될 수도 없는 영원불변의 그 

무엇이라는 꽉 막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런 질문을 이해할 수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한 물건이란 인과를 초월한 것이고, 연기를 초월한 

것이다. 연기를 초월한 것을 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연기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떠벌이며 말로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벌써 입을 벌려 

말했다면 연기한 것인데, 어이하여 연기를 초월했다 하는가? 요컨대 

‘한 물건’이 연기를 초월한 것이라면 한 물건이라는 말도 성립될 수 

없고, 연기한 것이라 한다면 생멸하는 것이니 어찌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일찍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이름 붙일 수도 없으며 모양을 그릴 

수(狀)도 없다.’라고 할 수 있으랴. 결론적으로 한 물건이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자꾸 한 물건을 들먹이며 무슨 최상승 도리를 설한다고 

설쳐대는 짓은 불교의 기초도 모르는 소행이다. 

  

3.선가귀감의 첫 문장에 나오는 한 물건 운운...은 인도의 브라흐만에 

매우 가깝다. 

  

aham brahmāsmi Brihadaranyaka Upanishad 1.4.10  

"I am Brahman"  

나는 브라흐만이다. 

  

ayam ātmā brahma Brihadaranyaka Upanishad 4.4.5  

"The Self is Brahman"  

자아는 브라흐만이다. 

  

sarvam khalvidam brahma Chandogya Upanishad 3.14.1  

"All this is Brahman"  

모든 것은 브라흐만이다. 

  

ekam evadvitiyam Chandogya Upanishad 6.2.1  

"That [Brahman] is one, without a second"  

브라흐만이 유일하다, 제 2 는 없다. 

  

tat tvam asi Chandogya Upanishad 6.8.7 et seq.  

"Thou art that" ("You are Bra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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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곧 그것이다. 네가 브라흐만이다. 

  

prajnānam brahma Aitareya Upanishad 3.3.7  

"Knowledge is Brahman"  

아는 것(昭昭靈靈)이 브라흐만이다. 

   

이상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 한 물건이 곧 브라흐만가 

매우 유사해보이지 않은가?  

  

또 太極說태극설과 비교해보자. 태초에 無極무극이 있었는데 바야흐로 

발동할 기미가 있자 太極태극이 되어 음양이 나눠지고 四相사상과 

八卦팔괘가 벌어졌다. 여기에 나오는 무극이나 태극이 곧 한 물건이 

이면서 동시에 性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선가귀감에서 말하는 한 물건은 범아일여의 梵범, 태극설의 

태극내지 무극, 성리학에서 말하는 性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 

물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브라만 사상과 중국의 도교와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 물건은 진짜 불교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불교(hybrid 잡종, 튀기)이다. 

  

4.소위 ‘이 뭣고?’라는 화두는 一物, 한 물건이 무엇인고? 라고 

자문하는 것이다. 이는 ‘나는 누구인가?’라든가, ‘부모가 나를 

나아주기 이전의 참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과 동일한 종류이다. 

그에 대한 답이 가슴에서 터져 나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 답하거나, 갑자기 몸을 일으켜 절을 하거나, 아니면 뒤로 

세 걸음 물렀다가 앞으로 세 걸음 나아간다든가, 왔다갔다 걷는다든가 

해도 모두 욕의 부림이지 별 수가 있는 건 아니다. 

  

5.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선가귀감은 한국의 선가에서 인기 

있는 참고서 역할을 해온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잡종, 튀기불교이다. 

한국 선종이 진품 불교가 아니기에 선사들의 언행은 비불교적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반도에 갇혔던 한국 선종은 세계불교로 문을 열고 나가 

널리 배워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선종은 황혼에 물든 우상이다.  

  

황혼이 짙어지면 어둠속으로 잠겨들고 말 것이다. 이제 더 기다릴 

시간도 없다. 지금 각성의 망치를 들고 우상을 깨 부셔야한다. 망치로 

철학하라고 했던 니체처럼 진실한 수행자라면 우상을 파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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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파괴해야할 우상은 한국 선종이다. 선종 패밀리의 보스로 자처하는 

종정과 방장, 조실 및 선사들을 사정없이 밟고 지나가야 한다. 잃을 

것은 사견이요, 얻는 것은 정견이다. 

  

(원담스님, 동안거 수행일기-5, 2016-01-14) 

  

  

원담스님은 선종의 게송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소소영영한 한 물건에 

대하여 일원상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하였다. 더구나 

한물건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연기법에 위배 

된다고 하였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조건발생하고 

조건소멸한다. 어느 것 하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변치 않는 소소영영한 한 물건이 있다고 하였다. 그 한 

물건은 본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원상, 한물건, 그놈, 진여, 불성, 본래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상제, 

브라흐마, 알라, 야훼, 하나님, 참나 등이 같은 개념이라 하였다. 

  

원담스님은 우상을 부수자고 하였다. 또 한국불교는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서 벗어난 잡종, 튀기 불교라 하였다. 선종에서 말하는 

한물건은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브라흐마와 놀랍게도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런 불교를 타파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타파 하였을 때 “잃을 

것은 사견이요, 얻는 것은 정견이다.”라 하였다. 

  

현응스님과 수불스님의 맞짱토론을 기대하며 

  

발제자와 평론자의 토론이 끝나고 자유질의 시간이 있었다. 참가하였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참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법인스님은 

참나에 대하여 “영역 밖에 있다면 잘못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면서 텍스트 중심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실상 

현응스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제자들의 발제문을 

보면 현응스님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반면 평론자들은 현응스님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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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응스님은 청중으로서 참석하여 토론을 지켜 보았다. 쉬는 시간에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다. 4 년 전 찾아 뵌 적이 있었는데 얼굴을 

기억하였다. 그러면서 블로그 잘 보고 있다고 하였다.  

  

청중 중에 한분이 질문하였다. 현응스님의 깨달음관에 대하여 매섭게 

비판하였다. 왜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현응스님은 토론회 

말미에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깨달음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깨달음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깨달음과 그 이후’라는 글을 

썼는데 ‘그 이후’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수불스님과 토론을 

할 수 있음을 내 비추었다.  

  

  

현응스님과 수불스님의 토론을 기대한다. 깨달음에 대하여 또 그 이후에 

대하여 맞장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현응스님도 토론하기를 

희망하였다. 수불스님도 참석하여 깨달음에 대하여 ‘끝장토론’해 

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였으면 한다. 대신 

현응스님의 말대로 ‘깨달음 그 이후’에 대하여 뜨겁게 논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6-01-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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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불교의 현황을 보고 

  

  

  

미국에서 팔리는 일등으로 팔리는 상품은 세계에서 일류라는 말이 있다.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일류상품이 되려면 

까다로운 미국시장에서 인정받아야 일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이 미국시장에서 잘 팔리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도 그럴까? 

  

현재 미국에서 일등종교는 기독교이다. 교리나 신행, 수행 

등에서 일등이 아니라 신자숫자로 보았을 때 일등종교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불교가 미국에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튜브에 올려진 재미 국제포교사의 자료 ‘미국 불교의 이해 by 강사 

윌리엄리’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국불교 

  

미국에서 불교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600 만명이라 한다. 

조만간 한국의 불교인구를 추월하게 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인구조사 할 때 설문지에 기입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라 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불교인구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70 년: 약 10 만명 

- 1994 년: 약 80 만명 

- 2001 년: 약 150 만명 

- 2011 년: 약 600 만명 

(미국 불교의 이해 by 강사 윌리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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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 년간의 불교인구 증가를 보면 폭발적임을 알 수 있다. 2000 년 

인구총조사 당시 종교란 설문에 ‘Buddhism’이라는 단일 선택이었을 때 

150 만명 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0 년 총조사 당시 ‘대승불교’ 

‘상좌부불교’ ‘금강승불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해 놓고 

선택하였을 때 모두 600 만명이었다고 한다. 

  

미국에 불교가 알려진 것은 

  

미국에 불교가 알려진 것은 불과 150 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150 년 만에이제 비상의 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 이는 한국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도입 된지 200 년만에 29%로 다수가 된 것과 

비교 된다, 한국에서 불교는 22%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불교가 최초로 들어 온 것은 1875 년이라 한더. 중국이민자들이 

불교사찰을 건립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불교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것은 일본불교가 알려지면서 부터라고 한다. 두 명의 ‘스즈끼’가 

활약하면서 부터이다. 그 중에 ‘순류 스즈끼’가 있다. 나레이터에 

따르면 승려 순류 스즈끼로 인하여 미국내 불교가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선’을 대중화 시킨 중흥조라 

하였다. 

  

미국선의 시조 야스타니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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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선이 있을까? 자료에 따르면 순류 스즈끼는 미국선을 대중화 

시킨 중흥조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시조’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시조는 조동종의 ‘야스타니 선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사는 승가제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 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냄새가 나는 형식을 배제하고 미국에 맞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재가자를 위한 것이다. 재가자에게 가사와 장삼을 수하게 

하고, 또 무문관을 만들어 재가자도 안거에 들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재가자의 불교가 미국에서 탄생된 

것이다. 

  

미국불교의 특징은 상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있다면 

재가승가가 있다. 유발의 재가자에게 법사타이틀을 부여 하여, 

재가법사가 설법하고 명상지도를 하게 만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미국방식에 맞는 불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명상에만 관심있는 미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례와 형식이 아니었다. 

이런 점을 일본의 선사가 간파하여 성공한 것이다. 

  

재가자가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동영상을 보면 하나의 사진을 보여 준다. 그것은 재가자가 가사와 

장삼을 수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아시아 불교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테라와다불교에서도 말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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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자도 가사장삼을 수할 수 있는 것이 미국불교이다. 이는 재가자 

중심으로 불교가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청색가사’가 보인다. 

이는 야스타니 선사가 인가한 ‘지도법사의 가사’라 한다. 지도법사가 

되면 청색가사를 입고 재가자들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방석도 미국인에게 맞게 

  

미국식 선불교에서 또 하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방석’이 아시아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좌선할 때 방석을 두 단 또는 세 단으로 

뒤를 접어서 앉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미국불교에서는 다리가 긴 

서양사람들을 위해 엉덩이 부분이 돌출된 특별한 모양의 방석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교회를 개조한 법당을 보면 불상 이외 일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법당을 보면 한국의 법당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탱화나 단청이 

있고 북이나 종과 같은 소품이 있다. 미국내 한국불교 법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일본 선사는 철저하게 미국인들의 기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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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다. 이를 현지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초를 다져 놓은 

사람이 야스타니 선사라 하였다. 

  

스티브 잡스의 선의 정신 

  

미국에서 불교붐이 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순류 

스즈끼(1904-1974)’라 한다. 1966 년 센프란시스코에 선원을 

건립하였는데 “수행하면 바로 깨칠 수 있다”라는 단순한 

케치프레이즈로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행공동체’가 

설립 되었는데 이중에는 ‘스티브 잡스’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창업자이자 오늘날 스마트폰을 있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성공신화를 이루게 된 배경에 선수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영상에 따르면 잡스는 스즈끼 선사의 ‘선심초심’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스즈끼 문하에 수행을 한 잡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차와 조명, 그리고 스테레오 뿐이다.”라 한 

것이다. 이는 선의 정신을 잘 나타낸 것이다. 

  

  

 
  

 

선의 정신이란 무엇일까? 무비스님은 선에 대하여 일곱 가지 정신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1)간소(簡素),  2)탈속(脫俗),  3)자연(自然),  

4)유현(幽玄),  5)고고(枯高),  6) 정적(靜寂),  7) 변화(變化) 이렇게 일곱 가지를 

말한다. 선은 소박하고 간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세속적인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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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떠나 고요한 분위기에서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런 

것이며, 동시에 변화무쌍한 것이라 한다. 

  

선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된 틀에 묶이지 않는다’라 

하였다. 어떤 형식이나 틀, 제도에 구애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스티브 잡스가 불과 27 살의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가졌음에도 선의 정신대로 살아 히트상품을 만들었다고 본다. 

  

자비명상이 강조된 테라와다불교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선불교 뿐만 아니라 테라와다 불교, 티벳불교도 

소개 하고 있다. 테라와다불교가 미국에 상륙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것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탁발문화 등이 미국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테라와다 불교는 미국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들이 테라와다 불교를 자신의 방식대로 

소화 하여 퍼뜨렸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IMS(Insight Meditation 

Society)를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일본불교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축이 

테라와다불교를 뿌리로 하는 IMS 라 하였다. 명상수행을 재가자에 

개방하였는데 종교보다도 자각과 심리치료 방식이라 한다. 1970 년 

대에는 위빠사나 수행 위주이었으나, 1980 년대 부터는 

‘metta(자비명상)’가 강조되었다고 한다. 특히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동안 IMS 에는 2700 명 가량 참여 하는데 대부분 여성의 참여가 높고 

특히 29 세 미만이 17%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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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IMS 의 인기는 매우 높다고 한다. 특히 IMS 출신으로서 존 

카밧진 교수를 들 수 있다. 카밧진 교수는 위빠사나 명상기법을 적용한 

정신치료방식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을 개발한 

장본인이라 한다. 

  

달라이라마 칼라차크라 법회 때에 

  

미국 내에서 티벳불교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2000 년 이후 

폭발적으로 티벳불교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디. 이는 달라이라마의 

영향이 매우 크다. 달라이라마가 2011 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칼라차크라 법회 때에는 무려 20 만명이 참가 하였다고 한다. 

  

  

 
  

  

  

숭산스님의 원력으로 

  

한국불교는 어떠할까? 숭산스님을 들 수 있다. 숭산스님의 개인적인 

원력으로 한국불교가 널리 알려진 것이다. 1972 년 미국 동부에서 

‘홍법원(Prividence Zen Center)’를 건립하면서 부터이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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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도 못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성공한 것이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교포지역이 아니라 교포가 전혀 없는 동북지역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친 낸 것이다.  

  

숭산스님은 많은 외국인 제자들을 길러 내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출가를 하여 법맥을 잇고 있다. 그런데 한국불교와 다른 점은 재가와 

출가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재가자 중에 

출가자가 나오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수행도 함께 하고 

심지어 안거도 함께 하는 것이다.  

  

일년에 한번 세계일화 대회 

  

숭산스님을 따르는 불교단체가 관음선종이다. 관음선종에서는 일년에 

한번 전세세계에서 온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를 갖고 있다. 

그곳이 미국일수도 있고 유럽일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다. 세계일화의 

정신으로 숭산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재가자에 

승복을 입히고 가사장삼을 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재가자가 승복을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가사장삼을 수한다는 것은 한국불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불교에서는 허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숭산스님의 

관음선종에서는 일년에 한번 세계일화 대회가 열리면 재가자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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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장삼을 수하고 여법하게 행사를 개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불교이다. 

  

왜 관음선종을 만들었을까? 

  

한국불교가 미국에서 성공한 것은 숭산스님의 관음선종 덕분이다. 

그렇다면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내 버려 두고 왜 관음선종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나레이터는 한국불교가 미국인들을 이해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였다. 한국방식대로 하였을 때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없음을 말한다.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숭산스님은 

미국인들의 생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낸 것이다. 마치 일본 선사들이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미국내에서 숭산스쿨이라는 불리는 관음선종 센터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하여 ‘전세계인 찾는 무상사, 관음스쿨(Kwan Um School of Zen)의 

위력은?(2016-01-1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관음스쿨은 여러 주에 걸쳐 20 군데가 된다. 유럽의 

경우 15 군데이다. 이것은 검색되는 것만 해당된다.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다. 그런데 관음스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숭산스님은 

계시지 않지만 외국인 전법제자들이 지도함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입문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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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불교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일본불교와 테라와다불교, 

티벳불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교세를 넓혀 가고 있지만 한국불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숭산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관음선종만이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잘 유지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숭산스쿨을 조계종에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제대로 굴러 

가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는 뉴욕 조계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봄 뉴욕에서 절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숭산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뉴욕조계사를 조계종 어느 스님이 접수하려던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Only don’t  know & only doing it, 눈 푸른 

납자들의 무상사(2015-05-2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조계종 스님이었던 숭산스님은 별도로 관음선종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조계종으로부터 미국인 불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뉴욕 조계사 사건이 말해 주듯이 절뺏기 

대상에서 자유롭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세계일화대회에서 알 수 

있듯이 재가자에게 가사장삼을 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가자에게 하는 인가제도일 것이다. 조계종에서 재가자에게 

가사장삼을 수하게 하고 전법인가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음선종을 별도로 만들었을 것이라 본다. 

  

전세계 불교의 장점만 취한 미국불교 

  

현재 조계종에서는 미국포교를 위하여 ‘해외특별교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주로 교포가 사는 

곳에 집중되어 있고, 신도들도 나이든 노보살 위주라 한다. 더구나 

한국불교 방식대로 법당에 연등이 걸려 있고 단청과 탱화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독송하고 칠정례 등을 하는 등 

한국방식 불교의례가 그대로 유지도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잡기 힘들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에 대하여 잘 

모르고 대응하는 것 같다.  

  

나레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불자들은 한국불자들이 아는 것 보다 

불교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왜 그럴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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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들은 전세계의 불교를 모두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점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불교에서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식이다. 테라와다, 티벳불교 역시 마찬가지라 한다.  

  

인류역사의 최고의 사건 

  

미국에서는 명상수행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재가불자라도 수행을 하여 경지에 오르면 지도법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지도법사는 재가불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가자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불교는 사실상 재가승가라 볼 수 있다. 이것이 

미국에서 불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불교에 대하여 미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말이 잘 표현하고 있다.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내가 불교명상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을 불자라고 

여기지 않진만,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Jack Kornfield) 

  

“미국인들은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을 찾고 있다. 단지 새로운 규칙을 

지키는 모임을 찾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변화가 와야 사람들은 

이끌린다.”(Surya Dass) 

  

“그들은 깨달음의 길을 재가의 맥락 안으로 끌어 들이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일상의 수행으로 가져 가고 있다. 미국에 불교가 전해 진 것은 

인류역사의 최고의 사건이다.” (Sister Margaret) 

  

(미국 불교의 이해 by 강사 윌리엄리) 

  

  

미국의 불교인들은 아시아 불교인들과 다르다. 또 미국 내의 이민자들 

불교와 다르다. 그것은 독특한 미국식 불교이다. 전세계의 모든 불교가 

모두 들어와 있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각 불교전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장점만 취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불자는 600 만명이라 한다. 명상수행하는 사람들은 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불과 십년만에 150 만명에서 600 만명으로 늘었는데 

십년후에는 어떻게 될까? 현재와 같은 폭발적 추세라면 한국불자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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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아질 것이다. 단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불교일 것이다. 그것은 명상수행에 기반한 재가불교이다. 그래서 시스터 

마가렛은 “그들은 깨달음의 길을 재가의 맥락 안으로 끌어 들이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일상의 수행으로 가져 가고 있다. 미국에 불교가 

전해 진 것은 인류역사의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한국에서 불교가 날로 침체하고 있다. 활력을 잃어 버리고 점차 박제화 

되고 있다. 정부보조금과 입장료수입에 의존하는 불교, 노보살들만 앉아 

있는 불교로 전락하였다. 반면에 미국불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교가 흥기하는 인류역사의 최고의 사건이 될 것이라 

하였다. 어쩌면 머지 않아 미국불교를 수입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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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 

  

  

스마트폰시대에 

  

지금은 스마트폰시대이다.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세 

이었으나 이제 바뀌었다. 손안에 들고 다니는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이다. 그런 스마트폰은 마치 ‘공룡’과도 

같다. 각종 ‘앱’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휴대폰 따로, MP3 따로, 디카 따로이었으나 이제 앱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갖가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을 앱이라는 이름으로 잡아 먹는 공룡이 되었다.  

  

스마트폰은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 반면 단점도 많다. 고유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을 앱이라는 이름으로 잡아 먹은 것이 대표적 단점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MP3 나 

디카, 게임과 같은 관련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원망스런 것이다. 

그럼에도 소비자에는 이점이 많아 보배와 같은 것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일인사업자에게 

있어서 전화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또 스마트폰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이다. 갖가지 대화방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유용한 기능은 

‘유튜브’이다. 일정액의 요금을 내면 무제한의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최대장점인데 유튜브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어령 교수의 깊은 슬픔 

  

최근 유튜브에서 이어령교수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았다. 이재철목사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제목은 ‘성서 스토리텔링’이다. 우연히 

접하게 된 동영상에서 이어령 교수의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것은 

목사가 “사랑하는 따님과 손자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셨는데..”라고 

이야기를 시작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에 이끌려 동영상의 일부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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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령교수에 대하여 비판한 적이 있다. 그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나약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약한 지성 

이어령(李御寧)(2010-11-1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 

불교의 세계관을 이야기 하면서 “수 많은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시련과 그에 따른 기도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그 딸과 그 딸의 고뇌의 상징과도 같은 손자가 

죽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몹시 슬퍼 보였다.  

  

이어령 교수는 목사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딸의 

죽음에서 느낀 것은 육체를 가진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하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살아서 숨쉬고 옆에 만질 수 있는 동생, 형, 오빠, 친구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자랑스럽고 귀중한 건지 살아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야. 그 사람의 비었던 자리를 어떤 것도 매꿔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령 교수는 육체를 가진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했다. 영성도 

소중하지만 듣고 보고 만지고 숨쉬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하고 

심지어 황홀하다고 했다. 아파서 문드러져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살아 있어서 함께 하는 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다. 청중들과 서로 앉아서 웃고 보는 이런 관계가 무척 

소중하다고 하였다. 결국 지금 여기 살아 있는 존재가 소중하고 심지어 

황홀하다고 하였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함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괴롭다. 때로 슬퍼한다. 

이렇게 마음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으면 ‘시들은 갈대’와 같다. 이를 초기 불교에서는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S1.10) 이라 하였다.  

  

갈대를 낫으로 베었을 때 처음에는 푸른 색깔이지만 점차 누렇게 

변색된다.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늘 과거에 가 

있어서 후회한다면 낫에 잘린 갈대와도 같다. 또 마음이 미래에 가 

있어서 미리 걱정한다면 역시 낫에 잘린 갈대와도 같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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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에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지금 이순간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을 관찰하면 죽지 않는다. 지금 이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살려거든 지금 이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된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한 순간도 가만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M131) 고 했다.  

  

손님이 찾아 왔는데 

  

손님이 찾아 왔다. 처음 있는 일이다. 아직까지 글과 관련해서 찾아 온 

사람이 없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 오겠다고 하였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즐거이 맞이 할 것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 대출 등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방문한다면 거절 할 것이다. 대출관련 전화가 왔을 때 매정하게 끊는 

것과 같다. 그런데 글과 관련하여 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물어 볼 

것도 있다고 하였다.  

  

방문 요청을 받았을 때 고민하였다.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러나 글과 관련하여 

불교인의 방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우리 불가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먼 곳에서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불자의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요청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머뭇거렸으나 이내 

받아 들이기로 하였다. 

  

올해 들어 생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다. 일종의 교류라고 볼 수 있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 등을 만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따른다. 만일 상대방이 ‘바쁘다’ 등의 핑계를 들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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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우님의 방문 요청을 받아 들였다. 불교공부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인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세상에는 수 많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아무리 불교라는 종교로 맺어진 관계라도 

살아 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글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올린 글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반면 또 어떤 이는 

다짜고짜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 또는 ‘엉터리이다’라는 말을 퍼 

붓는다. 그래서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 또는 게시판 등에 비난을 퍼 

붓는다. 이렇게 본다면 안티카페가 있고 안티블로그가 있는 셈이다. 

마치 연예인처럼 ‘안티’가 있는 것이다. 

  

법우님이 도착 하였다. 일부러 먼 곳까지 찾아 온 것이다. 여성 

법우님으로 대학원에서 불교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 것이다. 법우님을 보니 ‘감관’이 맑아 

보였다. 마치 비구니 스님이나 수녀의 ‘말간’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수행의 경지가 상호에 드러나 보인 것이다. 이렇게 감관이 맑아 보이는 

사람과 대화 하면 저절로 청정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대화가 술술 

잘 풀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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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또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불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것이다. 법우님에 

따르면 키워드 검색을 하면 걸리는 것이 블로그에 올려진 글이라 

하였다. 그래서 주변의 도반들이 블로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스님들도 마찬가지라 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오래 전부터 블로그를 알고 있었고 또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한 

것이지만 말로 들으니 실감이 났다. 이에 대하여 “부끄럽습니다”라는 

말로 대신 하였다. 

  

법우님은 논문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한다.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것 같다. 그러나 스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보통불자가 

딱히 도움이 될만한 것이 없었다.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글을 쓰는 

입장이라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올린 글은 논문도 법문도 아니다. 늘 

하는 강조하듯이 비급. 삼류, 비주류의 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건네 준 

것이다. 아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법우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수다쟁이가 된 듯 하였다. 그것은 상대방이 말을 잘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랑하듯이 글쓰기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야기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만일 

용기를 내어 존경하는 사람 또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방문하였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 꼴이 된 것 

같다.  

  

수행경력이 있는 법우님은 행복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에 대하여 관심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지만 

  

지금 여기라는 말은 부처님도 강조한 사항이다. 지금 여기에서 늘 깨어 

있는 삶을 말씀 하신 것이다. 늘 사띠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행이다. 그것도 일상에서 깨어 있음을 말한다. 

행주좌와어묵동정간에 깨어 있음을 말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사띠라는 말이 수 없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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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는 삶이 행복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기가 쉽지 않다. 마음은 제멋대로이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여기에서 늘 ‘사띠(sati)’가 유지된다면 

아라한이나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 하였다.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행복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런 행복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오감에 따른 감각적 쾌락의 행복에서부터 적멸의 행복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행복이라 하였을 때 어느 행복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다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행복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오감의 충족에 따른 

행복을 행복이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괴로움이라 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S35.136) 라 하였다. 거꾸로 본 것이다. 세상사람들의 흐름과 

거꾸로 갔을 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S35.136)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다. 수 많은 앱 중에서 대화방이 있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자로 대화 하며 지낸다. 

학교동기동창 대화방이 있다. 대화방에서 ‘도사’로 통한다.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대화방에서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 그렇게 부른다. 

사실 대화방은 글 쓰는 사람에게는 ‘놀이터’나 다름 없다. 대부분 

침묵모드이지만 글 쓰는 이에게 대화방에서 문자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보다 더 쉬운 일이다. 글 몇 마디 올려 놓아도 도사라고 별명 

붙이는 식이다. 친구 중에 크리스천이 있다. 그 친구가 “어차피 

인생자체가 고행아니던가?”라 하며  “도사님이 오늘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간단히 “내려 놓아라”라고 

하였다.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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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욕망을 내려 놓아 버렸을 때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방하착(放下着)’이라 한다. 

이는 ‘손을 내려 밑에 둔다’라는 뜻이다. 흔히 ‘내려 놓아라’ 

라든가 ‘놓아 버려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선종에서 화두로 삼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초기불교에서도 내려 놓으라는 의미의 말이 무수하게 등장한다. 이는 

집착하지 않는 삶을 뜻한다. 집착에서 벗어 났을 때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한다. 대표적인 말이 ‘염오-이욕-해탈’이라는 말이다. 

  

염오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집착하는 삶에 대하여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도 넌더리 칠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넌더리 칠 정도로 싫어 하는 경험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수행으로 달성된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전에 집착된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싫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더 이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욕망이 곧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 다음날 지옥을 경험한다면 감각적 쾌락이 재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욕망에서 자유로워 졌을 때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다른 말로 ‘해탈’이라 하였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해탈이다. 해탈은 

자유를 말한다. 그것도 ‘대자유’를 뜻한다.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 

났을 때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이에 대하여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말 보다 만족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다가온다. 욕망을 내려 놓아 버렸을 때 오는 만족이다. 그래서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다.  

  

소욕지족의 삶은 욕망을 내려 놓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법구경에서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고(Tuṭṭhī sukhā yā 
itarītarena)”(Dhp331)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떠한 

것(itarītarena : whatsoever)’에도 만족하는 삶이 소욕지족이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행복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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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놓으면 행복하다. 욕망을 최소화 함에 따른 만족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족과 행복은 동의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족이라는 말이 더 

와 닿는다. 그런 만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주석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1) 좋거나 거친 어떠한 것을 얻든, 소득에 

따른 만족(yathalabhasantosa), 2)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만족하는, 기력에 따른 만족(yathabalasantosa), 3) 사치스런 것을 

피하고 필수적인 것만을 취하는, 분수에 따른 

만족(yathasaruppasantosa)이 있다.” (Srp.II.161) 라고 하였다. 

불교인이라면 당연히 세 번째 항 ‘분수에 따른 만족’일 것이다. 

이것이 소욕지족이다. 

  

소욕지족의 삶에 대하여 

  

소욕지족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게송을 발견하였다. 원담스님은 다음과 

같은 한시를 카페에 올려 놓았다. 

  

  

君子如何長自足, 군자여하장자족     군자는 어찌하여 늘 스스로 족하며 

小人如何長不足; 소인여하장부족     소인은 어찌하여 늘 부족한가. 

不足之足每有餘, 부족지족매유여     부족하나 만족하면 늘 남음이 있고 

足而不足常不足; 족이부족상부족     족한데도 부족타 하면 언제나 

부족하네. 

樂在有餘無不足, 낙재유여무부족     즐거움이 넉넉함에 있으면 족하지 

않음 없지만 

憂在不足何時足; 우지부족하시족     부족한 걸 걱정하면 언제 

만족하랴, 

安時處順更何憂, 안시처순경하우     때에 맞춰 순리로 살면 무엇을 

근심 하리 

怨天尤人悲不足; 원천우인비부족     하늘을 원망하고 남 탓하면 슬픔은 

끝이 없으리.  

求在我者無不足, 구재아자무부족     내게 있는 것을 구하면 족하지 

않음이 없지만 

求在外者何能足; 구재외자하능족     밖에 있는 것을 구하면 늘 

부족하리니 

一瓢之水樂有餘, 일표지수낙유여     한 바가지 물로도 즐거움은 남음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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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錢之羞憂不足; 만전기수우부족     만금의 진수성찬을 먹은들 근심할 

일 없으랴 

古今至樂在知足, 고금지락재지족     예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樂은 

족함을 아는 데 있으니 

天下大患在不足; 천하대환재부족     세상의 큰 근심은 족함을 알지 

못함에 있다. 

二世高枕望夷宮, 이세고침망이궁     진시황과 그 아들이 아방궁에서 

베개를 높이 벴을 때 

擬盡吾年猶不足; 의진오년유부족     죽을 때까지 즐길 줄 알았겠지. 

唐宗路窮馬嵬坡, 당종로궁마외파     당 현종이 馬嵬坡마외파에서 길이 

막혔을 때 

謂卜他生曾未足; 위복타생증미족     한 생을 더 산다 해도 부족하다 

말했다네. 

匹夫一抱知足樂, 필부일포지족락     필부의 한 아름도 족함을 알면 

즐겁고 

王公富貴還不足; 왕공부귀환부족     욕심이 과하면 왕공의 부귀도 

오히려 부족하다오. 

天子一坐知不足, 천자일좌지부족     天子란 높은 자리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만이요 

匹夫之貧羨其足; 필부지빈선기족     필부의 가난도 족함을 알면 

부러워할만하다 

不足與足皆在己, 부족여족개재기     부족함과 족함은 모두 내게 

달렸으니 

外物焉爲足不足; 외물언위족부족     외물이 어찌하여 족함과 부족함이 

되리오. 

吾年七十臥窮谷, 오년칠십와궁곡     내 나이 일흔에 궁핍한 골짝에 

누웠더니  

人謂不足吾則足; 인위부족오즉족     남들이야 부족타 해도 나는야 

족해. 

朝看萬峯生白雲, 조간만봉생백운     아침에 만 봉우리에서 흰 구름 

피어나는 걸 보노라면 

自去自來高致足; 자거자래고치족     저절로 왔다가는 고상한 운치가 

족하고, 

暮看滄海吐明月, 모간창해토명월     저물녁 푸른 바다에 밝은 달 

떠오르면 

浩浩金波眼界足; 호호금파안계족     가없는 금물결에 보기에 족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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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有梅花秋有菊, 춘유매화추유국     봄에는 매화 있고 가을엔 국화 

있어 

代謝無窮幽興足; 대사무궁유흥족     피고 짐이 끝없으니 그윽한 흥취가 

족하고 

一床經書道味深, 일상경서도미심     책상 가득 經書엔 道의 맛이 

깊어라 

尙友千古師友足; 상우천고사우족     고전을 벗 삼으니 스승과 벗이 

족하네. 

德比先賢雖不足, 덕비선현수부족     德은 선현에 비해 비록 부족하지만 

同吾所樂信有時, 동오소락신유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들과 같으니 

진실로 때가 되었네, 

卷藏于身樂已足; 권장우신낙이족     몸에 책을 간직하니 즐거움이 이미 

족하다 

俯仰天地能自在, 부앙천지능자재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 

능히 자유로우니 

天之待我亦云足. 천지대아역운족     하늘도 나를 보고 만족하시겠지.  

  

(출처: 세상의 큰 근심은 족함을 알지 못함에 있다)  

  

  

이 시의 제목은 ‘세상의 큰 근심은 족함을 알지 못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원담스님의 설명문에 따르면 이 시는 조선시대 ‘구봉 

송익필’의 시라 한다. 오로지 ‘족(足)’자 하나만을 사용하여 그 

유례를 보기 드문 명시를 남긴 것이다. 소욕지족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 하다. 

  

행복 보다 만족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 한다. 평소 존경한 분이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렇다고 잡담하자 것은 아니다. 

‘법담’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담마토크’ 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이는 숫따니빠따 

‘위대한 축복의 경(Sn2.4)’에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수행자로부터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들어라”고 하였다. 이것이 행복이라 하였다. 그것도 

가장 큰 행복이라 하였다. 그래서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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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가장 큰 축복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존경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또 진정한 불교인이라면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무실에 어느 법우님이 찾아 와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감관이 맑아서 인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타종교인도 볼 수 있고 스님도 

볼 수 있고 학자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멘트를 남겨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코멘트에다 일일이 답신을 하지 못한다. 이점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생업과 글쓰기 두 개를 하다 보니 무척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밖에 없다. 매일 글을 올리는 것으로 답신을 대신한다. 

  

법우님과의 대화에서 지금 여기라는 말에 주목하였다. 결국 지금 여기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를 떠나면 괴로움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면 낫에 잘리 푸른 갈대신세나 

다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관찰하라”라고 

하였다. 늘 깨어 있는 삶을 말한다. 사띠하는 것이다.  

  

매순간 사띠 하였을 때 만족할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는 삶이다. 

한끼를 먹어도 맑고 깨끗한 것은 소욕지족의 삶이다.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삶이다. 욕망을 내려 놓았을 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행복 

보다 만족이다.  

  

  

  

  

2016-01-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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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괴로움이 뼈에 사무쳐야  

  

  

  

혹독하게 추운 날씨이다. 겨울을 겨울답게 하는 매서운 날씨이다.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는 형벌 같은 계절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에게는 시련의 계절이다. 축적해 놓은 것은 없고 갈수록 나이는 

들어 병고에 시달리는 자는 차라리 안온한 새로운 삶을 꿈꿀지 모른다.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옷깃을 여며도 뺨에 와 닿는 

촉감이 바늘로 찌르는 듯 하다. 목도리로 두터운 옷으로 몸을 칭칭 감아 

보지만 파고 드는 추위에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이럴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따뜻한 곳에서 안은하게 보내고 싶은 것이다. 

  

겨울은 추워서 고통스럽다. 여름은 더워서 힘겹다. 좋은 시절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극단적 추위와 열기이다. 양극단을 떠난 

중간은 짧기만 하다. 호시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친다. 즐거움에 

취하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듯이 봄날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늘 추위와 

열기에 있는 듯 하다.  

  

괴로움이 뼈에 사무치는 자각이 일어 났을 때 

  

혹한과 혹서는 고통스런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 되지 

않는 것이다. 근원적인 괴로움을 접하였을 때 ‘절망’한다. 그래서일까 

고성제를 보면 생노병사에 이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S56.11) 라 하였다. 십이연기에서 연기가 회전 하였을 때 

결국 ‘절망’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S12.2) 라 하였다. 

  

존재 하는 모든 것들은 괴로움 그 자체이다. 존재를 괴롭다고 

자각하였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괴로움에 대하여 뼈에 

사무치는 자각이 일어 났을 때 비로서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싫어하여 사라지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안다. 

  

불교는 타종교와 다르다. 타종교에서는 부활을 꿈꾼다. 한번 태어난 이 

생이 다하면 영적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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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삶을 바란다. 끊임 없이 죽고 사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려 왔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 쉬고 싶은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를 부활이라 볼 수 있다. 

타종교에서는 부활이 축복이지만, 불교에서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자각이 있다면 사라지는 것은 

축복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하여 

  

부처님은 크게 깨달아 생사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문제를 해결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동국대 김성철 

교수는 중론 강의 도중에 이런 말을 하였다. 

  

  

“수행의 목적은 뭐냐 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고통만 제거 하는 

거에요. 그럼 끝이에요. 외도에서 수행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삼매경지, 뭐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요. 그건 불교는 

아니죠. 일종의 탐욕이죠. 도탐, 도에 대한 탐욕이죠. 

  

부처님도 순수했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자, 설법 하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깨닫자 마자 뭐 하셨냐 하면 ‘자, 이제 죽어지’ 이렇게 

하셨어요. 왜? 문제 다 풀렸으니까. 뭣하러 또 살아요.  

  

열반하자 마자 처음에, 성도하자 마자 서른 다섯살 때, 그 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내 이 가르침을 진정으로 수용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려고 

그러죠. 열반할라고. 

  

그랬더니 범천, 브라만 천신이 와서 권청을 하죠? 제발 설법해달라고. 

그러니까 응병요약, 그래서 일어나신거에요. 이게 불교의 본질이에요.  

  

불교는 원칙은 ‘묻지 않으면 답을 하지 않는다’ 이게 불교에요. 다른 

종교는 묻지도 않는데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오히려 독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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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공부할 때 내가 의문이 있을 때, 그 의문에 내가 답을 낼 경우에 

‘이 답을 남한테 알려 줘야지’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죽을 때 내가 

혼자 가져 가야지’라고. 그래서 여한이 없는 그런 문제를 품어야 되요. 

그런데‘남한테 알려 주고 가야지’ 라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순수한 

건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것은 내가 진짜 알기 위해서, 죽을 때 남한테 절대 

독각처럼 혼자 알다 혼자죽어요. 너무나 의심이 돼가지고 도저히 밥먹고 

속물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남한테 얘기 안해요. 알았어요. 이젠 죽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랬었냐 하면 남들이 괴로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르친 

거에요. 할 수 없이. 이게 불교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해인사 2003 중론김성철 9,  49:37) 

  

  

 
  

  

  

책을 보거나 자료를 접하였을 때 좋은 내용이 있으면 메모해 둔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의 경우 듣는 것이긴 하지만 시간대를 기억 

해 두었다가 녹취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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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교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처님이 처음부터 중생구제를 목표로 

하여 깨달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생노병사 등 괴로움의 문제를 

해켤 코져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크게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나 깨닫는다. 아주 작은 깨달음부터 큰 깨달음에 이르기 까지 매일 

매일 삶은 깨달음의 연속이다.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를 남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 조용히 자신만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 자신이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남에게 알리고자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공감하면 다행이지만 비난하면 상처가 될 것이다. 또 힘들게 이야기 

하였음에도 이해 하지 못하면 피곤해 할 것이다. 부처님도 그랬을 

것이라 본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생사와 윤회문제를 해결한 위없는 깨달음이다. 

‘이것 이상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를 ‘아눗따라삼마삼보디’라 하여 

‘무상정등정각’이라 한다. 이렇게 깨달은 자를 정등각자라 한다. 

오로지 부처님 한분에게만 붙여 주는 칭호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처음 

무상정득각을 이루었을 때 세상사람들을 위하여 알려 줄 마음은 없었던 

것 같다. 이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내 고통을 제거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남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이는 김교수가  “수행의 목적은 뭐냐 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고통만 제거 하는 거에요. 그럼 끝이에요.”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생노병사 등 괴로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었을 때 수행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49 일 동안 열반의 

즐거움을 누렸다고 했다. 율장대품에서는 “그때 세존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칠일 동안 홀로 가부좌를 하고 해탈의 지복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Atha kho bhagavā bodhirukkhamūle sattāhaṃ ekapallaṅkena 
nisaadhikaraṇasamathāsaṃvidī)”(Vin.I.1) 라고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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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누구나 행복, 행복 하지만 열반을 성취한 

자의 행복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 라자야따나 나무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내버려 두지 않은 것 같다. 범천에 있는 신들이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작은 동산의 보리수아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감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 범천이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 주기를 간청한다. 이것이 

깨달음에 이어 두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만일 부처님이 깨달은 상태에서 해탈과 열반의 지복을 누리며 살다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불교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법을 설해주기를 간청 했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가르침이 전승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처음부터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행한 것이다.  

  

수행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때 

  

수행을 어떤 수단을 성취하기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떤 이익을 위하여 수행을 하여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였다면 

이는 순수한 행위가 아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욕구와 같은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학업이나 재산, 지위, 권력 등을 성취하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수행도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유튜브에서 보았다. 

  

유튜브에 ‘단’에 대한 자료가 올려져 있다. 거의 1987 년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된 자료이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소설 단의 주인공이 

되는 도인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다. 소설 단에서 묘사 된 것처럼 

신통력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프로이다. 그런데 수련생 중에 어떤 이는 

하루 세시간 또는 하루 종일 수십일 째 수련중에 있다고 하였다. 또 

어떤 수련생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의심도 해 보았지만 제가 

본래부터 그 방면에 취미가 있었던 관계로 상당한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해 가는 도중과 전에 경험을 비추어 봐서 

이것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신통을 얻기 위한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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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들은 소설 속의 주인공 도인에게서 신통에 대한 지도를 받아 

신통력을 얻기 위해 수련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수행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통력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바램을 

가지고 수련한 것이다. 

  

만일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면 

이는 목적을 가진 것이 된다. 그래서일까 금강경 대승정종분에 

“아개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득멸도자(我皆令入 無餘涅槃 而滅度之 如是滅度 無量無數 無邊衆生 

實無衆生 得滅度者”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이가 없느니라.”라는 

뜻이다.  

  

만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마음을 내어서 깨달음을 추구한 

것이라면 금강경의 말대로 한 중생도 구제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 이 허공계가 다 하도록 모든 중생을 남김 없이 제도하리라는 

우주적 발원을 하여 깨달음을 추구하였다면 이는 목적성을 갖는 것이 

된다. 목적을 갖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욕망이기 때문에 결코 깨달음도 

이룰 수 없고 바라는 바도 성취 될 수 없을 것이다. 

  

법은 청원해야 설한다 

  

두 번째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권청에 따라 법을 펴신 것이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범천의 권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느님이라고 번역되는 

범천 ‘사함빠띠’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부처님에게 법을 펴 달라고 하였다.  

  

만일 누군가 권청하지 않았다면 부처님은 법을 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법은 청해야 설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법을 설한다면 피곤해 할 것이다. 만일 사함빠띠의 청원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살만큼 살다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을 것이다.  

  

범천의 권천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을 설하였다. 그런데 법을 

설하려다 보니 걸림이 있었다. 그것은 “심오하고 미세한 진리는 보기 

어렵네.”(M85)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왜 진리를 보기 어려울까? 

이는 바로 앞구절에 답이 있다. 그것은 “흐름을 거슬러 가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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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재산, 

지위,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거꾸로 이를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따를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상처를 받는 경우 

  

누군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려 놓으십시오”라고 말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아마 크게 웃어 버리고 말 것이다. 설령 진리를 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연기법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매우 드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독백처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증득한 이 진리는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여 사고의 영역을 뛰어 넘고 극히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해한다. 그러나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도리, 즉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도리, 즉 모든 형성의 그침, 모든 집착의 

보내 버림, 갈애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M85) 

  

  

부처님이 해탈과 열반의 지복을 누리고 나서 이를 공유하고자 하였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해 보시오’ 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더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시오’고 하였을 때 받아 들일 

사람이 있을까? 아마 크게 웃어 버릴 것이다. 이럴 경우 상처 받을 

것이다.  

  

청원하지 않으면 법을 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설하는 것이다. 만일 아무나 붙잡고 설한다면 상대방도 피곤하고 

자신도 피곤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라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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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삶들이 가엾게 보여서 

  

부처님은 결국 진리를 설하였다. 범천의 권청이 있기도 하였지만 깨닫고 

보니 뭇삶들이 가엾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뭇삶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M26) 라 하였다. 초불연에서는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라고 

하였다. 결국 불쌍함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김성철 교수는 “남들이 

괴로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르친 거에요.”라 하였다.  

  

부처님은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여 해탈과 열반의 지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법을 설하였다. 다만 법을 청원한 자에게 

해당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법을 배우려거든 먼저 머리속을 

비우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라고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 종교 체계를 모두 내려 

놓으라는 말이다. 이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비웠을 때 법을 받아 들일 수 

있음을 말한다. 

  

세상에 비난 받지 않은 도는 도가 아니다 

  

수행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 혼자서 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내면과 대면하는 것이다. 이런 수행에 

목적이 있다면 실패라 하였다. 마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듯이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수행을 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고 새롭게 깨우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기쁨을 남에게 알려 주어야 할까? 대부분 남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혼자 안고 가는 것이다. 혹시 이럴지도 모른다. 힘들게 깨친 것을 

남에게 알려주기 싫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또 남에게 이야기 해 보았자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세상사람들은 도나 진리 

등 고결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다.  

  

만일 누군가를 붙잡고 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몇 사람이나 귀 

기울일까? 아마 대부분은 크게 웃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일까 예로부터 

아무에게나 ‘도 닦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칭찬은 고사하고 

경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흔히 ‘세상에 비난 받지 않은 도는 도가 아니다’라 하였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김성철 교수의 “불교 공부할 때 내가 의문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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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문에 내가 답을 낼 경우에 ‘이 답을 남한테 알려 줘야지’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죽을 때 내가 혼자 가져 가야지’라고. 그래서 

여한이 없는 그런 문제를 품어야 되요. 그런데‘남한테 알려 주고 

가야지’ 라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순수한 건 아니에요.”라는 말에 

공감한다. 수행은 세속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진리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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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 죄업을 어찌 할 것인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이다. 오래 전 일이지만 기억에 남는 말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서”라는 말이다. 어느 해 여름동원훈련이 

있었다. 수원 근교 예비군교장에서 텐트를 치고 몇 일 훈련을 받았다. 

회사원들 뿐 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동원 되었는데 ‘어슬렁’ 

거리며 걸어 다니는 폼이 전형적인 예비군스타일이었다.  

  

어느 날 텐트로 만들어진 막사에서 어느 하사관 출신이 새벽에 담배를 

피웠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옛날생각이라는 것이 좋았던 것인지 후회 되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훈련장에 와 보니 군대에서 일이 떠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에 

끄달려 잠을 못 이루었을 것이라 본다. 옛날 군대시절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며 산다.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 간다. 지나간 과거가 영광스런 일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후회스런 일 또는 아쉬운 일이 되기 쉽다.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 

기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막연한 불안과 초조를 야기 하기도 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마음이 과거에 가 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고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몸이 불편하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떠 올리는 것은 과거의 일 밖에 없다. 

대게 “그때 더 잘 해 줄껄”과 같은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며 회한에 

잠긴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학업이나 취업 걱정이다. 또 미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게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들이 지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마음이 가 있으면 편하지 않다.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머리 속에서 생각하며 애태우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낫에 잘린 푸른 갈대와 같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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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이미 지나 간 것으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뿐이다. 미래는 오지 

않아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항상 현재에 

두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현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는 아무리 

쪼개고 쪼개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표현 되어 있듯이 시간은 ‘과거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이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마음에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현재도 붙잡을 수 없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뿐이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M132)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지은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수경에 ‘백겁적집죄일념돈탕진(百劫積集罪 一念頓蕩盡)’이라는 말이 

있다. 백겁동안 쌓인 죄업이 한 생각에 모두 없어진다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이중표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이 천수경을 보면 백겁적집죄일념돈탕진 그러죠? 부처님은 

억겁에 지은 죄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 그게 진정한 업보의 자리에요. 

업보라는 것은 지금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는 공의 도리를 업보라고 

말하는 거에요.” 

  

(이중표교수, 이중표교수의 연기법 6강(존재와 법 02) 5:27) 

  

  

천수경에 참회진언이 있다. 그런 참회진언 중에 

‘백겁적집죄일념돈탕진’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이런 말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과거 또는 전생에 

지은 죄가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의 도리를 알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보는 있고 작자는 없다’라고 말한다. 

  

과거를 돌아 보면 후회스런 일이 많다. 군대에 있을 때 집합을 하여 

후임을 구타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문화 



75 

 

때문이다. 선임이 후임을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구타하는 것은 

다반사이었다. 이처럼 관행처럼 내려온 군대문화에 젖어 들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업을 짓고 만 것이다. 그때 당시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 보던 후임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다고 아주 못되게 한 것은 아니다. 한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위에서 시켰기 때문이다.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서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조직에 속하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수가 

많다. 상사가 부하에게 피를 묻히게 하는 수법이 있다. 조직을 위하여 

희생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칼을 들고 피를 묻힌 그 

사람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조직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 자리에 오르기 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고 피를 흘려 쟁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과 배신으로 

점철 되어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사랑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라 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삶을 살아 간다는 것은 결국 업만 짓는 것이 된다. 그 업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불선한 것일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불선한 것이 많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오래 살수록 악행은 늘어만 간다. 이렇게 이렇게 

쌓이고 쌓인 악행이 종종 생각날 때면 후회하고 괴로워 한다. 그런 

악행이 이번 생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 생에서도 있었고 더 이전 

생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백겁동안 악행이 쌓였다면 수미산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 세상은 꿈속의 집인가?  

  

이중표 교수는 ‘백겁적집죄일념돈탕진’의 예로서 앙굴리말라를 

들었다. 연쇄살인자 앙굴리말라가 용서되는 자리가 마음 한번 바꾼 것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업보라는 것은 지금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는 공의 도리를 업보”라 하였다. 공의 도리를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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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치매환자 걸린 것처럼 과거의 일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중생들이 업보를 받아 들일 때는 삼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업보로 받아 

들이는 것이 중생의 업인 거에요.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가 지은 업에 

매여 가지고 과거의 나다 현재의 나다 미래는 뭐가 되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끊임 없이 고통과 갈등 속에 있지만 업보의 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미망한 생각에서 일어난 생각은 꿈처럼 사라져 버려요. 

일체유위법은 꿈과 같이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이중표교수, 이중표교수의 연기법 6강(존재와 법 02) 5:27) 

  

  

 
Dream 

  

  

과거 또는 억겁 전쟁에 지었던 업은 단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이 세상을 꿈인줄 알면 된다는 것이다. 금강경 대미를 

장식하는 게송이 ‘일체유위법여몽환포영’인데, 이 문구를 활용하여 

일체법이 허망한 것인 줄 안다는 것이다. 과거에 지은 죄도 꿈속에서 

지은 것과 같기 때문에 꿈만 깨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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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의 선사들이 법문에서 종종 이 세상을 꿈속으로 비유하고 있다. 

총무원장을 지낸 어느 스님은 열반게에서 이 세상을 ‘꿈속의 

집’이라고 하였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C 스님은 ‘본래 없음’을 강조 

하였다. 그래서 나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짜백이는 

죽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 이 스님 역시 법문 

말미에 금강경 ‘일체유위법여몽환포영’을 말하며 꿈에서 깰 것을 

강조하였다. 

  

대승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꿈의 집일까? 지금 나는 꿈꾸고 있는 

것일까? 꿈속의 나가 있고 또 꿈꾸는 나가 따로 있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다수의 스님들이 금강경의 게송을 예로 들며 이 세상은 꿈속의 

세상이라 하였다. 

  

육입처(salāyatana)에 대하여 

  

대승에서는 이세상을 꿈속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체가 우리가 만든 

인식작용 때문이라 하였다. 이를 ‘육입처’로 설명한다. 대상을 보는 

나와 나 밖에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된 것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상윳따니까야 살라야따나상윳따 일체의 경을 보면 “일체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 이것을 일체라 한다.”(S35.23) 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를 여섯 감역이라 한다. 시각과 형상을 하나의 감각영역으로 

본 것이다. 이는 시각과 형상의 영역이 함께 인식되고 있음을 말한다.  

  

시각에 대하여 내입처라 하고 형상에 대하여 외입처라 하는데 

공통적으로 입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감각영역안에 있음을 

말한다. 시각의 대상이 형상인데, 형상이라 하여 외부에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과 형상을 함께 

묶어 시각영역이라 한다. 이런 영역이 여섯 개 있다고 하여 

‘육입처(salāyatana)’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 몸에서 의식이 떠나면 무어라 부를까? 시체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죽’음이다. 의식이 몸을 떠나면 여섯 가지 감역은 

작용할 수 없다. 그런 감역은 외적감역과 내적감역으로 나뉜다.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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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역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고, 내적 감역은 안, 이, 비, 설, 신, 

의이다. 이와 같은 내적 외적 감역에서 의식이 없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의식은 내적 감역 모두에 작용하고 있다.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육입처가 세계라 하며 모든 현상에 대하여 

인식작용으로 여긴다. 심지어 오온에 있어서 색온 조차도 인식된 것이라 

한다. 이는 육입처와 오온을 동일시 한 것에 따른다. 그러나 전재성님의 

상윳따니까야 해제에 따르면 “니까야들은 정확하게 두 구조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상윳따 4권 해제) 라 하였다. 그럼에도 

이중표교수는 이를 무리하게 연계하며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 십이연기와 

팔정도, 구차제정까지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그것은 모든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식의 일체유심조 논리로 마음 하나 내면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또 ‘본래 없다’는 용수의 공의 논리에 바탕을 

두어문자로 개념지어진 것들이 본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고 꿈을 깨야 실상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세상을 인식론으로 보는 이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라는 말은 아비달마와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일체의 경(S35.23)에 따르면 부처님은 협의의 의미이든 광의의 의미이든 

일체는 모두 여섯 가지 감역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시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감역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시공간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시면서 

‘이러한 일체를 부인하고 다른 일체를 말한다면 단지 

말뿐이다.’(S35.23) 라고 하였다.  

  

일체에 대하여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이는 아비달마와 다른 것이다. 

대승에서는 이점을 부각하여 아비달마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 이중표 

교수는 ‘엉터리’라고 하였다. 정말 아비달마는 엉터리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까야에서 여섯 가지 감역에 대한 분석이 

지향하는 바는 완전한 세계의 현상론적인 구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명상수행에서 인식의 발생의 출발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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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윳따니까야 4 권 해제, 전재성님) 

  

  

이 세상을 여섯 감역에 따른 인식론적으로 보는 것은 명상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론적인 완결성에 지배되기 보다는 고통에서의 해방에 목표를 둔 

부처님 길의 실천적 절박성에 지배된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 여섯 감역을 통해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그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난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S35.106) 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섯 감역은 괴로움이 세상이 생겨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발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싫어하여 떠나라 

  

여섯 감역으로 이루어진 일체도 조건지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조건지워져 있다면 소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소멸을 말씀 

하셨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부서지는 것이므로 세상이라고 한다. 

부서지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승이여, 시각이 부서지는 것이며, 청각이 

부서지는 것이며, 시각이 부서지는 것이며 형상이 부서지는 것이며 

시각접촉이 부서지는 것이며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부서지는 것이다.”(S35.820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일체이다. 그리고 세상이다. 한번 

형성된 것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여섯 감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승의 논리대로 마음 한번 되돌리면 되는 

것일까? 이 세상을 꿈속으로 보아 꿈을 깨면 되는 것일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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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시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접촉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도 싫어하여 

떠난다.”(S35.33) 

  

  

부처님은 싫어하여 떠날 것을 말씀 하셨다. 이른바 염오-이욕-해탈을 

말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 “그가 해탈할 때 ‘해탈되었다.’는 궁극의 

앎이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 

하였다. 연기법적 사유와 이해, 그리고 실천으로 괴로움과 윤회를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본래 없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여섯 감역에 대하여 인식론적으로 말씀 하신 것은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후대 대승에서는 이를 

일체유심조로 해석하여 이 세상을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유위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허망’한 것이라 하였다. 이 

세상을 꿈속으로 세상으로 보아서 꿈에서 깨어 나듯이 실상을 제대로 

보자고 한다. 이것이 공의 도리로 설명된다.  

  

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윤회도 없는 것이라 한다. 업도 없다고 한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고 한다. 생사가 열반이고 번뇌가 보리라고 한다. 

개념지어진 모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 한다. 이처럼 

대승에서는 시공간을 부정하고 시공간에 사는 생명체를 부정한다. 

그러다 보니 아비담마논장에 대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했다고하며 

이중표교수 같은 이는 ‘엉터리’라고 하였다. 과연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 경전을 열어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용수가 말한 것처럼 진제와 속제로 구분하여 설하지 않았다. 

초기경전어디에도 진속 이제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을 아직까지 

못하였디. 그대신 현실을 직시하였다. 또 부처님은 업과 윤회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생의 업과 윤회를 알아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사자후에 대한 큰 경(M12)’에 따르면 

초야에 ‘숙명통’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를 얻어 윤회하는 뭇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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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되었고, 중야에 ‘천안통’으로 죽음과 태어남을 아는 지혜를 얻어 

업과 과보를 보게 되었고, 후야에 ‘누진통’으로 번뇌를 소멸하여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성취하여 깨달음을 이룬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업과 윤회, 연기를 함께 설명하였다. 그 어디에도 진제와 

속제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승에서는 진제와 

속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래서 진제로 보았을 때 ‘본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반야심경에서보면 무(無)자 와 불(不)자로 모두 부정해 

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백겁동안 지은 죄도 한생각만 

내면 사라진다고 한다. 마치 죄를 잔뜩 지은 자가 일요일 교회에 나가서 

고백하면 죄가 사하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각묵스님 말하기를 

  

대승스님들이나 학자들의 법문이나 강연을 들어 보면 본래 없는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또 한편으로 본래 있는 것을 찾자라고 

말한다. 여기에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진제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누군가 “본래 나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 미친사람 취급당할 것이다. 

불교인이라면 이해 할 수 있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미친자’ 

취급당할 것임에 틀림 없다. 지금 누군가가 “괴로움은 본래 

없다”라거나 “윤회는 본래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밖에 나가면 ‘미친자’ 소리 들을 것이다. 불교내부에서도 

‘헛소리한다’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상윳따니까야 

해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초기불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불성과 여래장을 세우기에 

급급하고, 본성자리를 상정한 뒤 그것과 하나 되려고 생짜배기로 용을 

쓰고 있다.” 

  

(초불연 상윳따 4권 해제 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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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해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초기불교는 분별하여 

설명함에도 이를 분별망상으로 치부한 것에 대한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직관만으로 나와 세상을 공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해체를 설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다. 공도 역시 

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스님들은 ‘본래 없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법으로 헤체해서 보실 것을 

강조하셨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허망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초불연 상윳따 4 권 해제 69P) 라 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법이나 

가유라는 논리를 세워서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구세대비의 종교는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자기이론이나 주장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기 마련이고 떠돌이는 곧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불연 상윳따 4권 해제 64P) 

  

  

본래없는 것이라 말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 하지 않았음에도 가르침을 멋대로 해석하여 이 세상을 

일체유심조의 꿈속과 같은 세상으로 보아 꿈에서 깨어나자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 볼 수 있다. 

  

세상은 바이로차나의 한바탕 꿈일까? 

  

불교에 대하여 조금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한마디씩 하고 있는 세상이다. 

교계뉴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에 자신의 주장을 

올리고 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중에 

이중표 교수는 매우 독특한 이을 펼치고 있다.  

  

이중표교수에 따르면 일체는 십이입처임을 강조하면서 ‘보니까 

나타남’을 말한다. 이는 일체유심조를 말한다. 그리고 모든 개념지어진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용수의 중론에 따른다. 이렇게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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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이 세상이 꿈속의 세상과 같이 허망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꿈을 

깨자고 말한다. 또한 본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브라흐마의 화현인가 바이로차나의 한바탕 꿈인가?  

  

부처님은 이 세상을 꿈속의 세상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후대 

사람들은 공의논리, 유식의 논리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꿈속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꿈속의 세상은 꿈이 깨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위법여몽환포영’이라 하여 이 세상을 허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기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현실에 

굳건히 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청정도론에 열 여섯 단계 위빠사나지혜가 있다. 이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나온다. 여기서 물질과 

정신은 명색과 같은 개념이다. 정확하게는 오온이다. 그런데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오온은 브라흐마의 화현도 아니고 비로자나의 꿈도 

아니라는 것이다. 엄연히 살아 있는 현실세계이다.  

  

경행을 하면 발바닥으로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고, 또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낀다. 발을 움직일 때 의도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이것에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이다. 

물질과 정신을 떠나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굳건히 서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때 그때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을 때 백겁적집죄와 우주적 스케일의 고통도 삼켜 버릴 것이다.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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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또인생 

  

  

  

오랜만에 친구모임을 가졌다. 수도권남부에 사는 동기동창모임이다. 한 

친구가 마음을 내어 한턱 크게 내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로또’에 이르렀다. 한친구가 로또복권을 사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전에 로또복권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다. 

  

  

 
  

  

 

로또에 대하여 

  

사람의 성향은 다양하다. 사람 얼굴이 서로 다르듯이 성향 또한 서로 

다르다. 그래서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도 있다. 그것은 욕망이다. 로또를 사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로또사업을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을 잘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로또를 사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본 

바 있다. 그런데 친구는 이런 류의 글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지 않음을 말하고 특히 쓸데 없는 짓이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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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올린 글을 찾아 보았다. 찾아보니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로또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주변에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당첨 되었다는 판매점에는 길게 

줄을 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구절이다. 아마 

‘허황된 꿈’이라는 말에 발끈한 것 같아 보인다. 

  

로또를 전혀 사지 않는다. 인간이 욕망이 투영된 ‘불로소득’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첨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쓸데 없이 돈만 낭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로또를 사기 위하여 

길게 줄서는 장면을 보고서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로또복권을 산다. 

  

로또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는 것과 같다. 큰 것 한방 터지면 ‘인생역전’한다고 믿는 것이다. 

주식과 마찬 가지로 국가에서 공인한 사행성 ‘국민오락’과 같은 

것이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한푼 두푼 어렵게 

모은 돈을 로또에 매번 투자 하였을 때 그 돈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끊을 수 없는 것은 나만은 당첨 될 것 같은 묘한 착각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꽝’이 되었지만 다음 번에는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또 다시 로또를 사게 된다.  

  

로또의 긍정적 측면 

  

로또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음을 

알았다.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다. 비록 그 기대가 

막연한 것일지라도 한주를 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대는 

현실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성장은 정체 되고 일자리는 줄어 들어 갈수록 시대는 어려워지고 

있다. 꿈이 사라진 시대에 ‘하면 된다’라는 대박에 대한 환상도 

사라졌다. 이런 시대에 로또가 유일한 희망일지 모른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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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들은 로또가  ‘꽝’이라 하더라도 크게 게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로또 기금의 거의 절반 

가량을 ‘후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 한다. 로또 한장을 사면 반 

가량이 남을 위해 돕는데 사용됨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로또를 사는 

행위가 일종의 후원역할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다. 

  

로또가 서민이나 소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는 하지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로또를 사면 후원금을 내는 효과도 

있다고는 하지만 ‘간접후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로또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교묘한 상술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로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줄을 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 한쪽 측면만 보고서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이라 쓴 바 

있다. 이런 표현에 대하여 사과의 글을 올린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로또에는 순기능도 역기능도 있다. 어느 한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로또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행심’과 ‘불로소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마치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는 것과 같고 더 확장한다면 투기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과 같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아직까지 주변에서 

인생역전을 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박은 

커녕 ‘쪽박’ 찼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다.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로또에 당첨 되는 꿈을 꾸고 있다. 로또에 당첨 

되면 하야 할 일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한다면 ‘어리석다’ 또는 ‘허황되다’라는 말이 힘을 

받는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기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빌 게이츠처럼 천문학적 기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능력껏’ 후원하는 것이다.  

  

로또를 살 때 사람들은 능력껏 산다. 마찬가지로 기부나 후원 역시 

‘능력껏’ 하는 것이다. 그런데 능력껏 이라는 말은 무척 ‘평등한’ 

말이라는 사실이다. 왜 그런가? 빌 게이츠가 천문학적 금액을 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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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가난한 자가 능력껏 기부한 금액이나 그 마음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등하다’는 것이다.  

  

큰 금액을 후원한다고 해서 더 큰 복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작은 금액을 후원한다고 해서 작은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능력껏 ‘아름다운 마음’을 낸다는 그 사실 자체는 빌 

게이츠의 천문학적 금액과 맞먹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껏’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한다. 

  

기부, 후원, 보시, 나눔이라는 말은 이제 자연스럽다. 교양인이라면 

자신이 번 소득에서 최소 2% 이상은 타인을 위하여 후원하라는 말이 

있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밖에 모르는 인색한 자라면 이제까지 

단 한번도 남을 위하여 돈을 쓴 적이 없을 것이다. 로또를 사면 절반 

가량이 후원금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능력껏 후원하였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부이고, 

후원이고, 보시이고, 나누고, 베푸는 행위이다.  

  

잉여재산은 내것이 아니다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있다. 손창섭이 1958 년 사상계에 발표한 

소설제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잉여(剩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사전에 따르면 ‘쓰고 난 나머지’를 말한다. 영어로는 ‘surplus’라 

한다. 잉여라는 말은 나머지 또는 잔여의 뜻이다. 잉여인간이라 하였을 

때 나머지 인간 또는 잔여인간이 된다. 쓸모 없는 인간 또는 쓸데 없는 

인간, 불필요한 인간의 뜻이 된다.  

  

잉여에 대하여 돈에 적용하면 ‘쓰고 난 나머지 돈’이 이에 해당된다. 

은행에 맡겨 둔 돈이나 부동산도 이에 해당된다. 지금 당장 활용하지 

않고 묶여 있는 재산도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자신의 돈이나 

재산일지라도 이를 행사 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 두거나 부동산에 묵혀 

두었다면 잉여라 볼 수 있다.  

  

잉여재산은 자신의 재산이 아닐 수 있다. 왜 그런가? 큰 금액을 돈을 

은행에 맡겨 놓았다면 사실상 은행돈이나 다름 없다. 은행에서 그 돈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시골에 논과 밭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논이나 밭, 또는 집을 터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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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있는 돈이나 재산, 부동산은 

잉여이다. 이런 잉여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 

둔다면 이는 내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누군가에 돈을 빌려 주었을 때 그 

돈이 내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내손에 있어야 내돈이지 

남의 손으로 넘어 가면 내것이 아니다.  

1 

능력껏 활용하였을 때 

  

남에게 돈을 빌려 주는 순간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틀림 없다. 

은행에 장기간 돈을 맡긴다든가 부동산을 사서 묵혀 놓는 행위 역시 

내것이 아닐 수 있다. 쓰지도 못하는 잉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내 것이라 착각한다면 이는 유산상속을 바라는 부자집 

외동아들과 같고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모두 결재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돈이나 재산은 활용해야 의미가 있다. 비록 작은 돈이라도 

능력껏 활용되었을 때 빌 게이츠가 내는 마음과 동급이 된다. 그래서 

‘능력껏’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 한다.  

  

  

 “집이 불에 탈 때는 

가구를 꺼내서 

태우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네. 

  

이처럼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탈 때에는 

보시로써 구원해야 하니 

보시만이 잘 구원하는 것이네. 

  

보시하면 좋은 공덕을 얻지만 

보시하지 않으면 좋은 공덕이 없다네. 

도둑이나 왕들에게 

약탈당하거나 불타서 사라진다네. 

  

모든 재산과 함께 이 몸은 끝내는 버려야 하네. 

슬기로운 자여, 잘 알아 즐기며 또한 보시하세. 

능력에 따라 보시하고 또한 즐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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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성취하리.” (S1.41) 

  

  

  

2016-01-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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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교는 사상운동종결자  

  

  

의성어와 동어반복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좋아 하면 ‘죽어라’ 좋아 

하고. 싫어 하면 ‘죽어라’ 싫어 하는 것이다. 특히 싫어하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하면 혐오하게 된다. 혐오하면 떠나게 된다. 또 선입견이라는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그런 류의 사람을 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시대에 유튜브로 법문을 듣다 보면 갖가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불교에 대하여 지식이나 수행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호기심에 들어 본다. 그러나 한번 들어 

보면 알게 된다. 마치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는 토론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에서 한편만 들어 

보면 알 수 있다. 더 들어야 될 것인지 쳐다 보지도 않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마음의 판단이 서게 된다. 그런 것 중에 ‘의성어’가 있다.  

  

어떤 이는 법문할 때 과도한 의성어를 사용한다. 대게 법문 내용이 

시원치 않다. 그래서일까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도한 의성어를 

사용하여 주의하게 만드는 것이다. 길게 라는 말에 대하여 

“기~일게”라든가. 아주라는 말에 대하여 “아~주”라는 식으로 그에 

적합한 표정과 함께 말하는 것이다. 마치 개그콘서트에서 얼굴 표정을 

보는 것 같다. 때로 몸개그를 보는 것 같다. 

  

과도한 의성어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꼴불견이 있다. 그것은 

‘동어반복’이다. 참기름를 ‘진짜참기름’이라 하듯이, 말끝마다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라는 동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성어와 동어반복을 밥먹듯이 하는 법사를 보면 ‘애드립’ 하는 것 

같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애드립 

하는 법문을 듣다 보면 받아 적을 것이 없다.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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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가 과도한 의성어를 사용하였을 때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편견이 생겼다. 의성어를 사용하는 법사들은 

임기응변식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식으로 보아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동영상 강좌를 보면서 그런 선입견이 

깨졌다. 그것은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 동영상이다. 

  

최봉수교수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안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최초 빠알리 삼장 번역자라는 것이다. 

이는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후기에 쓰여 있는 

자료를 통하여 알았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빠알리 율장 중 

하나인 마하왁가가 1998 년 최봉수박사에에 의해 번역되었고”라는 

말이다. 이로 본다면 빠알리 문헌 최초 번역자는 최봉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빠알리 율장중에 마하왁가 하나 뿐이다. 진정한 빠알리 

경전 번역자는 전재성박사라 볼 수 있다. 1999 년 상윳따니까야 일부가 

한국최초로 출간 되었기 때문이다. 

  

최봉수 교수의 강연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다만 얼핏 어느 절에서의 

동영상 강좌를 한번 보았다. 그런데 과도한 의성어를 사용하였다. 

의성어를 사용하면 별 볼일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보다 말았다. 

그런데 이번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집중하게 보게 되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 

  

최봉수의 겉으로 본 이미지는 그다지 호감형은 아니다. 깡마른 체구에 

과도한 의성어가 보는 이로 하여금 비호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성어가 그렇다. 그런데 이번 초기불교개론 강좌를 들으면서 180 도 

바뀌었다. 과도한 의성어를 사용함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이유는 

내용이 들을 만 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자격자들이 의성어를 사용하여 

순간적인 기지력으로 알맹이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비록 귀에 거슬리는 과도한 의성어가 있음에도 잘 귀담아 

들으면 건질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육사외도이다 

  

유튜브에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이 올려져 있다. 대원불교대학에서 

강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최근 동영상이 아니다. 강연 중에 김대중정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아마 2000 년대 초반에 촬영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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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 여전에 강연한 동영상을 유튜브시대에 

접하고 있는 것이다.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을 1편부터 보고 있다. 현재 10 편 까지 

보았다.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동영상이다. 그것은 불교의 진수를 

접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육사외도에 대한 것이다. 

불자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설명한 것이다.  

  

불자들은 육사외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경전에 쓰여져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안다면 각주나 해제에 실려 

있는 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정도 알고서 육사외도에 대하여 다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 최봉수 교수의 강연을 들어 보니 한마디로 

“이것이 육사외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과도한 의성어가 

있기는 하지만 듣는 재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연에 집중하다 보면 과도한 의성어가 차라리 정겹게 느껴졌다. 

  

불자로서 자부심을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을 들어 보면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것은 부처님이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의 사상을 모두 논파하였기 

때문이다. 브라만교의 유신론에부터 로까야따(유물론), 아지위까, 

자이니즘에 이르기까지 인도 사상사의 흐름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불교가 사상통일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한국불교가 오래 전에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원동력이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 유행하였던 사상들은 어떤 내용일까? 이에 대하여 

최봉수 교수는 육사외도의 사상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는가에 대하여 살피러 온 것인데,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어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파악하신 다른 종교 

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그 자체를 살피자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를 어떻게 파악하셨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당신이 이야기하게 될 가르침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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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제 10 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당시 바라문과 육사외도의 

사상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불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는 번영기일까 쇠퇴기일까? 어느 스님에 따르면 현재 

한국불교는 단군이래 최대의 전성기라 한다. 아마 조선시대 오백년간 

불교가 핍박 받던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어떤 이는 불교가 쇠퇴기에 있다고 한다. 이웃종교와 비교하여 교세가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였다. 실제로 사람이 몰려 사는 

도시에서의 교세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극복할 수 있을까? 

  

최봉수교수의 강연을 들어 보면 정말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줄 

알게 된다. 이는 불교가 생겨나는 토대가 되는 고대인도에서 사상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브라만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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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全知), 전능(全能), 전선(全善)한 창조주 

  

브라만교는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지배종교이었다. 그런 브라만교도 

끊임 없이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을 모신 

유목민족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흐름에 따라 진화해 

같다. 인도토양에 맞도록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간 

것이다. 단순하게 “신을 믿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주창조에 

대한 고도의 사상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문제가 

걸리니까 ‘빠자빠띠’라는 신을 만들고, 또 안과 밖의 문제가 걸리니까 

‘브라흐마’라는 신을 만드는 식이다.  

  

하지만 브라만교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한국에서 

득세하는 유일신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문제일까? 그것은 

‘무지’와 ‘고통’과 ‘죄악’이라는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유일신교에서 볼 수 있는 

전지(全知), 전능(全能), 전선(全善)과 대응되는 것이다. 

  

유일신교에 따르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전지’하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마치 개발자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창조주는 피조물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지한 신은 동시에 

‘전능’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전능한 것이다. 그런 신은 반드시 선신이다. 그래서 창조주를 

‘전선’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일신교의 치명적 약점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된 브라만교 신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모두 창조주 

브라흐마의 화현이다. 삼천초목삼라만상이 브라흐마의 화현인 것이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자신의 창조물에 들어 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사물, 삼라만상은 모두 브라흐마가 내재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아뜨만 사상이다. 그런 브라흐마는 

전지(全知), 전능(全能), 전선(全善)하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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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만교에 따르면 인간은 브라흐마의 화현이다. 창조주가 각 개인에게 

내제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주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무지하고 고통받고 더구나 죄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지전능전선한 브라흐마와 다른 것이다. 정말로 

브라흐마가 개인에게 내재 되어 있다면 창조주처럼 전지전능전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 된다. 왜 그런가? 

  

인간은 무지하다. 이는 전지한 전지한 창조주와 다른 것이다. 인간이 

정말로 전능한 창조주의 화현이라면 인간의 무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끊임 없이 고통받는다. 정말로 전능한 창조주가 내재 되어 

있다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갖가지 죄를 짓는다. 

인간에게 정말로 전선한 창조주의 화현이라면 악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불교는 사상종결자 

  

인간은 무지하고 고통받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 간다. 이는 

전지전능전선한 창조주의 화현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고대 

인도에서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고대인도에서 

사문운동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신을 필요치 

않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로까야따, 즉 

유물론이다. 오늘날 과학을 신봉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부처님 당시 사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런 배경에는 더 이상 

창조주에 따른 유신론이 통용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전개된 

사상의 흐름은 로까야따(유물론), 아지위까, 자이니즘 등으로 연결된다. 

그러다 마침내 불교에서 종결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고대인도에서 ‘사상종결자’라 볼 수 있다. 

  

의성어가 정답게 

  

최봉수교수는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힘으로 강연한다. 더구나 

중간중간에 행복한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마치 음식에 양념을 치는 것 같은 재미난 이야기와 혼신을 다하는 

강연을 듣고 있으면 듣는 맛이 절로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마 몇 

번 반복적으로 들어 내것으로 만들어야 할 예감이 앞선다. 앞으로 남아 

있는 강연을 생각하면 뿌듯한 만족감이 밀려 온다. 이런 강연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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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성어는 문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성어가 더 정답게 느껴진다. 

모처럼 진흙탕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듯 하다. 

  

  

2016-02-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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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벌레 같은 삶 

  

  

크리스천과 대화에서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 크리스천과의 대화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목구멍포도청론’이다. 일로 인해서 만난 사람도 그랬고 동기동창과의 

대화에서도 그랬다. 이는 종교를 주제로 하여 토론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이가 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대부분 

크게 웃어 버린다는 것이다. 일부는 반신반의 하고 소수만이 귀담아 

들을 뿐이라 하였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도라는 

것이 현재의 삶과 반대 되는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사는 

자들 대부분은 눈과 귀 등으로 오욕을 즐기는 삶을 살지만, 도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욕망을 내려 놓아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 가서 함부로 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무나 

붙잡고 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것이다. 친한 

사이라 하여 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십중팔구 “지금 처자식이 굶어 

죽는데 무슨 도 타령이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목구멍포도청론이다. 그래서 도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수행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였다. 격려는 

고사하고 가만 있으면 다행이다. 대부분 크게 웃어 버린다. 

  

황금자칼의 새끼사랑 

  

TV 에서 자연다큐를 즐겨 본다. 사실상 다큐채널이라 볼 수 있는 EBS 에 

항상 채널이 고정 되어 있다. 어느 방송에서든지 자연다큐를 보면 

동물의 세계를 다룬다. 특히 새의 부화에서 비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매우 감동적이다. 또 하나는 사바나에서 약육강식의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 프로 중에 ‘황금자칼’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 가는 황금색을 가진 자칼 부부가 있다.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는데 드넓은 초원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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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새끼를 포식자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대로 망을 보며 사냥을 하여 먹여 살린다.  

  

  

 
Jakal family 

  

  

자칼은 자신 보다 덩치가 큰 초식동물을 사냥한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하고 만다.그러다가 이제 부화하여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새를 

발견한다. 한입에 집어 삼키고 새끼들이 있는 곳에 온다. 그런데 자칼은 

삼킨 먹이를 게워 내는 것이었다. 반쯤 소화된 것을 게워내자 새끼들이 

달려 들어 피투성이가 된 먹이를 게걸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부모자칼이 

먹이를 열심히 사냥한 결과 다섯 마리의 새끼들은 무럭무럭 잘 자란다. 

  

목구멍포도청론 

  

자연다큐에서 가장 볼만한 것은 새끼를 길러 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새의 부화에서 비상까지, 또 동물의 탄생에서 자립까지 과정을 보면 

어미들의 새끼에 대한 헌신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를 인간과 비교해서 

말하기도 한다. 축생도 자신의 새끼에 헌신하는데 인간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새나 짐승의 경우 새끼가 다 자라서 

떠나면 다시는 보호해주지 않음을 말하며 이를 사람의 자식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나이 스무살이 넘어도 부모에 의지하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목구멍포도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처자식을 앞세워 말한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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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또한 도 닦는다고 돌아다니거나 수행한다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특히 타종교인이 그렇다. 그러나 

불교인 중에서 목구멍포도청론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 

  

어느 불교인 말하기를 

  

어느 불교인은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불도’라 하였다. 재가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불도를 닦는 것이라 한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처자식을 굶기지 않는 

것 만 해도 큰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디. 그러나 지나치게 세속화 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불자들은 오계를 지키며 살아 간다. 이런 점은 동물들과 다른 것이다. 

또 일반인과 차별화 된다.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면 최소한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지 않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재가자의 삶이라 볼 수 

있을까?  

  

오계를 지키며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은 재가불자로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어느 불교인든지 삼보에 귀의 하면 오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처자식을 굶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타종교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타종교인들도 나름 대로 계를 지키며 착하고 건전하게 

살려 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사람들도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간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법을 지키며 처자식을 부양하며 살아 간다. 

불교인도 오계를 지키려 하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아 간다. 

과연 이런 삶이 재가불교인들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축생과 같은 삶의 방식 

  

만약 목구멍포도청론을 앞세워 재가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굳이 불교를 종교로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불교에 적용하여 “재가 

신도들에게 있어서 수행이란 세간사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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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라 말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다름 

아닌 ‘축생과 같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처자식을 부양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 가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계이다.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인간이지만, 반대로 

오계를 어기는 삶을 살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같다. 오계라는 

딱지를 떼어 버린다면 인간과 동물의 삶의 방식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새끼 키우고 사는 것이 동물과 다를 바 없음을 말한다.   

  

김성철교수 말하기를 

  

재가의 삶은 축생의 삶과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자연 다큐에서 보듯이 

새의 부화와 비상, 그리고 동물의 출산과 성장 과정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김성철교수는 ‘중론강좌’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하사도에서 제일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열심히 일해갖고 돈벌어 

갖고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잘 키우고, 시간 나면 놀러도 가고, 

그런데 절대 나쁜 짓은 안해요. 착하게 사는데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하에요.” 

  

(김성철교수, 해인사 2003 중론김성철 13 20:37) 

  

  

여기서 하사도(下士道)는 티벳불교 ‘보리도차제론(菩提道次第論: Lam 

rim)’에서 하나의 단계를 말한다. 김성철교수에 따르면 티벳불교에서는 

수행체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상사도(上士道), 중사도(中士道), 하사도(下士道)가 그것이다. 상사도는 

보살도를 말하고, 중사는 아라한도를 말한다. 하사도는 천상도를 

뜻한다.  

  

버러지 같은 삶 

  

재가불자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 닦는 도가 ‘하사도’이다. 

하사도에도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상, 하중, 

하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하(下下)’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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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이며 사는 자를 말한다. 오계를 

어기며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초원에서 약육강식의 육식동물에 

해당된다. 보리도차제론의 ‘등외’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김성철 교수에 따르면 처자식을 부양하며 착하고 사는 자에 대하여 

‘하하’라 하였다.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하여 ‘버러지 같은 삶’이라 

하였다. 왜 버러지 같은 삶인가? 이어지는 강연을 들어 보면 “사회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밤새며 돈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고 집안을 살리면 좋은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버러지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짐승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라 하였다. 

  

자연 다큐를 보면 크게 육식과 초식동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바나에서 육식동물은 늘 먹이를 찾아 해매 다닌다.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려서 포착되면 폭발적 스피드로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어 놓는다. 

이렇게 사냥한 멋잇감을 새끼들에게 나누어 주어 어미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반면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풀만 먹고 자란다. 그런 한편 늘 

두려움에 떤다. 언제 어떻게 육식동물에게 먹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초식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자랄 때 까지 지극정성으로 보호한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이나 공통적으로 새끼를 

키우는데 있어서 인간 못지 않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인간 보다 더 

감동적이다. 특히 새끼가 다 자랐을 때 독립시키는 것을 보면 인간이 

이를 배워야 할 정도이다. 

  

인간이 동물 보다 못할 때가 있다. 성년이 되어서도 독립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또 오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초식동물 보다 못 한 

것이다. 보리도파제론으로 따진다면 육식동물은 살생하여 먹고 살기 

때문에 오계를 어기며 사는 인간과 같다. 그래서 보리도차제론의 

하하에도 들지 못하는 등외가 된다. 이에 반하여 초식동물은 살생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계를 지키며 착하게 사는 인간과 같다. 이런 

인간이 보리도차제론에 따르면 하사도 중의 하, 즉 하하에 해당된다.  

  

보리도차제론에 ‘하하’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하여 ‘버러지 같은 

삶’이라 하였다. 종교를 가지지 않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며 사는 자를 말한다. 누군가 바른 

직업을 가지고 거짓말 안하고 주지 않는 것 억지로 가지지 않고 

회사에서 돈 벌고 진급하기 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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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막노동판에서 몸둥아리 굴려 가며 사는 것에 대하여 

재가불자들의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 이는 하하에 속한다. 김성철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버러지 같은 삶이다. 짐승도 그렇게 살아 가기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흔히 하는 듣는 말이 있다. 그 말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죠 뭐”라는 말이다. 매우 소극적 삶의 방식이다. 타종교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 간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 간다는 것은 결국 “짐승보다 못한 놈, 

저 사기꾼...” 이런 소리 안 들으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고 

살아 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소극적 삶의 산다고 하여 선처에 

태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또 악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적극적 삶의 방식을 요청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극적 삶과 반대 되는 것이다. 초원의 초식동물과 같은 하하의 삶의 

방식을 넘어 ‘하중’ 또는 ‘하상’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불자를 천상과 같은 선처로 인도하는 보리도차제론의 ‘하사도’는 어떤 

것일까? 김성철교수의 논문 ‘체계불학과 보리도차제론 ‘ 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하사도 - 삼악도를 벗어나 내생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길  

  

1) 죽음과 무상에 대한 사유  

- 명예욕과 재물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종교심이 발생함  

2) 삼악도와 천상의 고통에 대한 사유  

- 인간의 소중함을 자각  

      三惡道의 고통: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의 고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  

      天上의 고통: 恐怖苦, 死苦 등.  

3) 삼보에의 귀의  

4)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  

  

(김성철교수, 체계불학과 보리도차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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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교수에 따르면 티벳불교의 수행체계에 해당되는 보리도차제론은 

1038 년 입국한 인도의 고승 아띠샤(Atiśa: 980～1052C.E.)의 교학에 

연원을 둔다고 하였다. 그래서 “첫째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선업을 지어 윤회의 세계 내에서 향상을 추구하는 凡夫의 길로 

下士道라고 부르고, 둘째는 깨달음을 추구하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승적 수행자의 길로 中士道라고 부르며, 셋째는 

중생의 제도를 위해 윤회의 세계 내에서 살아가는 발보리심한 대승 

보살의 길로 上士道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하사도는 윤회계 내에서 살아 가는 삶의 방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단지 착하게 벌레러럼 사는 것과 

다르다. 특히 첫 번째 언급된 죽음에 대한 사유가 그렇다.  

  

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할까? 

  

보리도차제론은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경전에서 관련된 

구절을 가져와 짜집기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사도에서 ‘죽음과 

무상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것 역시 경전적 근거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명상(maranasati)’이다.  

  

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할까?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지금 젊고 건강하다고 하여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 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다고 해도 한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숫따니빠따에서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Sn3.8) 라고 분명히 말씀 하였다.  

  

사람의 목숨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발표 되고 있지만 가 

보아야 알 수 있다. 땅이 꺼져 죽고 천정이 무너져 죽는다. 달리던 

기차가 탈선하고 순항하던 배가 전복되고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날이 저물고 밤이 

오면 이와 같이 ‘나에게 죽음의 조건은 많다. 뱀이 나를 물거너, 

전갈이 나를 물거나, 지네가 나를 물면, 그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A6:20) 라 하여 이 밤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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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올지 내생이 시작될 지 알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더 촉박하게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이라 하였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였을 때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전개 될 을 예측할 수 없다면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여한이 없어야 한다. 이는 나꿀라삐따가 

임종에 들려 할 때 그의 아내 나꿀라마따가 “그대는 근심을 가지고 

임종에 들지 마십시요. 장자여, 근심이 있는 임종은 괴롭습니다. 

세존께서는 근심이 있는 임종을 질책하였습니다.” (A6:16) 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임종시에 여한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천수념(devatānussati)을 보면  

  

소극적 삶의 방식은 벌레 같은 삶을 말한다. 또 초식동물과도 같은 삶을 

말한다. 단지 착하게 살며 도둑놈 사기꾼 소리 듣지 않고 처자식을 

부양하며 사는 삶의 방식은 하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하상과 같은 

적극적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들 수 있다. 

  

  

[세존] 

“네 위대한 왕이 있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서른 셋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축복받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만족을 아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창조하고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남이 만든 것을 지배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하느님의 권속인 

하느님 세계의 신들 등이 있다.  

  

그 신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갖추고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도 역시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  

  

그 신들은 이와 같은 계행을 갖추고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도 역시 계행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와 같은 계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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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들은 이와 같은 배움을 갖추고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도 역시 배움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와 같은 배움이 있다.  

  

그 신들은 이와 같은 보시를 갖추고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도 역시 보시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와 같은 보시가 있다.  

  

그 신들은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고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도 역시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다.” 

  

(Mahānāmasutta-마하나마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10, 전재성님역) 

  

  

이는 천수념에 대한 것이다. 천상의 신을 늘 생각하며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천수념은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 등과 함께 40 가지 

사마타명상 주제 중의 하나이다. 

  

천수념을 보면 하사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단지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소극적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에게 믿음(saddhā), 계(sīla), 배움(suta), 보시(cāga), 

지혜(paññā) 이렇게 다섯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씀 하셨다. 

  

벌레처럼 살 것인가 인간답게 살 것인가? 

  

흔히 ‘시계생천(施戒生天)’이라 말한다.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삶을 

살면 천상에 태어남을 말한다. 그런데 천수념을 보면 세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믿음과 배움과 지혜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착한 

불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불자가 되라는 것이다. 어떤 

지혜일까?  

  

사람들은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불자가 된다. 삼보에 귀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요청한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스런 상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내야 불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삼보를 귀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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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처,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불수념과 법수념, 

승수념에서 잘 표현 되어 있다. 이것이 삿다(saddhā),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 믿음이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계행을 지키는 것이다. 오계를 말한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준수함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불자로서 요청되는 것이 배움과 보시와 지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혜가 강조 된다.  

  

불교적 지혜는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라는 구호를 뛰어 넘는다. 단지 

착하게만 살면 하하에 해당된다. 벌레 같은 삶, 또는 초식동물 같은 

삶이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등을 달아도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 학업, 사업, 치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뛰어 넘는다. 이것이 불교적 

지혜로 나타난다. 그런 지혜는 다름 아닌 부처님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벌레나 초식동물은 베풀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않다. 오로지 먹는 

것에만 급급하며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목구멍포도총론을 

말하는 자들 역시 벌레나 초식동물과 같은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착하게 

벌레처럼 살 것인가 지혜롭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2016-02-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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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행은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 

  

  

수행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수행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 ‘수행’ 또는 ‘수행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비난 받기 쉽다. 잘 나가다 하나라도 삐끗 하면 대뜸 나오는 

소리가 “수행한다는 사람이” 또는 “도 닦는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수행이란 무엇일까? 풀이 하면 ‘닦을 수(修)’로 귀결 된다. 무언가 

닦는 것을 수행으로 본 것이다. 방바닥을 닦거나 옷을 빠는 행위가 

연상된다.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세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 내듯이 

마음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봉수 교수의 불교학 개론에서 

  

그런데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한자어 수행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라 

하였다. 왜 그런 것일까? 최봉수교수는 ‘불교학 개론’에서 “인도말을 

중국말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최봉수교수의 

불교학개론(제 4강))라 하였다. 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는 

구마라집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서역 쿠차출신 구마리집은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가장 

위대한 역경가로 알려져 있는 구마라집에 따르면 한역에 대하여 “밥을 

씹어서 먹으라고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누군가 씹어 내 뱉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한역이 그렇다는 것이다. 인도말과 중국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문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바르게 전달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원전을 접하는 것은 따끈따끈한 밥을 직접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역된 경전은 남이 씹어 뱉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읽는 맛이 다른 것이다. 한자어로 번역된 ‘수행’이라는 말도 그런 것 

중의 하나라 하였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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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라는 말의 원어는 ‘바와나(bhāvanā)’이다. 그런데 빠알리어 

‘바와나’와 한자어 ‘수행’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주 다르다고 

하였다. 중국인들이 ‘닦다’라는 의미로 ‘수(修)’라 하였으나 이는 

원전의 뜻과 무관한 중국식 개념이라 하였다. 중국인들은 마치 오염된 

거울을 닦는 것처럼 마음을 닦아 내는 것을 수행으로 본 것이다.  

  

흔히 마음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더럽고 오염된 마음을 마치 

거울을 닦듯이 깨끗이 닦아 내면 본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본래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초기경전에 빛나는 마음이라는 구절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수행승들이여,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다가오는 번뇌로 

오염된다.” (A1:49)라는 구절을 말한다. 그렇다고 이 말이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 말하는 ‘객진번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객진번뇌는 능가경에서 유래한다. 능가경에 따르면 “여래장은 청정한 

모습을 지녔지만, 객진번뇌에 의해 오염되어 부정하다”라 하였다. 

그러나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빛나는 것’이라 하였을 때 이는 ‘밝고  

청정한 것’을 말한다. 또 ‘마음’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으로 이해되는 

‘존재의 흐름(bhavaṅga-citta: 有分心)’이라 하였다. 또 ‘다가오는 

번뇌로 오염된다.’라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에 의해서 

마음이 오염된다는 뜻이다.  

  

초기불교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는 대승불교와는 다른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 표현된 빛나는 마음이 대승불교와 선불교에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후대 동아시아에서는 하나의 마음, 

한마음, 일심이라 하여 어떤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마음을 

실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에 대하여 우리 마음 속에는 청정한 

거울과 같은 마음이 들어 있는데 때가 끼어서 이를 닦아 내는 것으로 본 

것이다. 

  

빠알리사전을 찾아 보니 

  

한자문화권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원전에서는 

바와나(bhāvanā)라 한다. 바와나는 무슨 뜻일까?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브후(bhū)’라는 동사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이를 사역명사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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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와나’라는 것이다. 여기서 ‘bhū’는 ‘being, creature’의 

뜻이다. 한자어 수(修)와 너무 다른 내용이다.  

  

  

수행을 뜻하는 빠알리어가 바와나이다. 바와나(bhāvanā)에 대하여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lit. 'calling into 

existence, producing'”라 되어 있다. 문자적으로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라 한다. 영어로는 ‘mental development’라 하였고 일반적으로 

‘meditation’이라 부른다고 되어 있다. PCED194 에서 바와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Bhāvanā 

  

: 'mental development' (lit. 'calling into existence, producing') 

is what in English is generally but rather vaguely called 

'meditation'. one has to distinguish 2 kinds: development of 

tranquillity (samatha-bhāvanā), i.e. concentration (samādhi), and 

development of insight (vipassanā-bhāvanā), i.e. wisdom (paññā). 

  

These two important terms, tranquillity and insight (s. samatha-

vipassanā), are very often met with and explained in the Sutta, as 

well as in the Abhidhamma. 

  

Tranquillity (samatha) is the concentrated, unshaken, peaceful, and 

therefore undefiled state of mind, whilst insight (vipassanā) is 

the intuitive insight into the impermanence, misery and 

impersonality (anicca, dukkha, anattā; s. tilakkhaṇa) of all bodily 
and mental phenomena of existence, included in the 5 groups of 

existence, namely, corporeality, feeling, perception, ment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s. khandha. 

  

Tranquillity, or concentration of mind, according to 

Saṅkhepavaṇṇana (Commentary to Abhidhammatthasaṅgaha), bestows a 
threefold blessing: favourable rebirth, present happy life, and 

purity of mind which is the condition of insight. Concentration 

(samādhi) is the indispensable foundation and precon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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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by purifying the mind from the 5 mental defilements or 

hindrances (nīvaraṇa, q.v.), whilst insight (vipassanā) produces 
the 4 supra mundane stages of holiness and deliverance of mind. The 

Buddha therefore says: "May you develop mental concentration, o 

monks; for who is mentally concentrated, sees things according to 

reality" (S. XXII, 5). And in Mil. it is said: "Just as when a 

lighted lamp is brought into a dark chamber, the lamp-light Will 

destroy the darkness and produce and spread the light, just so will 

insight, once arisen, destroy the darkness of ignorance and produce 

the light of knowledge." 

  

(bhāvanā, PCED194) 

  

  

존재를 뜻하는 바와나는 일반적으로 명상의 뜻으로 쓰인다. 이는 마음의 

계발과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수행을 말한다. 

사마타수행은 고요함을 계발하는 것이고, 위빠사나수행은 통찰을 

계발하는 것이라 하였다. 고요함은 집중되고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반면에 통찰은 오온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직관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집중은 5가지 정신적 오염원이나 잠재성향을 

정화하기 위한 통찰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또 통찰에 대해서는 네 

가지 출세간적 과보를 산출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Samādhiṃ bhikkhave, bhāvetha. Samāhito bhikkhave, bhikkhu 

yathābhūtaṃ pajānāti. Kiñca yathābhūtaṃ pajānāti? Rūpassa 

samudayañca atthagamañca, vedanāya samudayañca atthagamañca, 

saññāya samudayañca atthagamañca, saṃkhārānaṃ samudayañca 

atthagamañca, viññāṇassa samudayañca atthagamañca.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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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수행승들이여, 삼매에 들면 수행승은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가? 물질의 

발생과 소멸, 느낌의 발생과 소멸, 지각의 발생과 소멸, 형성의 발생과 

소멸, 의식의 발생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Samādhi bhāvanā sutta-삼매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동시에 닦을 것을 말씀 하셨다. 근거가 

되는 경으로서 삼매의 경을 들 수 있다. 초불연 각주에 따르면 주석을 

인용하여 “여기서 말하는 삼매에 대하여 본삼매도 되고 근접삼매도 

된다.”(SAT.ii.188) 고 였다. 삼매를 닦으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고 하였다. 이를 “yathābhūtaṃ 

pajānāti”라 한다. 초불연에서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번역하였다. 통찰은 삼매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수행이 있는데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수행에 대한 정의를 소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D.III,219 (three: kāya, citta, paññā)’를 근거를 들고 

있다.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Tisso bhāvanā: kāyabhāvanā, cittabhāvanā, paññābhāvanā. 

  

[싸리뿟따] 

“세 가지 수행 곧, 신체에 의한 수행, 마음에 의한 수행, 지혜에 의한 

수행이 있습니다.” 

  

(Saṅgītisutta-합송의 경, 디가니까야 D33, 전재성님역) 

  

  

세 가지 수행(Tisso bhāvanā)이 있다고 했다. 먼저 ‘신체에 의한 

수행(kāyabhāvanā: 身修)’은 주석에 따르면 “다섯 가지 감관으로 

이루어진 몸에 의한 수행이다.”라 하였다. ‘마음에 의한 

수행(cittabhāvanā: 心修)’은 ’여덟 가지 성취에 의한 수행’을 

말하고, ‘지혜에 의한 수행(paññābhāvanā: 慧修)’은 ‘거룩한 경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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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혜 수행’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수행은 선정에 대한 

것이고, 지혜수행은 위빠사나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행방법은 사념처에서 잘 표현 되어 있다. 

  

수행이란 바꾸는 것 

  

수행이라 하여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음에 의한 

‘심수’도 있고, 몸에 의한 ‘신수’도 있고, 지혜의 의한 ‘혜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바와나는 원래 의미가 ‘존재’를 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바와는 ‘bhū’를 어근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영어로 ‘become’으로‘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말 ‘되다’에 대하여 사역을 취하면 ‘되게 하다’가 된다. 

이를 명사형으로 하면 ‘되게 함’이 된다. 이는 다름 아닌 

‘바꿈’이라는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이 무언가 깨끗한 것이 마음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더러운 것을 닦는 다고 본다. 그러나 원어를 풀이해 보면 

바와나라는 말은 수행이라기 보다 본질적으로 ‘바꾸는’ 개념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습관을 고치려면 

  

언젠가 어느 재가법사로부터 강연을 들었다. 90 년대에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왔다는 재가법사에 따르면 수행에 대하여 ‘수습(修習)’이라 

하였다. 처음 이 말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관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다리를 꼬고 앉아 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습관들이기 라는 말에 공감하였다.  

  

수행이라는 말 보다 수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못된 버릇이 있다면 

이를 고쳐 나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습관 들여야 할 것이다. 잘못된 습관은 한두달이 아니라 몇 년 걸릴 수 

있다. 아니 평생 걸릴 수 있다. 그래서일까 최봉수 교수는 버릇 고치는 

습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수행, 수행 하는데 그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일단 잠을 적게 자야 돼. 하루 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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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안 되요. 그 다음에 밥을 적게 먹어야 돼. 오전에 한끼 이상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법담을 나누는 것 외 성스런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최봉수교수의 불교학개론(제 4 강)) 

  

  

최봉수 교수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잠, 식사, 

침묵이다. 세 시간 자고, 한끼 먹고, 잡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30 년을 해야 수행이라 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30 년도 스무살부터 오십살까지의 30 년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이에 해당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출가수행자’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재가불자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최봉수 교수는 “여러분은 이미 텄어요”라고 우스개 소리로 

말한다. 

  

수행은 젊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스무살 짜리가 세 시간만 

자고 한끼 먹고 30 년 동안 힘으로 밀어 부쳤을 때 바꾸어질까 말까 한 

것이 수행이라 하였다. 그렇게 하였을 때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을 고쳐 

환골탈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수행이라 하였다. 만약 습관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해온 버릇대로 한평생 살아 간다면 다음 생 역시 

그 버릇대로 살아 갈 것이다. 그래서일까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다음 

생에 갈 때 그 버릇을 그대로 가져 간다고 하였다. 

  

어느 스님의 베스트셀러가 있었다. 그것은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책이다. 대부분 저승 갈 때 업을 가지고 간다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좀더 좁혀 보면 ‘버릇’을 가지고 

간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습관을 가져 가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청정도론에서도 확인 된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네 가지 업이 있다. 무거운 업, 습관적인 업,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이미 지은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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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무겁거나 가벼운 업 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의 업이나 혹은 고귀한 경지(즉 선의 증득)의 업이 무거운 

업이고, 이것이 먼저 과보를 준다. 

  

② 그와 마찬가지로 습관적인 것과 습관적이지 않은 것 중에서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습관적인 것이 먼저 과보를 준다. 

  

③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란 임종 시에 기억나는 업이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업을 기억할 수 있다. 그것에 따라 태어난다. 

  

④ 이 셋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자주 반복하여 지었기 때문에 이미 지은 

업이라 한다. 앞의 세 가지 업이 없을 때 이것이 재생연결을 일으킨다. 

  

(제 19 장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청정도론 Vism.19.15, 

대림스님역)  

  

  

임종시에 네 가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 

중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습관적인 업’이 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반복적 습관으로 저지른 행위가 먼저 과보를 받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였을 때  

  

습관(bahula)이라는 말은 자주 하는 행위, 밥먹듯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명 죽이는 것을 밥먹듯이 한다든가, 거짓말을 일삼는 것, 

음행을 일삼는 것, 술과 마약에 중독 되어 일생을 보내는 것 역시 

습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 임종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초기경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경고 하고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아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단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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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곳으로 이끄는 것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8.40, 전재성님역) 

  

  

살생에 대한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한 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이 되었을 때, 또는 습관이 되었을 때, 버릇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과보는 악처에 나는 것이라 하였다. 설령 인간으로 나더라도 

단명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남의 생명을 죽였다면 단명의 과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이는 습관에 따른 것이다. 이 습관과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자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지으면”라고 번역 

하였다.  

  

도둑질을 밥먹듯이 하는 자의 손은 늘 근질근질 할 것이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자의 입 역시 근질근질 할 것이다. 음행을 

밥먹듯이 하는 자, 음주를 물마시듯이 하는 자 역시 잠시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잘못 습관 들였기 때문이다. 버릇은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평생가도 그 버릇 그대로 간다. 관성에 의해 내생으로 까지 

이어진다.  

  

“그대, 목숨을 걸었는가?” 

  

자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여간 해서 끊기 

어렵다. 담배를 피운 자가 끊기 힘든 것과 같다. 수 십년 담배를 피운 

자가 하루 아침에 끊었을 때 ‘금단현상’을 보이듯이 끊기 힘든 것이 

습관이다. 이는 ‘관성의 법칙’에 따른다. 예전의 하던 버릇대로 계속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한없이 게으음을 피운다. 

게으름을 고쳐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지만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드라마를 보았다. 놀기 좋아하는 자가 마음을 다 잡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한다. 절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닦으면서 보낸다. 그러나 

주지스님이 보기에 여전히 게을러 보인다. 마음만 있을 뿐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날 주지스님이 그 자를 불렀다. 불러서 

“자네 게으름과 전쟁중인가?”라며 물어 보았다. 이에 그 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자는 말로만 게으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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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이었다.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진척도 없어 보였다. 이에 

주지스님은 “그대, 목숨을 걸었는가?”라며 충고한다.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수행 

  

잘못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담배를 끊는 것도 담배와의 

전쟁을 해야 하고, 술을 끊는 것도 술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모든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낭만적으로 말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했을 때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게으름과 전쟁을 하는 자에 

대하여 “목숨걸고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전쟁은 목숨걸고 하는 것이다. 술과의 전쟁, 담배와의 전쟁, 게으름과의 

전쟁은 사실상 ‘진검승부’와 다름 없다. 진검승부를 하면 한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듯이, 습관과의 전쟁에서 목숨걸어야 한다.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수행인 것이다.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stn96) 

  

  

  

2016-02-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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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을 보는 안목 

  

  

경을 보는 안목 

  

경안(經眼), 경을 보는 안목이라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는 불교의 

경전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하여 통달해야 할 것이다. 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평생 경전을 연구한 학자이거나 경전을 근거로 한 삼장법사가 

이에 해당된다. 

  

‘웨란자의 경(A8.11)’에 대하여 글을 올린 바 있다. 부처님이 

바라문교도 웨란자와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도 나와 

있고 율장비구계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생에서 거듭 

태어나려면(2016-02-09)’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유튜브동영상에서 최봉수교수의 일요법문을 듣다가 경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최봉수교수의 첫 번째 경안 

  

최봉수교수의 대원정사 일요법문에서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열린 이날 법문에서 부처님의 ‘탄생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불리우는 한문탄생게가 

아니라 빠알리어 탄생게를 말한다. 최봉수 교수는 빠알리어 탄생게를 

원문으로 소개 하였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Dhammatā esā bhikkhave. Sampatijāto bodhisatto samehi pādehi 

patiṭṭhahitvā uttarābhimukho1 satta padavītihāre  gacchati setamhi 
chatte anuhīramāne , sabbā ca disā anuviloketi , āsahiñca 

vācambhāsati: "aggo'hamasmi lokassa, jeṭṭho'hasmi lokassa, 
seṭṭho'hamasmi lokassa,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Ayamettha dhammatā.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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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원리가 있다.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일곱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이 경우의 원리인 것이다. 

  

(마하빠다나경-Mahāpadāna Sutta-비유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4, 

전재성님역) 

  

  

 
  

  

  

빠알리어 탄생게는 한문탄생게와 어떦게 다를까? 이에 대하여 

‘천상천하유아독존, 한문탄생게와 빠알리탄생게 어떻게 다른가(2013-

05-1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최봉수교수는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면서 웨란자의 경과 빠알리어 탄생게를 연계하여 

법문하였다. 이것을 보고 ‘경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봉수교수의 법문은 들을 만 하다. 그것은 경전을 보는 안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법문을 하였기 때문에 

법문에 대해서는 달인이라 볼 수 있다. 청중을 휘어 잡아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부처님의 탄생게와 웨란자의 경을 매칭하여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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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 탄생게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D14)라는 

말을 웨란자의 경에서 “바라문이여, 나는 참으로 손위고 세상의 

최상자입니다.”(A8.11) 라는 구절과 일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경을 많이 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안목을 말한다. 

  

최봉수 교수는 일요법문에서 웨란자의 경을 설명하면서 부처님이 

탄생하고 나서 무려 47 년후에 이를 증명하는 경과 같았다고 했다. 이는 

탄생게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내가 이 

세상의 최고어른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바라문들이 사는 웨란자 마을에서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의문이 

풀렸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탄생한지 47 년 만에 부처님이 왜 이 세상의 

어른인지에 대하여 웨란자의 경에서 명확히 밝혀져 있음을 말한다.  

  

최봉수교수의 두 번째 경안 

  

누구든지 나이가 많으면 ‘손위’라 한다. 또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른 

자를 어른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반드시 나이 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웨란자의 경에서 병아리부화의 비유로 알 수 

있다. 

  

어미 닭이 알을 품었을 때 먼저 알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손위라 

하였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최봉수 교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 어미 닭이 알을 부화하는데 여덟 개에서 열 개까지의 

알을 한꺼번에 부화한다고 하였다. 알을 일찍 낳은 것을 먼저 품지 않고 

여덟 개나 열 개가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부화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다. 농촌에서 닭을 키워 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글을 쓸 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단지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웨란자의 경에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이다. 하나는 어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무명의 타파에 대한 것이다. 어른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처님은 

병아리부화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알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최상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덟 개에서 열 개의 알을 품을 때 모두 

어미 닭이 낳은 알이라는 것이다. 먼저 낳은 알이라 해서 먼저 알껍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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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고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마치 주민등록상 생년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는 것과 같다. 이를 부처님탄생게와 

연계하여 ‘최상자’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설령 늦게 낳은 알이라도 

알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손위가 되는 것이다. 이는 깨달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리지만 먼저 깨달으면 손위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가끔 나를 보면 건방지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최봉수교수는 강연을 매우 재미있게 진행한다. 아마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최교수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최교수는 

“여러분들도 가끔 나를 보면 건방지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라며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이는 어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병아리부화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이야기속에 무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어른 한테 함부로 예를 강요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강요하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하여 인사할 만하면 말을 안 해도 인사하는 

겁니다.” 

  

(대원정사 최봉수교수 일요법회 G13) 

  

  

부처님은 바라문들이 무례하다고 비난 하는 것에 대하여 병아리 부화 

비유로 설명하였다. 비록 먼저 낳은 알이라 하더라도 어미 닭이 품을 때 

먼저 알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최상자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무명을 

가장 먼저 타파한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상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고령의 바라문들에게 먼저 일어나서 맞이하고 자리를 권하지 

않음을 말하였다. 더구나 누군가 부처님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면 

“그의 머리가 부수어질 것이다.” (A8.11)  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삼장법사의 첫 번째 경안 

  

같은 경을 보아도 누군가는 포괄적으로 더 넓게 깊게 보는 사람이 있다.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경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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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경안이 있는 사람들은 대게 경전을 근거로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분들 중에 ‘빤냐와로삼장법사’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빤냐와로삼장법사의 법문을 듣는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고요하고 깊이가 있어서 부담이 없다. 어떤 법문을 들어 

보아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법문중에 부처님 열반과 관련된 법문을 들었다. 

  

삼장법사는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압빠마다(appamāda)에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압빠마다에 대하여 

‘불방일’로 번역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압빠마다와 관련된 부처님 말씀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vayadhammā saṅkhārā 
appamādena sampādethā)” (D16) 라는 문구이다. 여기서 불방일이라는 

말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음’이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삼장법사는 “지금 일어난 

대상을 탐, 진, 치 없이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고 말하였다. 

‘지금 이 순간을 살자’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사띠와 

동의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삼장법사의 말에서 경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압빠마다와 사띠의 관계에 대하여 이전에 ‘압빠마다(appamāda)와 

사띠(sati)는 동의어(2015-11-07)’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압빠마다와 사띠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는 뜻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장법사도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삼장법사가 법문한 것은 2015 년 

3 월로 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보아 앞선 것이다.  

  

삼장법사의 두 번째 경안 

  

삼장법사는 일요법문에서 불방일을 뜻하는 압빠마다를 설명하면서 전에 

들어 보지 못하던 말을 하였다. 그것은 ‘의혹’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 하자 부처님은 “길과 실천에 관하여 의심이나 

의혹이 있다면 질문하라.”(M16) 라고 하였다. 수행승들이 침묵하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똑 같이 말하였다. 이에 아난다는 “이 수행승의 

참모임 가운데 한 수행승이라도 부처님에 관하여, 또는 가르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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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또는 참모임에 관하여, 또는 길과 실천에 관하여 의심이나 

의혹이 없습니다.”(D16) 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이 손아귀에 감추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한다. 설할 것을 다 설하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러“압빠마데나 삼빠데타(appamādena sampādethā: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라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면서 ‘주먹안에 감추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따로 비밀리에 전수해야 할 가르침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압빠마데나 삼빠데타”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삼장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설해 

놓았다는 겁니다. 후대에 나오는 화엄경, 금강경, 그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은 아니죠? 그건 부처님이 일부로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은 건가? 

부처님은 다 설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부처님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요.” 

  

(빤냐와로삼장법사, 20150313 법문) 

  

  

삼장법사의 법문을 들으니 왜 대승경전이 비불설인지 알게 되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분명하게 “의심이나 의혹이 있다면 

질문하라.”라고 말씀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의 스승은 앞에 

계셨으나 우리는 세존 앞에서 질문할 수가 없었다.’라고 후회하지 

말라.” (D16) 라고 분명하게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법문을 듣고 

경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대승비불설에 대한 경전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압빠마데나 삼빠데타(appamādena sampādethā)” 

  

부처님은 분명하게 다 설하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승불교에서는 

새로운 경전을만들어 내었다. 또한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비밀스런 

가르침이 오로지 마음과 뜻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한다.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가섭과 아난으로 이어진 법맥이 달마에 이르렀고, 달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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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도착하여 오로지 마음과 뜻으로만 알 수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달마로부터 시작된 선종의 역사는 

조사스님들에게 전등되어 오늘날 한국에서 선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밀스런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 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 것은 “압빠마데나 삼빠데타”이다. 

우리말로 즉 “방일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말이다. 이를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라”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 45 년 설법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appamādena sampādethā”에 대하여 삼장법사는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어떤 결과일까? 그것은 열반에 이른다든가 

불사에 몸이 되게 하는 것이라 했다. 또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핵심어 ‘압빠마다’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마음을 갈고 닦고 노력하는 것”이라 했다. 또 

압빠마다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본다면 

압빠마다는 ‘사띠’와 사실상 동의어라 볼 수 있다. 

  

  

  

2016-02-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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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성공단의 미래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평화를 바란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 

어느 때 찾아 올 지 알 수 없다. 대부분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무지에서 

기인한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탐욕을 내었을 때, 상대방 지도자에 

대하여 격노하였을 때, 정세를 잘못 판단하였을 때 파멸로 이끌 수 

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다.  

  

유시민의 예언을 듣고 

  

대통령 국회연설과 관련하여 팟캐스트방송을 들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로서 ‘정치’카페 89 편(1 부) - 백 투 더 퓨처 : 대통령 

국회연설’를 말한다. 하루 전에 방송된 내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어떻게 연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크게 다섯 가지로 예측하였다.  

  

정치인에서 작가로 변신한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첫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과 둘째 장거리미사일을 대비하여 

사드를 배치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 북한봉쇄를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 네번째로 개성공단 가동중단한 것은 

불가피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유시민작가의 다섯 가지 예측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들었다. 다음날 

대통령의 연설문을 들어 보니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모두 우려 되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화해와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니라 대결과 갈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마치 시대가 거꾸로 돌아 가는 듯한 느낌이다. 

더구나 혹독한 대가를 치룰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언급하였다. 통일부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이라 하여 도중에 사과 하였음에도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말한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참사’라는 표현을 하였다. 또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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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조감도 

  

  

평화는 간데 없고 

  

집안에서 가장이 분노하면 집안 분위기는 얼어 붙는다. 회사에서 사장이 

분노하면 회사분위기 전체가 가라앉는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분노하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생활기반과 산업은 초토화 되고 젊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어 

나갈 것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다.  

  

유튜브에서 전쟁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았다. 주로 2 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이다. 또 전쟁과 관련된 영화도 다수 보았다. ‘스탈린그라드-최후의 

전투(1993)’라는 영화를 보면 전쟁을 혐오할 수 밖에 없다. 또 

과달카날을 소재로 ‘씬 레드 라인(The Thin Red Line, 1988 년)’를 

보면 일본군국주의가 무모한 전쟁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입에서 ‘전쟁불사’를 

의미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대량인명살상과 파괴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유사이래 계속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잠시 평화의 기간이 있긴 

있었지만 항상 제자리로 되돌아 가는 것처럼 전쟁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다. 마치 매섭게 추운 겨울날이나 뜨겁게 달구어진 

여름날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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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봄날은 언제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날 만 같을 것 같은 가을날 역시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 결국 

혹독한 추위와 참을 수 없는 더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평화의 시대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시체더미와 폐허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장군요청을 받았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설령 폭력이 선을 위한 

것일지라도 정당화 되서는 안된다. 만을 누군가 악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힘으로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에도 맞지 않다. 부처님은 평화를 말씀 

하셨다.  

  

평화의 종교인 불교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전쟁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 가장 먼저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Sn3.1)’을 들 수 있다. 부처님이 출가하여 수행자로서 

삶을 살 때 빔비사라왕과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에서는 16 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중게 가장 

강한나라가 마가다와 꼬살라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가다국은 

최강이었다. 그런데 마가다의 국왕 빔비사라는 부처님을 보자 한눈에 

장군감인 것을 알아 보았다. 보통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고서 “코끼리의 

무리가 시중드는 위풍당당한 군대를 정렬하여 당신께 선물을 드리니 

받으십시오.”(stn421) 라며 ‘상군(象軍)’을 이끄는 장군이 되어 

달라고 했다.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의 요청을 거절 하였다. 장군이 되기 위하여 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칼로 그대의 목숨을 빼앗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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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평화의 종교이다. 폭력과 전쟁을 싫어하는 종교라는 말도 된다. 

이는 ‘뿐나’의 포교에서도 알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 ‘뿐나의 

경(S35.88)’에 따르면 부처님의 제자 뿐나는 목숨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이교도 지역에 포교하러 가는 뿐나에게 부처님이 “만약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그대를 손으로 때리면 뿐나여,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S35.88) 라며 물어 보았다. 이에 뿐나는 흙덩이를 던지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하였다. 기꺼이 맞겠다는 말이다.  

  

이교도 지역에서 포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 놓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손에 경전을 들고 또 한손에 칼을 

들고 포교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비폭력적 방식에 따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과 뿐나와의 대화에서 절정을 이룬다. 

  

  

[세존] 

“뿐나여, 그러나 만약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로 그대의 

목숨을 빼앗으면 뿐나여,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뿐나] 

“세존이시여, 만약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로 저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 때 저는 이와 같이 ‘몸 때문에 목숨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참괴하고 혐오하여 칼로 자결하길 원하는 세존의 

제자들도 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도 칼로 자결하는 

셈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의 존귀한 님이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뿐나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88, 전재성님역) 

  

  

이교도지역에서 이교도가 칼로 목숨을 빼앗으려 할 때 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상대방을 제압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에 죽음을 맞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몸 때문에 목숨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참괴하고 혐오하여 칼로 자결하길 원하는 세존의 제자들도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도 

칼로 자결하는 셈이다.”라 함으로써 죽음을 당하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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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칼로 자결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정관 

수행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몸의 더러움을 관찰하고 자결을 

택하는 일이 있었음을 말한다.  

  

뿐나가 가려고 했던 이교도지역 ‘쑤나빠란따까’는 뿐나의 고향이었다. 

주석에 따르면 뿐나는 쑤나빠란따까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사왓티에 왔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승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사왓티가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각주에 따르면 ‘쑤나빠란따까’는 오늘날 뭄바이 근처 

‘타나(Thana)’지방이라 한다. 

  

뿐나는 부처님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고향 ‘쑤나빠란따까’로 

향하였다. 도착하여 가르침을 전하였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이교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뿐나의 미래 운명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수행승들이여, 뿐나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였다.  

  

때리면 맞는다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는 욕망이 없다. 또한 성냄도 없다. 이교도가 

시비를 걸었을 때 맞대응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자극하여도 

자극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화를 내어도 분노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해도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때리면 맞는 것이다. 

칼로 찌르면 뿐나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도 칼로 

자결하는 셈이다.”라 할 것이다. 이런 아라한에게 원한이 있을 수 

없다.  

  

이 세상 지도자가 모두 아라한이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된 아라한에게 남아 있는 것은 관용과 

자애와 지혜이다. 만약 아라한대통령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2016-02-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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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존을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있다. ‘이것’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하여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재가자이지만 머리를 삭발하고 

회색법복을 입은 S 님이 “이것은 알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카테고리안에 

안들어와요”라 하였다. 수십 개가 올려져 있는 S 님의 동영상강좌에서 

아무 것이나 찍어서 아무 곳을 클릭하였을 때 들은 말이다. 

  

S 님의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 “여기서 희로애락을 맛 보아요. 딴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라 하였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이것과 지금 여기를 말하는 

동영상에서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선어록은 언급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선종계통’임을 알 수 있다. 

  

마음에 본체가 있다고 

  

이것을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보았다. 이번에는 여성 

K 님이다. K 님은 이것에 대하여 “뭔가 알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가 알려는 것은 이미 이 마음이 

아니잖아요.”라 말한다. 이는 마음에 본체가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알기도 전에 이미 이 마음입니다.”라 한다. 역시 아무 동영상에서 

아무 곳이나 찍어서 녹취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한결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타령이다. 거기에는 교리도 없고 수행도 없다. 오히려 교리에 대하여 

알음알이만 증장한다고 하며 멀리하라고 말한다. 또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심하게 바라본다. 그래서일까 M 선원 K 님은 강연도중에 “내 

몽둥이가 있으면 때려 주고 싶어”라고 말 했다. 

  

“이것만 알면 바로 깨닫는 거에요” 

  

B 선생이 있다. 동영상 강좌를 보면 죽비를 들고 있다. 죽비를 들고서 

“이것만 알면 바로 깨닫는 거에요”라 한다. 이것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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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생은 이것을 말하기전에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부처라는 이름일 

뿐이다.”라는 금강경 한구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죽비를 들고서 

“이것은 죽비가 아니고 죽비라는 이름일 뿐이다 이거에요. 모든 것은 

이름이고 말이고 개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라고 말한다.  

  

B 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마치 브라만교 우파니샤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름 붙여진 것은 개념에 불과하여 이름과 

형태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에서는 

세상만물이 모두 브라흐마의 화현이라 하였다. 심지어 모든 사물에 

브라흐마가 들어가 있다고 보았다.  

  

B 선생 역시 삭발하였다. 선어록이나 금강경, 반야심경을 종종 

인용하면서 이것을 설명한다. 이번에는 참나에 대한 것이다. B 님은 

참나에 대하여 “참나는 뭐냐? 말과 이름이 아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참나에요.”라 하였다. 그러면서 죽비를 손바닥으로 탁탁 친다. 

지금 이 소리를 알아 차리는 것 이것이 참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바로 깨닫는 것임을 강조한다. 

  

“참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너다” 

  

또 다른 동영상을 보았다. 이번에는 Y님 동영상이다. Y 님의 

‘홍익학당’동영상은  유튜브에 널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 입으로 일주일에 두 세편의 동영상을 올린다고 하니 이제 까지 

올린 동영상이 천 편이 넘을 듯 하다.더구나 조회수도 많아 어떤 것은 

만회도 넘어 간다. 이렇게 본다면 유튜브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라 볼 수 있다. 

  

Y 님의 널려져 있는 동영상에서 ‘참나’라는 제목을 가진 것을 아무 

것이나 하나 찍었다. 가장 최근에 올려진 것이다. Y 님에 따르면 자신이 

‘선문답’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에서 “참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 보았을 때 “그냥 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Y 님에 따르면 모든 선문답을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한다. 또 화두선한다고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 이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반드시 

“이해 되세요?”라고 되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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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윌버의 참나의 각성 

  

유튜브동영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출가자 보다 

재가자들이 더 많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와 ‘참나’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꿈의 비유’를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선어록이나 대승경전, 특히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선종계통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 중에 ‘켄 

윌버’가 있다. 캔 윌버의 ‘참 ‘나’의 각성’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바로 지금 이 ‘나’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큰 마음으로의 확실한 

인내가 됩니다.”라 한다. ‘큰 마음’이란 무엇일까?  

  

큰 마음이 있다면 ‘작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큰 마음을 ‘대아’라 

한다면, 작은 마음은 ‘소아’이다. 대아를 영어로 ‘I’라 표현 할 수 

있고, 소아를 영어로 ‘i’라 표현할 수 있다. 또 대아를 꿈 꾸는 

나(I)라 볼 수 있고, 소아를 꿈속의 나(i)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큰 

마음, 대아(I)는 다름 아닌 ‘참나’라 한다. 이에 대하여 켄 윌버는 

“이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진아는 대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라 

말한다. 또 모든 것들이 대상이지 주체는 아니라 한다. 순수한 자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켄 윌버에 따르면 큰 마음, 대아, 참나, 순수한 자기에 대하여 “나를 

느끼고 싶다면 모든 대상물을 걷어 내세요.”라고 말한다. 이런 말에 

지적이고 교양 있게 보이는 청중들은 동의 하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빅뱅이전에도 

  

이것은 다름 아닌 참나이다. 나 이외 ‘진짜 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름과 개념 지어진 것을 

걷어내면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죽비를 탁탁 치는 것도 나를 보는 

것이고, 배고프면 밥먹을 줄 아는 것도 나를 보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진리는 매우 가까이 있어서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라 한다.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평상심을 강조 한다. 배고프면 밥먹을 줄 알고 

소리가 들리면 들을 줄 아는 것이 나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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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하여 깨달음이라 한다. 그런 나는 5 년전에도 

존재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빅뱅이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순수 자아인 ‘나’라고 한다.  

  

  

 
  

  

참나의 보편성에 대하여 

  

이것을 강조하는 자들은 참나의 보편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모든 원리에 있어서 같은 것이라 한다. 마치 

어느 스님이 기독교에는 ‘신성’이 있고, 불교에는 ‘불성’이 있어서 

사실상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일까 홍익학당 윤홍식님은 

초기불교에 대하여 비판한다. 참나의 보편성과 맞지 않아서일 것이다. 

  

초기불교와 테라와다에서는 참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불교가 브라만교의 범아일여사상을 비판하며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초기경전 어디를 보아도 참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참나찾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유튜브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나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참나에 대한 것은 바이블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 장 

2 절을 보면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진제스님이 늘 하는 말인 

‘부모미생전본래면목(父母未生煎本來面目)’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일까 진제스님이 미국교회에서 법문할 때 기립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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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멸론자 아니면 영원주의자 

  

이것, 참나, 본래면목, 신성, 불성 등과 같은 말은 사실상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마치 한 물건을 놓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놓은 것과 

같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외도사상임에 틀림 없다. 

초기경전에 이런 용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외도에 

해당될까?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오로지 지금 여기서 ‘현존’ 하는 것만 강조 

한다. 그러다 보니 업도 ‘본래 없는 것’이라 한다. 업이 없다 보니 

윤회도 당연히 없는 것이 된다. 있다면 다만 이름과 명칭만 있을 뿐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단멸론자’들임에 

틀림없다. 

  

본래 없음을 강조하는 자들은 업과 윤회를 부정한다. 있다면 오로지 

지금 이순간 만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런 한편 ‘진실한 나’가 있다고 

한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놈, 죽비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는 

놈이 있음을 말한다. 또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을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의 근원 영원히 변치 않는‘참나’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영원론자’들임에 틀림 없다. 

  

오로지 지금 여기서 현존만 강조하며 업과 윤회를 부정하면 

단멸론자이다. 또 우리의 오감과 느낌과 지각과 인식의 배후에 이를 

아는 자가 있다고 본다면 영원론자가 된다. 오로지 지금 여기서 

‘이것’만 강조한다면 단멸론이나 상주론에 빠지기 쉽다. 왜 그런가? 

거기에 연기법이 없기 때문이다. 연기를 말하지 않는 자들이 이것만을 

강조하였을 때 단멸론 아니면 상주론이 될 수 밖에 없다. 

  

연기법이 보이지 않는다 

  

연기법은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기송의 정형구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iti imasmiṃ sati idaṃ hoti,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라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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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若有此卽有彼)”라는 말은 

연기의 일반원리로서 ‘상호의존적연기’라 한다. 또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若生此卽生彼)”라는 말은 연기의 

특수원리로서 ‘조건발생적연기’라 한다.  

  

이렇게 연기법은 일반원리와 특수원리로 설명된다. 이를 잘 표현 한 

것이“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로 사작되는 12 연기 

정형구이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연기에 대하여 일체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반야심경의 “무무명 내지 무노사진”이라 하여 

‘본래 없는 것’이라 한다.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금강경의 여몽환포영을 말하면서 꿈의 비유를 

한다. 꿈을 깨는 것이 깨달음이라 한다. 그래서 현실도 꿈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꿈에서는 연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꿈속에서 어떤 짓을 해도 꿈을 깨면 그만이다. 이렇게 본다면 꿈의 

비유로 깨달음을 설명한다면 그런 깨달음에 연기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깨달을을 이룬 것과 대조적이다.  

  

현법열반론자들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자들은 단멸론자 아니면 영원론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현법열반론자’들이라 볼 수 

있다.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D1)에서 보는 62 가지 사견중의 일부에 

해당된다. 

  

‘지금 여기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현법열반론자 

(diṭṭhadhamma nibbānavāda)’들이라 한다. 주석에 따르면 ‘지금 

여기(diṭṭhadhamma : 現法)’란 눈앞에 직접 보이는 법(dhamma:현상)을 

말한다.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것, 오로지 귀에 들리는 것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놀랍게도 “여기서 감각기능[근]에 대상[경]이 

아닌 선의 경지등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각기능의 대상처럼 

간주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선정수행에서 체험 역시 현법열반론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오감이 그때 그때 직접 경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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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현법열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정적으로 자아를 들 수 있다. 자아를 상정하며 오감을 지금 여기에서 

즐긴다든가 선정에 든다면 가짜열반 또는 유사열반이라 볼 수 있는 

현법열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현세열반론자로서 다섯 

가지 근거를 통해서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수행승들이여, 그 존귀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거하여 현세열반론자로서 다섯 가지 

근거를 통해서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하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는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벗이여, 이 자아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소유하고 구족하여 즐긴다. 벗이여, 이러한 한, 그 

자아는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하느님의 그물의 경, 디가니까야 D1,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이 자아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소유하고 

구족하여 즐긴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오온에 실체가 없다고 말씀 

하신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것이다.  

  

현법열반론자들은 자아가 있다고 여겨 이 자아가 다섯 가지 감각을 

소유하고 즐긴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자아는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하여 이것이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를 뜻하는 ‘diṭṭhadhamma’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현세’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문맥에 따른 것이다. 각묵스님은 ‘diṭṭhadhamm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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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금여기’라 하여 지금과 여기를 붙여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법을 뜻하는 ‘diṭṭhadhamma’는 직접경험해서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  

  

죽비소리를 들었을 때 들을 줄 아는 것 역시 직접경험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배고픈 것이나 졸리는 것 역시 직접보여지는 현상(법)이다. 

이렇게 눈과 귀, 코, 혀, 몸 등 오감이 그때 그때 직접 경험되면 이를 

자기존재와 동일시한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자아에 

기반한 직접경험이다.  

  

그런데 이런 오감을 즐긴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법열반론자들은 

“벗이여, 이 자아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소유하고 

구족하여 즐긴다. 벗이여, 이러한 한, 그 자아는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아에 기반을 둔 선정의 성취 

  

현법열반론은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눈, 귀 등 오감으로 

지금 여기서느끼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법열반론을 보면 네 가지 선정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또한 다른 자는 그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 ‘벗이여, 그대가 

말한 자아는 있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벗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으로 그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을 원인으로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벗이여, 그래서 이 자아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읨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벗이여, 

이러한 한, 그 자아는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하느님의 그물의 경, 디가니까야 D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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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초선정에 대한 것이다. 오감으로 느끼고, 지각하고, 인식하며 

즐기지만 오욕락은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선정에 들면 변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여읠 수 있음을 말한다.  

  

초선정에 들었을 때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아에 기반을 둔 선정의 성취이다. 

그래서 자신이 희열과 기쁨을 즐기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법열반론자들은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하였다. 마치 진짜 나와 합일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 

  

합일하였을 때 

  

자아에 기반한 자가 선정에 들었을 때 진짜 나와 합일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깨달음이라 하고 또 열반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김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을 때 역시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입니다.” (각묵스님역)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불교의 바른 삼매로 일컬어지고 있는 4 선이 여기서 ‘지금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로 언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주장하는 이러한 현법열반론자들의 

견해는 어떤 존재론적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이런 삼매 혹은 선의 

경지를 구족하여 머문다고 주장이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견해, 

초기불교에서 거듭 강조하는 유신견이 극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지고한 

선정에 경지에 머물러도 그것은 견해의 그물에 걸린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각묵스님, 초불연 디가니까야 153 번 각주) 

  

  

현법열반론자들은 존재론적 자아에 기반한다. 그것이 가짜 나이든 진짜 

나이든 간에 자아가 있다고 본다면 모두 유신견에 빠진 것으로 본다. 

누군가 꿈의 비유를 들며 꿈꾸는 나와 꿈속의 나를 설명하면서 꿈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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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깨닫는 것이라 말한다면 이 역시 자아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자아론에 기반한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달리 표현하자면 통찰지로써 제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자아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있다-없다, 영속한다-단멸한다는 견해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다.”라 하였다.  

  

불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 

  

불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삼법인이다. 그래서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Sabbe saṅkhārā aniccā)’라고 보는 

‘제행무상’이 있고,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Sabbe saṅkhārā 
dukkhā)’라고 보는 ‘일체개고’가 있고,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없다(Sabbe dhammā anattā)’라고 보는 ‘제법무아’가 있다. 이와 같은 

삼법인은 법구경 277 번, 278 번, 279 번 게송에도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법구경 게송을 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법인에 대하여 “지혜로 

본다면(yadā paññāya passati”라 하여 ‘지혜(paññā)’를 강조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모든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할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였을 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집착할 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제행무상에서 ‘일체의 형성된 것(Sabbe saṅkhārā)’은 

‘무상하다(aniccā)’라고 하였다. 이는 가짜 나뿐만 아니라 진짜 나도 

해당된다.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를 

강조하며 꿈을 비유를 들며 참나를 찾자고 말하는 자들을 불교인이라 볼 

수 있을까? 

  

  

  

2016-02-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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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승은 비난하고 대승은 추켜세우고  

  

  

  

부처님 그분에 대하여 알려면 

  

불자들은 부처님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실재 

하였던 석가모니부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부처님 그 

분에 대하여 알려면 ‘부처님 일생’부터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부처님 그분에 대하여 더 알려면 말씀으로 남긴 ‘경전’을 열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경전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4부니까야’를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소부경전’이라 불리는 

‘쿳다까니까야’ 중의 일부를 또 구입해야 한다. 십여 권에 달하는 

쿳다까니까야는 법구경, 숫따니빠따, 우다나, 이띠붓따까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경전을 모두 구입하면 책장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경전 중에 부처님 그분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경전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디가니까야’가 될 것이다. 

  

디가니까야 특징은? 

  

사부니까야와 쿳다까니까야를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런 

니까야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상윳따니까야일 것이다.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리와 수행에 대하여 깊이 알고자 한다면 

‘맛지마니까’를 보아야한다.  재가와 삶과 관련된 것이라면 

‘앙굿따라니까야’가 좋다. 그렇다면 디가니까야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해제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편집된 디가니까야는 경전의 길이가 가장 길고 

교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완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전이 

실제적으로는 성립사적으로 가장 늦게까지 보완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체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풍부한 교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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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가니까야에는 다른 니까야들의 

교리체계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상세하고 완벽하게 

보완되어 있습니다. 

  

(전재성님, 디가니까야 머리말) 

  

  

 
  

  

전재성님의 머리말에 따르면 디가니까야가 교리적으로 가장 체계적 

상태로 전승되어 왔다고 했다. 가장 늦게 성립된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 긴 길이로 웅대한 소설적 구성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초심자가 초기경전을 처음 접할 때 

  

그렇다면 송출자들은 왜 이렇게 웅대한 소설적 구성에다 교리적으로 

체계를 갖춘 니까야를 편집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해제글에 따르면 “디가니까야는 대외적으로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포교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건적으로는 훨씬 소설적 구성에 문학적 

상상력이  첨가되고 교리적으로는 가능한 한 종합적으로 구성되고 

논리화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초심자가 

초기경전을 처음 접할 때 디가니까야부터 보는 것이 좋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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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대한 스케일의 디가니까야를 읽으면 부처님 그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된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 되는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보다 몇 배 더 감동적이다.  

  

디가니까야는 긴 길이로 모두 34 개의 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는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것도 있다. 이를 ‘마하빠리닙나나경(D16)’이라 

하여 모두 124 페이지에 달한다. 이경에 대하여 디가니까야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든 경이라 하였다. 노년의 부처님에 대하여 사실적 묘사를 보면 

그 감동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불교를 널리 보급하기 만들어진 것이 디가니까야이다. 그래서일까 가장 

늦게 성립되었음에도 가장 빨리 송출되었다. 그래서 사부니까야를 

순서대로 말할 때 반드시 디가니까야가 앞선다. 

  

디가니까야의 웅대한 소설적 구성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심’을 갖게 만든다. 경을 접하다 보면 그 분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 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이다.” 

(S11.3) 라는 ‘여래십호’를 붙여 줄 만 한 것이다. 

  

삿된 견해를 부순 부처님 

  

모두 34 개의 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디가니까야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경이 ‘브라흐마잘라경’이다. 왜 이 경이 가장 앞서 나왔을까? 아마 

부처님 당시 시대상황이 잘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삿된 견해를 부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돋보이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브라흐마잘라경에서 소개 되어 있는 62 가지 견해를 연기법으로 

모두 부수었다. 부처님 당시 바라문사상과 각종 사문사상이 

난립하였는데 이 모두가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고 양극단은 연기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난무하는 각종 

종교나 사상 역시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부수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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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마잘라경에 소개 되어 있는 62 견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영원주의 

4 가지, 부분적 영원주의 4 가지, 유한무한론 4 가지, 회의주의 4 가지, 

우연론 2가지, 사후지각론 16 가지, 사후무지각론 8 가지, 

사후비유비무지각론 8가지, 허무주의 7 가지, 현세열반론 5가지 이렇게 

모두 62 가지이다. 여기에 20 가지 유신견이 합쳐 지면 모두 82 가지 

견해가 있다.  

  

20 가지 유신견은 오온에 자아를 보는 견해를 말한다. 오온 중에 식온에 

대한 것을 보면 “그는 의식을 자아로 여기고, 의식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의식이 있고, 의식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M109) 라는 정형구로 되어 있다. 이런 사견은 모두 

연기법으로 논파되었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처님이 62 가지 삿된 견해에 대하여 설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경의 초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라자가하 시에서 날란다 시로 

가는 사이의 대로를 오백 명의 많은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가고 

계셨다. 그 때 유행자 쑵삐야도 라자가하 시에서 날란다 시로 가는 

사이의 대로를 제자인 바라문 학인 브라흐마닷따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 도중에 유행자 쑵삐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처님을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참모임을 비난했다. 그러나 제자인 바라문 

학인 브라흐마닷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처님을 칭찬하고 가르침을 

칭찬하고 참모임을 칭찬했다. 이와 같이 그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세존과 수행승들의 무리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암바랏티까 왕립별장에서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하룻밤을 묵으셨다. 그러자 유행자 쑵삐야도 암바랏티까 왕립별장에서 

제자인 바라문 학인 브라흐마닷따와 함께 묵었다. 그 때에도 유행자 

쑵비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처님을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참모임을 비난했다. 그러나 제자인 바라문 학인 브라흐마닷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처님을 칭찬하고 가르침을 칭찬하고 참모임을 칭찬했다. 

이와 같이 그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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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hmajālasutta -하느님의 그물의 경, 디가니까야 D1, 전재성님역) 

  

  

디가니까야 서문은 62 가지 사견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사견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교가 유신론과 유물론, 우연론, 

단멸론 등 모든 사상과 종교를 극복하였음을 말한다. 이는 인도불교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중에 부처님당시 육사외도사상을 알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경에서 외도가 부처님을 비난하고 다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외도의 

제자는 반대로 부처님을 칭찬하고 다닌다. 어떤 차이일까? 그것은 

부처님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냐 모르냐에 기인한다. 부처님 그분에 

대하여 몰랐을 때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수 교수의 ‘초기불교개론’ 

  

부처님 그분에 대하여 알려면 부처님의 일생부터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 알 수 있다. 동시에 부처님 그 분이 

출현한 이유를 또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사상사를 

알아야 한다.  

  

만일 부처님의 일생을 모르고 불교가 성립된 배경이 되는 외도 사상을 

모른다면 외도가 될 수 있다. 부처님 그분에 대하여 알려면 외도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 다행스럽게 유튜브에 외도사상에 대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다. 그것은 최봉수 교수의 ‘초기불교개론’이다. 

  

현재 유튜브에는 최봉수 교수가 대원불교대학에서 강연한 

‘초기불교개론’동영상이 올려져 있다. 제 1강은 을 소개 하면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제 1 강)’이다. 모두 14 강으로 되어 있다. 

비록 조회수가 몇 백회 밖에 되지 않지만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흔히 말하기를 ‘베스트셀러라고 하여 다 좋은 책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또 ‘유명하다고 하여 반드시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다고 하여 모두 훌륭한 콘텐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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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용이 알차고 건질 것이 있다면 

훌륭한 콘텐츠이다. 최봉수교수의 불교학 개론이나 빤냐와로 삼장법사의 

법문이 바로 그것이다. 

  

정법을 비난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부처님을 비방한 자는 유행자 ‘쑵삐야’라 했다. 주석에 따르면 

‘회의론자’ 싼자야의 제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쑵삐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쑵삐야의 제자가 부처님을 칭찬했다는 사실이다. 스승은 비난하고 

제자는 칭찬한 것이다. 스승과 제자가 부처님에 대하여 정 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비난은 부처님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된 정보통신의 시대에도 정법을 비난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 있다. 홍익학당 윤홍식님이 그렇다. 

  

윤홍식님은 최근 홍익학당 ‘일요대담’이라는 동영상에서 부처님을 

‘능멸’하였다. 대담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본인이 이야기 하는 

형식이다. 대담에서 놀랍게도 필자의 글을 거론 하였다. 이전에 

‘개구즉착 윤홍식님의 불교관련 동영상(2015-12-15)’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이 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왜 부처님과 가르침을 능멸하는가?  

  

윤홍식님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매주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 오는데 이제 까지 올린 동영상이 천 편이 넘는다고 한다. 더구나 

조회수도 많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기가 빗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하게 된다. 

마구 말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경전에 근거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 하다.  

  

윤홍식님의 말을 들어 보면 어느 것 하나 경전이나 주석 등 사실에 

근거한 말을 찾아 보기 힘들다. 자신의 견해를 말하다 보니 부처님과 

가르침과 불자를 능멸하는 말을 예사로 한다. 무엇 보다 가르침을 

훼손하고 왜곡한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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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지만 동영상에서 일부 녹취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소승 많이 비방하니까 초기불교 연구하는 분들중에 저를 좀 

비방하고 싶은 가 본데. 제동영상켰다고 모욕을 당한 기분이셨나.  

  

-글 잘쓰기로 유명한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은 

말 장난하지 마시고.  탐진치 입니다. 빨리 열반에 드세요. 부처님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가 그렇게 지껄이고 다니는 게 탐진치를 

버리는데 도움이 되냐?’이렇게 말씀하실거에요. 초기불교의 

부처님이라면.  

  

-이분의 모습이 대승은 차치하고 초기불교에 맞는 모습입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 

본인이야말로 입만 열면 어긋나는 이야기 하고 계신데.  

  

-이분은 대승이 전혀 이해안되시는 분이에요. 초기불교라도 공부하셔서 

꼭 탐진치 버리는 쪽으로 가시길. … 아라한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열반이라면 이렇게 구업지어도 됩니까? 

  

-우리보다 소승이라 한다고 열이 뻗쳐 가지고. 그러면 중생을 위해 

영원히 윤회 해 보실래요? 고건 싫죠?  

  

-이런게 많은 피해자를 낳는 것 같으면 제가 대응 하죠. 지금은 몇 몇 

분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다 대응은 못 하거든요. 요글은 제 것을 

오독한 것이니까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들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학당에 오해할 여지가 크면 저도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미얀마에서 수도하신 분들이 위빠사나 하다가 우연히 몇 번 든 

열반상태를 한국에 와 가지고 제 강의 듣다가 ‘이를 모르시죠’할 때 

들어가버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미얀마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몰라 한마디에 들어요. 이게 그런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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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리는 자가 참나고 열반이에요… 초기불교에서 이걸 못하시는 

이유가 육식밖에 없다는 거에요. ..사실 열반이 알아차리는 상태인데 

그걸 못 받아 들이니까 육식이 지들끼리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에요. … 

찰라찰라 이러고 있다는 거에요. 이 작용만 있는데 에고가 없는데 

갑자기 이것이 내것이다라고 나타난 에고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는 거에요. 이 이론이 말이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욕먹겠지만 저는 욕먹어도 좋아요. 여러분 

머리가 밝아지는게 중요하지 제가 욕먹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그런 얘기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어요?  

  

-초기불교사람들은 참나를 근본적으로 왜곡시켜서 이해해요. 

‘알아차린자가 참나다. 그건 육식인데. 육식이 육식을 알차라려. 

저것들 엉터리네.’라고.  열반이 참나라고 해도 아무리 안믿어요. 

  

-열반이 알아차린다고? 열반에 들어 보았어야 알죠? 제 상상속에 있는 

거에요. 열반은. 탐진치만 없으면 열반인데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 

열반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 것도 없으면 여러분 존재 소멸이에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건 

심각하게 정신에 병이 있는 사람아니고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셔야 해요. 유튜브 강의 천 개가 돌고 있는 

한국에서는 알아야지. … 이거 아시고 나면 여러분 인생문제가 

풀린다니까요. 

  

-잘못된 공식으로는 절대 여러분 문제 안풀립니다. … 존재 자체가 

참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뿌리 깊게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라한 이론을 믿고 있다면 양심 안지켜도 됩니다. 몰라만 해서 

열반만 계속 유지하면 제가 열반에 들지 양심적으로 사는 여러분이 

열반에 들지 않아요. 열반이론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열반은 제가 듭니다. 그게 과연 옳은 말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찜찜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에고를 무시해요. 제가 제일 황당한 말은 스님들이 ‘나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얘기 하시면서 왜 없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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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하지 않아요? 그 말 듣고 진짜 나를 없앨 생각 드세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를 죽여야 해요. 진짜 나를 죽이고 싶으세요? 

  

-이게 다 문제에요. 지금 석가모니 가르침은요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게 증거로 있으니까 저도 더 옹호를 못해 

드리는거에요. 석가모니 관심사는 7 식, 8 식까지 가 있지를 않아요. 

석가모니는 지금 괴로운 마음을 내려 놓는데만 관심 있었어요. 

통증크리닉 같은 모토로 가르침을 폈어요. 

  

-제자들이 더 파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스승 보다 더 나간다. 

스승얘기로 카바가 안된다. 그러니까 경전을 따로 써야겠다 해서 경전을 

따로 쓴 거에요.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둘러대지만 따로 쓴 거에요. 이해 

되시죠?  

  

-제자들 입장도 답답했을 겁니다. 지도교수 말만 믿고 논문 쓰다보니까 

다른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에요.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승은 온 우주를 육바라밀로 경영하자는 철학이고, 석가모니는 

고통없애자는 철학이에요. 너무 달라요. 존중을 하지만 서로 섞지 

말자는 거에요. 오히려 엉망이 되 버려요. 

  

-8 식이 없다면 열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8 식은 7식을 낳는 것이 

본성이고, 7 식은 6 식을 낳는 것이 본성이니까 여러분이 열반에 들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버려요. 대승은. 여러분이 열반에 

들어 간다는 것 역시 의식 작용이고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하고 끝내 

버려요. 우리 다 열반에 들어가면 되 하고 끝냈는데 ‘열반에 

들어간다구요?’ ‘들어 가는 놈이 있네요?’ 열반이 있고 열반이라는 

과보를 누리는 과보를 있으려면 그 과보의 담당자인 아뢰야식이 있어야 

하고 아뢰야식이 있으면 7 식, 나라고 여기는 7식이 나오는 거고, 6 식, 

5 식이 또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 오온이고 오온이 

열반이구나 해버리고 끝내지 대승에서는 설명이 안되더라는 거죠.  

  

-대승에서 의식을 더 파고 들어 보았더니 석가모니 말에 모순이 많이 

드러나는거에요. .. 그 말씀 만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에요. 그걸 파들어가서 밝힌게 유식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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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은 좋은 업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간다’에요… 나는 이판에서 

빠질란다. 삼계밖에서 빠질란다. 발상이 그런데 좋은 업이 나옵니까? … 

양심 없는 분은 무정하고요.  

  

-지금 이순간 양심지키며 살려고 소승 비방하고 대승 추켜세우고 자꾸 

제가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 겠어요? 이 얘기 할려고요. 소승식으로 가 

버리면 양심지키자는 말이 별 힘을 못 가져여요. 강건너 집이 불이 타도 

정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가면 

무서워져요. … 양심중한 줄 모르고 열반중한 줄만 알지. 몰라로 열반을 

증득하시고 나머지 6바라밀로 양심을 구현하세요. 

  

([홍익학당] 일요대담 : 보살과 아라한, 정확히 알고 갈 길을 

정하십시오!(160201)_A237(2016-02-24)) 

  

  

장문의 이야기를 녹취하였다. 이런 작업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왜곡하고 폄하 되고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함이다.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들 

  

윤홍식님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매우 빠르다. 그러나 초기불교에 

대해서는 오해 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아마 초기경전이나 논장, 

주석서 등을 많이 접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윤홍식님은 ‘참나와 열반이 같다’든가 ‘몰라’하면 아라한이 

된다든가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경전에 없는 말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 하지도 않았다. 다만 윤홍식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홍식님은 부처님에 대하여 덜 깨달은 자, 미완성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부처님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유식도 그 중의 하나라 한다. 하지만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부처님 그 

가르침 자체는 완전한 것으로 본다. 후기 대승에서 공사상,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밀교 등이 나왔지만 모두 정법을 훼손하고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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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로 갈수록 불교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 퇴보하였다. 후대로 갈수록 

공사상, 유식사상, 여래장, 밀교 등의 등장으로 퇴보를 거듭한 

역사이다. 그 결과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중국으로 건너 간 불교는 

중국화 되어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다. 부처님 당시를 기준으로 불교는 

퇴보의 역사를 걸어 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완성된 것이다.   

  

호잔님 말하기를 

  

윤홍식님은 동영상을 보면 초기불교를 비방하고 있다. 동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능멸하고 있다. 이는 불교인에 대한 모욕이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소승 비방하고 대승 추켜세우고”라 하여 삼보를 계속 비방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골적인 비방에 대하여 인터넷필명 

‘호잔’님은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려 놓았다. 

  

  

“특히, 삼장을 자세히 공부하지 못하고 후기 대승경전 및 대승논서를 

기준으로 붓다의 말씀을 이해하는 대승불자들은 테라와다불교 자체 또는 

붓다 재세시의 붓다 가르침을 불완전한 가르침이라고 오해합니다.  

 

발전논리를 바탕을 하고 있는 과학이나 철학를 전공했다고 하는 불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익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윤홍식 대표라는 분의 강의를 들으면 테라와다불자로서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동영상에 대해 비판한 진흙속의연꽃님의 블로그 글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힌 동영상( http://cafe.daum.net/wknd/9EhB/984 ) 을 

미디어붓다의 댓글을 통해 알게 되어 한번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자기의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는 좀 봐줄 수 있었지만, 이어지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설명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윤홍식 대표님은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는 불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윤회를 통해 겪은 고통을 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견해로서는 앞으로 얼마나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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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대로 고통을 견디고 있고 물론 천상에 

태어나 괴로움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사악처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그 사유에서는 사악처에서 겪은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정체(선천적으로 기억하거나 신통력을 통해 기억하는 

유정체)가 되어보아야 그 견해가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윤홍식 대표님의 견해는 괴로움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범부 

중생의 어리석은 견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범부 

중생들에게 괴로움의 진리를 사성제의 첫 진리로 항상 매우 강조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도(붓다가 되기 위한 길)가 거의 대부분 범부 중생들에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윤홍식 대표님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자들의 

사고방식(담마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갈애(또는 에고)를 버릴 수 

없으므로 영원히 윤회하고자 하는 범부 중생들의 사고방식(존재적 

사고방식)에 맞추어 일어난 불교입니다.  

 

갈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또는 열반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몰라’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아라한에는 

쉽게 이를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윤홍식 대표님은 숭산스님의 

선불교 영향도 받은 것 같지만, 강의 내용으로 볼 때 수행자인 

숭산스님과는 전혀 다른 기질의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윤홍식 대표님의 동영상에서 범부 중생들의 존재적 사고방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뼈대를 이루는 참나의 논리, 제 7, 8 식의 

논리, 공의 논리 등은 존재적 사고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범부 중생의 논리입니다.  

 

 

윤홍식 대표님 같은 사람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가 될 것이므로, 아라한 

및 붓다에 대해서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노골적으로 아라한 

또는 붓다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불신 지옥’과는 차원이 다른, 원인 

조건과 결과의 법칙인 연기법 및 조건법에 따른 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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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전에는 항상 알게 모르게 행한 해로운 업행에 대한 참회를 

하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을 

알고 있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생들을 도와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붓다를 포함한 누구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중생을 제외한 대부분 중생은 

아라한에 이르고 해탈 열반하는 것이 중생 구제에 가장 최선책이라는 

것을 윤홍식 대표님은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라한 소승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홍익학당 윤홍식 대표님의 견해는 불교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으므로, 기독교 등의 유일신 논리에서 말하는 견해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철학자의 논리에 의한 견해라고 

봅니다.” 

  

(호잔님, 사고(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법문에 대한 오해(홍익학당 

윤홍식 대표님의 견해에 대한 언급 포함), 2016-02-28) 

  

  

호잔님에 따르면 초기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불교와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경전위주로 법문을 한다. 그래서 어느 

법사가 말하든지 똑 같다.  

  

경전에 바탕을 두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모두 딴 소리 

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말이 모두 다른 

것이다. 이는 경전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문제라 본다. 

  

초기불교와 테라와다는 철저하게 전승된 부처님원음만을 말한다. 그래서 

딴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만약 누군가 가르침에 대하여 얘기하면 가장 

먼저 경전을 찾는다. 경전과 비교하여 내용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경전에 

없는 개인적 견해를 말하면 내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예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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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비난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처님 가르침에 답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처님이 미리 말씀 하신 것 같다. 마치 부처님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예견한 것 같다. 외도 쑵삐야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다니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다른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참모임을 비난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그대들은 적대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마음으로 분개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다른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참모임을 비난한다고, 그것에 대하여 그대들이 적대하고 화내고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대들에게 그것이 장애가 된다. 

  

수행승들이여, 다른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참모임을 비난한다고, 그것에 대하여 그대들이 적대하고 화내고 

불쾌하게 여긴다면, 다른 자들이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못했는지 

그대들이 알 수 있겠는가?” 

  

(Brahmajālasutta -하느님의 그물의 경, 디가니까야 D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외도의 비난에 대하여 비난으로 맞대응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적대하지도 말고 낙담도 말고 분개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직접 들어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바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 알고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만일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외도를 대해야 할까?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사상뿐만 아니라 육사외도의 사상도 있었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혼란스런 시기에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였을 것이다. 

외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방하였을 때 비난하지 말고 그 말을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라고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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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수행승들이여, 다른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참모임을 비난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Brahmajālasutta -하느님의 그물의 경, 디가니까야 D1, 전재성님역) 

  

  

외도가 부처님을 ‘비난’하고 가르침을 ‘능멸’하고 성스런 승가를 

‘모욕’하였을 때 비난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역시 말해 

주어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시대이다. 특히 유튜브에는 온 갓 것들이 다 들어 있다. 

그 중에 종교와 사상에 대한 것도 많다. 불교에 대한 것도 부지기 수로 

많다. 누구나 말을 하여 클릭 몇 번으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석을 가려야 한다. 조회수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훌륭한 콘텐츠라 볼 수 없다.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한다면 그 순간 그 동영상은 버려지게 

된다. 설령 동영상이 천 개 또는 만 개가 돌아 간다고 해도 똑같은 취급 

당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전승되어 왔다. 그리고 가르침 자체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하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집을 통하여 방대한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또 경전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렇게 전승되어 오늘날 빠알리삼장형태로 ‘부처님원음’을 

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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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부처님원음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있지도 않은 사실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때 이를 두고 볼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이 왜곡하였을 

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에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구업 짓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 또한 자비심의 발로일 것이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다. 그것은 “알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가 저지르지 않을 죄악은 없다.”라는 말이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자는 살아 가면서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다.”(It.36) 라 

하였다. 부끄러움(양심)과 창피함(수치심)을 아는 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다는 것이다.  

  

만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 되어 짐승의 

세계와 똑 같아 질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야 한다.  

  

  

[세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결코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밝음의 근원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남과 죽음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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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언제나 올바로 안다면, 

그들은 청정한 삶을 성장시켜 

적멸에 들어 다시 태어남을 부순다.”(It.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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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것을 말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 알면 깨닫는다’고 한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역전’되는 것처럼 이것만 알면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님들이 나한테 찾아와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대화방에서 

법우님의 간단한 글을 통해서이다. 법우님은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선생’을 말하면서 깨달음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것뿐이야. 바로 이것뿐이거든”무심선원 김태완님의 

불이법문을 듣고(2015-11-23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인터넷시대에 유튜브에는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님도 있고 재가자도 있다. 대체로 

선종계통의 사람들이다. 그 중에 ‘벽공선생’이라 불리는 재가자가 

있다. 유튜브동영상에서 벽공선생은 “알만한 스님이 나에게 배우고 

갔어요.”라고 말했다. 대체 어떤 내용일까? 메모한 것을 짤막 하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스님들이 나한테 찾아와요. 책보고. 두시간 이야기 하면 ‘알겠다’고 

‘정말고맙다’고. 내가 한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까지 경전을 읽고 

봤던 수 많은 조사들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다고 해요. 암만 책보고 

수행하고 헤매도 모르겠는데 당신이 얘기해 주니까 알겠다고. 이름 없는 

스님도 아니고 책도 몇 권 내고 유명한 스님이에요.” 

  

(진여문 벽공선생님 청주심우선원 특강(2014 년 07 월 04 일)) 

  

  

요즘은 스님들이 재가자들에게도 배우는 모양이다. 한평생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아 온 스님이 벽공선생의 ‘이것’ 법문 두 시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벽공선생은 “부처님 팔만사천 법문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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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이 한가지를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이걸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라고 말한다.  

  

“이걸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그렇다면 스님은 재가자에게 법문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을까? 

벽공선생에 따르면 “내가 책상을 치면서 ‘왜 이걸 몰라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에요.”라 한다. 그래서일까 벽공선생은 법문 

중에 책상을 탁탁 치거나 죽비를 탁탁 치기도 한다. 

  

벽공선생에 따르면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한다. 죽음도 

극복할 수 았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이 있겠어요?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우리 참나는 바뀌지 않아요. 이건 죽지도 

나지도 않는 거에요.”라 말한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반야심경을 말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때로 

금강경이나 선어록, 심지어 도덕경,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이블구절도 

인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공부는 발을 디디면 뺄 수 없어요” 

  

대체 이것이란 무엇일까? 유튜브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한다. 대체 이것의 마력은 무엇일까? 벽공선생은 이것의 매력에 

대하여 “이 공부는 발을 디디면 뺄 수 없어요, 뭔가 이끌어 가는 그 

힘이 작용해 가지고 다시금 찾게 되 있어요.”라 하였다. 마치 중독성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유튜브 이곳 저곳을 

찾거나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부모임에 참석함을 말한다. 

  

책상을 탁탁 치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별다른 것이 없다. 지금 여기 이렇게 

실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한다. 그래서 “영원불멸하는 

자기를 모르고 생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물거품 같은 것을 자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라 한다. 이런 사실을 상기 시켜 주기 위하여 

종소리를 들려주고 책상을 탁탁 치고 죽비를 탁탁 친다. 심지어 밖에서 

떠드는 소리도 이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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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법문에 따르면 지금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깨닫고 나면 평상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깨달으면 실망하게 된다고 한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으나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아는 그것을 

아는 것이라 한다. 또 한편으로 모르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라 한다.  

  

재가자들이 선을 대중화?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경전이 달리 필요 없다. 

종종 반야심경, 금강경, 선어록, 도덕경, 심지어 바이블이 언급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말하는 사람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법문주제도 없다.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 많은 동영상이 돌아 가지만 대동소이하다. 어느 부분을 

찍어도 늘 듣는 말은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다. 선사들이 법문할 때 말하던 것을 현재 사용하는 말로 쉽게 

풀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말이라도 한자어를 사용하면 

고상해 보이는데 스님들의 본래면목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 이해 하기 

힘들다. 그래서 깨달음이 신비화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튜브동영상에 본 이것을 말하는 재가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이해 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법상에 앉아 

‘할’과 ‘방’을 하고 ‘양구’를 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본다면 유튜브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재가자들의 등장은 선을 

대중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송담스님 법문에서 

  

몇 년 전 송담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던 때가 있었다. 매일 아침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송담스님의 오래된 법문테이프를 들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회의감만 들뿐이었다. 참나를 얘기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뿐이었다. 이에 대하여 느낌 소감을 

‘“내가 바로 영원과 하나된다”용화선원 송담스님의 불교방송 법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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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2012-03-2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법문에서 

송담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는 성주괴공이 있고, 우리 몸에는 생노병사가 있고, 우리 

생각에는 생주이멸이 있어 생겨났다 잠시 모습을 유지하다 얼마 안 가 

그것이 변질이 되어 없어지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하고 믿을 수 없고 허망한 것인데,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영원성이 있는데, 그 영원성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성을 깨닫기 위해서 신심을 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서 내가 

바로 영원과 하나된다. 진리와 하나가 된다.” 

  

(인천 용화선원 송담스님, 불교방송 불교강좌 2012-03-24 일자 , 

http://www.bbsi.co.kr/) 

  

  

이 법문에서 송담스님은 ‘영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에서 

영원을 말한다는 것은 ‘삼법인’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행무상이고 

제법무아인데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불교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여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송담스님의 법문을 들어 

보면 ‘이뭐꼬’를 말하면서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야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진리라는 것은 참나를 말한다.  

  

송담스님에 따르면 교리를 알 필요 없다고 하였다. 분별망상만 일어나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을 

생사윤회로 할지언정 소승삶을 바라지 말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라 하였다. 그래서 경전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설해진 

방편설이지 불교의 구경법이 아니라 하였다.  

  

송담스님에 따르면 오로지 ‘이뭐꼬’하며 알 수 없는 의심만을 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의정이 폭발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런 법문에 식상하였다. 수 년간 지속된 법문에 

새로울 것도 없는 똑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기 때문이다. 선가에서 

말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여 들어 보았으나 부처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 실망감만 주었다. 그런 송담스님의 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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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은 특별한 것이고 일종의 신비스런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했다.  

  

스님들이 왜 도박하는가?  

  

한국불교에서 깨달음은 신비화 되어 있다. 재가불자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선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도 깨닫기 힘들다고 하니 재가자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은 

것이다. 선종에서 깨달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범접할 수 없는 

것일까?  

  

스님들의 말을 들어 보면 깨달음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선방에서 10 년, 20 년, 30 년, 아니 평생을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음을 이루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큰 뜻을 품고 출가하여 선방에서 10 년 정진하였지만 

성과가 없을 때 자포자기 한다고 한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한 3 년만 하면 깨달을 것 같아 일종식하며 열심히 

정진한다.그러나 10 년 동안 공부해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자포자기할 것이다. 자포자포자기 심정으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한다는 것이다.  

  

스님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간화선 수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화투나 카드는 뒤집거나 까기만 하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10 년, 20 년, 30 년, 심지어 평생 선방에 앉아 있어도 

한소식을 듣지 못하는 간화선 수행자가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화투나 

카드놀이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화투와 카드놀이가 즉각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화투나 카드는 단지 까거나 

뒤집기만 하면 즉각적 결과를 알 수 있지만 화두선은 그렇지 않음을 

말한다. 

  

“갑갑해 미치겠다” 

  

한국불교에서 깨달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스님들의 말을 들어 보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10 년이 아니라 평생공부해도 깨달았다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일까 도법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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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 출가 수행자가 비구·비구니를 포함하여 대략 1만 2 천 

명이라고 한다. 50 여 년 전체를 합치면 연인원 50 여만 명이 수행에 

진력해온 셈이다. ……그동안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쟁쟁한 소문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깨달았다고 큰소리쳤던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 괜찮게 된 경우는 50 만 명 중에 

20 여 명 정도를 넘지 않는다. 그 20 여 명도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대중이 반신반의하는 것을 보면 깨달은 도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매력적이지 않은 듯하다. 그렇게 볼 때 수행하여 이루어낸 결과가 너무 

초라하고 허망하다.”  

  

(한국불교의 수행법, 무엇이 문제인가 / 마성, 불교평론 2011-09-01)  

  

  

도법스님의 탄식을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한국불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예는 많이 있다. 수경스님은 교계신문에서 

상좌들의 고충을 이야기하였다. 수경스님에 따르면 “봉암사에서 

20 여년을 간화선 수행을 한 상좌가 얼마 전 토굴에 왔다. 묻더라.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갑갑해 미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라 

하였다.  

  

간화선 수행을 한 스님이 ‘갑갑해 미치겠다’라고 했다. 그것도 한 두 

해가 아니라 20 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였을 때 재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깨달음이란 요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번 생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나 하여 다음 생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깨달음은 아무 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만 알면 깨닫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심성일선생의 동영상을 듣고 

  

유튜브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주로 재가자들이다. 

송담스님 법문처럼 게송을 구성지게 읊는 등 고상한 문자를 사용하여 

신비화 시켜 놓지 않았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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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 아마 이런 점이 스님과 재가자 법문자들의 차이점일 

것이다.  

  

재가자들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쉽다. 너무 쉬어서일까 

그 동안 스님들이 ‘이런 말을 왜 이렇게 고상하고 난해하고 어렵게 

말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 중에 들을만한 것이 있다. ‘벽공선생’과 

‘심성일선생’이야기이다. 특히 심성일선생의 이것 이야기를 들어 보면 

깊이가 느껴진다. 선사들이 어렵게 얘기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쉬운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심성일선생에 대한 동영상이 수 없이 깔려 있다. 매주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된다. 그 중 최근 동영상을 보았다. 매번 들을 

때 마다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경청할 만하다. 그렇다고 

심성일선생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하기 위해 소개한 

것일 뿐이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책에서 

  

심성일 선생은 가장 최근 동영상에서 ‘라마나 마하리시’ 이야기를 

하였다. 인도 힌두교 명상가이자 성자로 알려진 마라리시의 책 ‘있는 

그대로’의 문구를 읽어 가며 이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대가 깨달음이다.”이라 했다. 심성일선생에 

따르면 이 말에 대하여 “선승하고 뭐가 달라요?”라 말한다. 힌두교 

성자의 말이나 선승의 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선승들이 “부처가 

뭐야?”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불자들이 선을 공부한 스님과 대화 하다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그것은 “그대는 누구입니까?”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불자들은 답을 못한다. 마치 허를 찌르듯이 묻는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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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스님이 “그대는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최근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접한 결과 “나는 나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면 정답에 가깝다. 이에 대하여 심성일 선생은 

“그대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대의 다른 이름이다.”라 하였다. 

내가 그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이걸 1988 년도에 읽었어요. 이호준 선생이 번역한 ‘나는 

누구인가?’ 청하출판사에서 나온 얄팍한 책이었는데, 제목에 혹해 

가지고 읽었어요. 밑줄도 치고 읽었어요. 나름대로는 이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15 년쯤 지나서 다시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건데.” 

  

(2016 년 03 월 05 일 몽지릴라 서울 공부모임 - 2) 

  

  

  

심성일선생은 자신이 오래 전에 읽었던 마하리시 책을 나중에야 이해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 읽었을 때 이해했다고 생각했으나 진짜로 

이해한 것은 한참 후에 다시 읽었을 때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 

대한 것이다. 내가 그라는 것이다. 

  

“오직 모를 뿐!”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공’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것이 공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물이 없는 의식’이라 한다. 이를 

‘참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맛보고 싶어도 맛 볼 수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이걸 맛 보고 싶어도 맛 보지 못해요. 그래서 숭산 같은 이는 

‘오직 모를 뿐!’ . 아이비리그 출신 그 똑똑한 애들을 골탕먹인게 

뭐냐면 스스로 모르게 인정했던 거에요. 소크라테스가 썻던 방법이에요. 

넌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만 지켜라.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아는 마음이 

속임수다. 내가 뭘 알었어. 내가 뭘이해했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다는 모른다와 짝이에요.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 

반대편에 모른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자들은 우유부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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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용감할 수 있어요. 왜? 목숨도 바칠수 

있으니까.” 

  

(2016 년 03 월 05 일 몽지릴라 서울 공부모임 - 2) 

  

  

숭산스님은 눈 푸른 외국인 스님들을 제자를 많이 양성하였다. 그 때 

자주 하던 말이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이다. 원래 이말은 간화선 

3 요체 중에서 대의심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심성일선생에 따르면 

“넌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만 지켜라.”라는 뜻이라 한다. 왜 그럴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한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직 모를 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깨달음이라 한다. 매우 역설적인 말이다.  

  

화계사에 가면 숭산스님추모비가 있다. 추모비에서 두 구절이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Only don’t know(오직 모를 뿐)”이고, 또 하나는 

“Only doing it(오직 할 뿐)”이다. 두 문구는 간화선 삼요체에서 

대의심과 대분심에 해당된다.  

  

유튜브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사들의 법문을 

보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결국 본래의 마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주장자로 탁자를 탕탕치거나 법문중에 고함을 

지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양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숭산스님 

역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 주고자 하였을 때 무언가를 탁탁 쳤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심성일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명쾌하다.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선에 있어서의 깨달음이나 선사들의 할과 방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 준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스님들이 본래면목이나 

본래불에 대한 막연한 가르침 보다는  훨씬 이해 하기 쉽다.  

  

그렇다면 선에서의 깨달음은 이렇게 쉬운 것일까? 심성일선생에 따르면 

매우 쉽다고 한다. 실망할 정도로 쉽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부 이 가르침에 반신반의해요. 또는 불신하는 마음으로 들어 올 수 



165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아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라 했다.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이가 심성일선생에게 질문했다. 질문자는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정진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 하시네요. 죽는 

순간까지도 정진을 이야기 하셨는데…”라 하였다. 누구나 이것 법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며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심성일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 드릴께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지금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셨잖아요.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질문자 우물쭈물) 

그럼 이걸 닦을 필요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질문자 우물쭈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답도 준비했어요. 

  

경전이 온갖 모순된 이야기 투성이죠. 그래서 교외별전, 경전에 의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기불교든 뭐든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실제로 뭐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빠알리어 장경이 있다고 칩시다. 빠알리어 장경이 여기 

있어요.(죽비를 들고). 빠알리어 장경이 여기 있습니까? 진짜 자기가 

초기불교를 했다면 빠알리어 장경이 어디 있나요? 그건 헛거에요. 

(죽비를 내려 놓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헛거다. 그게 초기불교지 여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이것을 실제로 여기는 착각을 부서 주기 위한 처방전에 불과한 

거에요. 처방전에 의지해서 이것만 쥐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경전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두 방편설일 뿐이에요.” 

  

(2016 년 03 월 05 일 몽지릴라 서울 공부모임 - 2) 

  

  

마치 준비된 답변을 듣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첫 마디가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라는 말이다. 이런 ‘역질문’을 받았을 때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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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머리를 굴려서 이것 저것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역질문을 받은 질문자 역시 우물쭈물 

하며 궁시렁 거리는 것 같았다. 

  

선을 닦았다는 스님들과 대화 하다 보면 받게 되는 질문이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라든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말이다. 이런 질문 또는 역질문을 접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런 질문 또는 역질문에 초기불교 경전에 의거하여 답하면 무조건 틀린 

것이 된다. 심성일선생 역시 그런 취지로 말하였다. 경전에 의지 말라는 

것이다. 경전은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말이나 문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승되었음을 말한다.  

  

경전을 이야기하면 하수중의 하수 

  

선을 공부하는 선사들이나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과 경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무시 당하기 쉽다. 경전의 문구를 들어 이야기 하면 하수 

중의 하수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문자로 기록된 경전의 문구를 곧이 곧대로 

믿는 것에 대하여 하수 중에 최하수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심성일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에 의지하는 사람,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선(禪)을 

비합리다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 거에요. 이게 엄밀한 

과학이에요. 지금 이렇게 밝아 있는 이걸 부정하고 2500 년 석가모니 

붓다가 어디 있냐 이말에요? 바로 지금 여기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2500 년 전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는 거에요.  

  

초기경전이라는 그림이 여기서 대승경전이라는 그림이 여기서. 여기서는 

일체의 상이 파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일로(여기로) 수렴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도 필요 없어요. 부처도 죽여 조사도 죽여. 이것일 

뿐인데. 그래서 의지하지 않게 되요. 부처님 똘마니 되지 않는 거에요. 

큰스님 팬클럽 안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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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버릇 없이 아만을 떠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똑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제서야 부처님의 참뜻을 알아요. 경전의 말에 

안속아요.  

  

(2016 년 03 월 05 일 몽지릴라 서울 공부모임 - 2) 

  

  

심성일 선생에 따르면 경전에 속지 말자고 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고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팔만대장경은 

고름닦는 휴지라 그랬어요. 해인사 대장경 판은 빨래판만도 못한 

거에요. 산부처가 죽은 부처 꼬붕노릇 해요.”라 하였다. 언어와 

문자로는 이것을 알 수 없음을 말한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 

  

이것을 말하는 수 많은 사람들, 자칭타칭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모두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라 한다. 이것만 알면 깨닫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된다고 한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해결되고 과거의 업으로 인한 

괴로움도 해결되고 미래의 괴로움도 없을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만병통치약’과도 같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야기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깨닫기 위하여 경전을 보거나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무심선원 김태원선생의 경우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내 몽뎅이로 때려 주고 싶어”라 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수행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한심해 보여서 일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이 참나이다’ 라 한다. 

이것에 대하여 본래불, 본래면목, 진여, 불성 등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참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참나는 

불교에서만의 참나가 아니다. 기독교에서의 하느님도 참나라 하고, 

노자에서 존재의 근원도 참나와 같은 것이라 한다.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을 이야기 한다. 모양도 형태도 없는 이것에 대하여 각 

문화전통에 대하여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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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이 소의경전? 

  

‘이것’에 대해 수 많은 이야기가 있다. 대체로 이것은 참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는 교리도 없고 

당연히 경전도 수행도 없다. 당연히 계율도 없다. 또 거기에 불교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모임에서 누군가 경전을 근거로 사성제나 팔정도를 

말하면 웃음거리가 된다. 본래 없는데 무슨 사성제나 팔정도 

타령하느냐는 식이다. 그러나 ‘없을 무(無)’자와 ‘아닐 비(非)’자 

행진으로 이루어진 반야심경은 사실상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유일하게 

믿고 유지할 수 있는 경전이 불과 200 여자 밖에 되지 않는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이 사실상 소의경전이라 볼 수 있다. 금강경이나 

선어록도 종종 언급된다.  

  

부처님이 참나를 깨달았다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초기경전에 대하여 대체로 무지한 것 같다.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송담스님도 불교방송 불교강좌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부처님이 이것, 즉 참나를 깨달았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부처님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영원불멸의 

참나이다. 참나는 반야심경에서 진공묘유와 같은 것이다. 모든 현상의 

근원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매우 동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나가 

그렇다. 그렇다면 참나를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과학적 유물론자 강병균교수에 따르면 

  

불교닷컴에 포항공대 강병균교수의 칼럼이 실렸다. 평소 과학에 

근거하여 불교를 재해석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잘 보면 유물론이다. 

부처님 당시 아지따 께사깜발린의 유물론과 흡사하다. 다만 달라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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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유전자에 의한 연기론처럼 생물학적 기반에 근거를 둔 

진화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유물론이다.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연기론 역시 

유물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과 윤회, 삼계를 부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과학적 유물론에 바탕을 둔 강병균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참나를 

비판하였다. 참나는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와 같다는 것이다. 오늘날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참나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아래 소개하는 진제·서암·청담·혜국·혜민의 참나에 대한 발언들을 

켄 윌버의 참나에 대한 발언과 비교해 보라. 이들의 참나는 순진한 

불교신도들이 생각하듯이 ‘부처가 될 능력’인 불성(佛性)이 아니다: 

  

 ‘미약한 시작을 창대한 끝으로 만드는 가능태(可能態)’로서의 부처가 

아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감각작용·사고작용·감정의 주체인, 구체적인 존재이다.  

  

현대의 깨인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쓰여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하나님’을 즉 ‘감정을 가진 인격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인격적인 

이신(理神)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무신론과 무아론을 가르친 부처님의 

제자인 한국선사들이, ‘보고 듣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참나’를 가르치는 것은 가히 충격 그자체이다.  

  

기독교가 인격신에서 비인격신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불교는 거꾸로 

무신론에서 사실상의 유신론으로 그것도 인격신론으로 후진하고 있다! 

누가 6 신통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영원히 산다면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뭐가 다른가.  

  

‘맨몸으로‘ 하늘을 날다니, ‘마차를 타고’ 하늘을 질주하는 

포세이돈보다 더 신답지 않은가? 참나론자들은 참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참나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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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계종 전(前)종정 서암에 의하면 주인공 참나는 슬퍼하고 

분노하므로 인격신이다. 그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인용한 청담 스님의 주장에 의하면 태양 등 우주만물은 진아 즉 

참나에서 나온다. 그의 불교사상은 힌두교적 유아론의 극치이다. 

청담은, 근대한국불교정화운동의 주역으로서, 한국불교에서 대처승들을 

몰아냈지만 동시에 무아론을 몰아내고 대신 인격신과 창조신을 

불러들였다. 불교를 외적으로는 정화를 했지만 내적으로는 오염시켰다. 

현재한국불교는 유아론이자 유신론이다. 

  

(아래) 

  

1)진제:  

몸뚱이가 아니라 참나가 보고 듣는다. 

헌 몸뚱이를 버리고 새 몸뚱이로 들어가는 것은 주인공인 참나이다. 

주인공인 참나가 몸뚱이를 떠나면 사흘 안에 몸뚱이가 썩기 시작한다. 

주인공인 참나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멸한 후에도 

여여하게 있다. 

 

 

2)서암:  

슬퍼하고 분노할 줄 아는 이 주인공이 소멸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3)청담:  

진아(眞我 참나)가 생각을 한다. 

진아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진아에서 태양 등 우주만물이 나온다. 

진아는 불생불멸이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사라진 

뒤에도 있다. 

 

 

4)혜국:  

몸뚱이(몸)는 듣는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 몸 안에 들을 줄 아는 놈이 있다. 안에서 귀를 통해서 듣는 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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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혜민:  

지켜보는 놈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병균교수, 켄 윌버의 참나, 불교닷컴 2016-02-29) 

  

  

강병균 교수의 글에서 괄호를 모두 삭제 하였다. 그리고 알기 쉽게 

문단을 나누었다. 강교수에 따르면 한국불교는 ‘유신교’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유일신교에서나 볼 수 있는 창조주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를 대표 하는 선사들의 입에서 나온 참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부처님 당시의 브라만교, 그리고 오늘날 

힌두교의 창조신을 보는 듯 하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한국불교에 대하여 

‘대한불교기독종’이니 ‘대한불교힌두종’이라 했을 것이다. 

  

한국불교는 요지경 

  

한국불교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요지경이다. 인터넷과 교통이 발달한 

글로벌 시대에 모든 정보는 오픈되고 공유화 된다. 더구나 유튜브시대를 

맞이 하여 갖가지 불교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부처님 근본 가르침과 멀어진 것들뿐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부처님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후대에 발견했다고 

한다. 공사상이나 유식사상 등을 말한다. 부처님이 이런 사상을 

몰랐을까? 부처님당시 사상사를 보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유튜브에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 강좌시리즈(1 편 14 강, 2 편 

14 강)’를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브라만사상과 육사외도 사상을 모두 논파 하였다. 이것 또는 참나라 

불리우는 사상은 브라만교사상에 가깝다. 요즘으로 따지면 

힌두교사상이다.  

  

부처님은 브라만교의 영원주의를 논파 하였다. 그리고 브라만교를 

부정하며 발생한 로까야따(유물론), 로까야따를 부정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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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위까, 아지위까를 부정하여 발생한 자이니즘, 자이니즘을 부정한 

회으론을 모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부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상의 평정을 하였다.  

  

한국불교에서는 브라만사상과 육사외도의 사상이 부활한 듯 하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마치 

불교백화점을 보는 듯 하다. 한국불교는 알면 알수록 요지경이다.  

  

큰 것 한방을 노리는 사람들 

  

큰 것 한방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야구에서 홈런을 노리는 타자도 

해당된다. 홈런을 염두에 두고 크게 휘둘렀을 때 ‘헛스윙’하기 쉽다. 

제조업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큰 것 한방이 있다. 열심히 개발하여 히트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코스닥 꿈을 가지고 열 개를 개발하여 한 개만 

성공해도 다 죽어 가던 회사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는다. 아무리 개발을 잘해도 열심히 마케팅 해도 수주가 쉽지 

않다. 그러다 한방 터지면 회사는 급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제조업에는 

큰 것 한방에 대한 희망이 있다. 

  

제조업에서는 큰 것 한방의 매력 때문에 온갖 시련을 참고 견딘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큰 것 한방이 있는 것 같다.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이다. 화두를 들고 10 년, 20 년, 30 년 앉아 

있는 것도 큰 것 한방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동영상을 보면 수행을 하지 않고도 스승의 입만 바라 

보고 있어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한다. 이것 역시 큰 

것 한방이라 볼 수 있다.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부처님은 ‘자귀의 법귀의’를 말씀 하셨다.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 이어지는 말이다. 

이어지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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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마치 2500 년 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여 말씀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않는 다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S22:43) 

  

  

불자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당연히 부처님에게 의지해야 한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스런 상가에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라”고 하셨다. 

‘자귀의(attasaraṇānaṃ)’와  ‘법귀의(dhammasaraṇānaṃ)’를 말씀 

하신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anaññasaraṇānaṃ)”고 하셨다. 이것은 ‘부처님의 명령(Buddha 

sāsana)’ 이다.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을 불자라면 지켜야 할 것이다.  

  

불자들은 삼보를 의지처, 귀위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조사 스님에게 의지처로 삼는다면 불자라고 볼 수 있을까? 만약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조사(祖敎: 조사사불교)’의 

‘조자(祖子)’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에서 ‘이것만 

깨달으면’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교의 그 

사람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그 사람의 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도가 될 것이다.  

  

스승의 주먹(師拳: ācariyamuṭṭhi)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2500 년 동안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 온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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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은 비밀스런 가르침이 아니다. 말로서 설해진 것을 문자화 하여 

오늘날 누구나 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밀리에 전승된 것은 없다. 만일 누군가 마음과 

뜻으로 전승된 비밀스런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스승의 

주먹(師拳)’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안팍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침을 다 설했다. 아난다여, 여래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사권은 없다.”(D16) 라 하셨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남김 없이 다 

설했다고 하셨다. 염화미소등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에서 뜻으로 

비밀리에 전승된 가르침이 있음을 수 없음을 말한다. 부처님이 비밀리에 

제자를 불러 별도로 전달한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이나 게송, 응송 등 구분교의 형태로서 오늘날 

까지 전승되어 왔다. 구전으로 또는 문자로 전승된 가르침은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 

이런 대명천지의 시대에 비밀스런 가르침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말이나 문자가 아니라 뜻과 마음으로 스승과 제자사이에 

비밀리에 전승된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 그런 비밀스런 가르침에 대하여 

이것 또는 참나라 한다. 이런 우려를 미리 예견하신 것일까 부처님은 

“나는 안팍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침을 다 설했다. 아난다여, 여래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사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하며 때로는 책상을 탁탁 치며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라고 말하는 선생들이 있다. 스승의 꽉 쥔 주먹에 무언가 있을 

듯 보인다. 하지만 ‘스승의 주먹(師拳: ācariyamuṭṭhi)’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공허한 스승의 ‘빈주먹’만 있을 뿐이다.  

  

  

2016-03-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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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족사를 방문하고 

  

  

설 전에 이학종대표기자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족사 윤창화사장님이 

한번 만나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달라고 했다. 윤창화사장님이 왜 만나자고 한 것일까? 간단하게 사연을 

들어 보니 미디어붓다에 올린 칼럼때문이다. 칼럼을 읽어 보고서 만나 

보고 싶어 한 것이다. 

  

만나자고 하는데 

  

종종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블로그 댓글란에 차나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 글을 남긴다. 그러나 만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오랫동안 글로서 소통한 사이도 아님에도 불쑥 차나 한잔 

하자고 했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일까? 아마 누구인지 궁금해서 일 

것이다. 오로지 필명으로만 글을 쓰는 사람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일 것이다. 혹시 자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대뜸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본다. 

  

윤창화사장님은 왜 보자고 한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았다.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책에 관해서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전철에 몸을 실었다.  

  

“좋은 책으로 좋은 세상을” 

  

종각에 도착하여 미디어붓다가 있는 ‘두산위브빌딩’으로 향하였다. 

불교계 언론매체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이다. 스님들도 

머물러 있기도 하다. 작년 명진스님도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빌딩이 

아마 조계사 바로 남쪽에 있는 두산위브빌딩일 것이다. 

  

만남은 두산위브빌딩 지하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윤창화사장님이 

지하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막바로 그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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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니 윤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세 명이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는 ‘호박밥’으로 하였다. 동그란 호박을 반으로 잘라 그 안에 

오곡밥을 넣어서 만든 것이다. 지독한 감기에 걸린 이학종기자님은 

돌솥밥으로 하였다. 명함을 교환 하였다. 명함에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윤창화’로 되어 있다. 또 명함에는 “민족사는 좋은 책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곳입니다.”라는 슬로건이 인쇄 되어 있다. 주소를 보니 

미디어붓다가 있는 같은 두산위브빌딩 11 층에 있다.  

  

민족사를 대표하는 세 권의 책 

  

불교계의 유명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렇다고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마치 TV에서 유명인이 낯익은 것처럼 교계의 유명인사들 역시 

낯이 익다. 그것은 교계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창화사장님 역시 그런 분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 보았다. 그러나 상대편은 보통불자를 전혀 모르고 있다. 

오로지 필명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윤창화사장님은 불교 TV에서 보았다. 불교 TV 대담 프로에서 민족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2010 년 ‘민족사 3대 

서적과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2010-11-1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때 당시 불교 TV 대담프로에 출연한 윤창화대표님은 민족사를 대표하는 

책이 세 권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책으로 성본스님의 

‘중국선종성립사연구’를 들었다. 이 책은 1992 년도에 출간된 책으로서 

약 1,000 페이지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중국선종의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 서술한 책이라는 것이다. 중국선종의 성립에 대한 책은 

일본학계에서도 보기 드물고, 한국학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민족사를 대표 하는 두 번째 책으로 석지현스님의 ‘벽암록’을 들었다. 

이 책은 2007 년도에 출간 되었는데 전 5 권으로서 벽암록 완역판이라 

했다. 그 동안 벽암록이 소개 된 책이 있었지만 처음 부터 끝까지 

완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본문에 토를 달고,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하고 더구나 벽암록 ‘용어사전’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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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역자가 번역한 기간이 9 년, 민족사에서도 3 년이 걸려서 총 

12 년간에 걸친 대작이었다고 한다. 

  

민족사를 대표하는 세 번째 책으로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을 들었다. 이 책은 2008 년도에 출간 된 책으로서 

한역계통이 아닌 빠알리 원전을 직역한 것이라 했다. 이제까지 4 성제, 

8 정도, 12 연기등 불교의 핵심교리가 모두 한역 아함경을 근거로 소개 

되었는데, 이 책은 빠알리 원전으로 소개됨으로서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전달 한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불교 TV 대담프로에서 윤창화사장님은 ‘중국선종 성립사연구’ 

‘벽암록’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세 권의 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세가지 책은 세계에 내 놓아도 자부심을 가질만한 책이라 

봅니다.”라 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고 

  

6 년전 불교 TV사이트에서 윤창화대표님에 대한 인터뷰를 보고 글로 

옮겼다. 시절인연이 되어서일까 마주 앉게 되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불자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다.  

  

윤대표님이 보통불자를 알게 된 것은 미디어붓다에 실린 현응스님의 

깨달음 논쟁에 대한 글을 접하고 난 후라 했다. 글에서 깊이가 느껴져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학종기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했다.  

  

윤창화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불로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놀랍게도 블로그에 올려진 최근의 글을 

다 읽어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다고 한다. 

  

보이차를 마시며 

  

점심을 끝내고 윤창화대표님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사무실은 생각 

보다 크지 않았다. 불교전문 서적이라 하여 쾌 많은 직원이 있는 줄 

알았으나 몇 명 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불교관련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이다. 많아야 대여섯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인건비 등 



178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모든 CEO 들이 

그렇듯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갈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윤대표님의 방에 들어갔다. 오피스텔에서 작은 방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방에 들어 가니 책으로 가득하다. 양쪽 벽에는 천정에 이르기 

까지 책으로 빼곡하다. 또 한켠에는 메모지가 무수하게 붙어 있다. 책상 

앞에는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차도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날 보이차를 

준비 하였다. 

  

  

 
  

  

불가에는 차문화가 발달 되어 있다. 어디를 가나 차도구와 차가 있어서 

차담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문화는 전에 접하지 못하였다. 바삐 

움직이는 세상에서 인스턴트 봉지커피면 족했던 것이다.  

  

커피만 마시다 보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 용건만 간단히 

이야기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럴 경우 보통 30 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차를 나누면 30 분 이야기 할 것이 두 세시간으로 늘어 난다. 

커피 한잔 놓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격이 다른 것이다.  

  

차는 마신다기 보다 ‘나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팽주가 차를 

나누어 주고 손님은 받아 마신다. 잔이 비면 채워 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차나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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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 하여 대화의 세계로 이끄는 매우 

친근한 말이다.  

  

윤창화대표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때 만나서 헤어질 때 까지 

세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였다. 도중에 요즘 유튜브에서 설치고 있는 

사람 이야기도 했다. 모 학당을 운영하는 그 사람은 불교 TV 에도 

진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돈을 주고 불교 TV 에 출연코져 한 것이다. 

담당 PD 가 윤대표님에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라며 물어 

보았다고 한다. 윤대표님은 이미 그 외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불자도 

아니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능멸하는 자가 불교 TV 에 까지 

진출을 시도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중에 민족사 주간 사기순님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불교계에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여성불자로서 불교 TV ‘뜰앞의 잣나무’프로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사기순주간 역시 보통불자의 필명을 잘 알고 있었다. 

블로그도 종종 보고 있다고 했다.  

  

책을 내는 것에 대하여 

  

윤창화대표님은 출판인답게 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 

사람을 아는 기준으로서 책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아무리 인터넷에 

글을 잘 쓰고 널리 알려져 있어도 책 한권 출간한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책 출간에 대하여 얘기 했다. 

  

아직까지 책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글을 쓸 때 책을 낼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사실이다. 이왕 글을 쓸 바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막연히 책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함부로 쓰지 않고 글의 형식을 갖추었다. 그리고 글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날자를 기입하고 필명을 서명하였다. 그런 

세월이 10 년 되었다. 

  

글은 좋아서 쓰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쓰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이다. 가장 좋은 것은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다. 그러나 10 년 동안 글을 쓰다 보니 굳이 책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책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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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다름 없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창화대표님에 따르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과 생각을 정리하여 책으로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책을 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름을 널리 알릴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학자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 보통불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만족하며 산다. 그러나 언젠가 인연이 되면 책을 내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책을 선물받았는데 

  

윤대표님이 선물을 주었다. 출판사답게 책을 선물한 것이다. 두 권을 

주었는데 한권은 올해 3 월 출간한 원담스님의 ‘붓다프로젝트’이고, 또 

한권은 2007 년에 출간된 바 있는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사시키 

시즈카 지음)’이다.  

  

  

 
  

  

출판사는 출판이 생명일 것이다. 끊임없이 좋은 책을 출간해야 하는데 

최근 5 개월 동안 출간이 없었다고 한다. 매월 한권 정도는 출간해야 

함에도 5개월 동안 뜸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 3 월 원담스님이 지은 

‘붓다프로젝트’를 오랜만에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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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스님이 지은 ‘붓다프로젝트’를 이미 알고 있었다. 원담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하던 차에 뜻밖에 선물로 받게 되었다. 

  

붓다프로젝트는 어떤 책일까? 

  

붓다프로젝트는 어떤 책일까? 꽤 두툼해 보인다. 이는 얄팍한 책과 

비교된다. 대게 유명인들이 지은 책을 보면 300 페이지가 넘지 않는다. 

거기에다 사진까지 실려 있으면 내용은 더욱 더 얄팍해진다. 그런데 

붓다프로젝트는 436 페이지에 달하는 묵직한 책이다. 사진은 몇 장 

안되고 내용위주이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무게가 느껴진다. 더구나 

청정한 수행자로 알려진 원담스님의 글이어서일까 목차만 보아도 내공이 

느껴진다. 

  

사기순주간님에 따르면 붓다프로젝트는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라 

하였다. 그렇다고 통상적인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것은 아니다.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설명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종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때로 종단의 현실에 대한 비판글도 볼 수 있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매우 날카로워서 범계를 저지른 

은처승이 보기에는 싫어할 책이라 한다. 이 책을 접하는 이에 따라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릴 것이라 했다. 

  

머리말을 읽어보니 

  

머리말을 읽어 보았다. 왜 붓다프로젝트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켄 윌버의 ‘아트만프로젝트’에 대항하여 ‘붓다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에고를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무아를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차이인 것이다.  

  

무아의 가르침은 오로지 불교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부처님당시부터 시작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실험은 

자아를 기반으로 하는 아트만프로젝트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 한다.  

  

아트만프로젝트에서는 에고를 무한히 확장하여 신적인 나, 우주적인 나, 

영원의 나로 확장시킨다. 그러나 무아에 기반을 둔 붓다프로젝트는 

창조적 소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에고를 확장하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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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이나 과대망상에 빠질 것이지만 불교수행전통에 따른 창조적 

소멸은 고요하고 청정한 지복을 가져 올 것이라 한다.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스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불교, 상좌부불교, 티벳불교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한국불교라면 한국만의 독특한 불교를 

말할 것이다. 이를 ‘통불교’라 볼 수 있다. 대승불교와 선불교와 

민족신앙이 결합된 한국만의 독특한 불교를 말한다. 이렇게 세 개의 

불교에 대하여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 개의 종교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그것은 공통분모를 찾으면 

된다고 했다. 그 공통분모로서 ‘칠불통계게(Dhp183)’를 들고 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칠불통계게를 끝으로 붓다프로젝트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Sabbapāpassa akaraṇaṃ,     

kusalassa upasampadā,       

Sacittapariyodapanaṃ       

etaṃ Buddhāna' sāsanaṃ.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Dh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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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을 사 보아야 하나 

  

사람들은 문화에 얼마나 투자할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돈을 많이 

쓰지만 책을 사는데 인색한 것 같다. 책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책을 

아예 읽지 않는다면 문화인이라 할 수 있을까?  

  

책값은 그다지 비싸지 않다. 왜 그런가? 한번 먹고 마시는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술작품 같은 음식이라도 먹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똥이 되어 나온다. 아무리 향기가 좋은 고급와인이라도 

목구멍을 넘기는 순간 오줌이 되어 나온다. 그러나 책은 한번 사 놓으면 

절대로 달아나는 일이 없다. 닳아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책은 무척 싼 것이다.  

  

책의 장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가장 큰 장점을 들라면 문화의 

선순환일 것이다. 책을 사면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술집에서 가서 술을 마시면 술집의 매상이 올라 갈 것이다. 술집이 

장사가 잘되어 돈을 많이 번다면 어떻게 할까? 술집주인이 문화사업에 

투자할까?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술을 팔아 번 돈으로 

재투자할 것이다. 술집을 더 확장하여 술을 더 많이 팔아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할 것이다.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음주문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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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성하여 사회는 탁하고 악취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를 문화의 

‘악순환’이라 본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 출판사가 

돈을 벌 것이다. 돈을 많이 번 출판사 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 술집을 

차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까?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출판사 사장은 책을 팔아 번돈으로 재투자하여 더 좋은 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 독자들이 책을 많이 사면 살수록 독서문화가 발달하여 사회는 

맑고 향기로워 질 것이다. 이를 문화의 ‘선순환’이라 본다. 

  

술은 한번 마시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책은 한번 사 놓으면 

끝까지 남는다.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지는 독자들 손에 달려 

있다. 

  

  

2016-03-10 

진흙속의연꽃 

 

 

 

 

 

 

 

 

 

 

 

 

 

 

 

 

 

 



185 

 

19. 제사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날그날 기분이 다르다. 어떤 날은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축 처지기도 한다. 이런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눈, 귀, 코 등 여섯 가지 감각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상을 보았을 때 연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돼지사육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에서 돼지사육에 대한 동영상 (Spanish Pig Farms | An Animal 

Equality Documentary) 을 보았다. 돼지공장을 연상케 하는 산업화된 

축산농가를 촬영한 것이다. 돼지의 수태에서부터 출산, 성장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 못할 것이다.  

  

어미 돼지의 출산을 보면 마치 똥을 싸는 것 같다. 여러 마리의 

돼지새끼가 연달아 쑥쑥 튀어 나온다. 새끼는 돼지로서 형상을 

갖추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버림받은 것 같다. 열악한 축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가 하면 일부는 죽어 나간다. 부실하게 태어난 새끼는 

부르르 떨며 죽을 듯이 보인다. 어떤 새끼는 어미돼지에게 깔려 

압사당한다. 이런 장면을 아직까지 공중파방송에서 본 적이 없다. 

  

돼지관련동영상을 보면 돼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 같다. 마치 똥 싸듯이 태어난 새끼는 용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인간들의 식탁에 오를 ‘살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살코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어난 돼지는 

마치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도 같다.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 있어서 먹이만 주면 점점 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공장식축사에서는 새끼돼지에 대하여 가혹한 조치를 

취한다.  

  

유튜브동영상을 보면 새끼돼지가 꽥꽥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여준다. 

돼지로 살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살코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 

‘돼지꼬리자르기’가 있다. 컷터로 긴 꼬리를 최대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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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둑’자르는 것이다. 이때 새끼돼지는 ‘꽥’ 소리를 지른다. 또 

‘돼지이빨자르기’가 있다.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생긴 이빨을 역시 

컷터로 ‘뚝뚝’ 자르는 것이다. 이때 역시 돼지가 소리를 꽥지른다.  

  

여러 과정에서 압권이 있다. 그것은 ‘돼지거세하기’ 이다. 사육사가 

새끼돼지를 안은 상태에서 컷터로 엉덩이의 특정부위를 ‘푹’ 가른다. 

그리고 손으로 누르면 마치 밤처럼 생긴 것이 ‘툭’ 튀어나온다. 

이것을 또 컷터로 쓱 자른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쪽이 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쪽의 ‘고환’을 떼어낸다. 그리고 

약품을 발라주면 끝이다. 이 과정에서 새끼돼지는 ‘꽥꽥’하며 소리를 

질러댄다. 

  

꼬리가 잘리고 이빨이 잘리고 고환이 제거된 새끼돼지는 ‘꼬리표’가 

달린다. 정확하게 귀에 인식표가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할 때 까지 

관리 되는 것이다. 이것이 돼지의 일생이다.  

  

어쩌다 돼지로 태어났을까? 

  

돼지와 관련된 유튜브동영상을 보면서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어쩌다 돼지로 태어났을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보았다. 마치 어미돼지가 똥을 싸듯이 불쑥 세상에 내 던져진 새끼의 

운명이 가혹해 보였다. 그런 돼지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돼지의 운명은 가혹한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은 돼지의 운명과는 다른 

것일까? 인간과 돼지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의 운명은 

가혹한 것이고 인간의 운명은 덜 가혹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불교에서는 인간도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으로 계속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S15)’이 있다. 이 

모음을 보면 인간이 돼지로서 삶을 살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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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동안 돼지로 태어나 돼지가 되어 

목이 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삼십명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3,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돼지뿐만 아니라 소, 물소, 양, 염소, 사슴, 닭 등이 언급되어 

있다. 육도윤회로 따진다면 축생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어떤 축생이든지 

한번 태어나면 인간의 살코기가 될 운명에 처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돼지로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 보다 더 많을 것이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대양은 불교적 우주관을 반영한 

것이다.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큰 바다를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나 한번쯤 돼지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이 아니라 한량없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 보다 많다면 과거전생에 수 없이 돼지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유튜브동영상에서 본 돼지의 일생은 남의 일 같지 않아 

보인다. 

  

빛나던 범천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수 없이 경고하고 있다.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축생으로 태어날 만한 업을 지었을 때 소나 돼지 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게 ‘우치’와 ‘탐욕’이 원인이다.  

  

지혜가 없어 어리석게 사는 자들이 축생이 될 수 있다. 또 오로지 

먹기만 좋아 하는 자들이나 오로지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도 

축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치와 탐욕이 축생의 형성조건이 된다. 

  

개를 좋아 하지 않는다. 개를 보면 가장 먼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개로 태어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왜 개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유할 능력이 있는 개라면 태어나보니 

털이 있고 꼬리가 달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기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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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돼지 등 축생으로 태어남은 괴로움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즐거움은 먹을 때 뿐이고 그 외는 모두 괴로움뿐이다. 자신이 어떻게 

개나 돼지의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멍멍 짓거나 꿀꿀거리는 

것이다. 그런데 육도윤회하는 중생이라면 누구나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선업으로 천상에 태어난 자도 그 공덕이 다하면 축생이 될 수 

있다. 아라한이 되어 불생불사의 경지가 되지 않는 한 유전하고 

윤회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축생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얀마 속담에 “빛나던 범천도 돼지우리속에서는 

꿀꿀거리네.”라 하였을 것이다.  

  

선업공덕이 다 하였을때 남는 것은 악업 밖에 없을 것이다. 천상의 

과보를 받아 안락하게 살던 존재도 선업공덕이 다하면 돼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빛나던 범천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라 

하였을 것이다. 

  

소극적 삶을 살았을 때 

  

살아 가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다. 유년기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선행 또는 악행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이전 생’에 대한 것이다. 그것도 한량 

없는 윤회하는 삶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전생에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의 앞날은 알 수 없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 가면서 어떤 과보를 

받을지 알 수 없다. 지금 착하고 건전하게 살았다고 하여 반드시 

선과보만 기대 되는 것은 아니다. 알 수 없는 이전 생에서의 악업이 

지금 여기에 작용한다면 어떤 악과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내생도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착하게 살았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 막연하게 선처에 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말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매우 소극적 삶을 

살아 간다. 그런 한편 쾌락을 추구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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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에서 살면서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지혜로운 삶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축생 같은 

삶이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 축생도 

그렇게 살아 간다. 그래서 단지 먹기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하여 벌레와 같은 삶이라 한다.  

  

조금 나쁜 업을 짓고 사는 사람들 

  

일반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자신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선업을 더 많이 짓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없이 단지 

남에게 피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축생과 같은 삶이다. 

죽어서 악처에 나기 쉽다. 왜 그럴까? 최봉수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게의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짓도 안하고 아주 좋은 일도 못해. 

그래요 안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죽이고 한 적 있어요? 오늘 고백하세요. (웃음) 어디 굼뱅이 한마리 

못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좋은 일도 또 많이 

못 합니다.  

  

매일 피 뽑아 가지고 헌혈합니까? 피 뽑으로 오면 도망가죠? 

보통사람들은 대게 어떤 업을 짓느냐면요 아주 나쁜 업도 짓지 못하고 

아주 좋은 업도 짓지 못하고 쪼까 나쁜 업을 짓고 살아요. 굳이 이야기 

하지만 조금 나쁜 업을 짓습니다. 평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이 

아니고 대게 인간들이 일생동안 지은 업을 청정거울에 달아 보면 조금 

안좋은 쪽으로 짓습니다.”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2(제 1 강)) 

  

  

최봉수교수가 대원불교대학에서 강연한 것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다. 

제 1 편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 1’의 14 개의 동영상강좌는 

바라문사상과 육사외도에 대한 것이다. 또 제 2 편‘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 2’에서 14 개의 강좌는 부처님의 업에 대한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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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첫 번째 강좌에 따르면 일반사람들의 삶의 행태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일반사람들의 평균적 행위는 ‘약간 악한 쪽으로’ 추가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법의 테두리에 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악행이 약간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선업보다 악업을 조금 더 많이 짓는다고 

했다.  

  

대부분 아귀가 된다 

  

조금 안좋은 업을 지었을 때 내생은 어떤 것일까? 최봉수교수의 말을 

들으면 충격적이다. 그것은 ‘아귀계’이다.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이나 축생으로 가고, 아주 좋은 일을 하면 인간으로 재생하거나 

천상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 그도 저도 아니고 조금만 나쁜 일을 하는 

대부분 중생들은 아귀보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이미 죽은 조상들은 아귀보를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는 일반사람들이 좋은 일 보다 약간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 한다. 아주 나쁜 업을 지으면 지옥이나 축생으로 

떨어지지만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경우 대게 아귀가 됨을 

말한다. 배고픔의 과보를 받는 것이다.  

  

아귀는 일종의 조상신이다. 아귀계에 떨어진 자들은 악행이 선행보다 

약간 많은 케이스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대게 아귀로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죽은 조상들이 아귀로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제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배고픈 조상을 위하여 ‘시식’해 주는 것을 장려한 것이다. 그런데 

시식은 반드시 음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상들 아귀보를 면하게 하려면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죽은 조상들에게 아귀보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무엇일까? 최봉수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귀가 먹어가지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음식이 딱 한가지 

뿐이라요. 그 한가지 음식이 뭘까요? 그것을 먹으면 목에서 불이 안되. 

그게 산더미만한 배에 들어가면 어떻다? 포만감을 주면서 아귀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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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시켜. 한가지 음식이 있어. 그 음식의 이름이 뭐다? 법식이라고 

해도 되고 공덕식이라 해요.  

  

누가 지은 공덕? 무슨 공덕? 인연 있는 후손이 지은 공덕만이 

아귀보로부터 해탈시킬 음식이 된다말에요. 인연있는 자신의 후손 집 

근처에 머무는 겁니다. 인연 있는 자기 후손들이 뭐란다? 선업을 지으면 

공덕이 생기죠 그죠? 선업을 지어 공덕이 생기기만을 기대하면서 인연 

있는 담벼락 밖에 인연 있는 아귀들이 모여 있다는 거에요.  

  

지금도 여러분 따라 다닐지 몰라요. (웃음) 잘 오신거에요. 어디 씰데 

없는 술이나 먹으로 가 봐요. 조상의 아귀가 땅을 치면서 통곡해요. 

‘저놈이 술먹고 나쁜 짓만 이 과보를 어떻게 면할꼬?’ 근데 부처님 

도량에 공부하러 슬슬가면 아귀들이 바깥에서 기분이 좋아가꼬.  

  

자 좋은 일합니까 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그런데 좋은 일만 해가지고는 아귀보를 못 면하고 이와 같은 

스토리릴 듣고 내가 오늘 지은 선업에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있다면 ‘이 

공덕이 나의 인연있는 조상아귀들의 업보를 해소시키는 공덕식이 되도록 

회향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머리속으로 염을 해야 되. 쉽게 

말하면 ‘나의 선업에 의한 공덕식이 조상에게로 회향되기를 

바란다’하고 말을 해야지 그 순간에 공덕이 아귀의 목구멍을 

통해가지고 배로 들어가면서 아귀로부터 해탈시킨다. ‘아호’하고 날라 

가 버린다.”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2(제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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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상들의 대부분은 아귀에 세계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악행이 

선행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아귀가 되어 있는 조상은 

항상 인연있는 후손의 주위를 멤돈다고 한다. 그것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후손들은 죽은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준다.  

  

제사를 부정하지 않은 부처님 

  

부처님은 제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수행승들이여,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견해를 

지니는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공양도 없고 선악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홀연히 다시 태어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깨달아 설명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라는 견해를 지닌다.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견해를 지닌다.”(M110) 라는 정형구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보는 단멸론적 

허무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단멸론자들은 제사도 

부정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업을 부정하니 내생이 

부정되고, 내세가 부정되니 육도윤회도 부정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육도윤회를 말씀 하셨다. 당연히 아귀계를 인정한 것이다.  

  

부처님은 제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숫따니빠따 ‘마가의 

경(Sn3.5)’에서  바라문학인 마가가 “저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재가의 신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 지내는데,  세존이시여, 제게 

완전한 제사에 대해 설해주십시오.” (stn505) 라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마가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는 제사지내는 자의 토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신의 죄악을 버립니다.” (stn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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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문 학인의 질문에 부처님은 “제사를 지내십시오”라 하였다. 단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분노, 미움, 잘못, 

타락, 부패에 기반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 모든 방향으로 한량없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제사를 지내도 좋다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제사를 칭송한 

것은 아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존자 고따마는 제사를 

칭송합니까?”라며 물어 보았다. 이에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제사를 다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제사를 다 칭송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어 

제사에서 소들을 죽이고 양들과 염소들을 죽이고 여러 생명들을 

죽인다면, 바라문이여, 이와 같은 살생을 포함하는 제사를 나는 

칭송하지 않습니다.”(A4.39) 라고 말씀 하셨다. 

  

법식으로 선업공덕을 회향하여야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아귀가 되어 죽은 조상을 아귀보로부터 해탈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상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한상 

거하게 차려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지은 ‘선업공덕을 

회향’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이 공덕이 나의 인연있는 

조상아귀들의 업보를 해소시키는 공덕식이 되도록 회향하고자 

합니다.”라고 발원하였을 때 비로소 조상들이 아귀보를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것에 대하여 ‘법식(法食)’ 또는 

‘공덕식(功德食)’이라 했다. 

  

최봉수교수가 한말은 ‘믿거나 말거나’일 수 있다. 그러나 교훈적이다. 

더구나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제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 하셨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내가 

잘 하기를 바라는 조상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조상을 위하여 재일을 지키는 것도 선업을 짓는 것이라 한다.  

  

최봉수교수에 따르면 천도재를 지내는 것 역시 제사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아귀가 되어 배고픈 조상을 위하여 시식하게 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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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좋은 시식은 법식이라 했다. 선업공덕을 쌓아 아귀가 되어 

배고픈 조상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조상들은 후손이 잘 되기만을 지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후손이 

악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무척 실망할 것이다. 후손이 잘되어서 

그 공덕을 회향하면 아귀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못된 짓만 하고 

다닌다면 같은 아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될까? 분명한 사실은 소극적 

삶은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은 삶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 없이 단지 착하게 피해끼치지 않은 삶은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축생처럼 먹기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또 오감에 따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선악의 추는 악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는 인간 이하의 과보를 받기 

쉽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 업을 짓기 때문이다. 왜 혼자 있을 때 

위험할까? 이에 대하여 최봉수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방불교도들은요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안보니까 나쁜 일을 할 개연성이 생기죠? 그런데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바깥에서는 인연있는 조상들 

영가가 지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수록 더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려고 뭐한다? 노력한다.” 

  

(최봉수교수의 초기불교개론-2(제 1 강))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다. 대중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행실에 

조심하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못 된 생각을 

가지기 쉽다.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마 ‘음행’일 것이다. 

도둑질도 역시 혼자 몰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자 몰래몰래 하였을 때 

오계를 어기기 쉽다. 일반사람들이 선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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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악행이 약간 많은 것은 혼자 있을 때 몰래몰래 하는 습성 

때문일 것이다. 

  

천사의 메시지 

  

유튜브동영상에서 본 돼지의 일생을 보면 비참하기 그지 없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런 장면을 방송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고기소비량이 줄어 들 것이다. 또 공장식축사에 대하여 

비난이 봇물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축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TV 에서는 한상 잘 차려 

맛있게 먹는 장면은 보여 주어도 축생들의 비참한 모습은 보여 주지 

않는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누구나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현생에서 

지은 악업이 선업 보다 더 크다면 아귀, 축생, 지옥과 같은 악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생에 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문이 달린 두 채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눈 

있는 자가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찾아오고 떠나는 

것을 보듯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눈으로 죽거나 태어나고 비천하거나 존귀하고, 아름답거나 추하고, 

행복하거나 불행한 모든 뭇 삶을 본다. 

  

존귀한 존재들 가운데 참으로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고귀한 이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있고, 올바른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또한 

존귀한 존재들 가운데 참으로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고귀한 이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있고, 올바른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인간의 세계에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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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존귀한 존재들이더라도 참으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고귀한 이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잘못된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아귀의 세계에 

태어난다. 또한 존귀한 존재들이더라도 참으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고귀한 이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잘못된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축생의 세계에 

태어난다. 또한 존귀한 존재들이더라도 참으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고귀한 이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잘못된 견해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 존재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천안으로 세상의 뭇삶들의 사는 모습을 보았다. 아귀나 축생, 

지옥과 같은 악처에 난 자들은 그 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경고한 것이다. 그 천사는 다름 아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늙은 사람,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말한다.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막행막식하며 살 

것이다. 그 결과는 악처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천사의 메시지를 

읽는다면 악처는 면할 것이라 했다. 그래서 “악한 행위는 그대가 

스스로 행한 것이다. 그대가 과보를 겪어야 한다.”(M130) 라고 말씀 

하셨다.  

  

법을 지키는 자 법이 보호한다 

  

최봉수교수의 아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잘하라’ 것이다. 대게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기 쉽다.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TV 를 볼 때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또 혼자 있을 때 딴 생각하기 쉽다. 음탕한 

생각도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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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토굴에서 독살이 하는 수행자가 있다. 그러나 토굴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일반사람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함께 모여 살아야 

향상된다.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참회하는 자자와 포살이 있어야 

성장으로 이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잘하라고 했을 것이다. 

  

홀로 있을 때 몰래몰래 하면 죄업이 된다. 누가 보지 않는다 하여 내 

마음대로 했을 경우 악행이 되기 쉽다. 설령 그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악행이 약간 더 많을 것이라 했다. 그럴 경우 대부분 아귀가 

된다고 한다. 거기서 조금 더 악행을 하면 축생이 된다. 그래서 괴롭게 

한 평생 살아 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실천 하였을 때 삼악도에 떨어질 

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자 법이 보호한다.”라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을 때 삼악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Dhammo have rakikhati dhammacāriṃ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로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보호한다. 

(Thag.303)  

  

  

  

2016-03-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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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방문하고 

  

  

용기를 내어 

  

용기를 내어 메일을 보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 분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글을 쓰면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전재성님’이다. 

그래서 짤막하게 메일을 보냈다.  

  

사실 전화로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걸면 그만이다. 그러나 초면에 대뜸 전화로 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먼저 메일로 완곡하게 의사를 타진하였다. 

  

토요일 아침 전화가 걸려왔다. 전재성님의 전화였다.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그렇다고 쉽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메일을 보낸지 

이틀만에 전화를 받으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님에게 전화를 받는 듯 

했다. 선생님은 오후에 방문해달라고 했다.  

  

간단히 점심을 때우고 

  

오후 2 시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 특별하게 

걸린 일거리도 없어서 오전에 글을 하나 쓰기로 하였다. 한번 글을 쓰면 

보통 너댓시간 걸린다. 12 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완료할 수 있었다. 

부랴부랴 글을 올리고 전철역으로 향하였다.  

  

글을 쓰느라 점심을 먹지 못하였다. 시간을 보니 전철로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점심시간이 나지 않았다. 일단 전철부터 타기로 했다. 

명학역에서 종로 3 가까지 1 호선으로 이동하고, 종로 3가에서 홍제역까지 

3 호선으로 이동했다. 일단 아파트 부근까지 갔다. 산비탈에 있는 세 

동의 아파트 단지 부근에는 먹을 만한 식당이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편의점을 발견하여 빵으로 간단히 점심을 때웠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주소지에 도착했다. 아파트 1 층에 위치해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가 

별도의 건물에 별도의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 겸 주거공간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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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을 누르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낯익은 얼굴이다. 

이미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사들은 초면이라도 

낯설지 않다. 이미지가 익숙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초면일 것이다.  

  

서로 큰 절을 하고 

  

선생님은 사진이나 TV 에서 본 이미지 그대로이다. 머리가 긴 백발에 

흰수염이 특징이다. 마치 도인처럼 보였다.   

  

아파트에 들어 가 보니 책으로 가득하다. 30 여평 되는 아파트 이곳 

저곳에 온통 책뿐이다. 거실은 물론 작은 방, 심지어 부엌에 이르기 

까지 벽이란 벽은 온통 책장이다. 그렇다고 하여 장식용은 아니다.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일까 약간은 산만하게 보인다. 

마치 무언가 작업 하는 공간 같다. 작업하다 보면 정돈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일하는 모습일 것이다.  

  

선생님의 집은 마치 작은 도서관처럼 보인다. 불교관련 서적이 총 

집합되어 있는 듯 보인다. 국내외 불교경전에서부터 다양한 책이 있다. 

아마 번역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판단된다. 

  

거실에서 명함을 건네며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서로 큰절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순간 당황하였다. 큰절을 

받아야 함에도 먼저 허리를 굽히는 것이었다. 엉겁결에 큰 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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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서 선생님과 마주 앉았다. 탁자는 큰 창호문틀로 만든 것이다. 

불가에서 차담을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탁자 

한켠에는 출간된 경전이 쌓여 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장감을 

느꼈다.  

  

세 시간 동안 이야기하였는데 

  

선생님은 원두커피를 제공하였다. 손수 만든 것이다. 불가에서는 차담을 

하는데 아마 커피를 더 좋아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원두 커피를 앞에 

두고 대화를 하였다. 초면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여 졌지만 

방문하여 뵙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나 했다.  

  

오후 2 시부터 5시 까지 세 시간 동안 이야기 하였다. 주로 선생님이 

이야기 하였다. 상당부분은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이다. 처음 번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출간 과정에서 어려웠던 이야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꽤 있었다. 

  

혼자 번역하였기 때문에 

  

현재 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수 십권의 책이 출간 되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서점에서 키워드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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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뿐만 아니라 율장도 출간 되었다. 그것도 세계최초로 완전복원 

번역된 것이라 했다.  

  

오늘날 이렇게 경장과 율장이 번역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혼자 번역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사람이 함께 번역하였다면 책이 출간되지 

못했음을 말한다. 왜 그럴까? 서로 논의만 하다가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번역에 착수한 것은 1988 년부터라 한다. 그 때 당시 번역팀이 만들어져 

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논의만 무성하였지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마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책이 나왔다고 한다. 1999 년에 처음으로 

상윳따니까야 3권이 출간 되었는데 생각 보다 늦게 나온 것이라 한다. 

만약 조건이 잘 맞았다면 아마 10 년 앞당겨 졌을 것이라 한다.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1990 년이 될 것이다. 만일 이때 책이 출간 

되었다면 한국불교에 있어서 초기불교 붐은 10 년 앞당겨졌을 것이다.  

  

3 천만원을 후원한 어느 비구니스님 

  

책을 출간 할 때 종단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지원이 있긴 

하지만 코끼리 비스켓처럼 매우 미미한 것이라 했다. 그래서 책을 

출간할 때 가장 애로가 많았다고 한다.  

  

한번 책을 출간하면 보통 1,000 권이라 한다. 금액으로 수천만원이다. 

부자들에게는 해외여행 비용에 지나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아무 

수입이 없는 번역가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인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간할 때쯤 되면 후원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느 비구니스님이다. 상윳따니까야를 출간할 때의 일이라 

한다. 

  

선생님에 따르면 경전을 한번 찍으면 1,000 권이라 했다. 이렇게 한 번 

찍어 놓으면 7년 간다고 했다. 약 7 년 정도 되면 재고가 소진된다고 

한다. 단순한 계산으로 일년에 평균 142 권이 팔리는 것이다. 실제로 

한달에 10 권 나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얼마나 경전을 사 보지 

않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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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천만 불자가 있다고 하지만 일년에 100 여권 팔리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 많은 도서관과 학교, 그리고 불교지성인들, 불교지식인들, 

불교학자들, 양식 있는 불자들 1%만 경전을 사보아도 10 만권이 될 

것이다. 천만 불자중에 1%만 경전사보기에 동참해도 한국불교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사회분위기일까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더구나 불교계를 이끌어 가는 

불교오피니언리더들이 책을 멀리 한다면 한국불교는 절망적이다. 

  

어느 비구니스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상윳따니까야를 새로 

출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구니 스님이 

출간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다음 날 계좌에 무려 

3 천만원이 입급되었다고 한다. 그 비구니 스님의 도움으로 

상윳따니까야를 출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구니스님은 어떤 분일까? 비구니 스님이 사는 처소에 찾아 갔다고 

한다. 대구작은 암자에서 어렵게 사는 ‘노비구니스님’이었다고 한다. 

초기경전을 접하고 감동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출간하는데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다.  

  

통합본 상윳따니까야 

  

한권으로 된 ‘통합본 상윳따니까야’는 어떤 책일까? 이 책에 대하여 

서평을 쓴 바 있다. 그것은 어느 법우님이 책보시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인연담을 ‘일곱권이 한권으로, 진화를 거듭한 

‘단행본 쌍윳따니까야’(2015-03-1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작년 2015 년 3 월의 일이다. 

  

통합본상윳따니까야는 획기적이다. 무려 7 권에 이르는 방대한 경전이 

마치 바이블처럼 가죽케이스로 하여, 그것도 작크가 달리고 금니를 하여 

발간 된 것이다. 어떻게 한권으로 가능한 것일까? 두 칼럼으로 하여 

매우 얇은 종이를 사용하였는데 2,800 여 페이지에 달한다.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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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본상윳따니까야가 나오게 된 것은 노비구니스님의 후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 노비구니스님의 법명은 ‘벽안스님’이다. 

통합본에 발간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통합본에 

‘진흙속의연꽃’ 필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누군가 

알려 주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선생님을 한번도 본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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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도 아니었고 교정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의 머리말에  ‘진흙속의연꽃’ 필명이 들어가 있었다.  

  

통합본상윳따니까야에 왜 필명이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오류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언젠가 ‘고양이의 경(S20.10)’에 대하여 

번역비교를 하였는데 정반대의 번역을 보고 글을 쓴 바 있다. 이에 

선생님은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았다는 내용을 머리말에 써 놓았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가문의 영광인가? 통합본 상윳따니까야에 실린 

‘진흙속의연꽃’(2015-03-1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무단 배포는 범죄행위 

  

번역가는 후원에 의존한다. 하루 종일 번역에만 몰두하는 번역가에게 

달리 수입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고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다. 

한종류의 니까야가 기껏해야 일년에 백여권 팔리는 것이 고작이라 한다. 

그러다 보니 항상 쪼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구나 새로 번역된 

책이나 개정판을 출간하려 할 때 큰 돈이 들어 가는데 이를 감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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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주변 지인들이 도와 주거나 생각지도 않게 

후원자가 나타날 경우 간신히 책이 나온다고 한다.  

  

선생님은 사람들이 책을 사보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한다. 더구나 

부처님 원임이 실려 있는 초기경전을 사 보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사람들이 책을 사보기는커녕 무단으로 복사하여 돌려 

보기도 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스타스님의 음악 사이트에 법구경 전문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 위반이라 한다. 요즘은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을 무는 시대이다. 책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어느 사이트에서 니까야번역본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사부니까야가 주석 없이 올려져 있는 것이다. 아마 누군가 사경한 것을 

입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크게 걸릴 수 있다.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처벌받는다. 비록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수 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발간된 번역서를 번역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이는‘범죄행위’임에 틀림 없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의 저작권은 

부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된 경전은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누가 목숨 걸고 번역을 

할까? 출가한 스님들이나 가능할 것이다.  

  

스님들 본분사는  

  

스님번역가들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출가자는 

어떤 이득이 되는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출가자가 번역을 하거나 글을 써서 책을 내는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과연 율장정신에 맞는 것일까? 출가자의 역할은 수행과 교화가 

본업이다. 그럼에도 본업 보다 부업에 열중한다면 출가자의 

‘본분사’를 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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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 있어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언어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초기경전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출가자가 출판사를 운영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불교에서는 출가자의 부업이 허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종단에서는 문화사업단이라 하여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 하고 

있다. 심지어 스님들이 식당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스님들이 

재가의 영역에 들어 가 있는 경우는 많다. 비록 포교를 위한 방편이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스님들이 현실에 개입하면 

  

스님이 대학교 이사를 하고 또 이사장을 하고 있다. 또 스님이 총장을 

하고 있다. 스님이 기업의 사장을 하기도 한다. 불교방송이 대표적 

케이스이디. 재가자에게 적합한 일을 스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이 하면 일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스님이 사업을 하였을 때 매출이 

쑥쑥 올라가는 것일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이든지 재정문제와 인간관계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만일 스님들이 장을 맡아 재정문제나 인사문제에 부딛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노조에서 파업하였을 때 스님이사장이나 스님사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스님들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스님으로서 

본분사를 다해야 한다. 대체 스님들이 이사장을 하고 대학총장을 하고, 

불교방송 등의 사장을 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가? 조직내에서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도시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던 스님이 재정문제와 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느 날 갑자기 바랑메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스님들은 

본분사는 수행과 포교이다. 나머지는 재가자들에게 맡기면 된다. 스님이 

이것 저것 다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안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가 그런 모습이다. 

  

길고 짧은 것은 대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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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번역하는데 있어서 출가한 스님들이 유리하다. 처자식 등 부양해야 

할 식구가 없어서 매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마음 놓고 번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은 해결된다.  더구나 신심 있는 불자들의 보시도 기대된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본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에도 이것 저것 부업을 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번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물론 언어학적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서 역경가들은 

대부분 스님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넘쳐 난다. 그럼에도 소양을 갖추지 못한 스님들이 

나선다면 마치 달마도를 파는 스님들과 다름 없을 것이다.  

  

재가번역자의 삶은 고달프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학자로서 마음 놓고 번역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은 

것이다. 초기경전 번역이라는 큰 불사를 하는데 있어서 스님번역가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재가번역가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재가번역가의 번역에 대하여 오류투성이라 

말한다. 그런 이유로 스님번역가들이 번역한 것을 교재로 삼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영향이어서일까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 보면 금방 드러난다. 지금이라도 두 

번역서를 사서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예경지송 

  

선생님에게 이것 저것 궁금한 것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가장 궁금한 

것은 최근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최근 ‘예경지송’을 

발간했다고 한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발간한 것이라 한다.  

  

책을 파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았다. 예경지송이 출간 된 날은 2016 년 

2 월 25 일 이다. 채 한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이다. 어떤 

내용일까? 책에 대한 리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인터넷뉴스 

검색을 해 보았다. 딱 한군데 소개 되어 있다. 금강신문 3 월 14 일자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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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언어로 표현된 빠알리대정경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가르침을 모은 책이 발간됐다. 

  

<예경지송>을 독송하는 것은 내세를 위해 공덕을 쌓거나 자신의 정신을 

고양시키며 수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현세이익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통과의례, 즉 갓난아이의 명명식, 생일, 결혼식, 

장례식, 이사, 집이나 가게의 개업이나 건물의 신축ㆍ개축 등의 의례 뿐 

아니라 액난의 소멸, 악령의 퇴치, 전승의 기원, 전생에서의 무사, 

국가나 단체의 안녕, 국태민안 등의 목적으로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책은 학인의 질문을 제외한 소송경의 9 개 경송이 포함돼 있으며, 상세한 

해설과 세밀한 음성표기, 한글번역을 통해 138 개의 경송으로 확대해 

만들어졌다. △제 1품 일반예불품 △제 2품 수호경전품 △제 3품 

지송경전품 △제 4 품 성찰수행품 △제 5품 명상수행품 △제 6품 

아비달마품 △제 7 품 공덕회향품 △제 8품 통과의례품 △제 9품 

추모경송품 △제 10 품 요청헌사품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불교의 모든 수행은 위빠사나이건, 

대승의 수행이건, 금강승의 수행이건, 선불교이건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그 근거를 원음의 부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초기불교의 

의식문을 단순히 의례적 의식문이 아니라 포괄적인 수행의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예경지송>, 금강신문 2016-03-14) 

  

  

불교계 신문중의 하나인 금강신문에 따르면 예경지송은 824 면에 

5 만원이라 되어 있다. 모두 138 개의 경송이 있는데 테라와다불교의 

예불문이나 수호경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빠알리어로 외우면  

  

테라와다불교 삼대 예경문이 있다. 그것은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라따나경(보배경, Sn2.1), 멧따경(자애경, Sn1.8), 망갈라경(축복경, 

Sn2.4)이다. 이 경들을 모두 외운바 있다. 그것도 빠알리어로 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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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초전법륜경과 자야망갈라가타도 외웠다. 마치 천수경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처음 외울 때 처럼 빠알리어를 모른 상태에서 

우격다짐으로 외웠다. 그러다 보니 빠알리어가 매우 친숙해졌다.  

  

선생님에 따르면 예경지송에 실려 있는 경들은 오부니까야에서 선별한 

것이라 한다. 늘 가까이 하며 수지하고 독송하기에 좋은 경들이라 한다. 

그런데 빠알리어로도 표기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 빠알리어를 

우리말로 음역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말 표기에서 다른 번역자의 

것과 다름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발음의 문제이다.  

  

빠알리어 ‘vipassna’라 했을 때 보통 ‘위빠싸나’라 한다. 그러나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비빠싸나’라 한다. vi 에 대하여 ‘위’라 

하지 않고 ‘비’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음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다. ‘비’와 

‘위’의 중간 형태의 발음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빠사나 식으로 

발음한다면 ‘Veda’라는 말도 ‘베다’라 하지 않고 ‘웨다’라 해야 

할 것이다.  

  

전량폐기하고 

  

예경지송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이라 했다. 그런데 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 주었다. 그것은 오류에 대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타’에 대한 것이다. 누군가 빠알리성전협회의 

책에 대하여 ‘오류투성이다’라고 험담 하였을 때 이는 본문의 내용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각주에 있어서 오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예경지송의 경우 오타가 빠알리어를 우리말로 표기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글로 된 우리말은 교정자가 잡아 낼 수 

있어도 빠알리원문과 그 원문을 우리말로 음역한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무엇이든지 처음 나온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 

보았다고 하지만 미쳐 보지 못한 것이 있다. 전자제품도 그렇다. 

개발하여 첫 출시된 제품에 하자가 없지 않을 수 없다. 치명적 

결함이라기 보다 사소한 것들이다. 필드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각 수용하여 다시 생산한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에러가 거의 없게 된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책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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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지송을 1,500 부 찍었다고 했다. 그런데 오타가 발견된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빠알리어 대한 것이다. 땜질 식으로 종이를 오려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계속 발견된 것이다. 발견될 때 마다 땜질처방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온통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전량폐기’ 했다고 한다. 다시 한번 교정하여 재발간 된 것이 

이번에 출시된 예경지송이라 한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를 번역중 

  

선생님의 향후계획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궁금했다. 우선 현재 어떤 

번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현재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를 번역중이라 

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빠알리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경전들이다. 

일반적으로 장로게와 장로니게로 알려져 있는 두 개의 경전에 들어가 

있는 게송은 약 1,500 개 가량된다고 한다. 현재 10% 정도 진척 되었고 

올해 안으로 출간 될 것이라 했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에 대한 번역은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늘 

장로게와 장로니게는 번역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워 하였다. 뜻 밖에도 

번역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였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 게송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접하였다.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을 통해서이다. 비록 몇 편 실려 있지만 

부처님 제자들의 해탈과 열반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 한 것을 보면 

신심을 내기에 충분하다.  

  

테리가타 로히니경을 보면 “그들은 재물을 창고나, 단지나, 바구니에 

저장하지 않으며 완전히 조리된 음식만 탁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Thig.283) 라는 게송이 있다. 사문을 좋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어서 마치 ‘청정한 수행자는 이런 것이다.’를 

알려 주는 것 같다.  

  

또 테리가타에 ‘나는자유!’라는 게송도 있다. 이 게송은 세 가지 굽은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 자유! 정말로 나는 

벗어났다. 세 가지 굽은 것들에서 벗어났다. 절구, 절구공이, 그리고 

마음이 비뚤어진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생사에서 벗어났다. 

윤회로 이끄는 것은 뿌리째 뽑혔다.”(Thig.11) 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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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만나서 생사를 벗어났다. 부처님을 만나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이다. 책이 연말 

안으로 출간 된다 하니 기대가 무척 크다. 

  

불설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경장과 율장을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다. 특히 

율장이 번역된 것은 경장번역 못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 내용도 

방대하여 경장 못지 않다. 그렇다면 율장은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이는 

율장에서 “만약에 경전과 논서를 잃어버리더라도 계율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교계는 언제나 지속합니다.”(율장대품. Vin.98)라는 

게송에서도 알 수 있다. 율장대품 제 1장 가장 마지막 단락에 실려 있는 

후렴시 중의 일부이다. 

  

흔히 불설이라 한다. 그렇다면 불설의 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불교 TV 

사이트에서 본 김한상 박사에 따르면 경장과 율장에 실려 있으면 불설로 

본다고 했다. 이는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에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뒤에 내가 가르치고 

제정한 가르침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 (M16)”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불설의 진위여부는 경(經)과 

율(律)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장과 

율장에 모두 실려 있는 가르침이라면 불설이라고 보아도 틀림 없을 

것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번역된 네 권의 율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열어 

보면 경장에서 실려 있는 가르침과 중복되어 있는 가르침이 상당히 

많다. 더구나 인연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 가르침을 

설하였는지도 알 수 있다. 신심있는 불자라면 경장뿐만 아니라 율장도 

보아야 함을 말한다. 

  

율장은 금서가 아니다 

  

현재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경장과 율장이 대부분 번역되어 있다. 

불자들은 경장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던 부처님의 생생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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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런데 율장을 보면 더욱 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율장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분 부처님을 더 가까이서 알고 싶다면 율장을 보아야 한다. 또 

부처님 당시 생생한 사회의 모습을 엿 보고자 한다면 율장을 보아야 

한다. 그런 율장은 재가자에게 금서가 아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보아야할 필독서이다. 왜 그런가? 모든 출자자는 재가자들로 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청정도론이 번역되어 나온다면 

  

누구나 처음 접하는 것은 경장이다. 그러나 불교경전에 경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장이라 율장, 경장, 논장이 있다. 이를 

‘빠알리삼장’이라 한다. 마치 세 개의 다리를 가진 향로가 매우 

안정되어 있듯이 율장과 경장과 논장은 사실상 동등한 것이다.  

  

어떤 이는 경장만을 중시하고 논장을 무시한다. 만일 논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아마 아함경을 보는 듯 할 것이다. 아함경에는 주석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더구나 한역으로 되어 있어서 갖가지 해석이 난무한다. 그러나 

빠알리 경전의 경우 주석이 있어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 시켜 놓은 것이 논장이다. 대표적으로 

‘아비담마논장’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장은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이는 빠알리삼장이라 이천 년 이상 율장과 경장과 논장이 

함께 전승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논장을 경장이나 율장 못지 않게 목숨걸고 지켜 온 것이다.  

  

논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비담마이다. 그런데 아비담마 못지 않게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논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정도론’이다. 스리랑카에서 5 세기에 붓다고사가 편집한 것이다.  

  

청정도론은 현재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초기불교관련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서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에 따르면 

청정도론 번역 요청이 많다고 한다. 주로 스님들이라 한다. 좀더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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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번역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청정도론이 번역되어 나온다면 그야말로 빠알리삼장이 최초로 번역된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도인처럼 보이지만 

  

선생님과 긴 시간 얘기를 나누었다. 때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긴 백발에 흰 수염까지 나서 도인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일 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다.  

  

선생님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번역을 하는데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다고 했다. 

심지어 해외의 가족과 함께 있는 기간 중에도 번역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오로지 한길을 파서일까 오늘날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었다.  

  

만일 공동작업하였다면 책을 한권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홀로 

작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었다고 본다.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한다. 

조만간 가장 큰 후원자는 아들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오프라인 강연계획 

  

선생님은 강연도 나간다고 했다. 그러나 번역 때문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다고 했다. 

노숙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임에서 강연도 하고 때로 노숙인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은 최근 집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냈다고 한다.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 그곳에 출간된 책이 보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요즘은 집과 사무실을 왕래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간이 되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번역이 마무리되면 독자들을 위하여 강연을 열 

계획이라 한다. 이는 요청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이라 한다. 번역하는데 

있어서 방해 받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할애 하여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214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선물을 하나 받았다. 나가려는데 씨디를 한장 준 것이다. 제목은 

‘법구경-진리의 말씀’이다. 표지에 ‘퇴현 전재성번역 

석혜능스님낭송’이라 되어 있다.  

  

낭송자 석혜능스님은 ‘비니야연구원’ 원장스님이다. 작년 발간된 

율장비구계와 율장비구니계에서 발간사를 쓴 바 있다. 율장이 

출간되는데 있어서 최대의 후원자라 볼 수 있다. 현재 이 씨디는 

시중에서 살 수 있다. 발매 된지 몇 일 되지 않는다고 했다.  

  

  

 
  

  

씨디는 법구경번역서를 스님이 낭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절에 가면 

유명남성아나운서가 낭송하는 경전문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씨디는 

스님이 직접낭송하고 있다. 배경음악이 깔려 있어서 듣기에 부담 없다. 

책으로 읽는 것과 또 다른 맛이다.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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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초면에 만나자고 하면 경계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메일로 먼저 만남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부분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많은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선생님을 만나서 궁금한 것을 두서 없이 물어 보았다. 초면에 실례가 

아니었는지 모른다. 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후련한 느낌이다. 언젠가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얼굴을 

서로 익혔으니 다음 번에 뵐 때 좀더 낯익을 것이라 본다. 

  

선생님과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 만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면 만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100 년 후에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발간된 

번역서를 접했다면 어떤 분인지 매우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한 것이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사는 나날이다. 늘 열어 보는 것은 

초기경전이다. 그런 번역가와 동시대를 함께 산다는 것은 행운일 

것이다.  

  

  

2016-03-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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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고자  

  

  

필자소개란을 보면 

  

불교평론이 있다. 불교계의 ‘고품격’ 계간지이다. 학자들이나 스님들, 

그리고 불교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만드는 잡지를 말한다. 논문이나 

수필등 여러 가지 볼 거리가 있다. 여기서 유심히 보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필자소개항목’이다. 

  

불교계의 리더는 얼마나 많을까? 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매스컴에 

알려져 있는 인사는 ‘이백여명’ 될 것이라 한다. 불교방송이나 

불교 TV 에 등장하는 단골 법사스님들을 보면 그 스님이 그 스님이다. 

불교평론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 인재풀이 좁아서일까 아니면 소수만이 활약해서 일까 

그 법명 또는 그 이름을 본다. 그런데 필자소개란을 보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학력과 경력, 그리고 현재의 지위에 대한 

것이다. 

  

최근 불교평론을 열어 보았다. 기획특집으로 주로 학자들의 논문이 여러 

편 실려 있다.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이름을 보면 익숙하다. 어느 

유명교수의 필자소개란을 보면 현재 모대학 교수이다. 학위를 받은 

대학교와 대학원명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 수학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경력도 소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저서가 소개 되어 

있다.  

  

이번에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학자의 소개란을 보았다. 역시 

현재 지위와 학위를 받은 대학교, 그리고 저서가 소개 되어 있다. 

스님의 소개란을 보았다. 이 스님의 경우 명문대출신이다. 이 사회에서 

최고학부라 일컬어지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또 졸업한 강원이 소개 되어 

있고 득도하게 한 은사스님도 소개 되어 있다. 다른 필자와 마찬가지로 

저서와 논문이 소개 되어 있다.  

  

불교계 유명인사들의 필자소개란을 보면 길게 설명되어 있다. 주로 

학력에 대한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수학하였다면 더욱 더 

길어진다. 이럴 때 하는 말이 “가방끈이 길다”일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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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이’이다. 어느 

필자소개란에서도 나이는 보이지 않는다. 

  

실명을 쓰지 않는다고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다. 필명으로 글을 쓴 지 10 년 되었다. 

2006 년부터 쓰기 시작하였으니 햇수로 11 년이고 만 10 년이 된 것이다. 

요즘은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고 있다. 더구나 교계신문사이트에 칼럼도 

올리고 있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교계사이트에 올리는 글은 블로그에서 선별한 것이다. 선별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본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 기고한다. 그런데 

종종 댓글을 보면 악의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일단 “다 

엉터리이다”라고 하였을 때 그 순간만큼은 불선심에 지배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본문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비방한다면 ‘구업’을 짓는 것이 된다. 

  

교계사이트에 ‘진흙속의연꽃’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왜 실명으로 올리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그래서 

“도대체 언론에서 실명이 아닌 익명의 글을 머리에 올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미디어붓다의 언론 자격이 의심스럽다. 실명이 아닌 글로 

지면을 채우는 짓거리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미디어붓다는 언론 

대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실명으로 쓰고 자기 글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아닌가.”(O 법우님) 라 하였다.  

  

요즘은 인터넷시대이다. 인터넷에 누구나 글을 쓰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인터넷시대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익명성’이다.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도 인터넷필명으로도 

글쓰기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글쓰기가 교계신문사이트라고 하여 

허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오픈하라’는 말과 같다. 마치 불교평론에 실린 논문 필자소개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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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불자로서 2006 년 이래 글을 쓰고 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돈도 되지 않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저 쓸 뿐이다. 교계신문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도 이런 사고의 연장선이다. 

  

실명공개 등 필자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법우님의 주장은 

일면타당하다. 독자의 알 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평론에서의 논문필자소개란 처럼 내 세울 것이 없다. 가방끈이 

길지도 않을뿐더러 불교에 입문한지도 오래 되지 않았다. 또한 대불련 

등 불교계에서 활동한 경력도 없고 더구나 전공도 인문학 계통이 

아니다. 여로 모로 보아 소개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오픈하라고 한다면 

‘이름’과 ‘나이’ 밖에 없을 것이다. 마치 TV 에서 촌부들을 소개할 

때 이름과 나이를 자막처리 하는 것과 같다. 

  

책임론을 이야기하지만 

  

필명으로 글을 써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그날그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부처님가르침을 근거하여 마치 일기처럼 쓰고 있다. 그런 세월이 

10 년 되었다.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할 때가 2004 년이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불교와 

불교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수행경력이 있지 않다. 단지 경전을 근거로 하여 느낀 것을 글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 탈탈 털면 먼지 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보통불자에 지나지 않음에도 올린 글에 대하여 비판을 넘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책임론’을 이야기한다. 

필명으로 글을 쓰면 무책임한 것일까? 실명과 과거 경력을 모두 

오픈하고 글을 쓰면 책임있는 글쓰기일까? 보통불자에게 있어서 공개할 

‘건덕지’가 없다. 인문학 계통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불교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떻게 인터넷에 글을 쓰다 보니 알려지게 된 것일 

뿐이다.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고, 알맞게 말한다고 

비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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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도 일종의 구업으로 본다. 신구의 삼업 중에 글쓰기는 구업에 

속한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매일매일 ‘구업’을 짓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전을 근거로 글쓰기하고 

있다. 그것도 초기경전이다. 그런데 초기경전 입장에서 볼 때 타전통의 

불교는 가르침에서 어긋난 것으로 본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승불교와 선불교 

전통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불교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구업이라 여기는 것 같다.  

  

인터넷에 글을 쓴다는 것은 오픈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글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다. 혼자만의 글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함부로 글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경전에 근거해서 글을 

올리고 있다. 만일 누군가 비방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경전의 문구를 근거로 하여 느낀 점을 올리고 있다. 어떤 이는 이런 

행위도 하지 말라고 한다. 단지 경전만을 올려놓으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경전문구를 근거하여 느낌을 적어 놓은 것에 대하여 자기생각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글이란 거는 자신의 생각을 담는 거지, 

여기저기의 것을 짜깁기 하는 게 아닙니다.”(B 법우님) 라고 점잖게 

충고한다.  

  

어떤 이는 글이 짧으면 짧다고 비난하고, 글이 길면 길다고 비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고, 알맞게 말한다고 비난하니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Dhp227)라 하셨다. 

  

분신과도 같은 글이기에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못 쓰여진 글이 유통 

되었을 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보다 경전의 문구를 근거로 하여 글을 쓴다. 만일 경전문구만 올려 

놓는다면 밋밋하고 무미 건조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미할 뿐만 

아니라 관련 경을 찾아 보충해 놓는다면 가르침을 이해 하기 쉽다. 이런 

작업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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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보통 A4 로 10 장 쓴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4~5 시간 소요 된다. 

이른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미친듯이’ 글을 쓰다 보면 어느덧 

점심시간이 된다. 이렇게 몰입하는 것은 오후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업을 가진 ‘일인사업자’로서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 

일을 한다. 일이 없으면 남는 시간에 글쓰기에 전념한다. 지난 10 년간 

이런 세월을 살아 왔다. 

  

  

  

 
  

  

올린 글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올린 글은 마치 ‘분신’과도 

같다. 올린 글 만큼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올린 글에 투자한 

시간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어느 글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마치 글 하나하나가 분신 같은 

것이고 자식 같은 것이다. 이런 글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비록 

필명으로 글을 쓰지만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서 글의 말미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글을 올린 날자와 필명을 기입하는 것이다.  

  

서명하는 버릇은 십년 전 처음 글쓰기 할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다. 이는 

올린 글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설령 10 년 전의 글이라도 수정에 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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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비급, 삼류 

  

지금은 정보통신시대이다. 네트워크가 방방곡곡에 깔려 있어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 불교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가방끈이 긴 학자들이나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 인터넷공간에서 

활약한다면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불자들의 갈증을 해소 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인터넷에 글을 꾸준히 올리는 

리더들을 보지 못하였다. 더구나 매일 장문의 글을 올리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하였다.  

  

가방끈도 짧고 이쪽 분야 계통도 아닌 보통불자가 매일 글을 올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불교계에 있어서 ‘비주류’이다. 그리고 

‘비급’이고 ‘삼류’의 글에 지나지 않는다. 스님도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비주류’이고, 논문도 법문도 아니기 때문에 ‘비급삼류’의 

글이다.  

  

강호에 숨은 고수가 많다는데 

  

그런데 어떤 법우님에 따르면 이 땅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다고 한다. 

교계신문사이트 칼럼에 어떤 법우님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그가 니까야 번역본이 널리 유통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을 수 있었나 봅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글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니까야 번역본이 상당히 유통되어 

독점적 위치에 있지도 않고, 니까야도 읽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거든요. 이젠 어설픈 짜깁기, 나열방식이 어필되지 

않을겁니다.  

  

글이란 거는 자신의 생각을 담는거지, 여기저기의 것을 짜깁기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왕대접 받았을 지 모르지만 

커뮤니티 밖에서는 얕은 지식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상당한 비판의 

화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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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는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고수인척 폼 잡지 말아야 할 

분야가 몇개 있는데 '불교'도 그 중 하나죠. 불교는 아주 방대하고 

심오해서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불교학자들, 전문가연 하는 자들도 

재야의 숨은 일반인들한테 얼마든지 발려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지식인들이 겸손한 이유는 수행을 잘해서도 이겠지만 아는 척 

했다가 이름모를 고수한테 역관광당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기 때문에 

잘난척 못하는 것입니다. 소승들 모임내에서는 이 분이 글을 잘 쓰는 

축에 속하나 보죠?  모임밖으로 나오니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거죠.  

 

(B 법우님) 

  

  

B 법우님에 따르면 강호에는 고수들이 많다고 한다. 그것도 숨은 고수라 

했다. 오랜 세월 수행한 고수가 이곳 저곳에 많음을 말한다. 아마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일 것이다. 그런 

고수들이 글을 보았을 때 보통불자의 글은 ‘발려질 수 있다’라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내 방식대로 

  

불교계의 고수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오랜 세월 갈고 닦았다면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회향’해야 하지 않을까? 

회향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라 본다.  

  

‘시간이 곧 돈인 시대’에서 고수들을 찾아 먼 곳까지 찾아 다니기 

힘들다. 인터넷 시대에 글을 올리면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감로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자들이나 스님들, 그리고 

불교계의 유명인사들이 매일 글 올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아무 배경도 없는 보통불자가 매일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흙속의 연꽃은 불교학자도 아니고 더우기 

수행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불교는 교학과 수행이 함께 해야합니다.” 

(K 법우님) 라고 말한다. 글만 쓸 뿐이지 수행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는 “진흙속의 연꽃은 초기불교 자료을 구하기 힘들던 

때에 니까야 번역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사실입니다만, 거기까지 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학만 있지 수행이 없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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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실이다. 일인사업자로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집중수행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싶어도 생업 때문에 쉽지 않다. 물론 

핑계일 수 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고맙게 생각한다. 

  

아무 배경도 없는 보통불자가 매일매일 글을 생산해 내고 있다. 십년 째 

쓰고 있는 글이 3 천개에 달하고, 블로그 누적조회수가 5 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불자가 아무리 글을 써 보았자 비주류, 

비급, 삼류 글에 지나지 않는다. 스님도 학자도 아니기에 절대 주류에 

속할 수 없고, 법문도 논문도 아니기에 비급이고 삼류 글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필명으로 소통할 것이다.  

  

아무 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통불자이다. 학력이나 경력도 보잘 것 없는 

불자가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글을 쓰다 보니 

알려지게 되었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 돈도 되지 

않는 글에 매일 A4 로 10 페이지 가량쓰고 하루 일과의 반을 보내고 

있다.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내 방식대로 글을 쓸 뿐이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 깨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유튜브동영상에서 감명깊은 말을 들었다.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불자인데 위빠사나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였다.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내지는 듣고 나신 뒤에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더 

고매하고 높으신 분들한테 찾아 가셔가지고 더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 

깨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 님, 위빠사나 수행 1) 

  

  

H 님은 여성강사이다. 학력이나 경력은 알 수 없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강연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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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 깨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바로 이 말에 ‘필’이 꼽혔다. 

  

초기경전을 보면 ‘능력껏’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상윳따니까야에서 

“모든 재산과 함께 이 몸은 끝내는 버려야 하네. 슬기로운 자여, 잘 

알아 즐기며 또한 보시하세. 능력에 따라 보시하고 또한 즐기면 

비난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성취하리.” (S1.41)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능력에 따라 보시하고”라는 말이 있다.  능력껏 

보시하라는 말이다. 

  

보시는 ‘능력껏(yathānubhāvaṃ)’ 하는 것이다. 이는 빠알리어 

yathānubhāvaṃ가 ‘yathā(as; like)와 ānubhāva(power; 

splendor,威力)’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힘 

닿는데 까지 보시하는 것이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한꺼번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보시하는 것이다.  

  

의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가 젖이 나는 소를 가지고 있었다. 몇 달 

후 잔칫날에 많은 우유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일 젖을 짜주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다가 왔을 때 소에서 우유가 나오지 않았다. 매일 

짜 주지 않아 우유가 말라버린 것이다. 보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자신이 현재 처한 능력껏 보시하는 것이다. 수입이 많은 자는 그 수입에 

걸맞게 보시하면 된다. 수입이 적은 자는 역시 그 수입에 적합하게 

보시하면 된다. 능력껏 보시하는 것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강호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 고수 중에는 가방끈이 길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 깊은 산중에서 수 십 년 

수행에만 전념한 고수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고수들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해야 한다.  

  

불자들이 고수를 찾아 산중으로 찾아 갈 여유가 없다.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생업에 바쁜 불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수들이 저자 거리에 나오라는 말은 아니다. 인터넷시대에 얼마든지 

글로서 소통할 수 있다. 가방끈이 긴 학자들과 오랜 수행경력을 가진 

스님들이 매일 글을 올려 준다면 이보다 좋은 ‘법보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런 고수는 한명도 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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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끈도 짧고 수행경력도 없는 비주류의 보통불자가 매일 비급삼류의 

글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반드시 날짜와 필명으로 서명하고 있다. 올린 

글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돈도 안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능력껏 글을 올린다. H 님이 말한 것처럼 “아는 만큼”알려 주는 

것이다. 의문나는 것이나 궁금한 것은 강호의 숨은 고수들에게 물어 

보면 될 것이다. 

  

  

2016-03-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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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6 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자부심 또 한편으로 자괴감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작은 플라스틱막대기에 액기스를 찍어 준다. 

일종의 시식이라 볼 수 있다. 마치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맛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이 권유한 것이다. 부스안에 있는 

스님이 지나는 사람에게 시식하기를 권유한 것이다. 바로 옆에는 판매용 

액기스가 쌓여 있다.  

  

일요일 불교박람회장에 갔었다. 매년 삼월 이맘때 쯤이면 열리는 

불교박람회는 이제 불교인들의 축제가 되었다. 나흘 동안 열리는 

박람회장을 보면 불자들과 스님들 천지이어서 이곳만큼은 불교인들의 

세상이 된 듯 하다. 

  

매년 불교박람회장을 찾고 있다. 처음 찾은 때가 2007 년 이었다.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았다. 그리고 사진과 글로서 소감문을 남겼다. 

올해도 어김 없이 지하철 3 호선 학여울역 바로 위에 위치한 ‘SETEC’ 

박람회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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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서울국제박람회 

  

봄이라 하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이다. 그러나 양지바른 곳에는 

개나리가 꽃 망을 터뜨리고 있다. 거리의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개나리와 목련이 피면 봄이 왔음을 신고하는 것 같다. 세텍에 도착하니 

불교의 봄은 이곳 박람회장에서 시작되는 듯 하다. 

  

  

 
  

  

박람회 마지막날이서일까 로비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예년과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뜨인다.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다. 

처음에는 단지 불교인들의 전시회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진화해 감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국제박람회로 되었다. 그래서 

올해 박람회 명칭은 ‘2016 년 서울국제박람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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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서 천장사법우님들을 만났다. 먼 곳에서 주지스님과 함께 온 

것이다. 매주 일요일 일요법회가 끝나면 사찰순례 하거나 탐방로 걷기를 

하거나 독거노인들 찾아 보기 등을 하는데 이번 일요일은 서울에서 

열리는 불교박람회장을 찾은 것이다. 

  

  

자부심 또 한편으로 자괴감 

  

‘식자우환’이라 했다.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뜻이다. 매년불교박람회장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불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스님이 부스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불교박람회는 불교인들의 잔치이고 불교인들의 축제이다. 하지만 스님이 

부스에 장사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이 몹시 불편해 보일 때가 있다. 

더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것 한번 맛 보세요”라며 시식을 

권유하였을 때 불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스님이 아니라 상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했다. 이는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됨을 부정한 것이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바라문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한 바라문일까? 이런 

의문에 부처님은 “아니다”라 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알 수 

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나,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바라문인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 (stn650)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stn651) 

  



229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왕이 됩니다. (stn652) 

  

  

숫따니빠따 바셋타의 경(Sn3.9)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는 바라문은 제관이다.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바라문은 태생적으로 바라문이었다는 것이다. 한번 

바라문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 까지 바라문인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것은 행위(kamma)로 바라문이 된다는 것이다.  

  

제관인 바라문이 장사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처님은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라 하여 장사치와 똑 같은 것으로 보았다. 

바라문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라 하였다. 도둑질 하였기 때문에 도둑놈으로 본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 도둑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장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장사치라 하고, 도둑질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도둑이 되는 

것이다. 스님이 부스에 앉아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판다면 

스님이라 할 수 있을까? 겉모습은 스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사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불교박람회장은 

  

불교박람회장은 크게 세 개의 관으로 나뉜다. 제 1 관은 ‘마음이 쉬는 

공간’이라 하여 151 개 부스에서 차나 다기, 생활관련 용품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차나 다기를 소개하는 부스에 가면 무료로 차를 마음껏 

시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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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관은 ‘예술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 하여 82 개 부스에서 불교관련 

미술이나 예술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차분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이다.  

  

  

 
  

  



231 

 

  

제 3 관은 ‘여유를 만드는 공간’이라 하여 141 개 부스에서 사찰음식, 

불교관련 서적 등이 주류를 이룬다. 또 무대가 설치 되어 있어서 강연과 

공연이 열린다. 

  

  

  

 
  

  

  

불교박람회는 이제 국제화 되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진지 4년 된 것이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되어가고 있고 진화 되어 

가고 있다. 이전과 비교하여 품격도 높아 진 듯 하다.  

  

박람회장이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찰음식관련 부스가 크게 줄어 든 

것이다. 이전에는 세 개의 관 중에 하나의 관을 통째로 사찰음식관련 

부스로 채웠다. 그런 사찰음식을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먹고 

살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이었다. 더구나 수행과 포교가 본분사인 

스님들이 사찰음식과 같은 부업에 전념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인도양의 진주, 인도의 눈물 

  

스님들이 부스에 서 있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 부스에 있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스리랑카부스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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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가 국제전이어서일까 스리랑카, 일본, 대만부스를 볼 수 있다. 

특히 스리랑카부스가 눈길을 끈다. 주한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부스이다. 스리랑카 불교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론티도 소개하고 

있다.  

  

  

  

 
  

  

  

스리랑카부스에는 스리랑카스님도 볼 수 있다. 붉은 색 승복과 노랑색 

승복을 입은 스리랑카 스님들이다. 안내 책자를 보았다. 스리랑카를 

소개 하는 소책자를 보면 스리랑카에 대하여 ‘진주, 눈물방울, 그리고 

망고’라고 소개 되어 있다. 하늘에서 본 스리랑카의 모습이라 한다.  

  

인도양의 진주, 인도의 눈물 등으로 불리우는 스리랑카는 이제 매우 

친숙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에서 초기불교와 관련 수행법이 유행함에 

따라 테라와다 종주국이자 교학의 나라인 스리랑카에 관심을 갖는 

불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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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수의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이들의 

쉼터가 있다. 마하보디사이다. 팜플렛을 보면 ‘조계사부설 이주민쉼터 

마하보디사’라 되어 있다. 

  

국제박람회라 하지만 

  

서울국제박람회는 세계화 되었다. 그러나 불교국가의 참가는 매우 

저조하다. 일본관이 있기는 하지만 시코쿠 순례를 소개하는 작은 부스 

하나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만 부스가 있지만 불광산사를 소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시아, 그리고 

태국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티벳 등의 불교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들이 모두 참가한다면 세계적인 불교박람회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가부수를 보면 국제라는 말을 붙여 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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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들어간 작품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 제대로 볼려면 매일 와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부수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주마간산 격으로 한번 둘러 보는 것에 그친다.  

  

불교박람회장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차와 차기일까? 

아니면 먹거리와 관련된 사찰음식일까? 불교박람회장을 가장 빛내는 

것은 예술작품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혼이 들어간 작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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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은 예경의 대상 

  

어느 불상 앞에 돈이 있다. 전시해 놓은 작품에 천원 짜리 돈이 여러 장 

포개 져 있다. 아마 신심있는 불자가 합장을 하며 보시하였을 것이다. 

  

  

 
  

  

  

박람회장에 전시 되어 있는 불상은 법당에 있는 불상과 다른 것이다. 

아직 점안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심 있는 불자들은 합장을 하며 보시한다. 

  

불모(佛母) 

  

불상을 만든 이는 누구일까? 작가를 만나 보았다. 이야기 도중에 

실례인줄 알지만 가격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다만 목불의 경우 철불이나 토불과 비교하여 배 이상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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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은 커다란 나무를 통째로 사용한 것이다. 마치 커다란 나무에서 

부처님이 출현한 듯 보인다. 이렇게 불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불모(佛母)’라 한다. 

  

불모라 하면 부처님의 어머니를 떠 올리기 쉽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이다.또 부처님을 키워준 양어머니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도 

불모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불상을 조각하거나 불화를 그리는 사람을 

총칭하여 불모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는 사람은 숭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총무원장스님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전시회장을 둘러 보았다. 더구나 천장사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하여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이었다. 먼 곳에서 일부러 

시간내서 박람회장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절에서 보기 힘든 일이라 

보여진다.  

  

전시회장을 나올 때 로비에서 총무원장스님 일행을 만났다. 뉴스에 

따르면 박람회 개장 할 때 참석한 것으로 알 고 있다. 마지막날에도 

관람한 것을 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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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산에서 두 법우님과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불도(佛都)부산으로  

  

일요일 불도부산에 갔다. 우리나라에서 불자비중이 가장 높아서 

불도(佛都)라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심 있는 불자가 많다고 해서 

불도라 한다. 서울이 정치의 수도라면 부산은 한국불교의 수도와 다름 

없다. 

  

일요일 오전 7시 20 분 부산행 무궁화에 몸을 실었다. 4 시간 40 분 

걸리는 무궁화호는 이제 완행열차가 되어 버렸다. KTX 를 이용하면 두 

시간 반이면 도착하지만 표를 구할 수 없어서 기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반 값에 가게 되었다. 

  

부산에 간 것은 조카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형님은 타지역 

출신이다. 그러나 조카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부산이 

고향과도 같다. 작고한 백부 두 아들, 즉 첫 째 형님과 셋 째 형님은 

40 여년 전 부산에 정착했다. 그래서일까 두 형님 가족들은 부산이 

제 2의 고향이나 다름 없다.  

  

조카의 결혼식은 부암역 부근 웨딩홀에서 열렸다. 조촐한 결혼식이다. 

배운 것 없이 노동으로 살아 온 사촌형님은 홀로 세 자녀를 키웠다.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막내인 아들이 결혼 것이다. 이렇게 홀로 된 

것은 형수가 가출하였기 때문이다. 막내 조카가 유년기일 때 집을 나가 

버린 것이다. 이후 형님이 아이들을 홀로 키웠다. 그 아이가 이제 

성년이 훌쩍 지나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다. 

  

홀로 살아온 백부의 셋째 형님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좋아서 

착하기만 하다. 인정도 많아 벌이가 뻔함에도 경조사에서는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금액을 내기도 한다. 그런 형님이 한번도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 욕심 부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형님은 처음 정착해서 

연탄을 지게에 지고 배달 일을 하는 등 힘겹게 살았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 간다. 그런 형님에게 아들의 결혼은 최고로 기쁜 

날인 것 같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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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우님과 오프라인 모임 

  

불도부산에 간 두 번째 이유는 법우님들을 뵙기 위해서였다. 

형님으로부터 조카 결혼식 참석 요청 전화를 받았을 때 부산에 살고 

있는 법우님들이 생각났다. 이왕 가는 김에 만나 보고지 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블로그에 글을 주셨던 필명 ‘무설자’님과 필명 

‘날고집이’님이다.  

  

두 법우님은 부산에 내려 오면 꼭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산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내려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려 

갈 일 있으면 반드시 찾아 뵙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조카결혼식이 있게 됨에 따라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먼저 무설자님에게 연락하였다. 무설자님은 동아대 바로 앞 

‘에피소드인커피’라는 커피전문점카페를 가지고 있다. 부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일터도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로는 

최적이다.  

  

약속시간은 오후 4 시로 잡았다. 무설자님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마침 

일요일 오전에 해외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하니 오후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을 날고집이님에게도 알렸다. 날고집이님도 “꼭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왔다. 

  

에피소드인커피에서 

  

부페에서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부민동 ‘에피소드인커피’로 향하였다. 

부산지하철 1호선 ‘토성역’에서 하차하여 약속장소를 찾아 갔다. 

약속장소는 대학가라 하지만 북적이지 않고 분위기가 차분하다. 새로 

형성된 거대한 시가지가 아니라 부산의 긴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즈넉한 곳이다. 마치 서울의 북촌처럼 격조 있고 또 한편으로 

아카데믹한 곳이다.  

  

에피소드인커피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1 층에서 무설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문자로만 소통 하였는데 첫눈에 그 분인 

줄 알아 보았다. 서로 얼굴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글로서 수 년 동안 

소통하였기 때문에 오래 된 친구를 만난 듯이 반가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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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1 층과 2 층을 커피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 층 

한켠에 마치 서재처럼 생긴 방이 하나 있다. 무설자님의 전용공간이라 

볼 수 있다. 무설자님의 블로그에서 종종 본 차 마시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도구가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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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자님은 건축사이다. 그럼에도 차와 관련하여 수 많은 글을 써서 

차전문가로알려져 있다. 이날 역시 무설자님은 차부터 대접하였다. 

마셔보니 ‘보이차’이다. 보이차와 관련하여 수 많은 글을 쓴 바 

있다고 했다.  

  

차를 마시는 도중에 날고집이님이 도착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하고 

있다. 초면임에도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익숙하다. 그런데 

무설자님과 날고집이님은 초면이다. 그럼에도 차를 마시자 금방 

구면처럼 되었다.  

  

보이차를 마시며 

  

무설자님이 팽주가 되어 끊임 없이 차를 주었다. 차를 마시면 조금 남아 

있음에도 즉시에 차를 따라 주는 것이었다. 그런 차맛은 달랐다. 

이제까지 차담을 하며 많은 차를 마셔 보았지만 차전문가가 만들어 주는 

차맛은 깊고 그윽한 느낌이 들었다.  

  

보이차 특유의 향내가 났다. 무엇보다 목에 부드럽게 넘어 갔다. 

일반적으로 보이차는 쓴 것이 특징이지만 전혀 달랐다. 이에 대하여 

무설자님은 좋은 차는 향도 좋아야 하지만 마시기에도 부드러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차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비록 온라인에서 글로서 

소통하였지만 초면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화제를 끌어 가는데 있어서 

차만한 것이 없다. 더구나 보이차에 대하여 일가견이 있어 보이는 

무설자의 차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를 끌었다. 실제로 차를 만들어 

주었을 때 이제까지 맛 보지 못한 것이었다.  

  

“바로 이맛이야!” 

  

무설자님의 에피소드커피는 커피전문점이다. 이번에는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만들어 온 커피 맛을 보았다. 아마 이런 맛은 

처음이다. 이제까지 수 많은 커피를 마셔 보았지만 이처럼 깊고 그윽한 

맛은 느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할까? 무설자님에 따르면 원두를 직접 볶아서 

갈은 것이라 했다. 더구나 달콤하기 했는데 설탕이나 시럽을 전혀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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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라 했다. 그래서 진짜 커피맛을 원한다면 커피점에 가서 직접 

볶은 것을 조금 사라고 했다. 이것을 갈아서 마시면 커피 특유의 맛이 

난다고 했다. 

  

무설자님으로부터 보이차와 원두커피를 제공받았다. 이제 까지 마셔 본 

것 중에 가장 독특한 맛이었다. 말로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마셔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일까 “바로 이맛이야!” 또는 

“니들이 이 맛을 알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 

  

차와 커피는 훌륭한 대화도구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차가 단연 

돋보인다. 왜 그럴까? 무설자님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 있다고 했다. 대화 하다가 중단 되었을 때 일시적 침묵이 매우 

어색한 것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면 어색한 침묵은 없다고 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하여 무설자님은 이런 글을 쓴 바 있다. 

  

  

이렇게 차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차를 

마셔서 얻을 수 있는 일상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일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료함이란 없다. 앞에 사람이 

있어서 차를 마시면 ‘차를 우리는 일’을 하고 혼자서 마시면 ‘일 

없는 일’을 통해 빈 시간을 채우는 충만함을 얻는다.  

  

(무설자의 차이야기① ‘차’를 아십니까?, 건축사신문 2010-05-17) 

  

  

차를 하면 어색한 침묵이 없다. 커피를 놓고 마주하였을 때 대화가 

끊어지면 어색하기 그지 없지만 차를 마주하면 그럴 일이 없다. 왜 

그럴까? 차는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팽주가 끊임 없이 차를 리필해 

주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끊어져도 어색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침묵속에서 침묵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침묵의 대화는 가능할까? 

  

침묵의 대화는 가능한 것일까? 유행가 가사 중에 “눈으로 말해요”라는 

말이 있듯이 침묵의 대화는 가능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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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카레니나’에서 순수한 관계의 레빈과 키티는 성장하는 커플이다. 

반면 불륜관계의 안나와 브론스키는 성장하지 않는 커플이다.  

  

신뢰에 바탕을 둔 성장하는 커풀은 눈빛으로 말 할 수 있다. 굳이 대화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륜관계는 늘 

대화를 필요로 한다. 늘 사랑을 확인 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 없이 

말을 필요로 한다. 말이 끊어지면 어색해하고 불편해 한다. 신뢰에 

바탕을 둔 사이라면 굳이 말을 재잘재잘 끊임 없이 지껄일 필요가 없다. 

침묵속에서도 눈빛이나 손짓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날고집이님에 따르면 침묵의 대화로서 어느 스님의 예를 들었다. 

부산에서 존경하는 스님이 있는데 같이 차를 마시면 매우 편안하다고 

했다. 말이 끊어져도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했다. 침묵속에서도 대화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는 청정함에 있다고 

본다.  

  

잔뜩 오염된 자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어색하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뭇삶들은 세계에 따라 관계를 

맺고 어울린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S14:4) 라 했다. 

청정한 자는 청정한 자들끼리 어울리고, 오염된 자들은 오염된 자들끼리 

어울리는 것이다. 유유상종이다. 

  

신뢰를 바탕을 한 스승과 제자사이에서는 굳이 말이 없어도 대화는 

성립된다. 질문을 하지 않아도 청정한 스승과 자리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설법이 되는 것이다. 청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동시에 

청정해지는 것이다.  

  

글쓰기에 대하여 

  

에피소드인커피에서 오후 4 시부터 6 시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 서로 초면임에도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다. 

이는 불자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블로그의 글이 매개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44 

 

무설자님은 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이전에도 댓글에 

남긴 바 있는데 글이 너무 길다고 했다. 가급적 짧게 하여 요점 위주로 

해 줄 것을 주문 하였다. 또 한번쯤 쉬는 기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치 

매일 주식하는 사람이 잠시 휴식기간을 가졌을 때 더 넓은 안목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래서 글을 한달 정도 쉰다면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무설자님은 건축사이자 수필가이다. 글을 쓸 때 네 줄 정도로 하여 

일곱단락으로 쓴다고 했다. 반드시 기승전결의 원칙을 지킨다고 했다. 

전형적인 수필을 쓰는 방식이다.  

  

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쓰기를 하였을 때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경전을 

인용하고 인용한 것에서 또 인용하다고 보면 A4 로 열 페이지가 훌쩍 

넘어 버린다. 이런 긴 글을 읽는데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긴 글을 다 읽어 볼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날고집이님은 올린 글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길면 긴 대로 

읽는 맛이 있다고 했다. 글이 길어도 경전을 근거로 하면 그다지 

지루하지 않다고 했다.  경전을 근거로 올린 글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아직까지 한번도 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간혹 알고 지내는 법우님들은 대체로 ‘글을 잘 읽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또한편으로 글이 너무 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글을 짧게 하여 요점만 쓰는 것도 요령일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온전한 내글이 된다. 나의 생각이 반영된 진정한 글쓰기가 되는 것이다. 

무설자님이 바라는 글쓰기라 본다.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글을 쓰고 있다. 하루 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찜찜해서 견딜 수 

없다. 일이 바빠 하루 걸렀을 때는 안절부절 못한다. 그런 경우 그 날 

밤 늦게까지라도 남아서 글을 완성하고야 만다. 이렇게 집착아닌 집착을 

하는 것은 ‘습관화’ 하기 위해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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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라 했다. 이는 법구경에서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Dhp21) 라는 게송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라는 구호가 나왔을 것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라 본다.  

  

글쓰기에 대하여 게으름과의 전쟁으로 본다. 오늘 써야 될 것을 미루면 

게으름에 지는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일하는 자, 즉 게으른 자는 사실상 죽은 자와 

같다고 했다.  

  

법구경에 따르면 게으름의 길에 대하여 결국 오온의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했다. 그러나 부지런함의 길로 죽 가게 되면 불사를 성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권태를 

느끼고, 하품을 하는 나날을 보낸다면 살아 있어도 사실상 죽은 

목숨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보이차를 선물받고 

  

글쓰기를 인연으로 법우님들을 만났다. 온라인에서만 소통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담이 없었다. 그것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불교인이라는 것과 글로 맺어진 인연인 것이다. 여기에 차가 곁들였다.  

  

무설자님은 차에 대하여 일가견이 있다. 차와 관련하여 수 많은 글을 

쓰고 차를 잘 만들기도 한다. 이제 까지 마셔 본 보이차 중에 가장 

그윽하였다. 그런 보이차를 선물했다. 자리를 일어서려 하는데 귀한 

보이차를 선물로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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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오후 6 시에 에피소드인커피를 나섰다. 날고집이님이 저녁식사를 

사겠다고 했다. 무설자님은 저녁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날고집이님 차로 이동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는 

고급식당이다.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곳이라 했다.  

  

날고집이님과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치과의사이지만 특이 하게도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수이다. 전국대회에 선수로서 나선 적도 있다고 

했다. 이날도 패러글라이딩을 한 후에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날고집이님은 부산역까지 태워다 주었다. 저녁 9 시 45 분에 무궁화 

열차를 타기 까지 무려 5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 것이다. 그래서 부산에 

오면 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만나는 장소는 무설자님의 

에피소드인커피가 될 것이다.  

  

일요일 불도부산에서 하루를 보냈다. 조카결혼식에 참석하여 부산을 

제 2고향으로 여기며 사는 친족들을 보았다. 무엇 보다 온라인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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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법우님들을 만나 보았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더구나 

선물까지 받았다. 이른 아침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긴 여정이었다.  

  

  

2016-04-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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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록에서 희망을 

  

  

  

이른 아침 학의천 길을 따라 일터로 향했다. 주변을 보니 온통 

초록이다. 하루 밤 자고 나니 초록의 세상으로 변한 것이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이어서 벚꽃이 절정을 이룰 무렵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에서 새순이 돋아 오른다. 세상이 초록의 새옷으로 갈아 입은 

것이다. 

  

  

 
  

  

총선결과를 밤 늦게 까지 보았다. 전에 보지 못하던 흥미진진한 게임이 

펼쳐졌다. 아슬아슬한 시소게임에 이 채널 저 채널 돌려 가며 즐겼다. 

역시 국민은 현명했다. 집단지성이 표로 나타난 것이다. 그 똑똑하다던 

패널들, 팝캐스트진행자들의 말이 실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양극단체제가 

무너지고 중도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인물론 

  

총선에 출마하여 금뱃지를 단 자들을 ‘선량(選良)’이라 한다. 선량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인물을 가려 뽑음’의 뜻이다. 영어로는 

엘리트(elite)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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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선량이 되는 것이다. 인물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선량이 되려면 인물이 되어야 한다. 물건에도 가치가 있으면 상품이 

되듯이,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가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선량, 엘리트, 인물은 모두 동의어라 볼 수 있다. 

  

선량은 하늘의 별과 같다. 연예인스타, 스포츠스타 하듯이 이른바 

정치스타를 말한다.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돌스타의 

예를 본다면 땀으로 얼룩진 것이다. 피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만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다. 선량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가라 볼 수 있다. 

해당분야의 달인이 해당분야를 대표하여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이전 직업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시대의 흐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치꾼’들이었다. 팟캐스트방송을 들으면 감옥 한 번 갖다 오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념에 치우친 자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이는 

감옥에 여러 번 갖다 온 것을 마치 별을 단 것처럼 자랑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온 몸을 바친 자들이 있다. 젊은 시절 그들의 고뇌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다. 산업화를 

위하여 애쓴 자들도 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시절 그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지금은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이다. 모든 것이 

오픈되고 공유화 되는 시대에 흐름을 역행하여 살 수 없다. 그 시절 그 

시대를 못잊어 향수에 젖어 산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인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보통신시대에는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엘리트를 

요구하고 있다. 

  

불화와 갈등의 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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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한국인들은 양극단을 살아왔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확연히 갈리어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왔다.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전쟁을 한 것이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듯이 증오심없이 

싸움을 할 수 없다. 이념적으로 극과 극인 두 그룹은 최근 까지도 

증오의 전쟁을 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으로 갈리고, 지역으로 

찢어졌다. 남북갈등, 남남갈등, 동서갈등 등으로 사분오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종교적으로도 믿는 대상이 다르다. 이런 갈등은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상사와 부하와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갈등의 

밑바탕에는 성냄이 뿌리 박고 있다.  

  

모든 불화와 갈등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명백하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흔히 ‘탐-진-치’라 부르는 해로운 마음의 작용에 

따른다. 그렇다고 탐진치만 있는 것일까? 탐진치외에도 수 많은 해로운 

마음이 있다. 다만 탐진치가 해로운 마음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해로운 마음의 대표주자 

  

마치 국회의원이 해당 이익집단을 대표하듯이, 탐진치 역시 해당 해로운 

마음의 대표주자이다. 그렇다면 대표선수 탐진치는 어떤 것을 뿌리로 

하는 것일까? 아비담마에 근거하여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탐욕을 뿌리로 하는 해로운 마음 : 탐욕, 사견, 자만 

성냄을 뿌리로 하는 해로운 마음 :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탐욕을 뿌리로 하는 것들을 보면 탐욕(greed), 사견(wrong view), 

자만(conceit) 이렇게 세 가지이다. 특징은 주로 거머쥐려 하는 것이다. 

성냄을 뿌리로 하는 것들을 보면 성냄(hatred), 질투(envy), 

인색(avarice), 후회(remorse)이다. 특징은 주로 밀쳐내려 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접촉하였을 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거머쥐려 한다. 

이것이 ‘탐욕’이다. 사견과 자만도 이에 해당된다. 또 어떤 대상을 

접촉하였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밀쳐 내려 한다. 이것이 



251 

 

‘성냄’이다. 질투와 인색과 후회도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느낌이 생겨나면 거머쥐려 하고, 싫은 느낌이 생겨나면 

밀쳐내려 한다.  

  

어떤 대상을 접하였을 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도 

있다. 일종의 평온한 느낌이다. 그러나 그런 평온은 오래 가지 않는다. 

대상은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휘말릴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다. 그래서 좋지도 

싫지도 않는 덤덤한 느낌일 때의 평온은 해로운 마음이 늘 잠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어리석음(delusion)이다. 

  

제 3당의 출현으로 

  

선거철이어서일까 두 달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기울였다. 야당 

분당사태가 난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전에는 잊고 

살았다. 잊고 산 것은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를 혐오한 것은 양극단 때문이다. 이념으로 확연하게 갈리어 보수와 

진보가 마치 전쟁하듯이 증오심을 가지고 싸운 것이 못 마땅했다.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의 추억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탐진치로 살아 가는 것이다. 

  

이번 총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았다. 그것은 양극단을 멀리 하는 

것이다. 제 3 당의 출현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날치기라든가 단상점거 

등 극단적인 방식은 보기 힘들 것이다. 제 3당의 완벽한 

‘캐스팅보트’로 인하여 양극단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정치는 ‘일보전진’했다고 볼 수 있다. 

  

중도란 무엇인가? 

  

정치에서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은 매우 험난하다. 필연적으로 

‘사쿠라’로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중도통합론’이라 

하여 정치이념이 있긴 하였지만 사쿠라로 몰려 오래 가지 못하였다. 

정보통신시대의 정치중도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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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 중도가 있다. 부처님은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S56.11)라 했다. 여기서 두 극단이란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극단적 고행을 말한다.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하여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라 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majjhimā paṭipadā)’는 어떤 것을 말할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맛지마빠띠빠다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중간길’이다. 영어로는 ‘Middle Path’가 된다. 그렇다고 왼쪽길과 

오른쪽의 중간길이라 볼 수 있을까?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S56.11) 라 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팔정도’인 것이다. 

  

팔정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중도의 길이다. 계정혜 삼학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 오비구에게 설법할 때도 팔정도를 

설했고, 마지막 열반에 들 때 수밧다에게도 팔정도를 설했다. 팔정도의 

삶의 방식대로 산다면 올바로 사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좌와 우의 중간길이 아니다.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의 중간 길도 아니다. 궁극적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행복을 바라고 쾌락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른 길이 아니다. 영혼의 청정을 바라며 자신의 몸을 학대해 보지만 

역시 바른 길이 아니다. 욕심을 내려 놓았을 때 성냄을 내려 놓았을 때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 방법에 대한 것이 팔정도이다. 

양극단을 떠나 팔정도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인 것이다. 

  

조계종의 가격중도 

  

중도는 원래 불교용어이다. 그럼에도 중도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심지어 가격을 매길 때도 중도의 개념이 들어 간다. 가격에도 

중도가 있음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세속에서 뿐만 아니라 종단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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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에 가면 조계종총무원에서 직영하는 국수집이 있다. 이름하여 

‘승소(僧笑)’라 한다. 국수는 수도승도 미소 짓게 할 정도로 스님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 한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될까?  

  

승소에서 국수를 가서 먹어 보았다. 국수가격은 4,000 원이다. 국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밥은 자유롭게 셀프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끼 

식사로도 가능하다. 국수가격은 어떻게 정했을까? 이에 대하여 그 때 

당시 주지 T 스님은 “한 그릇 값은 4000 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짜도 아니다. 토진 스님의 독특한 '중도(中道) 실천 생산불교'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수 한그릇에 담은 中道… 탐욕 쏙 빼고 깨달음 

팔다, 오마이뉴스 2011-07-22) 라 했다.   

  

조계종에서는 일반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수사업, 사찰음식사업, 상조사업, 출판사업이다. 그 중에 사찰음식과 

관련하여 국수집 승소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부처님의 중도사상의 정신을 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매겼다는 것이다. 우습게도 부처님의 중도사상이 가격중도로 구현된 

것이다. 

  

초록에서 희망을 

  

정치권에서는 중도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중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는 다른 말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중도는 좌와 우의 이념스펙트럼에서 중간정도 위치를 말한다. 극단 적인 

좌에도 치우치지 않고 역시 극단적인 우에도 치우치지 않아서 

이념적으로 중간지대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 오래 존재하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하에서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 출현하였다는 것은 양극단에 염증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합리적 보수와 양심적 진보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시대는 변화를 원한다. 여전히 과거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에 향수에 

젖어 있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종종 역사가 후퇴해 보이는 듯 

하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 보 후퇴일 수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 가듯이 인류의 역사는 향상 되어 왔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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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대이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이다.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서려 하거나 역행하려 한다면 낙오자가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치에서 중도가 중간지대의 스펙트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념적 

스펙트럼은 중간길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중도가 중간길이 

아니듯이 정치중도 역시 좌와 우의 중간길이 될 수 없다.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정치중도이다. 잠을 자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초록의 세상에서 희망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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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태양의 후예 부처님, 아리안일까 몽골리안일까? 

  

  

한중합작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몇 일전 끝난 드라마제목이다. 방송과 인터넷등 세간에 

화제가 되었지만 보지는 않았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걸리긴 

하였지만 관심사가 아니었고 드마마보다는 다큐채널을 즐겨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드라마가 끝나자 방송과 인터넷에서는 

대대적으로 방송효과를 보도 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 종영방송의 경우 38.8%의 시청률이라 

했다.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이었을까? 기사를 보니 한중합작으로 제작된 

것이다. 16 부작으로 5년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160 억원 투입 

되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블록버스터급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인터넷 사전을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낼 블록버스터급 휴먼 멜로 드라마”라 

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방영된 태양의 후예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다. 

우리나라 뿐만 중국대륙을 흔들었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32 개국에 콘텐츠가 수출될 예정이라 한다. 또 다시 한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이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눈길을 끈 것은 드라마의 제목 ‘태양의 

후예’이다. 왜 하필이면 ‘태양의 후예’일까? 이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뚜렷한 설명은 보지 않는다. 검색해 보니 드라마가 

시작 되기 전에 주인공역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야기가 나온다. 드라마 

제목 태양의 후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이 안나더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작가님 두 분만 알고 

계실 거다.”라 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목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낯선 땅 극한의 환경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 낸 작품 정도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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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담당 PD 는 태양의 후예에 대하여 “태양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가져다 주듯이 주인공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변사람들에게 

온기를 준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했다.  

  

태양의 후예, 부처님 

  

불교에도 ‘태양의 후예’가 있다. 빠알리니까야를 접한 자들은 태양의 

후예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숫따니빠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Ādiccā   nāma gottena  

sākiyā nāma jātiyā,  

Tamhā kulā pabbajitomhi rāja  

na kāme abhipatthayaṃ. 

  

[세존] 

“씨족은 ‘아딧짜’라고 하고,  

종족은 ‘싸끼야’라 합니다.  

그런 가문에서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출가한 것입니다.” (stn 423) 

  

  

이 게송은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Sn3.1)’에 실려 있다. 마가다국왕 

빔비사라가 부처님에게 태생을 말해 달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왕이여, 

저쪽 히말라야 중턱에 한 국가가 있습니다. 꼬쌀라국의 주민으로 재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stn422) 라 했다. 꼬살라의 주민이라 한 

것은 부처님당시 싸끼야국이 꼬살라의 속국이었음을 말한다.  

  

부처님은 가문을 소개 할 때 씨족은 ‘아딧짜(adiccā)’라 하고 종족은 

‘싸끼야(sākiyā)’라 했다. 여기서 씨족이라 한 것은 gotta 를 말한다. 

Gotta 는 ‘clan; ancestry’의 뜻으로 씨족 또는 조상을 뜻한다. 종족은 

jātiyā 의 번역어로서 ‘a kind of ascetics with matted hair’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넓은 의미에서 아딧짜씨족이고, 좁은 

의미로 싸끼야종족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따나띠아 보호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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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이름 아딧짜(adiccā)는 어떤 뜻일까? 빠알리사전을 찾아 보니 ‘the 

sun’으로 되어 있다. 태양이라는 말이다. 태양족을 뜻하는 아딧짜라는 

말은 초기경전 도처에 등장한다. PCED194 에서는 ‘S.I,15, 47; II,284; 

III,156; V,44, 101; A.I,242; V,22, 263, 266 sq.; It.85; Sn.550, 

569, 1097 (“ādicco vuccati suriyo” Nd2 125); DhA.IV,143; Sdhp.14, 

17, 40.’에 실려 있다고 소개한다. 

  

아딧짜는 태양을 뜻한다. 그런데 태양과 유사한 말이 

수리야(Suriya)이다. 빠알리사전에서는 아딧짜와 수리야의 관계에 

대하여 “Another name for Suriya, the Sun (D.iii.196)”라고 설명해 

놓았다. 아딧짜는 수리야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동의어이다. 태양의 후예와 관련된 말이 ‘D.iii.196’에 실려있다고 

했다.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Te cāpi buddhaṃ disvāna  

buddhaṃ ādiccabandhunaṃ 

Dūrato'va namassanti  

mahantaṃ vītasāradaṃ 

  

[벳싸바나] 

그들 또한 깨달은 님을 뵙고 

태양의 후예인 부처님,  

광대한님, 두려움 없는 님께 

멀리서 귀의합니다. (D32.4) 

  

  

디가니까야 ‘아따나띠아의 경(D32)’실려 있는 게송이다. 사대왕천 

중의 하나인 북방의 벳사바나대왕이 아따나띠아 보호주를 읊은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아딧짜는 단지 아디따신의 아들이고 또한 단지 

언어적으로 태양신과 동의어이다.”(Smv.963) 라 했다. 이는 붓다고사가 

“the name as meaning Aditi’s son (Aditiyā putto).”라고 설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에 대하여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여래십호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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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딧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이를 ‘태양의 후예’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나까무라 하지메는 

“姓に�しては〈太陽の裔（すえ）〉とかいい”라 했다. 이를 중역한 

법정스님은 “성은 <태양의 후예>라하고”라고 번역했다. 

타닛사로빅쿠는 “Solar by clan”라고 영역했다.  

  

태양의 후예는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의 

아딧짜는 부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여래십호라 하여 부처님을 

호칭하는 말이 있지만 태양의 후예라 하여 극히 존경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처님도 스스로 태양의 후예라 했다. 상윳따니까야에 

이런 게송이 있다. 

  

  

Pheṇapiṇḍūpamaṃ rūpaṃ 

vedanā bubbuḷupamā 
Maricikupamā saññā 

saṃkhārā kadalūpamā, 

Māyūpamañca viññāṇaṃ 

dīpitādiccabandhunā. 

  

[세존] 

물질은 포말과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네. 

지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형성은 파초와 같고 

의식은 환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 (S22.95) 

  

  

상윳따니까야 ‘포말 비유의 경(S22.95)’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오온에 대하여 실체가 없음을 포말, 물거품, 아지랑이, 파초, 환술로 

비유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에 대하여 ‘태양의 

후예(ādiccabandhu)’라 했다. 

  

태양신의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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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를 뜻하는 아딧짜반두(ādiccabandhu)는 부처님의 별칭이다. 

상윳따니까야 방기사의 품을 보면 감성적인 수행승 방기사는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찬탄했다. 

  

  

sakkhīhi me sutaṃ etaṃ  

buddhassādiccabandhuno, 

Nibbāṇagamanaṃ maggaṃ  

tattha me nirato mano. 

  

[방기사] 

태양신의 후예인 부처님에게서 

그 자신의 입을 통해 나는 들었네. 

열반으로 이르는 길을  

내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즐겁네.”(S8.1) 

  

  

전재성님은 ‘태양신의 후예인 부처님’이라 번역했다. 이 말은 

‘buddhassādiccabandhuno’의 번역어이다. ādiccabandhu 를 ‘태양신의 

후예’라 한 것이다. 이는 붓다고사가 ‘aditiyā putto’라고 주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aditiyā 는 ‘Mother of the sun’의 

뜻으로 ‘태양의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묵스님은 ‘태양의 

후예’라 번역했다. 빅쿠보디는 “Kinsman of the Sun”이라 하여 

‘태양의 종족’이라 했다.  

  

아딧짜반두(ādiccabandhu) 

  

태양의 후예, 태양의 아들을 뜻하는 아딧짜반두(ādiccabandhu)라는 말은 

초기경전 ‘D.iii.197; Sn.v.1128; Thag. 26, 158, 417’ 등에서 볼 수 

있다.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아딧짜반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Ādiccabandhu 

:1. ādiccabandhu.-An often-used epithet of the Buddha (E.g., 

D.iii.197; Sn.v.1128; Thag. 26, 158, 417, etc.). The Vimanavatthu 

Commentary (p.116) says that ādicca (the Sun) belong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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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amagotta, as did also the Buddha, hence his epithet 

ādiccabandhu; other explanations are given in the same context: the 

Buddha is born in the same ariyā jāti and is the descendant of the 

Sun (tam paticca tassa ariyāya jātiya jātattā), or the Sun is the 

Buddha’s kinsman because the Sun is the Buddha’s orasaputta 

(breast-born son) inasmuch as the Sun is the Buddha’s disciple. It 

is in this sense that in the Samyutta Nikāya (S.i.57) the Buddha 

speaks of the sun as ”mama pajā,” which Buddhaghosa (SA.i.86) 

explains as meaning disciple and spiritual son. 

  

ādicca is described as tapatam mukham (chief of heat-producing 

things). MA.ii.783. 

(Ādiccabandhu, 빠알리사전 PCED194) 

  

  

설명을 보면 부처님의 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것은 “the 

Buddha is born in the same ariyā jāti and is the descendant of the 

Sun”라는 내용이다. 부처님은 아리야족출신으로서 태양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이는 Vimanavatthu 주석 “tam paticca tassa ariyāya jātiya 

jātattā”라는 말에 따른다.  

  

부처님은 아리안일까 몽골리안일까? 

  

부처님은 아리안일까 몽골리안일까? 어떤 이는 아리야계통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황인계통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2010 년 “고따마붓다는 

아리안일까 몽고계통일까, 인도인들의 평균얼굴을 보면서(2010-02-

0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2010 년 당시 올린 글은 허정스님의 인도유학시절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작성하였다. 인도인들의 얼굴이 대체적으로 까무잡잡한 것을 보고 

부처님도 그런 피부색을 가졌을 것이라 유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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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도불가가정방문(2001-02-02, 허정스님) 

  

  

  

최근 범일스님의 유뷰트동영상 강연을 보았다. 스님에 따르면 부처님은 

틀림 없이 몽골-티벳계통의 황인종이라 했다. 부처님은 백인종일까 

황인종일까? 2010 년 당시 마성스님의 글 ‘붓다의 가계’를 근거로 하여 

아리안설과 몽골리안설을 요약하였다.  

  

  

부처님 몽골리안설 

  

첫째, 사캬족은 티벳계통의 몽고족 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도사학자 스미스(Vincent A. Smith)의 주장이다. 그는 사캬족에 

근접하여 살았던 릿차비(Licchavi)족이 티베트의 장례 풍습과 

사법절차가 행해졌던 점을 증거로 들었다. 

  

둘째, 사캬족이 <리그 베다> 이래의 영웅으로 일종족(日種族)의 선조인 

이크슈바쿠(Iksuvaku)왕의 후예인데, 이들은 모두 아리안 계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마야부인은 콜리야족 출신인데, 오스트로-

아시아계의 문다어를 사용 하는 코르인과 관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설은 일본인 불교학자 이와모토 유타카(岩本裕)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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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기경의 <락카나 숫따(Lakkhana Sutta, 三十二相經)>에 묘사된 

내용에 근거 한다. 즉, “그들의(석가족)의 안색은 청동 빛과 같았으며, 

그들의 피부는 우아하고 부드럽고, 그들의 눈과 머리칼은 

흑색이었다”라는 신체적인 특성과 석가 왕국이 설립되었던 네팔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도 히말라야 산맥 기슭을 따라서 분포된 민족의 

대부분은 몽고계 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캬족들은 틀림없이 

몽고계 인종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태국의 잠농 통프라스트(Chamnong 

Tongprasert)가 주장 하였다.  

  

  

 
  

  

  

부처님 아리안설 

  

첫째, 사캬족은 크샤트리야(Kshatriyas)라는 것이다. 크샤트리야는 

아리안의 계급으로 사캬족이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그들이 

아리안임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캬족의 사람들 그리고 석존이 아리안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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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캬족의 사회는 부계사회로서 모계제 사회가 아니라는 점도 

사캬족이 아리안계 인물이라고 결론짓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한국의 불자들은 심정적으로 부처님이 몽골리안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일까몽골리안 모습을 한 부처님상을 조계사 앞에 가면 팔기도 

한다. 

  

범일스님도 ‘불교와 현대과학’ 강연에서 황인종이라 했다. 이는 

부처님이 사문출신이기 때문이다. 브라만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문들은 

출가제도, 유행생활과 탁발제도, 해탈과 열반추구, 요가와 고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특징은 브라만들에게서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히말라야 인근 토착원주민 출신이라 했다.  

  

아리안이 아닐 가능성 

  

부처님이 토착원주민 출신일까? 부처님이 아리안족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부처님이 비아리안일 것이라는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캬족이 크샤트리야라고 하지만 새로운 부족이 아리안 문화권에 

흡수되어 갈 때, 무력과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크샤트리야로 자칭함으로써 아리안화되어 가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크샤트리야라고 해서 아리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사캬족이 아리안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로 아리안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종집단과 

어계(語系)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의 문화인류학이나 

언어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어계와 인종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인도유럽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인도아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처님이 아라안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아리안이라 볼 수 없음을 

말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 세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였을 때 

백인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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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마성스님은 “사캬족이 아리안이라는 설의 근거도 박약하고, 

그렇다고 비아리안이라고 단정 할 수 도 없다. 현재 까지 밝혀진 

연구성과에 따르면 샤카족은 아리안적요소와 비아리안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 했다. 그럼에도 마성스님은 ‘아리안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태양의 후예 찬탄게송 

  

허정스님의 블로그에서 한장의 사진을 보았다.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가졌다.그렇다고 몽골리안은 아니다. 인도특유의 모습을 하고 있다. 

부처님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허정스님은 “저는 부처님의 얼굴이 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얀 계통이었다면 말이죠. 인도에는 그래도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카스트가 다른 사람들과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으니 나름 대로의 혈통이 지켜져오고 있다고 봅니다.”라며 댓글을 

달았다. 사진속의 인도인은 인도 남부 뿌네지방 사람들이라 했다.  

  

TV 나 영화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은 까무잡잡한 전형적인 인도사람의 

얼굴이다. 그렇다고 백인이나 황인의 모습은 아니다. 인도인 특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마 부처님도 오늘날 보통 인도인의 얼굴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또다른 별칭은 태양의 후예이다. 

초기경전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의 후예(ādiccabandhu) 찬탄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Aṭṭhānataṃ saṅgaṇikāratassa  
Yaṃ phassaye sāmayikaṃ vimuttiṃ,  

Ādiccabandhassa vaco nisamma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세존]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를 수 없으니,  

태양의 후예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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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 tositā cakkhumatā  

buddhenādiccabandhunā,  

Brahmacariyamacariṃsu  

vara paññassa santike.  

 

 

[세존] 

그들은 태양의 후예,  

눈을 갖춘 님에게 만족하였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님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았다. (stn1128) 

  

  

3. 

Saṃvaro ca pahāṇañca  
bhāvanā anurakkhaṇā, 
Ete padhānā cattāro  

desitādiccabandhunā, 

Yehi bhikkhu idhātāpī  

khayaṃ dukkhassa pāpuṇe 
  

[세존] 

제어와 버림 

그리고 수행과 수호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니 

세상에 수행승은 이로써 

괴로움의 부숨을 성취하리.(A4.14) 

  

  

4. 

Micchājīvena jīvanti  

eke samaṇabrāhmaṇā, 
Ete upakkilesā vuttā  

buddhenādiccabandhu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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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삿된 생계로 삶을 영위하니. 

태양의 후예인 깨달은 님은 

이것들을 오염이라 하네. (A4.50) 

  

  

5. 

Sabbe bhagavato puttā  

palāpettha na vijjati, 

Taṇhāsallassa hantāraṃ  

vande ādiccabandhunanti. 

  

[방기사] 

모두가 세존의 아들이며 

거기에 쭉정이는 없네. 

나는 태양의 후예로서  

갈애의 화살을 부수어버린 님에게 예배를 드리네.(S8.7) 

  

  

6. 

Yaṃ me kaṃkhitamaññāsi 

Vicikicchā maṃ tārayī namo te 

Muni monapathesu pattipatta 

Akhilaādiccabandhu soratosi. 

  

[사비야] 

당신은 저에게 의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저를 의혹에서 건져주셨으니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성자시여, 해탈의 길을 성취한 님이시여,  

황무지가 없는 태양의 후예시여, 당신은 온화하십니다.(stn540) 

  

  

2016-04-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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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빈자일등(貧者一燈) 해미읍성연등축제 

  

  

연등축제포스터 

  

천정사대화방에서 연등축제에 대한 포스터를 접하였다. 서산 

해미읍성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이다. 연등축제 포스터는 다음과 같다.  

  

  

  

 
  

  

  

해미읍성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연등축제이다. 작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처음 열렸는데 올해 두 번째라 한다. 기간은 2016 년 4 월 30 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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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 시부터 9시까지이다. 주최는 서산연등보존회이고, 후원은 

수덕사와 서산시이다. 

  

불교의 위기감 

  

서산 해미읍성연등축제와 관련하여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 서산사암협의회가 발족 되어 최초로 연등축제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렇게 연등축제를 하게 된 것은 아마 불교의 

위기감이 작용해서일 것이다. 그것은 교황의 해미읍성 방문과 관계가 

있다. 

  

지난 2014 년 8 월 프란치스코교황이 방한했다. 그때 당시 세월호사건 

등으로 어수선할 때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복식을 보기 위하여 갔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천주교시복식 참관기(2014-08-17)”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바 있다.  

  

천주교성시화 

  

교황의 시복식은 불교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떨떠름’ 했다. 교황의 

방한에 광화문광장을 다 내 주는 것도 그렇지만 굳이 한국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천주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더구나 교황이 가는 곳 마다 성지화 하는 것도 도가 지나친 것처럼 

보였다. 특히 천주교 순교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해미읍성이 그렇다. 

이에 대하여 교계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 

  

  

서산시가 ‘교황방문도시’ 로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 내 “종교 편향적이고 서산시의 정체성을 

반감시키는 행위”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서산시가 

세금을 투입해 교황방문 기념관과 프란치스코 광장, 가톨릭 성지 순례길 

등을 연결한 ‘가톨릭 성지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서산시주지협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서산시, ‘교황방문도시 성시화’ 중단하라”, 법보신문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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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에 따르면 서산시에서 ‘천주교성시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교황방문도시라 하여 ‘교황방문도시서산’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도로입간판을 곳곳에 설치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해미읍성 근처 

도로명을 ‘성지로’라고 지정하는가 하면 ‘교황 프란치스코 

순례길’도 만들었다. 도시전체가 온통 교황과 천주교관련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산사암주지협의회에서 대책을 세웠다.  

  

서산에는 마애삼존불, 간월암, 개심사, 보원사지, 가야산 등 서산 9경 

중 4 곳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교황방문도시라 하여 

천주교성지화 천주교성시화 하는 것은 전통문화와 불교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산시의 종교편향정책에 대하여 천장사주지 

허정스님은 “프란치스코 순례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지정하고 

해미성당을 시티투어 역사체험 코스로 선정하는 등 성시화 작업에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 비판하였다. 

  

해미읍성연등축제는 올해로 2 회째 이다. 작년 처음 열린 연등축제는 

바로 이전해 교황방문에 따른 서산불교의 위기감이 작용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서산지역 사암연합회가 결성되어서 교황방한 바로 다음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처음 연등축제가 열린 것이다. 

  

올해 2 회째를 맞이한 해미읍성연등축제는 작년 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 된 듯 하다. 서산사암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천장사주지 

허정스님에 따르면 올해 행사를 위해 서산시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는 종교편향정책에 대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진다. 오로지 천주교성지 또는 천주교성시화를 위해 

올인하는 듯한 서산시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국불교가 포효할 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열린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군구에서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서산해미읍성연등축제가 그런 케이스이다. 이는 성시화를 

추구하는 행정에 서산사암연합회가 단합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중심에 

천장사가 있다.  

  

천장사주지 허정스님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로 뛰었다. 

천장사신도들 역시 주지스님을 도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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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다. 그중에 서산에서 활동하는 화가 김기한님은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참고로 대화방에 올려져 있는 김기한님의 화실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커다란 호랑이상을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 넘친다. 한마리 

호랑이가 되어 포효할 때 모든 동물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가 포효할 때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을 가져 올 

것이다.  

  

해미읍성연등축제는 어떤 내용일까? 

  

이번 해미읍성연등축제는 어떤 내용일까? 다음카페에 실려 있는 

‘서산연등보존회’에 실려 있는 진행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체 험 행 사(14: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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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체험, 전통떡, 컵등연등체험, 서산의 인물도로명, 사찰문화재소개, 

네일아트, 캐리커쳐, 팝콘튀기기, 읍성미륵불서명, 연등접수, 

부석사관음상서명, 가훈써주기, 명상배워요, 관불단 장엄, 

탁본체험등(18 개부스) 

  

2) 1 부 청소년문화예술경연(15:00~17:00) 

초중고 학생 예술팀 경연(13 팀)  

사회:정암 

  

3) 2 부 흥겨운 우리가락(17:10~17:50) 

법고, 

해미민요동아리(이월순외 11),판소리(강경민),해룡풍물단,(청광외 24명), 

시와담요사랑방(조성신)등 

  

4) 3 부 관불식 및 제등행렬(18:00 ~20:00) 

육법공양, 합창단 음성공양, 관불  

사회:무영 

동쪽문을 거쳐 중앙문을 돌아 해미읍성에서 모임 

앞 장엄등 행진- 팔모등행진- 주름등행진-  

사회자:도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각종체험행사와 예술공연이 펼쳐짐을 알 수 있다.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제등행렬이다. 각자 등불을 들고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어둠속의 등불처럼 

  

천주교성시화에 맞서 불교와 전통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해미읍성연등축제가 4월 30 일에 열린다. 비록 작은 지자체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활력이 넘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등불은 어떤 의미일까? 빠알리니까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정형구를 볼 수 있다. 

  

  

Abhikkantaṃ bho gotama abhikkantaṃ bho gotama, seyyathāpi bho 

gotama nikkujjitaṃ vā ukkujjeyya, paṭicchannaṃ vā vivarey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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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ūḷhassa vā maggaṃ ācikkheyya, andhakāre vā telapajjotaṃ dhāreyya, 

'cakkhumanto rūpāni dakkhinti'ti, evameva bhotā gotamena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 Esāhaṃ bhagavantaṃ gotam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ñca bhikkhusaṅghañca. Upāsakaṃ maṃ bhavaṃ 

gotamo dhāretu ajjatagge pāṇupetaṃ saraṇaṃ gatanti.  

  

“세존이신 고따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신 고따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신 고따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눈을 갖춘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세존이신 고따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따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신 

고따마께서는 재가 신자로서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귀의문 정형구, 전재성님역) 

  

  

 
  

  

외도가 부처님의 설법에 감화를 받아 재가신도가 되기를 맹세하는 

내용이다. 이를 ‘귀의문’이라 하는데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문체로서 정형화 되어 있다. 

  

귀의문에서 “눈을 갖춘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가르침을 등불로 비유한 것이다. 등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부처님가르침을 접하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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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공양 

  

부처님가르침은 어둠속의 등불과도 같다. 그래서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andhakāre vā telapajjotaṃ dhāreyya)”라 했다. 여기서 

등불은 ‘telapajjota’를 말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기름램프(oil 

lamp)’이다. 부처님당시 밤에 기름램프를 켰고 밤길에 기름램프를 들고 

다녔던 것이다. 그래서 공양물에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램프도 보시물 중의 하나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알 수 있다. 

  

  

“그녀는 분노와 성냄과 불만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과 옷과 탈 것이나 

화환이나 향이나 크림이나 침상이나 등불을 보시합니다.”(A4.197, 

전재성님역) 

  

  

앙굿따라니까야 ‘말리까의 경’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부처님은 

꼬살라국 말리까왕비와의 대화하였다. 말리까왕비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어떤 여인은 용모가 추악하고 못 생기고 보기에 흉하고, 

더구나 가난하고 빈곤하고 재산이나 권력이 없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A4.197) 라고 물어 보았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말리까여, 세상에 어떤 여인은 화를 내지 않고 격렬하지도 않아서, 

심한 말에도 노여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성냄과 불만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과 옷과 

탈 것이나 화환이나 향이나 크림이나 침상이나 등불을 보시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질투심을 갖지 않고, 남들이 이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칭송받고 예경받는 것을 시샘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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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그때에 죽어서 현재의 이러한 상태로 다시 와도,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 생기고 보기에 아름답고, 더구나 부유하고 

갑부이고 재산이나 권력이 많은데, 그 원인은 이것이고 그 조건이 

이것입니디.” (A4.197, 전재성님역) 

  

  

수행자에게 보시하면 커다란 과보를 받는다고 했다. 특히 사쌍팔배의 

성자에게 보시하면 그 과보는 엄청나게 크다고 했다. 그런 공양물 중에 

등불도 있는 것이다. 

  

등불의 특징은 

  

등불은 밤에 필요한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 등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맛지마니까야에서 아누룻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누룻다] 

“마치 사람이 여러 가지 등불을 집에 들여오면, 그 등불들의 불꽃의 

차이는 구별되지만 그 광명의 차이는 구별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장자여, 신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때가 있는데, 한 장소에 

모일 때에 그들의 안색의 차이는 구별되지만 그 광채의 차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M127, 전재성님역) 

  

  

등불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등불은 화염과 광채와 광명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에서든지 화염과 광채와 광명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불가촉천민이 사용하는 나무밥그릇을 태웠을 때나, 

고귀한 가문의 장자가 사용하던 전단향나무를 태웠을 때나, 그 화염과 

광채와 광명은 동일한 것이다. 야크똥에서 타오른 불꽃이나 

고급전단향에서 내는 불꽃이나 화염, 광채, 광명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모든 땔감의 불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S7.9)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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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꽃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차이일까? 이는 

“이를테면 등불이 불순한 기름과 불순한 심지로 타오르면, 희미하게 

타오릅니다.” (M127) 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에 따르면 “수행승이 오염된 광채로 자신을 가득 채워 거기에 

전념하면, 몸의 둔함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해태와 혼침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흥분과 회한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 희미하게 선정에 

듭니다.”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선정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희미하게 선정에 들었을 때 “그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탁한 

빛으로 가득 찬 하느님 나라의 신들의 무리에 태어납니다.”라 했다.  

  

순수한 기름과 순수한 심지가 있을 때 등불은 더 밝게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빛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 거기에 전념하면, 몸의 

둔함이 잘 다스려져서 해태와 혼침이 충분히 제거되고 흥분과 회한이 

충분히 제거되어 밝게 선정에 듭니다.” (M127) 라 했다.  

  

해미읍성의 연등축제는 

  

모든 불꽃의 화염과 광채와 광명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더 밝게 

빛나는 등불은 등불의 기름과 심지가 오염되지 않고 순수했을 때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오염 되어 있으면 빛이 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밤하늘의 등불처럼 빛나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난한 여인이 다는 연등이 가장 빛날 수 

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다. 순수한 기름과 순수한 심지가 있을 

때 더 밝게 타오르듯이, 마음이 깨끗한 가난한 여인의 작은 등은 온갖 

오염원으로 가득한 부자의 큰연등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밝게 빛날 

것이다.  

  

작은 지자체에서 열리는 작은연등축제는 ‘빈자일등’과도 같은 것이다. 

지역을 성지화하고 지역을 성시화하려는 세상이다. 기독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해미읍성의 연등축제는 온세상을 훤히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2016-04-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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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험한 세상 등불이 되어 

  

  

  

‘빈자일등(貧者一燈)’이 있다. 불행하고 가난한 여인의 등을 말한다. 

어느 날 여인은 부처님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처님을 

위하여 밤길을 훤하게 밝힐 등을 달고자 하였으나 너무 가난하여 달 수 

없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마침내 등을 달 수 있었다. 이를 

본 부처님은 불행하고 가난한 여인의 작은 등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했다. 한역 현우경 빈녀난타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작은 도시 서산에서 

  

지방의 작은 도시 서산에서 연등축제가 열렸다. 해미읍성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연등축제이다. 서산시에서는 ‘교황방문도시’라 하여 로고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더구나 해미읍성은 천주교의 

성지나 다름 없다. 2014 년 교황이 방한하였을 때 이곳 해미읍성에서는 

전세계에서 모여든 청년들의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천주교의 

성지나 다름 없는 서산에서 지역불자들이 뭉쳤다. 올해로 두 번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해미읍성에서 연등축제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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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읍성연등축제는 작은 지역축제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연등축제처럼 크고 화려한 축제가 아니다. 지역의 여러 개 

사찰과 암자들이 연합해서 지역불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서산시를 천주교성지화 하고 더 나아가 서산시를 성시화 

하려는 것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해미읍성 

  

4 월 30 일 토요일 해미읍성연등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차를 몰았다. 늘 

그렇듯이 평택부근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았다. 약 130 키로 가량 걸리는 

거리가 평소 보다 배나 걸렸다. 도착해서 보니 주차할 곳이 없다. 

안내판을 보니 해미읍성 뒷편 ‘해미초등학교’에 임시주차장이 마련 

되어 있었다. 그곳 마저 꽉 차 있었다. 

  

해미읍성 동문으로 입장했다. 주차요금도 무료이고 입장료도 받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 들 수 있다. 성문 안으로 들어 가니 

연등축제임을 알리는 연등이 성벽위에 길게 늘어 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싱그럽다.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얼굴에 닺는 

감촉이 보드랍다. 초록의 잔디와 노랑들꽃이 어우러진 해미읍성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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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나무 뒤로 불교의 축제가 

  

해미읍성은 신록을 맞이 하여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천주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수령 300 년의 회화나무는 아직도 새순이 돋지 

않은 늦깍이이다. 나무에는 지금도 철사줄 자국을 볼 수 있다. 1866 년 

병인박해 당시 해미읍성의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나무를 ‘호야나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교황은 

되고 달라이라마는 왜 방한 하면 안될까? 천주교성지 

해미읍성에서(2014-03-3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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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년전 비극의 호야나무 바로 옆에서 서산불교 최대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2014 년 교황방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해미읍성연등축제가 오후 3 시 부터 9시까지 열리는 것이다. 

  

  

  

 
  

  

  

  

행사장을 둘러보니 

  

행사가 시작 되기 전 이곳저곳을 둘러 보았다. 서산사암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천장사주지 허정스님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다. 눈은 충혈 되었고 약간은 지친 모습이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여러 날 준비하였고 이전 날에는 천장사신도들과 함께 연등을 

손보고 장엄등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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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양옆으로는 여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부수는 네일아트, 팝콘이다. 특히 ‘군인 오빠들의 팝콘 

튀기기’부수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긴 줄이 서 있다. 지역 공군 

장병들이 팝콘기계를 이용하여 뻥튀기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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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의 명상체험부스 

  

여러 개의 부스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명상체험부스이다. 

외국스님들이 명상체험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것이다.  

  

  

 
  

  

  

외국스님들은 어디서 왔을까? 세종시에 있는 무상사에서 왔다. 

숭산스님의 전법제자들이 살고 있는 외국인스님 전용 도량을 말한다. 

이날 참선지도는 우크라이나출신 ‘원봉스님’이 해 주었다.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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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앉는 방법, 손모양, 그리고 호흡법을 알려 주었다. 특히 

호흡법과 관련하여 단전에 집중하라고 했다. 숨을 들이 마실 때와 내 쉴 

때 비율을 1:2 로 하라고 했다. 눈은 전면 바닥 한 곳을 응시하라고 

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참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참선하는 방법만은 알 수 있었다. 특히 단전호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위빠사나에서 말하는 ‘빠리무캉사띵(Parimukhaṁ 

satiṁ)’, 즉 전면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과 비교된다.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와 대상을 관찰하는 위빠사나의 차이일 것이다. 

  

외국인스님도량 무상사 

  

외국인스님도량 무상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미 작년 

부처님오신날 바로 전에 단체로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Only don’t  know & only doing it, 눈 푸른 납자들의 

무상사(2015-05-2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 주로 

대봉스님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런데 도중에 대봉스님이 온 것이다.  

  

대봉스님은 미국인으로 무상사조실로 있다. 숭산스님의 전법제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인가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수 많은 외국인스님들과 

외국인재가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한국인 재가불자들도 지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무상사에서 수행한 바 있는 K 법우님을 통해서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전세계인 찾는 무상사, 관음스쿨(Kwan Um 

School of Zen)의 위력은?(2015-09-1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대봉스님을 보니 반가웠다. 비록 여러 명이서 차담을 하였지만 안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는 체’ 했다. 영어가 짧아 우리말로 이야기 

했지만 한국에 오래살아서일까 다 알아 들었다. 대봉스님과 인연있는 

사람들은 삼배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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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연 

  

연등축제는 어둠이 내릴 무렵 오후 6 시부터 열렸다. 식전 행사로서 

문화예술경연이 열렸다. 주로 청소년 경연이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풍물놀이, 합창, 악기연주 등으로 겨루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초청가수를 불러서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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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축제는 청소년공연과 전통예술공연을 특징으로 한다. 유명 또는 

무명가수를 초청하여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다른 것이다. 청소년팀이 

출연하면 가족도 함께 온다. 가수의 공연이 끝나면 썰물처럼 관객이 

빠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화사 경민양의 ‘연꽃 피어 오르리’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무어니무어니 해도 판소리인 것 같다. 

해미읍성 부근에 있는 연화사 경민양이다. 현재 중학교에서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경민양은 특별출연하여 마음껏 기량을 뽐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꽃 피어오르리’이다. 

  

  

연꽃 피어 오르리 

  

청아한 한줄기의 연꽃 송이 피어 오르니  

만다라화 향내음이 시방 세계 두루하네.  

그 향기 맡는 이는 마음마다 연꽃 피어  

사바의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이루는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아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 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중생의 무명번뇌 무시겁 내려오면  

한없이 쌓이어서 본래 청청 잊었다네.  

연꽃에 피어남은 천진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아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 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한복을 곱게 입은 경민양의 찬불가는 관객들을 매료하였다. 드넓은 

초원의 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매료 되어 모두 

집중하였다. 어린 나이임에도 목소리가 탁 트여서 명창으로 대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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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가 엿보인다. 아마 몇 년 더 성장하면 한국을 대표 하는 국인인이 

탄생할지 모르겠다.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은?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한역탄생게를 보면 

“천상천하유아독족(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개고아당안지(三界皆苦我當安之)”라 되어 있다. 이는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빠알리어 탄생게는 이와 다르다. 디가니까야에 따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aggo'hamasmi lokassa, 

jeṭṭho'hasmi lokassa, seṭṭho'hamasmi lokassa,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D14)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천상천하유아독존, 한문탄생게와 빠알리탄생게 어떻게 다른가(2013-

05-1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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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북방대승불교와 남방테라와다불교와 

다르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의 목적이 크지만, 테라와다에서는 

개인해탈의 의미가 더 강조 되어 있다. 이런 차이는 

‘자귀의법귀의(自歸依法歸依)’ 구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귀의법귀의(自歸依法歸依) 대하여 

  

자귀의법귀의 대하여 북방대승불교에서는 자등명법등명이라 한다. 

그러나 남방테라와다에서는 ‘자주법주(自洲法洲)’라 하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라는 말로 표현된다. 대체 등과 

섬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떤 연유로 달리 사용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그리고 윤회의 바다와 ‘섬’(2010-

12-0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등과 섬은 다른 것이다. 이는 빠알리 디빠(dīpā)를 어떻게 

번역하였느냐에 따라 등과 섬으로 갈린다. 빠알리어 디빠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빠알리어사전에 따르면 ‘1. a lamp; 2. an isl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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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support.’라 되어 있다. 제 1 의 뜻이 등이고, 제 2 의 뜻이 

섬이다. 그러나 마성스님의 글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팔리경전에서 발견되는 ‘attadīpa 와 dhammadīpa’를 현재의 번역가들은 

물론 과거의 중국 역경승들도 각자 달리 번역하였다. 이러한 다른 

번역의 원인은 팔리어 dīpa 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등불(lamp)과 섬(island)의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붓다께서는 등불과 섬 중에서 어느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남․북전의 원문과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붓다는 

여기서 섬의 의미로 사용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경전적 증거[經證]가 바로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과 주석서에서 

‘dīpa’는 피난처(tāna), 동굴(leṇa), 운명(gati), 목적지(parāyaṇa), 
의지처(sara-ṇa) 등과 같은 동의어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증거는 ‘attadīpa 와 dhammadīpa’를 다루고 있는 팔리본에 

대응하는 범본과 서장본은 물론 간다라 언어로 씌어진 법구경에서도 

등불(dvīpa)이 아닌 섬(dīpa)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붓다께서 처음 ‘attadīpa 와 dhammadīpa’의 정형구를 설할 때에는 

등불이 아닌 섬의 의미로 사용했음이 거의 확실해졌다. 따라서 

‘attadīpa 와 dhammadīpa’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 

아닌 ‘자주(自洲) 법주(法洲)’임이 밝혀진 것이다.  

  

<自燈明 法燈明의 번역에 대한 고찰, 이수창(摩聖),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대승불교에서 디빠에 대하여 등으로 번역한 것은 산스크리트어 

‘드위빠(dvīpa)’를 번역하였기 때문이라 했다. 한역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아가마(아함경)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등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드위빠를 등으로 번역한 것이다.  

  

최근 빠알리니까야를 보면 모두 섬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는 빠알리어 

디빠가 문맥상 섬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Attadīpānaṃ bhikkhave, vihara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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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saraṇānaṃ anaññasaraṇānaṃ dhammadīpānaṃ dhammasaraṇānaṃ 

anaññasaraṇānaṃ, yoniyeva upaparikkhitabbā)”(S22.43)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자귀의법귀의에서 디빠를 ‘섬’으로 번역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빠알리어 ‘앗따디빠(Attadīpā, 자신을 섬으로)’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이 용어는 한역에서는 ‘자신을 등불로 하는’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신을 섬으로 하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윤회의 바다에서 

난파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타당하다.”(성전협 상윳따 3권 122 번 각주) 라고 되어 있다.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로지 자기자신과 부처님말씀 뿐이다. 그 외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설령 스님이라도 스님을 의지처, 귀의처,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된다. 왜 그런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anaññasaraṇānaṃ)”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삼보’이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를 의지처, 귀의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이외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섬으로 하여 

부처님가르침을 섬으로 하여 거센 윤회의 바다를 건너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연등축제는 연등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런 연등은 세상을 밝히는 

의미로 사용된다. 불자들이 가족의 평안과 건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하여 

연등을 달지만 본래 목적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있다.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온갖 것들로 오염된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만한 것이 없다. 누구든지 

가르침을 접하면 청정해진다. 가르침과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이를 

한역으로 ‘법등명자등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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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불을 밝힌다. 이것이 연등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더 발전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보는 연등축제가 

된 것이다. 

  

  

 
  

 
  

  

  

십자가천지의 세상에서 

  

현재 한국은 기독교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도시 어느 곳을 보아도 

십자가천지이다. 이곳 해미읍성에서도 뾰족뽀족 솟아 있는 첨탑이 이곳 

저곳에 널려 있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연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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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점점 밤이 어둠이 깊어져 갔다. 저녁 노을까지 사라졌을 때 해미읍성은 

깜깜 해졌다.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장엄등과 연등의 빛은 

더욱 더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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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의 등불이 되어 

  

해미읍성을 반바퀴 도는 것으로 연등축제가 끝났다. 작은 도시 서산에서 

작은 연등축제가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한번 켜 

놓은 마음의 연등은 계속 빛을 낼 것이다. 험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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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무명을 밝히는 2016 서울국제연등축제를 보고 

  

  

  

연등축제에 참가하였다. 서울 종로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연등축제를 

말한다. 지난 2005 년부터 매년 참가 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 직접 

참가 하기 보다 옆에서 지켜 보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기록을 남긴 

것이다.  

  

연등축제와의 인연은 매우 깊다. 중학교 다닐 때 제등행렬에 참여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종로 5 가 부근에 있었던 동대부중을 

다녔다. 부처님오신날 당일 동국대운동장에서 모여 조계사까지 

종로거리를 행진하였다. 이런 추억이 있어서인지 매년 참관한 

연등축제는 익숙한 것이다. 

  

2016 년 연등축제는 어떤 모습일까? 저녁 7시에 종로 3가에 도착하였다. 

종로 3가는 연등축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포인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귀빈석 관람석이 마련 되어 있고 불교방송과 불교 tv 에서 중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역시 수 많은 외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외국인들을 위하여 

도로 양옆에 간이의자가 마련된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특별배려라 볼 

수 있다. 

  

 
  



296 

 

  

제등행렬이 도착하기 전에 식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선두행렬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외국인들로 구성된 ‘국제서포터즈’의 

흥겨운 율동이 있었다 이다. 축제가 시작 되기 전에 한껏 흥을 

돋군것이다. 

  

마침내 선두행렬이 보였다. 연등회 깃발을 앞세우고 뒤에는 취타대가 

따른다. 이년 전까지만 해도 택시에 연등을 단 행렬이 앞섰으나 더 이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연등축제는 오후 7 시부터 밤 11 시까지 진행된다. 제등행렬은 7 시부터 

9 시 반까지이고 이후는 대동놀이시간이다. 행렬이 진행될 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거의 두 시간 동안 밀물처럼 행렬이 밀려 온다. 수 많은 

행렬 중에 관심 있게 본 것은 활짝 웃는 모습의 불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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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축제에서 또 하나 관심있게 본 것은 외국인불자동체의 행렬이다. 

한국에는 미얀마, 베트남, 몽골 등 불교국가의 노동자들이 살아 가고 

있다. 이들 불교국가 공동체에서 연등축제에 참가 하였는데 그 중에 

눈에 띤 것은 베트남불자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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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등축제가 국제화 되다 보니 외국인들이 연등을 들고 참가 하는 

경우도 많다. 화계사에서 행진할 때는 외국인스님들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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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대동놀이이다. 종각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이날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강가수월레가 열렸다. 2 년 만의 일이다. 

2014 년에는 세월호의 여파로 인하여 취소 되었고, 2015 년에는 

무차선대회로 인하여 열리지 못하였는데 2 년 만에 열린 대동놀이는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절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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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축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무명을 밝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어두운 밤에 등을 밝히면 

주변이 환해 지듯이, 마음의 때를 씻어 내었을 때 깨끗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S56.11)라 하여 사성제를 설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 진리의 눈이 생겨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라 했다. 무명이 걷힌 것이다. 

무명을 밝히는 연등축제에 대하여 음악동영상을 만들었다. 경쾌한 

리듬의 이미우이 ‘산스크리트성가’를 배경음악으로 한 것이다.  

  

  

  

2016-05-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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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붓다의 측은지심(惻隱之心) 

  

  

도선사마애불을 보고 

  

도선사에 가면 마애불이 있다. 이를 도선사석불이라 한다. 처음 이 

불상을 보았을 때 ‘울컥’했다.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하기 전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때이다.  

  

북한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 오는 길에 들른 도선사에서 마애불을 

접하였을 때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 때 당시 처지를 

비관하였기 때문이다. 마애불을 보는 순간 마치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측은한 눈으로 바라 보고 있었다.  

  

이 마애불에 대한 이야기를 “도선사 석불(石佛), 그 형용할 수 없는 

착잡하고 안쓰러운 표정(2007-10-1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2007 년 당시 올린 글에서 마애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석불의 상호에서 보는 착잡하고 안쓰러운 표정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천년전에도 생노병사로 고통속에 헤매다 간 

사람이 있었듯이 역시 천년후에도 생노병사의 화두를 안고 살아 가는 

사람들을 말 없이 바라 보고 있다. 그 형용할 수 없는 착잡하고 

안쓰러운 표정은 앞으로 천년도 더 넘게 중생을 바라 보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곳 참회도량에서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석불을 바라보면서 

참회의 절을 계속 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진흙속의연꽃, 도선사 석불(石佛), 그 형용할 수 없는 착잡하고 

안쓰러운 표정 2007-10-11) 

  

  

9 년 전 올린 글에서 마애불에 대하여 “착잡하고 안쓰러운 표정”이라 

했다. 실제로 마애불을 보면 형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생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연민의 눈으로 바라 보는 것이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 한다면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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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가면 여러 가지 형상을 한 불상을 볼 수 있다. 명상속의 

부처님상도 있고 눈을 반개한 불상도 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자애로운 부처님상도 있다. 또한 화려한 보관과 천의, 그리고 진귀한 

목걸이를 한 보살상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쓰러운 모습의 불상을 보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선사 마애불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란? 

  

측은지심이란 무엇일까? 단지 불쌍해 보이는 마음일까? 사전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本性)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른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측은지심이란 

인간의 본성으로서 불행한 자에 대하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했다. 

  

세상을 살다보면 행복과 불행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금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 불행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지금 

불행한자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사람 

사는 곳에서 행복과 불행만 다반사로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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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행불을 포함하여 여덟 가지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재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재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A8.6) 라고 말씀 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일어나고, 또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로 살아간다. 이것이 뭇삶들의 모습이다.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측은지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도선언을 했다.  

  

부처님의 전도선언문을 보면 “세상을 불쌍히 

여겨(lokānukampāya)”(S4.5) 라는 말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뭇삶들이 한 없이 측은하게 보인 것이다. 이는 “그때 세존께서는 

깨달은 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S6.1) 라는 문구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다양한 중생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알려 주고자 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대승보살사상이라 

본다.  

  

부처님은 세상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았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 주고자 

했다. 제자가 60 명 가량 되었을 때 전도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부처님은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S4.5) 고 했다. 여기서 안락은 ‘수카(sukha)’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말한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 

  

부처님은 고통 받는 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세세생생 윤회하며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란 

것이다. 이는 사함빠띠가 부처님에게 “과거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미래의 올바로 깨달은 님, 현재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수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없애주네.”(S6.2) 라는 게송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슬픔을 없애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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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한분만 출현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출현하였다. 경전에서는 디빵까라붓다(연등불)이후 

고따마붓다에 이르기 까지 과고 25 불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연등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보살로서 삶을 살 때 수기를 준 부처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장 잘 알려진 옛날의 부처님은 

‘과거칠불(過去七佛)’이다.   

  

디가니까야와 상윳따니까야에 과거 일곱 분의 부처님 이야기가 있다. 

이를 과거칠불이라 하는데 이는 위빠시(Vipassī, 91 겁전)붓다, 

시키(Sikhī, 31 겁전)붓다, 웻사부(Vessabhū, 31 겁전)붓다, 

까꾸산다(Kakusandha, 현겁)붓다, 꼬나가마나(Koṇāgamana, 현겁) 붓다, 

깟사빠(Kassapa, 현겁) 붓다, 고따마(Gautama, 현겁) 붓다 이렇게 

일곱분의 과거 부처님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붓다가 출현 하는 것일까? 붓다가 출현하여 다시 법을 

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연기법이 변질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연기법은 붓다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보편적 

원리로 이미 확정 되어 있는 것이다.  

  

보편적 원리인 연기법이 제대로 전승 되었다면 또 다시 붓다가 출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붓다가 출현한다는 것은 과거 붓다가 깨달았던 

진리가 더 이상 전승되지 않고 도중에 끊어진 것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연기법의 실종이다. 연기법이 변질 되어 사라진 것이다.  

  

붓다가 출현하여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극히 짧다고 한다. 공백기간은 

한량없이 길고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영겁의 시간속에서 

본다면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하나의 깜박임에 지나지 않는다.  

   

정법이 사라진 후 암흑과 같은 한량 없은 오랜 시간 후에 마침내 붓다가 

출현한다. 과거 붓다가 발견하였던 똑 같은 방법으로 연기법을 

발견한다. 그리고 법을 펴고 그 법은 전승된다. 그러다가 연기법이 

변질된다. 변질된 법은 마침내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다음 붓다가 출현 

할 때 까지 암흑의 시대가 계속된다. 이러기를 수 없이 반복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붓다가 출현한다. 마치 맹구우목의 비유처럼 붓다가 

출현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 한다.   

  

청정한 삶(brahmaca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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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처님들이 한결 같이 말한 것이 있다. 이를 칠불통계게 한다. 

이는 법구경에서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Dhp183) 라고 표현 되어 있다. 착하고 건전하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삶(brahmacariya)’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정한 삶은 전도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S4.5) 로 표현된다.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삶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청정한 삶으로 귀결된다. 청정한 삶이야말로 모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과거 출현한 부처님들이 

한결 같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Dhp183) 이라 했고, 또 

“수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없애주네” (S6.2) 라 했다.  

  

최상자로서 부처님 

  

부처님은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여 ‘불사(不死)’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기경전의 탄생게와 

북방대승불교의 탄생게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불자치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풀이 하면 “하늘 위와 하늘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 구절이 더 있다. 이는 

“삼계개고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문구이다. 이 말은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한자어 ‘안(安)’자를 행복이라 번역할 수 있다.  

  

대승의 탄생게를 보면 초월적이고 신격화된 부처님을 연상케 한다.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이미지이다. 이는 “삼계개고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문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빠알리 탄생게를 

보면 이와 다르다. 디가니까야에 실려 있는 탄생게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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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mmatā esā bhikkhave. Sampatijāto bodhisatto samehi pādehi 

patiṭṭhahitvā uttarābhimukho1 satta padavītihāre  gacchati setamhi 
chatte anuhīramāne , sabbā ca disā anuviloketi , āsahiñca 

vācambhāsati: "aggo'hamasmi lokassa, jeṭṭho'hasmi lokassa, 
seṭṭho'hamasmi lokassa,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Ayamettha dhammatā.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원리가 있다.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일곱 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이 경우의 원리인 것이다. 

  

(Mahāpadāna Sutta-비유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4, 전재성님역) 

  

  

빠알리탄생게를 보면 최상자로서 당당한 사자후를 볼 수 있다. 비록 

신화적이지만 태어나자 마자 일곱 걸음을 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최상자로서 부처님은 

율장 ‘웨란자의 이야기’에서 “바라문이여, 나는 참으로 손위고 

세상의 최상자입니다.”(A8.11) 라는 구절과 일치한다. 

  

부처님은 태어나자 최상자라 선언했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예견한 

것이다.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정등각자로서 부처님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스승이 없다고 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나서 

오비구를 찾아 나설 때 우빠까에게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 

일체를 아는 자. 모든 상태에 오염되는 것이 없으니 일체를 버리고 

갈애를 부수어 해탈을 이루었네. 스스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 (M26) 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득각자로서 부처님에게 스승은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그와 유사한 것도 없고 천상과 인간의 세계에서 나와 견줄만한 이 

없네.” (M26) 라 했다. 이처럼 최상자로서 부처님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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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구적인 님이다.”라고 일곱 걸음을 떼자 마자 당당하게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본다면 대승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은 최상자로서 

부처님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 

  

대승에서 최상자로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을 말하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구는 ‘삼계개고아당안지’라 하여 빠알리탄생게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바로 이런 차이가 대승과 테라와다를 

분명하게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한 듯 하다. 

  

빠알리탄생게를 보면 아라한송으로 되어 있다. 청정한 삶을 실천하여 

마침내 모든 오염원이 소멸 되어 있을 때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 때 스스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문은 정형구로서 빠알리니까야 도처에서 발견돤더.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될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를 아라한의 

오도송, 또는 아라한송이라 한다. 

  

최상자로서 부처님이 이땅에 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승탄생게처럼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빠알리탄생게를 

보면 매우 구체적이다. 그것은 해탈과 열반이다. 오온이 생멸하는 

윤회의 삶에서 해탈과 열반의 불사의 삶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측은지심의 도선사마애불 

  

가장 큰 어른으로서 부처님은 자비롭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관용과 자애와 지혜뿐이다.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았을 때 욕망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살아 가는 뭇삶의 

모습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도선사 마애불의 모습을 보면 

형용할 수 없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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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으로 

살아 간다.욕망과 분노의 어리석음의 삶이다. 그래서 끊임 없이 

괴로움과 슬픔을 겪는다. 과거 뭇삶도 그랬고 현재 뭇삶도 그렇고 미래 

뭇삶도 그럴 것이다. 이런 삶의 모습을 알기에 부처님은 전도선언을 

했다. 그런 부처님의 마음이 잘 표현 된 것이 도선사마애불이라 본다.  

  

도선사마애불을 보면 형용할 수 없는 안쓰러운 표정이다. 그래서일까 

삶에 지친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곳에 앉아 기도를 한다. 그런 

도선사마애불은 뭇삶에 대한 측은지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 

도선사마애불을 처음 보았을 때 울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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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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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집도 절도 없다면, 거지성자를 읽고 

  

  

  

성자의 조건은 

  

성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쌍팔배의 성자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도와 과를 이루신 

분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과를 

이루신 네 쌍으로 된 여덟의 성자이다. 이는 라따나경(보배의 경, 

Sn2.1)에서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 

받으니 바른길로 가신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 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stn227) 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성자가 된다는 것은 성자의 흐름에 든 것부터 시작 된다. 단계적으로 

탐욕과 성냄 등의 오염원을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다. 마침내 모든 

오염원이 소멸되었을 때 ‘아라한’이 된다. 부처님도 아라한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아라한’이라 한다. 이와 같은 아라한에 대하여 

청정도론에 따르면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적과 바퀴살을 부수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Vism.7.4) 이러한 이유로 

아라한이라 했다. 

  

숫따니빠따에는 성자의 조건에 대하여 무수하게 언급되어 있다. 아니 

초기경전 자체가 성자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숫따니빠따 

‘성자의 경(Sn1.12)’을 보면 성자의 조건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 있다. 

그 중에 한 게송을 보면 “홀로 살면서 해탈자로서 방일하지 않고,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stn213) 라 되어 있다. 홀로 숲속에 살며 탁발에 의지하고 

분소의를 입은 성자를 떠 올리게 한다. 

  

거지성자 

  

최근 책을 하나 샀다. 책의 제목은 ‘거지성자’이다. 이 책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여러 차례 사 보려 하였으나 기회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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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에 책이 나왔으므로 거의 20 년 가까이 된다. 그런 책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전재성님을 만나고 나서 부터이다. 

  

지난 3 월 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방문하였다. 전재성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전재성님이 번역한 빠알리니까야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고대하던 

만남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방문하고(2016-03-

20)”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다. 

  

전재성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시작 하기 전에 

전재성님 “거지성자를 읽어 보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듣자 

부끄러웠다. 오래 전에 읽어 보았어야 했으나 마치 숙제를 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난 듯 하였기 때문이다.  

  

거지성자의 저자가 전재성님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래 전에 

출간된 책으로서 책광고에 자주 보았다.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번쯤 읽어 보았을 책이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필독서라 볼 수 있는 거지성자를 읽지 않고 저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미안했다. 그래서 늦게 나마 책을 

구하여 읽었다. 

  

  

  

 
  



312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전재성님의 거지성자는 일종의 자전적 에세이라 볼 수 있다. 책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살아 가는 어느 

독일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전재성님의 젊은 시절 삶의 

모습도 엿 볼 수도 있다.  

  

거지성자를 읽기 전에는 전재성님에 대하여 그다지 아는 것이 없었다. 

다만 동국대정각원법회에서 본 인터넷동영상강연을 통하여 삶의 단편을 

엿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책을 보니 젊은 시절 고뇌와 유학시절의 

힘겨운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이다. 특히 학생운동으로 투옥되고 늘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일까 잠자다가도 경찰에 잡혀 가는 꿈을 

오랫동안 꾸었다고 했다. 마치 군대 갔다 왔는데 또 영장이 나와서 

징집되어 끌려 가는 꿈을 자주 꾸는 것과 같다.  

  

거지성자를 조금씩 읽었다. 한꺼번에 하루밤에 다 읽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읽었다. 소설처럼 쉽게 읽고 쉽게 잊어 버릴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사유를 요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거지성자라 

불리우는 주인공 ‘페터 노이야르’가 말한 것을 주의 깊게 읽었다. 

페터 노이야르가 카비르의 시를 읊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를 

기억하여 책을 썼는지 놀라웠다. 아마 메모를 해 놓았거나 일기를 써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거지성자의 주인공 페터 노이야르는 누구일까? 거지성자 말미에 실려 

있는 페터 노이야르의 편지를 보면 “내가 도서관 앞의 숲속에 사는 

이유는 거기에 성현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네. 오늘날의 사원이나 

수도원은 더 이상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있네.”(거지성자, 309 쪽) 라 

되어 있다.  

  

페터 노이야르는 출가하려 했다. 나이 40 세 가량 되었을 때 독일 내의 

테라와다 사원으로 출가하려 하였으나 나이에 걸려 출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 때 홀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도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홀로 사는 것이다. 그것도 대학 도서관 근처이다. 인적 없는 

깊은 숲속이나 산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학교 도서관 근처의 

숲에서 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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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라도 같은 거지가 아니다 

  

전재성님은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홀로 사는 페터 노이야르에게 

거지성자라는 칭호를 붙였다. 빌어 먹으니 거지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거지라도 같은 거지가 아니다. 이는 걸인과 걸사의 차이와 같다. 어느 

날 바라문걸식자가 부처님에게 “존자 고따마여, 저도 걸식자이고 

그대도 걸식자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S7:20) 

라고 물었다. 똑같이 탁발에 의지하며 살아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세존]  

“다른 사람에게 걸식을 한다고  

그 때문에 걸식자가 아니니 

악취가 나는 가르침을 따른다면  

걸식 수행자가 아니네. 

  

공덕마저 버리고 악함도 버려  

청정하게 삶을 살며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자가  

그야말로 걸식 수행승이네.” (S7:20) 

  

  

속담에 ‘빛난다고 하여 모두 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빌어 먹고 

다닌다고 하여 모두 거지로 볼 수 없다. 탁발에 의존하여 살아 가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청정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계정혜 삼학으로 살아 

가는 걸사와 탐욕과 분노와 사견으로 살아가는 걸인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악취나는 견해를 가진 ‘걸인(乞人, bhikkhaka)’ 과 청정한 

삶을 추구하는 ‘걸사(乞士, bhikkhu)’와는 다른 것이다.  

  

걸사로서 페터 노이야르 

  

책속의 페터 노이야르는 걸인임에 틀림 없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걸인이지만 친구는 많다. 그것도 멀리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겉모습은 부랑자차럼 보이지만 내면은 대단히 맑은 

사람이다. 더구나 성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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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숲속에서 살며, 탁발에 

의존하며, 헤진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머리를 

기르고 겉으로 보기에 걸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수행자이다. 

그래서 걸인이 아니라 걸사, 즉 빅쿠라 볼 수 있다. 

  

걸사로서 페터 노이야르는 대학 근처 숲속에서 산다. 여름이라면 모를까 

겨울에도 숲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경이롭다. 특히 독일의 겨울 날씨는 

우리나라 못지 않게 추운데 나무 밑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은 “나는 선생의 놀라운 체력과 인내력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추운 밤에도 밤하늘의 별을 벗삼을 수 

있는 것일까. 일년 내내 무더운 인도나 스리랑카의 수행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행이었다.”(거지성자, 207 쪽) 라고 적어 놓았다. 

  

페터 노이야르는 겨울날씨가 영하 18 도 까지 내려 가도 나무아래서 

잤다고 했다. 다만 비가 오면 도서관 낭하로 옮겨 잤다고 했다. 

아열대지방도 아닌 온대지방에서 영하의 겨울날씨를 노지에서 견딜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직 한국 수행자 중에 영하의 겨울에 소나무 밑에서 

잠을 잤다고 들은 적이 없다. 동안거를 하지만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쾌적한 분위기에서 참선하는 것이 보통이다. 

  

추위를 견딜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페터 노이야르는 추위를 견딜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다. 호기심 많고 염려 하는 자에게 페터 노이야르는 이렇게 

말했다. 

  

  

“저 청년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자니까 무슨 신비한 비법이라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더군. 그래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네. 

나도 어렸을 때는 한겨울에 창문을 여는 것 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해 주었지. 그리고 나처럼 되려면 비법을 터득할 것이 아니라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해 주었네. 특히 붓다의 가르침을! 

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거지성자, 247 쪽) 

  

  

한국불교에 동안거제도가 있다. 여름의 하안거와 함께 스님들은 일년에 

두 차례 안거를 든다. 겨울에 안거를 드는 것은 추위가 가장 큰 이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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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원래 부처님 당시 안거는 우기철 단 한차례 뿐이었다. 그러나 

북방불교에서는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겨울에도 한차례 안거를 더 하여 

일년에 두 번 안거를 든다. 그런데 페터 노이야르는 겨울철에도 

야외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비법이 없다고 

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왜 두타행을 하는가? 

  

페터 노이야르는 자신이 숲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의 사원이나 

수도원은 더 이상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있네”라 했다. 여름에는 

냉방이 되는 곳에서 하안거를 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곳에서 

동안거를 하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본다면 페터 

노이야르는 사실상 두타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타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가 홀로 숲에서 머무는 것은 

사실상‘두타행’이라 볼 수 있다. 숲에서 살면 집 없이, 돈 없이 

탁발에 의존하며 분소의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두타행으로 깟사빠가 

유명하다.  

  

두타제일이라 불리우는 깟사빠는 무엇이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상윳따니까야 깟사빠의 모음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여기 이 

깟사빠는 어떠한 의복에도 만족한다.”(S16.1) 라 하였다. 이런 만족은 

의복에 그치지 않는다. 부처님은 “여기 이 깟사빠는 어떠한 

탁발음식에도 만족한다.” “여기 이 깟사빠는 어떠한 와좌구에도 

만족한다.” 등으로 말씀 하였다. 이런 두타행에 대하여 깟사빠는 

이렇게 말했다. 

  

  

[깟싸빠]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유익한 점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숲에서 사는 자로서 숲의 생활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걸식하는 자로서 걸식의 생활을 찬탄하며, 또한 저는 분소의를 걸친 

자로서 분소의를 입는 것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세 가지 옷만을 소유한 

자로서 세 가지 옷만을 소유하는 것을 찬탄하며, 또한 저는 욕심이 적은 

자로서 욕심이 적은 것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만족을 아는 자로서 

만족을 아는 것을 찬탄하며, 또한 저는 홀로 있는 자로서 홀로 있는 

것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사교하지 않는 자로서 사교하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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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하며, 또한 저는 정진하는 자로서 정진하는 것을 찬탄해왔습니다.” 

(S16.5)  

  

  

깟사빠는 숲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집 없이 걸식하며 분소의를 

입고 사는 삶이다. 이런 삶에 대하여 부처님은 “깟싸빠여, 훌륭하다. 

깟싸빠여, 훌륭하다. 그대는 많은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참으로 이와 같이 실천해왔다. 그러므로 깟싸빠여, 

닳아빠진 베로 만든 그 분소의를 걸치고 걸식하러 다니며 숲속에서 

살아라. (S16.5)”라며 칭찬해 주었다. 숲속의 두타행이 후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 하였다. 

  

깟사빠를 연상케하는 페터 노이야르 

  

페터 노이야르의 숲속에서의 삶을 보면 부처님의 제자 깟사빠를 연상케 

한다. 집없이 걸식하며 기워 입은 옷으로 사는 모습이 부처님당시 

깟사빠가 행하였던 그대로이다. 어느 면으로 본다면 더욱 더 가혹한 

것이다. 독일의 추운 겨울 날씨와 부랑자 취급당하며 심지어 아이들의 

돌팔매질 까지 당한 삶이라면 깟사빠와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두타행 

하나만 보아도 성자의 조건에 들어간다. 

  

두타행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깟사빠는 부처님에게 “나 자신의 

바로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보면서, 그리고 후세의 뭇삶들에 대한 

자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S16.5) 라 했다. 키워드는 ‘현세의 

행복한 삶’과 ‘뭇삶의 자비심’이다. 두타행을 하여 청정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이를 귀감삼아 후대사람들이 따른 다면 이는 

뭇삶의 자비심이 된다는 것이다. 

  

페터 노이야르는 두타행을 함으로 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명을 

주었다. 더구나 이를 지켜 본 사람에 의하여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두타행은 청정한 삶이다. 청정한 삶을 살면 성자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페터 노이야르는 성자임에 틀림 없다.  

  

헤진 옷을 깁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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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의 행적을 보는 것 

같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헤진 옷을 깁는 것이다. 옷을 깁는 이야기는 

책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렇게 써 

놓았다. 

  

  

“선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얇은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처음 내가 선생의 망토를 보았을 때는 

검은 색이었다. 그러나 17 년의 세월이 흘러 버린 지금 선생의 망토는 

천연색의 지도처럼 되어 버렸다. 해진 곳이 있으면 다시 천을 대고 

기웠기 때문이다.”(거지성자, 216 쪽) 

  

  

거지성자 책을 보면 페터 노이야르가 늘 옷을 깁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기우다 보면 그야말로 누더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는 천조각을 

일부로 기운 승복과는 다른 것이다. 집도 절도 없이 홀로 사는 걸식자의 

옷은 온통 기운 것이다. 천조각을 이곳저곳 대어 기운 누더기 옷에 

대하여 마치 ‘천연색의 지도’ 같다고 묘사했다. 

  

페터 노이야르는 천조각을 수 없이 기운 누더기를 입고 다녔다. 이 

옷으로 겨울날 덥고 잔다고 했다. 마치 세 벌의 옷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제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세 벌의 옷 중에서 겉옷 개념의 

상가띠(saṅghāṭi)가 있다. 이는 우리말로 ‘대가사’ 또는 

‘중복가사’라 불리운다. 용도는 추울 때 입는다. 또 침구가 없을 때 

침구로도 활용된다. 겨울이 아닌 때에는 어깨에 매거나 들고 다닌다. 

페터 노이야르의 천조각을 기운 옷도 아마 상가띠개념이라 볼 수 있다. 

  

율장을 보면 기워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라자가하 

시의 남쪽지역인 닥키나기라지방에서 잘 정리된 네모난 모양의 밭을 

보고서 힌트를 얻어 이를 옷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아난다여, 그대는 수행승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옷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조각을 만들고 기워야 할 곳들을 깁되, 수행자에게 적합하고, 

도적들이 부러워 하지 않게 할 정도로 현명하고 크게 슬기롭다. 

수행승들이여, 잘린 조각의 외투, 잘린 조각의 상의, 잘린 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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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를 허용한다.”(율장대품, 제 8 장 의복의 다발, 세 벌 옷에 대한 

규정 2) 

  

  

분소의는 수행자에게 적합한 옷이다.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있어서 옷은 세 벌이면 충분하다. 헤진 곳이 있으면 기워 

입으면 된다. 그렇게 기워 입다 보면 마치 밭을 연상케 한다.  

  

부처님은 밭을 보고서 여러 조각의 천을 보기 좋게 네모나게 만든다면 

좋을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은 수행승들에게 반드시 

분소의만 고집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페터 노이야르는 

누구에게 보여 주기 위한 옷이 아니라 실제로 입을 옷을 기운 것이다. 

숲에서 살고, 탁발에 의존하고, 누더기 옷을 입은 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다. 

  

비오라덴에서 

  

거지성자의 먹는 것은 어떠할까? 두타행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것 역시 

부처님 당시처럼 빌어 먹는 것이다. 청정도론 두타행에 따르면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piṇḍapātikaṅgaṃ),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sapadānacārikaṅgaṃ),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ekāsanikaṅgaṃ),  

발우의 탁발음식만 먹는 수행(pattapiṇḍikaṅgaṃ),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음(khalupacchābhattikaṅgaṃ) 이렇게 네 가지가 소개 되어 

있다. 거지성자 역시 얻어 먹는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페터선생이 소나무 밑에서 깨어나는 시간은 보통 새벽 다섯 

시쯤이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선생은 늘 도서관 앞 호숫가에 단정히 

앉아 독좌정관(獨坐靜觀)의 위빠싸나를 수수행했다.  날이 밝으면 

선생은 주로 해진 누더기를 기우며 시간을 보내다가 상점이 문을 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비오라덴에 들러 먹을 것을 구해왔다.” 

(거지성자, 258 쪽) 

  

  

거지성자의 경우 하루 한끼만 먹는다. 그런데 ‘비오라덴에 들러 먹을 

것을 구해왔다.’라 했다. 비오라덴은 어떤 곳일까?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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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무공해 식품점’이라 했다. 1980 년부터 생겨 나기 시작 

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했다. 비오라덴에서는 각종 농산물 뿐만 

아니라 흑빵, 우유, 요구르트 등도 판다고 했다.  

  

페터 노이야르는 비오라덴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했을까? 이는 책에서 

“여자 점원은 오랫동안 페터선생을 친절하게 대하며 팔다 남은 것을 

후하게 보시했다.”(거지성자, 225 쪽)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비오라덴이라는 무공해 식표품점에서 팔다 남은 것, 약간 썩은 것을 

얻어 먹은 것이다.  

  

음식절제에 대하여 

  

거지성자의 경우 하루 한끼만 먹는다. 먹을 것을 구한 다음에는 

호숫가로 돌아와 식사를 하는데 단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씹는다고 

했다. 보통 먹는데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린다고 했다.  

  

부처님은 먹는 것과 관련하여 절제를 말씀 하셨다. 음식절제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이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알 수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또한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있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라고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음식을 

섭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안다.”(S35.239) 

  

  

부처님은 음식절제에 대하여 수행의 원리로 설명했다. 그래서 청정한 

삶을 위하여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것,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 그리고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말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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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삶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식은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절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은 “첫째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의 자양분, 둘째 접촉의 자양분, 셋째 의도의 자양분, 넷째 의식의 

자양분이다.” (S12.11) 라 하였다. 먹는 음식인 단식(段食)을 포함하여 

촉식(觸食), 의사식(意思食), 식식(識食)이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음식에 대하여 “이미 태어난 뭇삶의 섭생을 위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뭇삶의 보양을 위한 네 가지 자양분이 있다.” 

(S12.11) 라 하였다. 네 가지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음식절제를 말씀 하셨다. 

  

집도 절도 없다는데 

  

늦게나마 거지성자를 읽었다. 오래 전에 읽었어야 하나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십수 년 전에 나온 책임에도 느낌이 생생하다. 그것은 저자 

전재성님의 자전적 이야기가 실려 있고 무엇 보다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 간 어느 성자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흔히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을 한다. 비슷한 말로 ‘가정도 직장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남자가 가정이 없으면 방황한다. 직장이 없으면 

역시 방황한다. 가정과 직장도 없으면 더욱 더 방황할 것이다. 그런데 

집도 절도 없다고 했을 때 어떠할까?  

  

누구나 돌아 갈 집이 있다. 언젠가 해외성지순례를 했다. 순례객 중의 

한명이 소감을 말할 때 “여행을 마치고 돌아 갈 집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라 했다. 아무리 힘든 여행을 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 갈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 더구나 

절도 없다고 했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절은 집 다음으로 소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집이 없으면 절로 가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출가하면 절로 간다. 그러나 부처님당시 출가자들은 특별한 

거처가 없었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들이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입가(入家)’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에 따르면 

출가자들은 유행을 하였는데 머무는 장소는 주로 ‘숲’이었다. 그것도 

마을과 가까운 숲이었다. 탁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여”라는 정형구를 무수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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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노이야르는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살았다.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절 없이 살았다. 집도 절도 없었던 것이다. 거의 완벽한 

두타행이다. 이런 걸인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 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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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도는 골방에서, 봉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봉사한다? 

  

차를 몰고 교외로 가면 종종 눈의 띄는 돌비석이 있다. 큰 바위돌에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쓰여 있다. 자세히 보면 대게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이다. 이런 비석을 볼 때 마다 드러내 놓고 

봉사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기도는 골방에서 

한다는 말이 있다. 드러내 놓고 하는 기도가 거부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최봉수교수의 불교강좌를 듣다가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아시아의 스트라이커이었던 차범근이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세레머니’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장면을 보았을 때 

차범근이 나오는 축구 경기는 늘 불안 하다는 것이다. 골을 못 넣어 질 

까봐 두렵고 골을 넣으면 기도세레모니를 볼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골을 넣어도 두렵고 골을 안넣어도 두렵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이런 차범근의 공개적인 기도세레모니에 대하여 대학선배인 

도올 김용옥교수가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라 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듯이 봉사 역시 드러내 놓고 하면 의미가 퇴색된다. 

보여주기 내지는 과시용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설치 

되어 있는 비문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귀족클럽’의 자기과시로 보이는데 나만 그럴까? 

  

여법한 법회모임 

  

봉사하는 삶이 쉽지 않다.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사회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희생을 필요로 한다. 가장 

먼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이기심이 있는 한 결코 봉사할 수 없다. 

아상(我相)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봉사와 희생이 가능하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나 단체에서라도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작은 법회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다. 회비를 내는 정회원 수는 35 명에 

지나지 않는다. 초창기에는 백명이 넘았다. 12 년 전 법회모임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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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는 버스 두 대로 순례법회 갈 정도이었다. 그러나 12 년이 지난 

현재 한 차 채우기도 버겁다. 그럼에도 모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법회모임은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열린다. 그 사이에 순례법회가 있고 

경조사가 있다면 거의 매달 만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다져진 멤버가 

30 여 명 된다. 이번 정기 기별법회모임을 주관하였다. 바빠서 그런지 

13 명이 참여 했다. 그럼에도 법회 식순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하였다.  

  

  

 
  

   

법회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삼귀의와 사홍서원이다. 여기에 반야심경, 

천수경이 포함 되어 있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에 대하여 글을 쓰는 입장에서 하나 더 집어 넣었다. 대승경전 

독송이 끝나면 반드시 축복경(행복경: 망갈라경)이나 자애경(멧따경)을 

추가한 것이다. 이날 법회 모임에서는 자애경을 낭송하였다. 

  

이백만원을 보시한 회장님 

  

경전독송이 끝나고 토론에 들어갔다. 경과보고와 활동계획에 대한 

것이다. 이에 전임총무와 현감사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것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것이다. 감사보고가 늦어 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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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모임에 상당한 금액의 기금이 확보 되어 있다. 12 년간 가정법회비 

등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년 처음 총무를 맡고 난 후 시스템을 잘 이해 하지 못해 헤매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늦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번 해 보았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문제 없을 것 같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은 매우 쉽다. 

  

통장내역은 낱낱이 공개된다. 사용내역을 기입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지난 제주순례로 인하여 잔고가 상당히 줄었다. 제주성지순례 

비용에서 절반을 기금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모임의 회장님이 

갑자기 이백만원을 보시하겠다고 했다. 제주순례 이전 금액으로 환원 

시켜 놓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에 깜짝 놀랐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회장님이 강행 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였다. 

  

모임을 대표 하는 회장님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제주순례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해양관련 고등학교를 나온 후에 현재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400 억 짜리 공사를 수주했다고 

한다. 수주를 위하여 수십번 통화를 했는데 입이 닳을 정도이었다고 

했다. 모임에 참석 하기 바로 전에 강릉에 다녀 왔다고 했다. 더구나 눈 

수술까지 하여 눈이 충혈 되어 건강이 악조건임에도 참석 했다.  

  

전자제품개발자로서 

  

요즘 유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다. 이를 “현직에 

있을 때 잘해!”라고 패러디 할 수 있다. 잘 나갈 때, 현직에 있을 때 

잘 해야 함을 말한다. 현직에서 벗어 났을 때, 조직이나 단체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전자제품개발자로서 20 년 회사생활을 했다. 회로설계를 포함하여 제품이 

생산될 때 까지 전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하드웨어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는 ‘부품승인’이다. 어떤 부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설계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타겟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하드웨어엔지니어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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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엔지니로서 일을 할 때 수 많은 부품업체 영업직을 만난다. 

그러나 퇴직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 현직에 있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지만 조직을 나오는 순간 

아무도 쳐다 보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엮어진 사회의 

단면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법회는 사홍서원과 산회가로 끝난다. 법회가 끝나면 과일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불단에 공양물로 올린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번 공양물은 시모상을 겪은 법우님이 보시하였다. 수박, 배, 사과, 

키위, 딸기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렇게 법회가 끝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자주 만나야 정이 든다. 모임은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모이지 

않으면 모임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일까 아무리 바빠도 모임에 

참석하는 법우님들이 있다. 봉사가 따로 없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봉사이다. 귀족클럽처럼 “우리는 봉사한다”고 돌에 새겨 놓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자이다.  

  

이날 밤 늦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부처님오신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연등을 손보는 등 밤을 세워 봉사하는 법우님들을 

말한다. 이들 봉사자들에게 남은 도시락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엉망이 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못된 짓 하기 쉽다. 여럿 있을 때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라 했다. 봉사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요란 하게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돌에 새겨 과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건 말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이번 모임에서 보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법우님들, 그리고 봉축준비를 위해 밤을 새는 법우님들에게서 

진정한 봉사의 모습을 보았다. 

  

  

2016-05-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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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잠을 잘 자려거든 

  

  

  

 
  

  

  

세상이 시시껄렁해 보일 때 

  

TV 에서 두릅을 채취하는 젊은 부부를 보았다. 시골에 들어가 두릅 등 

특수작물을 일구며 살아 가는 젊은 부부는 함께 일한다. 남자가 전지용 

가위로 두릅 밑둥을 자르면 여자는 바구니에 담는다. 한 바구니 채취한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산에서 내려 온다. 

  

투기를 일삼는 자가 두릅채취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양이 차지 않을 

것이다. 돈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아마 시간과 정력의 낭비라 볼 

것이다. 그 시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한탕을 하면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농산물 채취하는 것이 

시시껄렁하게 보일지 모른다. 

  

오래 전 군대에 있었을 때이다. 철조망 건너 마을로 5 분대기조 순찰을 

갔었다. 어느 농부가 낫을 갈고 있었다. 칼을 가는 돌에 낫을 한참 가는 

것이었다. 참으로 무의미한 짓으로 보였다. 낫을 간다고 하여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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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성들여 그것도 한참 가는 것이 시시껄렁해 

보였다. 

  

추수가 끝난 논에 어느 여인이 허리를 숙이고 비질을 하고 있었다. 역시 

군대시절의 이야기이다. 나이 든 여인은 왜 논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 논을 비로 쓴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해 할 수 없다. 자세히 

보니 여인은 떨어진 벼이삭을 모으는 것이었다.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다. 

  

교만한 자들 

  

모든 것이 심드렁해 보일 때가 있다. 잘 나갈 때이다. 연봉이 많은 자가 

두릎채취하는 부부를 보았을 때 안쓰로운 눈으로 볼 것이다.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자가 낫을 간다든가 벼이삭을 줍는 행위를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조폭이 노점상을 보면 참 힘들게 

산다고 여길지 모른다. 이는 부의 교만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을 보고 착잡해 할지 모른다. 10 대나 

20 대의 젊은이가 나이 40 대나 50 대를 보면 한숨을 푹 쉴지 모른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런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어떤 

작가는 나이가 40 이상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는 

젊음의 교만이다. 

  

20 대나 30 대의 나이는 빛나는 시절이다. 피어나는 꽃처럼 젊음이 넘쳐 

흐른다. 아무 옷이나 걸쳐도 잘 어울린다.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킨다.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언제나 건강하다. 병이 든 자나 노인을 

보면 기분이 언짢아 진다. 이는 건강의 교만이다.  

  

돈이 많거나 젊거나 건강하면 교만해지기 쉽다.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 

부자는 가난한 자를 보면 연민의 감정도 느끼지만 동시에 게으름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다. 나이가 젊은 자는 노인 보기를 벌레 

보듯 한다. 냄새 난다고 하여 가까이 가지 않는다. 건강한 자에 있어서 

중환자실은 남의 일처럼 보인다. 이렇게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어떤 

일이 날까?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그런 악행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악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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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힘들게 글쓰기 하느냐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는 돈에 종속된 자이다. 돈에 종속되면 

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돈을 가장 우선 

순위로 하는 자에게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심드렁할 뿐이다.  

  

언젠가 어떤 이가 물었다. 힘들게 글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돈도 안되는 글쓰기를 10 년 째 하고 있다. 하루 일과의 반은 

글쓰기로 보낸다. 그렇다고 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블로그에 올리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하루 일과 중의 

절반을 글쓰기에 올인 하는 삶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하는 자들은 글쓰기를 이해 하지 못한다. 

시간낭비로 보는 것이다. 돈도 안되는 글쓰기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쓸데 없는 짓’ 심지어 ‘미친 짓’인 것이다. 글쓰기가 정말 

미친 짓일까? 

  

글쓰기가 돈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당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바둑을 두는 것과 똑같다. 운동을 

위하여 테니스 치는 것에 대하여 미친짓이라 하지 않는다. 취미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글쓰기에 

대하여 시간낭비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모든 취미가 그렇듯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좋아서 하면 

재미가 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돈버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하며 

연구한다. 돈이 굴로 들어 왔을 때,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일 때 

쾌감을 느낄지 모른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몰두하여 이루어냈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돈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성취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글을 쓰고 나면 강렬한 성취감을 느낀다. 장시간 작성한 글이 

완성되었을 때 희열이 일어난다. 인터넷에 올리고 나면 해야 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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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듯 하다. 바로 이런 맛에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의 쾌감, 

희열, 성취감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교만을 극복하려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세상에서 일상의 사소한 행위는 무의미하고 

심드렁하고 시시껄렁한 것이다.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부자에게 있어서 

힘들여 노력하여 이룩해 낸 성과는 평가절하 되는 경향이 있다. 크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만이 의미가 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결국 

부자의 교만, 가진 자의 교만, 돈의 교만으로 귀결된다. 

  

지금 돈이 있다고 하여 그 돈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여 그 건강이 계속될까? 지금 젊다고 하여 늙음이 오지 

않을까? 돈이 있고, 건강하고, 젊은 자는 교만하기 쉽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에 종속되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돈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한다.  

  

돈에 종속된 자는 항상 “나는 돈에 종속되었으며 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지금 건강한 자는 “나는 건강에 

종속되었으며 건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지금 

젊은 자는 자는 “나는 젊음에 종속되었으며 건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욕망을 포기 하였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 쟁취하려고 한다. 돈도, 사랑도, 지위도 쟁취의 

대상이다. 돈을 벌었을 때 뿌듯하고, 사랑을 얻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하다. 원하는 지위에 올라 갔을 때 우쭐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뿐이다. 또 다음 목표를 향해 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높은 곳을 향하다 보면 결국 교만해진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일까? 돈이 많은 자일까? 큰 재산을 

가진 자일까? 예쁜 배우자를 가진 자일까? 모두 욕망이 발동된 것이다. 

갈애가 바탕이 된 것이다. 욕망을 극대화 함으로 인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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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자이다. 남들이 

욕망을 추구할 때 욕망을 포기하는 자이다. 돈의 가치를 최고로 아는 

것과 정반대로 지금 여기서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는 삶이다. 욕망을 

포기 하였을 때 가장 자유로워진다. 

  

욕망에 가득 찬 자는 ‘명상’을 이해 하지 못한다. 돈도 안되는 

명상으로 보는 것이다. 돈에 가치를 두는 자는 돈으로 이루려고 한다. 

돈의 힘으로 이루어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벌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 간다.  

  

명상을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 놓은 자들이다. 심지어 명상을 잘 

하려는 것 마저 내려 놓아야 한다. 이렇게 내리고, 비우고, 버렸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 때 잔잔한 행복은 거친 행복과 비할 바가 

아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내려 놓았을 때 가능하다.  

  

잠을 잘 자려거든 

  

잠을 잘 못 이루는 자들이 있다. 잠과의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저녁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심지어 차도 마시지 않는다. 카페인성분이 잠을 

방해 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고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간단하다. 내려 놓는 것이다. 

욕망과 분노를 내려 놓았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잠을 잘 잔다.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은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라는 말이다.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다. 밤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무관한 것이다. 갈망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열기로 

가득하였을 때 잠을 이룰 수 없다. 욕망을 내려 놓은 자가 잠을 잘 수 

있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모든 것을 내려 놓은 자이다. 내려 

놓은 자의 행복은 이 세상의 어느 행복과 비할 바가 아니다.  

  

  

  

2016-05-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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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골절 천장사의 빛나는 부처님오신날 

  

  

  

신록의 대지에 

  

길을 떠났다. 연암산 깊숙히 자리한 ‘천장사’를 향해 차를 몰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떠났지만 예상대로 막혔다. 

서해대교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한쪽 귀로는 유튜브법문을 듣고 두 

눈으로는 눈부신 햇살의 풍광을 감상 하였다. 

  

차가 서해대교에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초록의 세상이 펼쳐졌다. 

7 키로미터가 넘는 서해대교는 중간 부위가 크게 돌출되어 있다. 높은 

곳에서 앞을 바라보니 당진평야가 한 눈에 들어왔다. 야트막한 구릉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신록이 절정이다.  

  

   

 
   

  

키높은 가지에는 드문드문 하얀꽃이 피어 있다. 자세히 보니 

아카시나무이다. 싱그러운 오월의 하늘 아래 흰 아카시나무와 

이팝나무꽃이 마치 백발의 노인처럼 허였다. 온도와 습도는 적당하다. 

이른 아침 신록의 대지는 눈부시게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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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작은 절 

  

시골의 작은 절 천장사는 어디에 있을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지도를 

보면 116 키로 미터이다. 정상적 속도라면 1시간 30 분 가량 걸린다. 

그러나 늘 평택에서 막히기 때문에 3시간 잡아야 한다. 이날 

부처님오신날 역시 3시간 걸렸다.  

  

  

 
  

  

차를 멈추고 

  

시골절 가는 길은 평화롭다.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고 사람구경하기도 

힘들다. 하늘은 맑고 온도와 습도는 적당하다. 눈부신 오월 한적한 길에 

보는 농촌의 풍광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구불구불 소로를 

따라 가다 보리밭을 발견하였다. 마치 유럽의 초원처럼 푸른 보리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냥 지나치기 아까워 차를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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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사에 도착하니 

  

천장사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절 입구에 

있고 또 하나는 마을 입구에 있다. 절 입구 주차장이 다 찼다고 해서 

마을주차장에 주차했다. 마을주차장에서 절까지 가려면 약 삼십분 가량 

걸어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외부 손님을 위해서 일요법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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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 힘좋은 사륜구동차로 편안히 절에 당도할 

수 있었다. 

  

천장사에 도착하니 일요법회회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 어깨띠를 

두르고 방문한 불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모두 안면 있는 

법우님들이다. 지난해부터 몇 차례 순례를 같이 했고 송년과 신년맞이 

템플스테이, 연등축제 등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다.  

  

노보살로 가득한 법당 

  

부처님오신날 법회는 10 시에 시작 되었다. 법당안을 보니 나이 든 

노보살님들로 가득하다. 인근 지역에 사는 불자들로서 오래 전부터 절에 

다녔다고 한다. 어느 노보살님은 50 년 다녔다고 했다.  

  

노보살님들은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구부정하여 잘 걷지도 못한다. 무엇이 

노보살들을 이 깊은 산중으로 오게 하였을까? 가까운 교회가 있음에도 

힘들게 산길을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파르스름하게 삭발한 스님의 

독송과 염불소리에 연신 절을 하거나 합장하며 고개를 숙인다. 

  

  

  

 
  

  



335 

 

  

  

인연있는 사람들이 

  

법당 바깥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다. 법당에 들어 가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 작은 시골절에 인연 있는 사람들이 찾아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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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보는 듯 

  

절을 한바퀴 둘러 보았다. 유심히 본 것은 화목보일러이다. 지난 겨울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바꾼 것이라 했다. 겨울철 피크일 때 거의 

이백만원에 달하는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선원의 선방에 

설치한 것이다.  

  

화목보일러를 보니 부뚜막개념이 아니다. 마치 하나의 기계장치를 보는 

것 같다. 시대에 따라 화목난로도 진화하는 것 같다. ‘나무랑 거꾸로 

타는 화목보일러’라는 명칭을 가진 최신형 난방장치인 것이다. 이런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면 난방비가 십분의 일로 절감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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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당벽화를 보니 

  

성우당에 새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 경허스님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완성된 것이다. 두 스님이 줄행랑을 치고 처녀가 

뒤쫓아 오는 그림이 있다.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경허스님이 일경에게 잡혀 가는 그림도 있다. 경허스님과 세 

제자, 즉 혜월, 수월, 만공스님의 그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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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오월의 아침 

  

빛나는 오월 아침이다. 부처님오신날에 하늘은 푸르고 신록의 향기가 

그득하다. 연암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고월정’에 올랐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오월의 세상은 눈부시었다. 나뭇잎은 참기름을 바른 

듯 빛나고 저 멀리 산은 수채화를 보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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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왜 존경받을까? 

  

작년 부산순례법회때 스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그 날 늦게 절에 

도착하여 일박 하였는데 주지스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부처님이 왜 

이처럼 존경받는지 생각해 보세요”라 했다. 일종의 화두와 같은 

것이다. 이천오백여년전에 출현한 석가모니부처님을 오늘날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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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쉽지 않다. 마치 이름 

없는 꽃이 깊은 산중에서 저 혼자 피고 지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대표적이다. 

  

불교인들은 부처님 그분을 위하여 불상을 만들어 모시고 있다. 시대와 

국가, 민족을 초월하여 때로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불교인들은 금빛찬란 불상을 만들고 사원마다 불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일까?  

  

기복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하여 소원을 들어 주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받아들인다. 마치 유일신교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연등꼬리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대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 평안, 학업, 사업 등을 발원한다. 때로 어떤 이들은 

만원을 보시고 하고 그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바라기도 한다.    

  

대부분 종교는 기복적 요소가 강하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기복적 요소가 없으면 종교가 성립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기복적 

요소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일종의 방편인 셈이다. 그러나 기복을 

넘어서야 한다. 절에 10 년, 20 년, 30 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 기복에 

머물러 있다면 이끄는 자들의 책임이 크다.  

  

‘시계생천’이라 하여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는 삶을 살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다.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부처님도 처음 

불교에 입문한 자에게는 시계생천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시계생천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알려 주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한 이유는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한 이유는 빠알리탄생게에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이 과거에 출현한 부처님을 회상하며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원리가 있다.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일곱 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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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이 경우의 원리인 

것이다.”(D14)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여 괴로움을 소멸하고 윤회를 종식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다. ‘관불의식’이다. 아기부처님을 목욕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꽃으로 장엄된 작은 불단을 만들고 그 중앙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처님을 놓는다. 아기 부처님은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대승경전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빠알리경전에서는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일곱 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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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일곱발을 내 딛고 더구나 최상자임을 선언한 

것은 신화적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초기경전에서는 부처가 출현할 

때는 일만세계가 진동한다고 했다. 이를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 하였다.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던 일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던 일을 ‘미증유(未曾有)’라 한다.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일이 부처의 출현에서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살이 입태하였을 때와 보살이 태어났을 때 미증유의 일이 일어났다. 

일만세계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 특히 빛과 

관련하여 “이 달도 태양도 그와 같은 커다란 신통력 그와 같은 커다란 

위신력으로도 빛을 비출 수 없는, 어둡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심연의 감추어진 세계에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 (M123) 라 했다. 그 빛은 어느 정도일까? 경에 따르면 

한번도 빛이 도달하지 않았던 아비지옥에 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빛은 아비지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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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출현은 빛과 같은 것이다. 부처출현에 일만세계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은 광대한 빛이 우주 구석구속에 까지 이른 것이다. 

부처출현에 아비지옥의 중생들도 비로소 빛을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그곳에 태어난 존재들은 그 빛으로 ‘벗이여, 다른 

존재들도 참으로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일만 세계가 흔들리고 동요하고 격동하면서,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라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배웠습니다.”(M123) 라고 표현되어 있다.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에게 해를 끼치고, 승가를 분열케 하여 오역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 오역죄를 저지른 자들은 아비지옥에서 한량없는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 그런 아비지옥에 빛이 들어 왔다. 

부처가 출현한 것이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한줄기 광명이 비친 것과 

같은 것이다.  

  

 

 
   

  

  

아비지옥중생들은 빛이 들어 오자 그제서야 서로가 서로를 알아 보았다. 

빛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석에 따르면 “세계 주변에서 

수미산을 둘러 싸고 있는 철위산(cakkavala)이 있다. 세계의 철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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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하나의 아비지옥이 있다. 이 문구는 80,000km 에 달하는 

아비지옥을 묘사한 것이다. Smv. 433 에 따르면, 칠흑 같은 암흑은 

시각의식의 생기를 막는 암흑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D14, 750 번 각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이는 등 오역죄를 지은 아비지옥 중생들은 그제서야 “벗이여, 다른 

존재들도 참으로 여기에 태어났다.” (M123) 라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 

본 것이다. 

  

하느님도 감격하고 지옥중생도 반긴 

  

부처의 출현은 위로는 천상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비추었다. 부처의 출현에 하느님도 감격하고 지옥중생도 반겼다. 그런데 

그 빛은 이제 까지 한번도 비춘 적이 없는 아비지옥까지 미쳤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가능성이다.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으나, 부처가 출현함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윤회를 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도 감격하고 지옥중생도 반긴 

것이다.  

  

부처의 출현은 엄청난 사건이다. 단지 한 사람의 성인이 출현한 것 

이상이다. 비록 신화적이긴 하지만 부처출현에 일만세계가 진동한다고 

했다. 일만세계가 진동한 것은 경전에 따르면 세 번 있다. 보살이 

입태하였을 때와 보살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꼰단냐가 가르침을 

이해하였을 때이다. 그런데 보살의 입태와 태어났을 때는 일만세계의 

진동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있었다고 했다. 그 광명은 

아비지옥에까지 이른 것이다.  

  

부처님은 빛과 같다. 그 빛은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까지 이르렀다. 이런 

빛은 다름 아닌 ‘자비의 광명’이다. 부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전법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위로는 하느님(브라흐마)부터 아래로는 

지옥중생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도 

감격하고 지옥중생도 반긴 것이다.  

  

점심공양은 비빔밥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공양시간이 왔다. 11 시 반부터 시작된 

공양시간에 공양식당에 사람들로 가득하다. 늘 그렇듯이 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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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집에서 메뉴는 ‘비빔밥’이다. 떡과 과일을 곁들인 소박한 

점심공양시간은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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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높은 나무에 꽃을 피워내듯 

  

빛나는 오월에 작은절 시골절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보냈다. 돌아 오는 

길에 산천초목은 오월의 햇살에 빛이 났다. 아카시꽃은 이곳 저곳에 

만발해 있다. 쌀꽃이라 불리우는 이팝나무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흰쌀밥을 연상케 한다. 키 높은 나무에 핀 꽃은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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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appagumbe yathā phussitagge    

Gimhānamāse paṭhamasmiṃ gimhe,    

Tathūpamaṃ dhammavaraṃ adesayi    

Nibbānagāmiṃ paramaṃ hitāya,    

Idampi buddhe ratanaṃ paṇī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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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여름날의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림이 가지 끝마다 꽃을 피어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stn233) 

  

  

  

2016-05-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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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0 인 대중공사와 마가스님과의 만남 

 

  

불교와의 인연 

  

스님들과의 인연이 별로 없다. 아는 스님을 들라면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불교를 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불교와 최초 인연은 종립학교 

‘동대부중’으로 배정된 것으로 시작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계 

미션스쿨 ‘경신고등학교’에 배정받고 나서부터 정신적 방황이 시작 

되었다. 그런 이유로 종교에 대하여 관심이 멀어졌다.  

  

대불련에 가입한 적도 없다. 불교와 정식인연을 맺은 것은 2004 년도의 

일이다. 중학교 때 맺어진 불교와의 최초의 인연이 삼십년이 지난 후 

정식불자로서 거듭난 것이다. 

  

불교교양대학에서 정식으로 불교를 접하였다. 그러나 한 해 수백명이 

배출되는 교양대학에서 스님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다. 스님을 초청하여 법문 듣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는 스님이 별로 없다. 그런데 오로지 글로서만 소통해 왔던 스님이 

개인카톡을 보내 왔다. ‘100 인 대중공사위원’으로 있는 마가스님이다. 

  

게임은 끝났는데 

  

100 인 대중공사위원으로 할동하고 있다. 지난 3 월 불교박람회장에서 

허정스님과의 대화가 시초이다. 허정스님이 추천하여 위원이 되었고 

이후 서울 불광사모임, 공주 마곡사모임, 서울 국제회의장모임에 참여 

하였다. 특히 국제회의장모임에서 3 분 발언에서 준비해간 원고를 읽어 

승단과 교단의 분리에 대하여 말하였다. 

  

100 인대중공사는 총무원장선출에 대한 사부대중모임이다. 현행 간선제가 

문제있어서 직선제, 염화미소법, 쇄신안 세 개에 대하여 지역을 돌며 

토론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형식이다. 현재 직선제가 단연 우세이다. 

직선제가 60%의 지지율이고, 염화미소법이 9%, 종단쇄신안이 16%이다.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이다. 그럼에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중앙종회’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부대중이 원하는 직선제일지라도 종단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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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승들의 종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에 

직선제관철을 위한 추진위가 급물쌀을 타고 있다. ‘직선제추진위’를 

구성하여 대다수 사부대중이 바라는 직선제, 그리고 이전 총무원장 

선거의 공약사항인 직선제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의식개혁보다 제도개혁 

  

종단권력이나 종단권력의 구조에 대하여 잘 모른다. 또한 스님들의 

세계도 잘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종단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간선제를 유지하여 그들끼리 종단권력을 나누어 갖고 주요 

종무기관과 목 좋은 사찰을 향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승가집단이 아니라 이익집단이 되어 버린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직선제에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과 재가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카톡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바 있다. 

  

  

“고기도 먹어 본 자가 맛을 안다고 했습니다. 권력도 누려 본 자가 그 

맛을 못 잊어 합니다. 군대에서 병장권력, 회사에서 과장권력 등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 권력의 맛을 보면 계속 향유코져 합니다. 

승단권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승단권력을 독차지 하려는 것은 이득이 있기 때문 입니다. 목 좋은 

사찰을 차지하고 문중의 힘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의식개혁보다 제도개혁 입니다.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의식개혁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추첨의 

염화미소법, 간선제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쇄신안으로는 제도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가장 

민주적인 직선제가 최선 입니다.” 

  

  

선거의 꽃은 직선제이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정부는 직선제에 의한 

것이다. 만일간선제라면 특정한 세력들의 권력나누어먹기로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헌법시대가 대표적이다. 승단의 수장을 선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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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가장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가스님의 카톡을 받고 

  

직선제를 선호하는 단체카톡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초대된 분들 

대부분은 스님들이다. 스님이 스님을 초대하는 식이 되다 보니 80 여명에 

이른다. 그 중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스님의 법명도 보인다. 그러나 

거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로 말하는 사람들만 견해를 

표출하는 식이다. 여러 분의 스님 중에 마가스님이 개인카톡을 보내 

왔다.  

  

마가스님은 이삼년전 글로서 몇 번 소통했었다. 동국대 지도법사로 

계셨을 때 한번 찾아 가서 뵙겠다고 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이 방배동사찰음식전문점 

‘마지’에서 보자고 했다. bbs 불교방송에서 진행하는 ‘마가스님의 

마음톡! 그래도 괜찮아!’녹화 방청객으로 참여 해 달라고 했다. 

  

스님이 요청하면 

  

스님이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미디어붓다에 칼럼쓸 때도 그랬다. 

오로지 집과 사무실만 왔다갔다 하면서 돈도 안되는 글만 써 왔다. 작년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이학종기자를 만났다.  

  

이학종기자는 미디어붓다에 칼럼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스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보통불자가 주제넘게 칼럼을 쓴다는 것이 가당치 

않아서 거절했다. 그후 미디어붓다 위원인 ‘한북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글쓰기도 일종의 수행이라 격려 하면서 칼럼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다 거절해도 스님요구는 물리칠 수 없었다. 현재 

미디어붓다에서 ‘진흙속의연꽃의 불교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1 년 3 개월째 쓰고 있다. 

  

처음 대면 했을 때 

  

마가스님은 마지에서 반갑게 맞이 해 주었다. 그런데 처음 본 순간 

스님은 놀라는 표정이었다. 생각하던 것과 달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말에 따르면 30 대 정도로 보았고 했다. 단체카톡방에 글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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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블로그의 글을 보면 적극적이고 힘이 있어 보여 젊은 세대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머리가 거의 반백인 사람이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스님은 블로그를 오래 전부터 봤다고 했다. 블로그 명칭이 ‘이 고뇌의 

강을 건너’이던 시기부터라 했다. 2005 년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대승의 바다’이었다. 이후 2009 년 ‘이 고뇌의 강을 건너’로 

변경하였다. 그러다 2002 년 필명과 같은 ‘진흙속의연꽃’으로 

바꾸었다.  

  

스님은 인터넷포교에 대하여 말하였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어느 

법사가 블로그 ‘이 고뇌의 강을 건너’를 언급하며 매주 수 만명이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인터넷포교의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고 한다.  

  

마가스님은 잘 알고 있다. 한번도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매스컴을 

통해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면이라도 낯이 익다. 대게 

유명인들이 그렇다. 상대방은 나를 몰라 볼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마가스님의 활동상 역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중앙대에서 명상강연한 것에서부터 최근에는 자비명상지도 법사로 잘 

알려져 있다. 불교계를 잘 아는 불자치고 마가스님을 모른다면 간첩일 

것이다. 

  

선물 한보따리 

  

마가스님은 준비해 온 선물을 주었다. 그야말로 한보따리 받았다. 

스님이 쓴 책책에부터 두꺼운 종이로 만든 명상노트, 그리고 스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찻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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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님이 지은 책을 보았다. 책 제목은 ‘알고 보면 괜찮은…’이라 

되어 있다. 템플스테이가 잘 알려지지 않는 2002 년 공주 마곡사에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한 것부터 소개 되어 있다. 2003 년부터 2011 년 

까지 중앙대에서 ‘내마음 바로보기’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때 당시 

150 명 이던 수강생이 배로 늘었다고 한다. 이런 인기는 1 초만에 

수강신청에 마감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357 

 

  

스님의 책을 열어 보았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전 불교 TV 에서 보았던 내용 그대로이다. 스님의 

유년기에 대한 자전적 에세이라 볼 수 있다. 스님은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내게는 선지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하나의 선물은  ‘힐링멘토 마가스님 명상노트’이다. 두꺼운 종이로 

20 개 된다. 첫 번째 노트를 보면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라 되어 있다. 그림과 함께 커다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자비명상 지도할 때 교재로 활용되는 듯 하다.  

  

마지막으로 찻잔이다. 스님이 도자기를 구원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찻잔 안에는 금칠이 되어 있다. 스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매우 귀한 선물이다.  

  

오신채를 쓰지 않는 마지 

  

스님과 12 시부터 1 시까지 식사했다. 사찰음식전문점이라 

‘연잎밥’으로 했다. 마치 코스요리처럼 순서대로 음식이 나왔다.  

  

사찰음식전문점 마지는 처음이 아니다. 작년 6월 김성철교수의 

법성게강좌가 이곳 마지 2 층에서 있었다. 그 때 당시 “인문학과 음식의 

만남, 미붓아카데미 강연을 접하고(2015-06-2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올린 글에서 마지에 대하여 소개 하였다. 마지에서는 

오신채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지에서는 인문학강좌가 종종 열린다. 또 스튜디오로도 활용된다. 

김성철교수의 인문학강좌가 열렸을 때 마지 여주인이 ‘강좌의 구성과 

철학사적 배경’이라는 파워포인트자료를 설명하기도 했다. 불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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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 여주인은 안면이 있다. 작년 김성철교수의 강연때 짧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마가스님과 만날 날 여주인은 

“진흙속의연꽃님이시죠?”라며 알아 보았다.  

  

마지 여주인은 불교 TV사이트에서도 보았다.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에 대한 소개를 하였는데 자신의 다이어트 실패기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항생제로 가득한 음식을 먹고 사경에 이를 지경이 되었는데 

청정한 사찰음식을 먹고 몸이 기적처럼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마지는 오신채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일까 가게 간판에는 

‘오신채가 없는 채식 마지’라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찰음식에서 

오신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오신채를 금한 대승불교 

  

오신채는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를 말한다. 자극적이고 음욕을 

일으킨다 하여 수행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승경전과 대승보살계에서 오신채를 금한 이유도 있다.  

  

능엄경에 따르면 “모든 중생이 삼매를 닦을 때는 마땅히 세간의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끊어야 하나니 이 다섯 가지 채소를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날 것으로 성내는 마음을 더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또 이 오신채를 먹는 사람은 삼매를 닦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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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하늘·신선 및 시방의 선신들이 와서 수호하지 않는다”라며 

수행자가 오신채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켜 왔다. 

  

대승보살계의 원형 범망경에서는 고기와 더불 DJ 오신채를 먹지말라고 

했다. 오신채와 관련하여 “불자들아, 너희는 다섯 가지 맵고, 나쁜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 이 다섯 가지는 

어떠한 음식에도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넣어서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라 했다. 

  

고기와 함께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것은 대승불교전통이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오신채의 

대표주자라 볼 수 있는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의 이야기도 있다.  

  

왜 마늘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부처님이 설법 하였을 때 한 수행승이 저 만큼 떨어져 혼자 앉아 

있었다. 이에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왜 저 수행승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가?”라며 물어 보았다. 이에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그 

수행승은 마늘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율장소품 제 5장 

‘사소한 일의 다발’에서 마늘에 대한 이야기이다.  

  

수행승은 설법중에 왜 한쪽 구석에서 홀로 앉아 있었을까? 율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앉지만 ‘마늘냄새’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법문을 듣는 것에서 

소외되면서까지 그것을 먹어야 하는가?”라며 묻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마늘 먹는 것을 금했다.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홀로 떨어져 대중과 화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 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마늘을 먹어서는 안된다. 먹는다면 악작죄가 된다.”라고 했다.  

  

마늘을 먹어도 된다 

  

부처님은 마늘을 먹는 행위가 ‘나쁜 행위(惡作)’임을 말씀 하셨다. 

그런데 율장에 따르면 놀랍게도 부처님은 마늘을 먹어도 좋다고 했다. 

왜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 그것은 사리뿟따존자의 복통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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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뿟따존자에게 심한 복통이 일어났다. 이런 사실을 둘도 없이 절친한 

친구 목갈라나존자가 알게 되었다. 목갈라나는 “벗이여, 싸리뿟따여, 

예전에 복통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안정을 찾았습니까?”라며 물어 

보았다. 이에 사리뿟따는 “벗이여, 나에게는 마늘입니다.”라 했다. 

이런 사실을 부처님에게 알리자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질병이 

들었다면 마늘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말씀 하셨다. 

  

마늘을 먹으면 대중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으로서 먹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율장이 ‘수범수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기도 

마찬가지이다. 수행자에게 육식이 바람직 하지 않지만 병이 들었을 때 

역시 고기를 허용했다.  

  

녹화현장에서 재채기가 

  

마가스님과 점심공양이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갔다. 2 층은 강연장, 

공연장, 스튜디오 등 다용도로 활용된다. 이날 마가스님의 ‘마음 

톡’녹화장으로 활용되었다. 마가스님이 호스트가 되어 게스트와 

좌담하는 방식이다. 출연자는 불자가수 ‘이자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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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장에는 방청객이 혼자 밖에 없었다. 불교방송 피디와 카메라멘, 

오디오맨 등 대 여섯명이 고작이었다. 스님의 능숙한 사회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가수 이자연은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듯 하다. 자신의 

유년기 시절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술술 풀어 나갔다. 그런 이자연은 

30 년전에 데뷔했다고 한다. 가장 큰 히트곡은 20 년전 유행했던 

‘찰랑찰랑’이라 했다. 

  

출연자와 스텝들만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참 진행중에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다. 순간 무엇인가 크게 잘 못된 

것임을 직감했다. 모두 쳐다 보는 것이었다. 미안하기도 하고 무안했다. 

그것으로 녹화가 잠시 중단되었다. 녹화방송에서 재채기로 인하여 폐를 

끼친 것이다. 

  

녹화방송은 다 보지 못하였다. 가수 이자연의 찰랑찰랑노래를 듣고 가려 

했으나 할 일이 있었다. 마가스님과 작별인사를 하고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마지를 나섰다. 

  

53 선지식 명상여행 

  

100 인 대중공사 단체카톡방을 인연으로 마가스님과 점심공양을 함께 

했다. 덕분에 오신채 없는 사찰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스님은 현재 ‘53 선지식 명상여행’을 이끌고 있다. 108 산사순례처럼 

산사순례를 하지만 선지식을 초청하여 법문도 듣고 명상도 하는 것이 

다르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깨달음을 구하듯 매월 

명상여행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검색해 보니 

다음코스는 6 월 4 일 봉화 문수산 축서사이다. 무여스님을 선지식으로 

하여 명상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는 11 월에는 미얀마성지순례 및 

명상수행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부대중 5 천명만 모이면 

  

100 인 대중공사 마무리 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5 월 18 일 잠실 

불광사에서 그동안 지역을 돌며 개최된 지역대중공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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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는 자리이다. 현재 추세로 보아 직선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앙종회에서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만일 직선제가 무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어느 스님은 

사부대중대회를 열면 된다고 했다. 사부대중 5천명만 모이면 관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중공사의 의견이 우선했기 때문이라 

한다. 

  

직선제는 시대의 흐름이다. 모든 선거제도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직선제로 귀결된다. 시도지사를 뽑는 

지방자치제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모두 직선제에 따른다. 

이렇게 직선제로 해야 민의를 반영하고 뒷탈이 없다. 민주주의의 꽃 

직선제를 총무원장선거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전 

총무원장 선거에서 공약사항아닌가! 

  

  

  

2016-05-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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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자대장경과 금자탑, 블로그 누적조회수 5 백만명을 맞이 하여 

  

  

  

누적조회수 5백만명 

  

조회수를 보니 ‘5006495’이다. 오백만이 넘은 것이다. 오백만을 막 

넘은 시점에서 글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6 천명이상이 초과 되어 

버렸다. 아마 4일 늦은 것 같다. 

  

매일 글을 쓰고 있다.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글쓰기이다. 보통불자에게 

글쓰기는 존재 그 자체이다. 글쓰기를 하는 한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몇 일 글이 보이지 않으면 전화가 오기도 한다. 혹시 무슨 

일 있었느냐고. 

  

글을 쓰다보니 조회수 5 백만이 되었다. 스스로도 놀라는 숫자이다. 

아직까지 블로그 누적조회수가 5백만명을 넘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아니 백만명도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쓰다보니 5 백만명이 되었다. 이런 

글쓰기도 집착일까? 

  

2005 년에 처음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2000 년대부터 인터넷이 본격화 

되어 2004 년에 블로그가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런 영향으로 

“나도 블로그라는 것을 해 볼까?”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블로그 조회수가 급증한 것은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부터이다. 남의 글을 스크랩하여 올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주목을 받은 것 같다. 몇 

차례 첫화면 메인 뉴스에 올라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기록하는 습관 

  

무언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습관은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일본인 고문의 연구태도를 보고 나서부터이다. 테스트한 결과를 꼼꼼히 

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보고 감명 받았다. 이후 노트에 그날 있었던 모든 

사항을 기록하였다. 회의내용은 물론 실험 등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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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그렇게 20 년 회사생활 동안 쌓인 노트가 책장으로 가득 

되었다.  

  

  

 
  

  

소감문을 남겼는데 

  

2005 년 월급쟁이 생활을 그만 두었다. 지금까지 일인사업자로서 12 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다. 그중 10 년은 글쓰기의 세월이기도 하다. 

2006 년부터 글쓰기를 하였으므로 10 년 된 것이다. 기록하는 버릇이 

이제 인터넷 글쓰기로 바뀌었다. 이런 기록습관은 블로그 1주년 될 때 

소감문으로 남겼다. 매년 블로그 개설일이 되면 역시 소감문을 남겼다. 

블로그 조회수가 올라 갈 때 마다, 십만 또는 백만, 이백만이 될 때 

역시 소감문을 남겼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블로그개설일 : 2005-08-02 

  

2) 블로그개설 1 주년 :2006-08-02 

“인연(因緣)” 

  

3) 누적조회 10 만명돌파: 2006-11-13 

“블로그 조회수 10 만회 돌파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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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로그개설 2 주년: 2007-08-02 

“넷심(Net 心)이 바로 민심(民心)이다, 블로그활동 2 주년을 맞아” 

  

5) 블로그개설 3 주년: 2008-08-02 

“블로그 개설 3 년, '쓰레기성 글'이 되지 않기 위해서’ 

  

6) 누적조회 100 만명돌파: 2009-01-23 

“블로그와 조회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 

  

7) 블로그개설 4 주년: 2009-08-02 

“블로그개설 4주년에, ‘진흙속의연꽃’이 부담스러워” 

  

8) 누적조회 200 만명돌파: 2010-01-10 

“블로그 누적조회수 200 만명 돌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하여” 

  

9) 블로그개설 5 주년: 2010-08-02 

“매일 글을 쓰는 이유는, 블로그 만든지 만 5 년 되는 날에” 

  

10) 블로그개설 6 주년: 2011-08-02 

“삶의 흔적을 남기고자, 블로그 6 주년을 맞아” 

  

11) 누적조회 300 만명돌파: 2012-05-26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누적조회수 300 만명을 맞이 하여” 

  

12) 블로그개설 7 주년: 2012-08-02 

“블로그 개설 7 주년에, 글쓰기 원칙 세 가지” 

  

13) 블로그개설 8 주년: 2013-08-02 

“글쓰기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블로그 개설일에” 

  

14) 누적조회 400 만명돌파: 2014-06-09 

“시간은 지나도 글은 남는다, 누적조회수 4백만명을 맞이 하여” 

  

15) 블로그개설 9 주년: 2014-08-02 

“블로그와 함께 제 2의 인생이, 블로그와 함께 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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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블로그개설 10 주년: 2015-08-02 

“비주류비급삼류정신으로, 인터넷에 글쓰기 십년” 

  

  

지난 12 년 동안 직접 작성한 글은 모두 3,389 개이다. 글이라고는 써 

본적이 없는 보통불자가 직장을 그만 두면서부터 시간이 무한정 남게 

되자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3 천개가 넘었고, 

누적조회수는 5백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쓰기는 일인사업자로서의 일을 할 때 부터이다. 그러나 2004 년 

불교입문과도 관계가 있다. 2004 년 강남의 능인선원 불교교양대학 

저녁반 37 기로 입교한 것이 불교와의 인연이다. 물론 삼십년 전 중학교 

다닐 때 종립중학교인 동대부중에서불교와의 인연도 있다. 중학교에서 

부처님의 일생을 배운 것이 결국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05 년 이후 지금까지 일인사업자의 삶을 살면서 하루 일과 중의 반은 

글쓰기로 보내고 있다. 처음 글은 단순하고 소박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길어지고 현학적으로 되었다. 이는 경전을 근거로 글쓰기 하기 

때문이다.  

  

2009 년 이후 본격적으로 초기경전에 의한 글쓰기를 했다. 글쓰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기불교수행과 초기불교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책장에는 청정도론, 아비담바, 사부니까야 그리고 율장에 

이르기 까지 빠알리삼장을 갖추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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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대장경경과 금자탑 

  

금자탑(金字塔)이라는 말이 있다. 황금으로 쌓은 금자 모양의 탑을 

말한다. 황금으로 쓴 글자라는 뜻도 있다. 일반적으로 후세에 오래 남을 

뛰어난 업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금자대장경’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중국드라마 

‘대돈황(大敦煌)’에 나온다. 대돈황은 돈황 천년문화의 흥망성쇠를 

다룬 대하드라마이다. 특히 장경동 폐쇄와 관련하여 금자대장경 

이야기가 나온다.  

  

서하의 칸인 이원호가 돈황을 넘보면서 드라마가 시작된다. 이원호가 

‘금자대장경’을 손에 넣고자 했기 때문이다. 금자대장경을 손에 

넣으면 서역지배의 정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황의 관리는 

돈황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막고굴에 새로운 동굴을 파고 그곳에 

숨긴다. 동시에 3 만여점에 달하는 경서도 숨긴다. 그리고 벽으로 막아 

버리고 그곳에 벽화를 그려 넣는다. 

  

드라마에서 보는 금자대장경은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금자대장경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을까? 드라마 

대돈황에 등장하는 금자대장경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일련의 장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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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금자대장경이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모두 금자라 볼 수 있다. 금자가 모이면 

금자탑이 된다. 팔만대장경이 그렇고 최근 빠알리니까야가 그렇다.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쓰기도 일종의 금자라 볼 수 있다. 금자가 

모이고 모이면 금자탑이 될 것이다.  

  

  

  

2016-05-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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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교계신문 기사를 읽다가 본 마음이 들통난 듯 했다. 그것은 어느 스님이 

쓴 칼럼에서 “어려서 고아원에 살 때 기독교를 접했다.”라는 문구를 

접했기 때문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스님이고 더구나 같은 과는 

아니지만 대학동기이도한 스님의 글에서 뜻밖의 문구를 본 것이다.  

  

사실 그 스님과 알고 지내게 된 것은 불과 1년 여 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 하다보니 같은 학번이었다. 그러고 보니 학교 다닐 때 본 

것 같다. 키가 껀정하고 머리를 짧게 깍은 모습이 인상에 남는다.  

  

감추어진 편견 

  

스님의 글에서 고아원 얘기를 접하자 미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직자의 길을 가는 스님과 고아원 출신이 

어울리지 않는 듯 하여 약간은 실망했다. 이런 실망의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편견이 작용했다는 결정적 증거일 것이다. 

모르고 지내고 있었지만 편견과 단견이 마음 한켠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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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런 

편견은 매우 다양하다. 이념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성에 대한 

편견 등 마음 한켠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지만 

어떤 경계에 부딪치면 발현된다.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이라든가 

그 학교 출신은 깡패라든가 등의 편견을 말한다.  

  

스님의 고아원 얘기를 접하자 한편으로 나도 모르게 실망의 감정이 

일었다. 또 한편으로 연민의 감정이 일었다. 두 개의 상반된 극과 극의 

감정이 내면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실망의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도 고아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명문대스님, 박사스님 

  

스님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다. 세상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형제 또는 자매를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인연을 

끊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고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거듭남을 뜻한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부모형제를 버린 것은 현재의 나가 죽고 또 다른 나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세상과 이별하고 부모형제와 연이 끊어진 것이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또 다른 나로 거듭난 사람들이 출가자들이다. 

그럼에도 스님들 이력을 소개할 때 보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이 

있다. 이력과 경력, 학력 등이다. 세상을 등지고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왜 이전의 이력이 따라다녀야 할까? 

  

어느 스님의 책소개란을 보았다. 출가 이전의 이력이 간단하게 소개 

되어 있다. 명문대를 졸업한 것이 가장 돋보였다. 또 어느 스님은 

박사경력을 가지고 있다. 출가하기 이전에 외국에서 학위 받은 것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력은 스님을 소개할 때 마다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그러다 보니 명문대출신스님이라거나 박사스님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좀처럼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필명으로 글을 쓰고 얼굴이나 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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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명문대출신을 강조하고, 학위를 내세우고, 집안을 소개한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스님들에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BS 세계테마기행을 즐겨 본다. 이번 주 프로를 보니 네팔에 대한 

것이다. 네팔인들의 삶의 모습중에 ‘소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되새김질을 하는 소똥을 모아 지붕에 말리는 것이다. 사오일 

말리면 훌륭한 땔감이 된다. 실제로 연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나무땔감과 별 다르지 않다. 나무에서 타는 불이나 소똥에서 타는 불의 

모양이 같은 것이다. 

  

모든 땔감의 불의 모양은 같다. 어떤 땔감이든지 불의 화염과 광채와 

빛깔은 같은 것이다. 고급전단향 땔감이나 소똥땔감이나 화염과 광채와 

빛깔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S7.9) 라 했다.  

  

명문대나 박사출신 스님이든, 고아원 출신의 스님이든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어느 출신에서도 성자는 

출현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라 했다.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한다. 명문대출신이라 하여, 명문가라 

하여, 난자라 하여, 든 자라 하여 차별한다면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편견이 작동한 것이다. 고아원 출신이면 어떤가? 현재 행위가 

출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2016-05-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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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금은 절벽시대 

  

  

  

요즘 ‘절벽’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인구절벽이니 거래절벽이니 하는 

말 들 입니다. 대단히 비관적인 절벽에 대한 글이 카톡에 돌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퍼지는 절벽이야기는 김현철교수의 

‘한국경제현주소’라는 제목의 글 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한국경제에 버블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20 년 불황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체감하는 버블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 입니다. 식당은 문을 닫고 아파트거래는 

중단 되는 등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물에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 가는 것 같습니다. 

  

법우님이 더 이상 식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6 년 동안 식당을 

했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닫기로 결정한 것 입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 간다고 합니다. 10 여년 사업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름 

피웠을까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 입니다. 

  

부동산거품시절과 관련하여 전설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두 배로 올랐다는 이야기 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 

봤고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절벽의 시대에 ‘꿈 깨라’말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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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은 서서히 꺼 질 것 입니다. 참기 힘든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 

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것 입니다. 그 동안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예고 합니다. 마치 

주가가 시세분출후 고꾸라지듯이 다시는 거품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 합니다. 이마의 땀과 팔뚝의 힘으로 

정당하게 벌어드린 부가 각광받는 시대 입니다. 근면하고 능력 있는 

자가 대접받는 시대 입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희고 고운 손을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소욕지족’의 시대가 

왔습니다. 

  

  

2016-05-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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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깨끗한 천에 염색이 잘 되는 것처럼 

 

  

   

야사의 출가이야기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에 비유한 구절이 

있다. 대부호의 아들 야사가 쾌락에 지쳐 있을 때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은 야사에 대하여 “마치 청정하여 반점이 

없는 천이 올바로 색깔을 받아 들이는 것처럼”(율장대품, 전재성님역) 

라고 표현되어 있다. 깨끗한 천에 염색이 잘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 

들였음을 말한다. 

  

순수한 청소년기에 불교를 접하였다. 중학교를 종립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불교시간을 통해서 불교를 알게 되었다. 중학교 1 학년 때 처음 

접한 부처님의 일생은 때묻지 않은 깨끗한 천에 염색되는 것처럼 아무 

저항 없이 받아 들였다. 불과 열세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었음에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는 타당했다. 농경제가 열렸을 

때 성밖에서 병든 자, 나이 든 자, 죽어 가는 자의 이야기가 모두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졌기 때문이다.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보면 싯다르타가 성밖에서 보았던 것이 그대로 

실려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S56.11) 라 

했을 때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진리로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dukkhaṃ ariyasaccaṃ: 

苦聖諦)’ 라 한 것이다. 

  

출가를 생각했는데 

  

종립학교에서 3년은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귀중한 시기였다. 그렇다고 

절에 갔다거나 수련회에 참석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불교교과서를 

통해 불교를 접했다. 특히 고승들의 이야기에 감명 받았다. 원효, 의상, 

지눌, 의천 등의 이야기였다. 이 중에서도 대각국사 의천의 일대기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것은 왕족신분으로 출가했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왕자가 출가한 것에 대하여 신선한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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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와 같은 고승열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고승들처럼 살면 어떨까?”라고. 마치 깨끗한 천과 같은 마음을 가진 

변성기 이전의 소년에게 고승들의 청정한 삶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출가를 생각했다. 

  

중학교 다닐 때 불교를 접하면서 출가를 생각했었다. 고승들의 이야기를 

보니 세속의 삶 보다 출가의 삶이 몇 배 더 나아 보였다. 세속에서 

삶이라는 것이 시시해 보였던 것이다. 때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 힘겹게 살아 가는 모습이 그저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출가해서 스님으로 삶을 사는 것만이 가장 보람되고 

‘이것 외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으로 그칠 뿐이었다. 

변성기가 오고 욕망에 지배 받음에 따라 깨끗한 천과 같은 마음은 점차 

오염되기 시작 했다. 

  

“오! 괴롭다. 오! 고통이다!” 

  

부처님은 29 살 때 출가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겪고 난 다음 

출가했다.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에서는 “마간디야여, 그러한 

나에게는 세 개의 궁전이 있어 하나는 우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겨울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여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간디야여, 

그러한 나는 우기의 궁전에서 사는 사 개월 동안 궁녀들의 음악에 

탐닉하여 밑에 있는 궁전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M75) 라고 

표현 되어 있다. 온갖 쾌락을 다 겪어 본 것이다. 이는 야사의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부호의 아들 야사는 “오! 괴롭다. 오! 고통이다!”라 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부호의 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괴로웠던 것일까? 

율장대품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때 훌륭한 가문의 아들 야싸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탐닉했는데, 그가 먼저 잠들면, 시녀들이 

잠들었지만, 기름등은 밤이 지나자 타올랐다. 

  

그때 훌륭한 가문의 아들 야싸는 먼저 깨어서, 자신의 시녀들이 잠자는 

것을 보았다. 어떤 시녀는 비파를 겨드랑이에 끼고, 어떤 시녀는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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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하고, 어떤 시녀는 침을 흘리고, 어떤 시녀는 잠꼬대를 하는데, 

마치 눈앞에 시체더미를 보는 것과 같았다.” 

  

(야싸출가와 최초의 재가신자의 이야기, 율장대품 제 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율장대품에 따르면 야사는 쾌락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2세에 해당되는 야사는 온갖 쾌락을 느꼈지만 결국 

‘허(虛)’와 ‘무(無)’이었다. 감각적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다.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시체더미를 보는 

듯하여 “그에게 재난에 대한 위험이 생겨나 싫어하여 떠남에 마음이 

확립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오! 괴롭다. 오! 고통이다!”라고 

외친 것이다. 

  

진정한 출가이유는 

  

부처님은 태자로 삶을 살 때 철마다 세 개의 궁전에서 지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이 결국 재난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태자의 출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을 보면 “씨족은 ‘아딧짜’라고 

하고, 종족은 ‘싸끼야’라 합니다. 그런 가문에서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출가한 것입니다.” (stn423) 라 되어 있다. 

태자는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안온을 찾고자 한 것이다.  

  

출가이유로서 랏타빨라의 경이 유명하다. 부유한 장자의 아들 

랏타빨라는 부인이 여럿 있음에도 출가를 감행 했다. 유명한 랏타빨라의 

출가이유를 보면  “감각적 쾌락의 묶임에서 재난을 보고 왕이여, 나는 

출가를 택했습니다.”(M82) 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출가는 ‘네 가지 진리에 대한 가르침(cattāro dhammuddesā)’에 있다. 

랏타빨라의 경에 실려 있는 네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진리 

“이 세상은 불안정하여 사라진다” 

- 늙고 노쇠하고 고령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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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진리 

“이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 

  

3) 세 번째 진리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버려져야 한다” 

- 저 세상으로 갈 때 지은 행위대로 가는 것 

  

4) 네 번째 진리 

“이 세상은 불완전하며 불만족스럽고 갈애의 노예상태이다” 

- 이익과 욕망을 찾아 이것 저것을 탐하는 것 

  

  

네 가지 진리가 출가이유라 볼 수 있다. 랏타빨라는 이런 이유로 

출가했다. 앞으로도 출가할 자들에게 출가이유가 될 것이다.  

  

중학교 다닐 때 낭만적 출가를 생각했었다. 단지 고승의 깨끗한 삶이 

좋아 보였다. 그런 이유로 마음속에 출가를 생각 했었다. 만약 그때 

당시 출가를 감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변성기의 시작과 함께 

견디어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욕락의 삶을 살지만 

  

감각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출가는 미친 짓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즐거움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의 모든 것들 

원하는 것, 사랑스런 것, 마음에 드는 것,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 

  

그것들은 하늘사람과 인간의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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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소멸될 때가 되면 

그들은 그것들을 괴로운 것이라 여기네.”(S35.136) 

  

  

세상사람들은 오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나 경에 따르면 오욕의 

삶을 살지만 결국 괴로운만 남을 것이라 했다.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S35.136) 라며 세상의 흐름과 반대의 삶을 

산 것이다. 이것이 출가자의 모습이다. 

  

족쇄가 채워졌다! 

  

부처님은 29 세 때 출가 했다. 아들 라훌라가 태어난 것을 보고 “라후 

자또, 반다남 자땀(Rāhu jāto, bandhanam jātam) ”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 말뜻은 “라후( Rāhu)가 태어났다, 족쇄가 채워졌다”라는 

말이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삶은 가장으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내와 자식에게 묶이게 된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쇠나 

나무나 밥바자 풀로 만든 것을  현명한 님은 강한 족쇄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석이나 귀고리에 대한 탐착, 자식과 아내에의 애정을 강한 

족쇄라고 말한다.” (Dhp345) 라 했다.  

  

한 남자가 자식과 아내를 가진 가장이 되면 즐거움과 기쁨도 맛보지만, 

또한 고통도 맛보게 된다.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맛보게 하는 족쇄에 

묶이면 결국 개인의 삶은 고통속에 빠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족쇄에 묶이면 윤회(samsara)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태자는 출가를 결심했다. 그런 

결심은 잘 한 것일까? 원담스님의 섭세일기에서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원담스님의 섭세일기에서 

  

32 상을 갖춘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다면 전륜성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얘야 웃따라야, 우리들의 성전에는 서른두 가지의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전수되고 있다. 그러한 모든 특징을 성취한 위대한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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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운명 외에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가 재가에 

있다면, 전륜왕이 되어 법에 의해 통치하는 정의로운 왕으로서 사방을 

정복하여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고 일곱 가지 보물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가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모든 덮게를 

제거하는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이 된다.” (M91)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32 상을 가진 자에게 두 가지 운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고, 출가하면 정등각자가 되는 

것이다. 

  

태자 싯다르타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운명대로 

전륜성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한 결정이었을까? 

이에 대하여 원담스님은 자신의 섭세일기에서 이렇게 표현 했다.  

  

  

“역시 싯다르타가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한 것은 

옳았다. 전륜성왕도 결국에는 폭력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인기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왜? 전륜성왕의 이상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줄 인민의 

지지가 없다면 아무리 전륜성왕일지라도 자기의 뜻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원담스님, 섭세일기-2016 년 봄 8)   

  

  

태자 싯다르타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전륜성왕의 길과 부처의 

길이다.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틀림 없이 전륜성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 했을 것이라 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전인도를 승가에 보시했지만 

  

전륜성왕은 ‘담마에 의한 정복(Dhammavijaya)’을 추구한다. 이는 

초기경에서 “그는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정복하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을 사용한다.” (M91)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담스님에 따르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 

했다. 칼과 몽둥이를 쓰지 않고 정법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공업(共業)’으로 설명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 주지 않았을 때 칼과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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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아소까대왕은 전륜성왕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아소까의 

말년은 비참했다. 재세시 전인도를 승가에 보시하였으나 말년에는 

아무것도 보시 할 수 없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전 대지를 정복하여 

10 억을 보시했던 행복한 왕도 마지막에는 그 왕국이 아말라까 열매의 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록 슬픔 없는 아소까였지만 공덕이 다 하여 

죽음을 향했을 때 바로 그 몸으로 슬픔을 느꼈다.” (Vism.8) 라 되어 

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따르면 전륜성왕 아소까의 비참한 말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빠딸리뿟따의 꾹꾸따라마(Kukkutarama)승원에 큰 탑이 있는데 이름이 

아말라까(amalaka)탑이라 하는데 아말라까란 인도의 약용과일 이름이다. 

아소까 왕이 병이 들어 중태가 되었을 때 승가에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려 하였으나 가신들의 만류로 공양할 수가 없었다. 천하를 

마음대로 통치했던 권력은 가버리고 이제는 오직 식사에 나온 

아말라까만 뜻대로 될 뿐이라고 한탄하면서 아말라까를 먹지 않고 

꾹꾸따라마 승원으로 보냈다. 그래서 승가대중들은 그 아말라까를 

끈으로 묶어 국을 끓여 국물은 대중이 모두 먹고 아말라까를 꺼내어 

탑을 세우고 탑 속에 모셨다 한다. 

(일아스님의 ‘아소까-각문과 역사적 연구’에서) 

  

  

아소까대왕 당시 인도에서 “온 세상을 승가에 보시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그 시대의 관습이었다고 한다. 대신과 관리들은 그 보시한 세상을 

많은 돈을 내고 다시 찾아 오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소까대왕이 말년에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승가에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려 하였으나 가신들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그 보배를 

승가로 부터 돈을 주고 다시 사 와야 했기 때문이다. 슬픔이 없는 

행복한 왕도 말년에 공덕이 다하여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싯다르타의 선택이 옳았다 

  

만일 태자 싯다르타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틀림 없이 전륜성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륜성왕이라 칭송되는 아소까대왕처럼 되었을지 

모른다. 전인도를 승가에 보시했던 아소까대왕은 말년에 탑에 유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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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히 죽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태자 싯다르타의 선택은 

옳았다.  

  

원담스님은 섭세일기에서 “역시 싯다르타가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한 것은 옳았다.”라 했다. 이는 출가자 모든 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같다.  만일 출가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출가자들이 

출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옳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방울이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바다에 

던지면 되느니”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영화 삼사라(2001), “한방울이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바다에 

던지면 되느니..” 

  

  

  

2016-05-3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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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있는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뉴스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바다 건너 섬마을 

오지에서 벌어진 사건이 불편함을 너머 화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 사람 입니다. 우리는 사람 입니다. 나는 인간 입니다. 우리는 인간 

입니다. 나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악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모습한 모습을 한 자에 대하여 사람, 인간, 뿍갈라, 

뿌리사, 마눗사, 오온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 중 

‘마눗사(manussa)’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마음이 탐-진-치와 불탐-

부진-불치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마눗사라 한다.”(DAT.iii.130) 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중생들보다도 마음의 기능이 더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과 불선의 가치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들 보다 선업을 지을 가능성이 더 크고 반면에 악업을 지을 

가능성 역시 더 큽니다. 따라서 인간은 부처의 영역에 도달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처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어느 섬마을 소식이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합니다. 동네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집단성폭행 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이럴수가” 

“어째서 그런 일이”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악마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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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윳따니까야에 ‘제석천의 일곱 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원이 “나는 살아 있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리라.” (S11.11) 

라는 내용입니다. 왜 가장 먼저 부모를 봉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인간의 악마성에 대한 경계의 말이라 여겨 집니다.  

  

불교에서는 부모를 죽이면 ‘오역죄’라 하여 아비지옥에 떨어져 한량 

없는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입니다. 동물세계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오역죄를 저지른 자는 축생 보다 더 아래 세계,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나 

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입니다.  

  

인간의 스펙트럼은 다양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서부터 성자에 

이르기 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간군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요? 

  

인간의 지위를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 흔히 ‘맹구우목’의 비유로 설명 

합니다. 눈먼 거북이 망망대해에서 구멍 뚫린 널빤지를 발견하고 그 

구멍속에 머리 내밀기라 합니다. 그것도 백년 마다 한번씩이라 합니다. 

반면 인간의 지위를 잃기는 매우 쉽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악 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가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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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선처에 태어날 자는 손톱 끝의 흙먼지 정도에 지나지 않고 

악처에 날 자는 대지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악처에 떨어 집니다. 선처에 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사람들은 일생동안 선행보다 악행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동물적 삶이나 다름 없습니다. 

식욕과 성욕에 지배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 입니다. 

약한자는 강자에게 먹히고 강자는 약자를 먹잇감으로 합니다.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을 접했을 때 인간에게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약육강식의 동물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동물의 세계는 양심과 수치심, 즉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것 입니다. 내적으로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움(양심=hiri=慚)’ 이라 합니다. 지금 악행을 저질렀다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입니다. 그래서 언제 발각될지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창피함( 수치심=ottappa=愧)’ 이라 합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있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할 수 

없다면, 어머니나 이모나 외숙모나 선생의 부인이나 스승의 

부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은 염소, 양, 닭, 돼지, 개, 

승냥이이처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하므로, 

어머니나 이모나 외숙모나 선생의 부인이나 스승의 부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It.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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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양심)과 창피함(수치심) 입니다. 두 가지가 결여 되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띠붓따까(여시어경) 에서는 

‘어머니나 이모나 외숙모나 선생의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와 

같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말 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위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계를 지키지 않는 자들 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오계를 

지켜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둑질 하다 붙잡혀 목이 잘리길 

무수히 반복하였고, 부녀자를 겁탈하여 역시 목이 잘리길 무수히 

반복했습니다. 흘린 피가 사대양에 비할 바 아니라 했습니다.  

  

목이 잘릴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며 눈물로 맹세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살생, 도둑질 등을 하는데 은연중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계를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눈물의맹세’를 잊어 버리고 오계를 어기며 살아 갑니다. 

  

오계를 지키지 않아 축생 등 악처에 떨어지면 다시는 인간몸 받기 

힘들다 했습니다. 맹구우목의 비유가 잘 설명해 줍니다. 약육강식의 

축생의 세계에서 인간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깨달은 자가 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백년에 한번 널판지를 발견하여 더구나 구멍이 있는 널판지에 고개를 

내밀어 인간이 되는 확률 보다, 지금 이 몸 받았을 때 오계를 지켜 이 

생에서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는 것 입니다.  

  

인간의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청 주파수대역에서 부터 

수 백 기가헤르츠의 비가청대역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존재 하듯, 인간의 

마음은 지옥에서부터 천상에 이르기 까지 확장 되어 펼쳐 집니다. 때로 

부처의 성품도 있지만 악마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늘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늘 ‘사띠(sati)’하면 오계는 자연스럽게 지켜 

진다고 했습니다. 

  

  

2016-06-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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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면 

  

  

 
  

  

“내눈으로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대단히 경솔한 말이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는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신이 

경험하고 사유하고 추론한 것은 진리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말한다. 

  

“죽으면 끝이야! 천당이 어딧고 지옥이 어딧어?”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와같은 단멸론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된다. 주로 유물론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죽는 것에 대하여 ‘돌아 

간다’라 하는데 역시 유물론적 견해이다. 사대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갖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사견’이라 한다. 개인적 

견해를 말한다. 사견이 체계화 되면 육사외도처럼 된다. 부처님가르침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빗나간 견해이다. 과녁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과학을 맹신하다시피 한다. 그런 과학은 유물론이라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과학은 물질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을 

유물론의 범주에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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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내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 말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 사유, 추론 또는 전승된 가르침에 꽉 갇혀 있는 꼴이 

된다. 과거에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더구나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사견에 빠진 것이다. 

  

초기경전을 접하기 전에는 과학주의자였다. 요즘 유행하는 무신론 같은 

것이다. 죽음 이후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없다. 또한 ‘돌아간다’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믿었다. 전승된 가르침에 의존한 

것이다. 그런 가르침은 진리일까? 

  

삶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다. 잘 차려 입은 사람이 늘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띄고 있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 하여 생노병사 등 팔고를 설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누군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뜯어 봐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고성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 하여 갈애를 원인으로 지목했을 때 

부정할 자는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 하여 해탈과 

열반을 설했을 때 역시 부정할 자가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 하여 팔정도를 설했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팔고에 해당되는 것을 알았을 때, 더구나 

갈애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진리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해를 바탕으로한 확고한 ‘믿음(saddha)’이 생겨나는 것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 괴로움이 대체 어디서 시작 되었는지 알지 

못 한다. 그러다 사성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경함과 사유와 추론이 

가르침과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성제를 진리로 받아 들이면 초기경전에서 보는 초월적 존재나 신비한 

이야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내눈으로 보지 않았다 하여 믿지 않는 

경솔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려니’ 하며 판단을 유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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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을 열어보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 이제까지 사유하지 

못한 것, 이제까지 추론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하다. ‘내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경솔한지 알게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누군가 고통이 ‘내탓’이라거나 또는 ‘네탓’이라 한다. 대부분 

추론이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내탓도 

아니고 네탓도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만 해서 생겨난 것이다. 오로지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고통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정견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나머지는 

빗나간 견해이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사유하지 못했던 것, 추론하지 못했던 

것이 초기경전에 다 들어 있다. 초기경전을 접하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준다. 

  

  

2016-06-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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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스님들이 정치를 했을 때 

 

  

  

종회의원스님 말하기를 

  

최근 교계신문에 난 칼럼을 보았습니다. 종회의원이기도 한 S 스님이 쓴 

“견해다르다고 종회의원들 권승 매도해서야”라는 칼럼 입니다. 

S 스님은 칼럼에서 종회에서 성안중에 있는 일명 ‘염화미소법’에 

대하여 마치 권승들이 기득권을 지켜 내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로 매도 

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하여 우려했습니다. 더구나 ‘타락한 

권승들’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매우 불편해 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칼럼에서 현 종회의원들에 대하여 타락한 권승들이라고 매도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권승으로 매도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당사자들 

역시 권력을 탐하는 정치승과 다를 바 없다.”라 했습니다.  

  

행위로 인해 

  

한편에서는 ‘권승’이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치승’이라는 딱지를 

붙여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게송이 있습니다.  

  

  

Na jaccā brāhmaṇo hoti  
na jaccā hoti abrāhmaṇo 
Kammanā brāhmaṇo hoti  
kammanā hoti abrāhmaṇo. 
  

[세존]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나,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stn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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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부처님 말씀 입니다. 부처님은 행위에 의해 

‘고귀한 자’도 될 수 있고 ‘천한 자’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빠알리어 ‘깜마(kamma)’로서 한자어로 ‘업(業)’이라 

하고, 영어로는 ‘action’이라 합니다.  

  

부처님 당시 ‘바라문(brāhmaṇa)’은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문이 된다는 것은 태생에 의해서라는 것 입니다. 

바라문가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바라문이 되어 고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집에서 태어나면 노예로 한평생 살게 되겠지요.  

  

그 때마다 통용되는 명칭 

  

부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급을 부정했습니다. 태생이 아니라 

행위로 현재 위치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Kassako kammanā hoti  

sippiko hoti kammanā, 

Vāṇijo kammanā hoti  
pessiko hoti kammanā. 

  

[세존]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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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pi kammanā hoti  

yodhājivopi kammanā, 

Yājako kammanā hoti  

rājāpi hoti kammanā.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왕이 됩니다.”(stn651,652) 

  

  

농사짓는 사람을 ‘농부’라 합니다. 기술을 가진 자를 ‘기술자’라 

부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상인’, 사업하는 사람은 ‘사장’이라 

합니다. 모두 행위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복하다 보니 몸에 베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자를 ‘전사’라 부르고,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제관(yājako)’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제관은 오늘날 타종교의 사제라 

볼 수도 있고 무속신앙의 무당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 부르는 

것은 왕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요? ‘도둑놈’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진 자는 모두 도둑놈이라 부릅니다. 

설령 그것이 합법을 가장 하였더라도 불법과 탈법에 의한 것이라면 

도둑질입니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역시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불로소득도 넓은 의미로 도둑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농부, 어부, 기술자, 전사, 도둑놈, 제관 등 갖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붙여 줄 만해서 부르는 것 입니다. 이런 명칭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 

때마다 통하는 명칭으로 생겨나 여기 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 

(Sammuccā samudāgataṃ tattha tattha pakappitaṃ)”(stn648) 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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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성은 명칭의 시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행위에 따라 달리 불려질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을 농부라 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 부릅니다. 행위에 따라 직업에 따라 

그때 그때 붙여 줍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빠알리니까야 번역자 전재성박사는 빠알리어 ‘빅카웨(bhikkhave)’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이라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자 대림스님과 

각묵스님은 “비구들이여”라 번역했습니다. 빠알리어 

‘빅쿠(bhikkhu)’에 한편에서는 ‘수행승’이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구’라 합니다. 그렇다고 ‘사문’이라 번역하지 않습니다. 사문은 

‘사마나(samaṇa)’의 음역으로서 불교수행자뿐만 아니라 외도의 

수행자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빅쿠에 대하여 수행승이라 합니다. 걸식자를 뜻하는 말이지만 

‘걸인’과 다릅니다. 계정혜 삼학을 닦는 ‘걸사’라는 뜻이 더 맞을 

것 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빅쿠(Saṃsāre bhayaṃ ikkhatīti bhikkhu)”(Vism.1.7) 라 했습니다. 

이는 “그는 재생의 굴레에 있어서 두려움을 본다. 그래서 그는 

빅쿠이다”라는 뜻 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행위의 두려움입니다.  

  

행위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는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율을 받아 배웁니다.”(D2) 라 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행위에서 

시작 됩니다. 행위는 결국 업으로서 태어남을 유발하고 맙니다. 

세세생생 윤회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고”(M49) 라 했습니다. 

  

갖가지 명칭의 스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과거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행위에 따라 미래가 전개 됩니다. 행위의 두려움을 안다면 다시태어남을 

유발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스님들은 갖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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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잘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도 있습니다. 

무용을 잘하는 스님, 음식을 잘 만드는 스님 등 특별난 재주를 가진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스님들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요? 가수스님, 

화가스님, 무용스님, 쉐프스님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수행만 하는 스님에 대하여 ‘수행승’ 또는 ‘수좌승’이라 합니다. 

‘이판승’이라고도 합니다. 사찰의 역임을 맡고 있는 스님을 

‘사판승’이라 합니다. 그때그때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그 때마다 통하는 명칭으로 생겨나 여기 

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 (stn648) 라는 말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스님에 대하여 약칭 ‘승(僧)’이라 합니다. 하는 역할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하는 행위에 따라 각종 명칭이 부여 됩니다. 이판승이 

있는가 하면 사판승이 있습니다. 포교를 열심히 하는 스님을 

‘포교승’이라 합니다. 부정적 명칭이지만 도박을 일삼는 스님을 

‘도박승’이라 하고, 몰래 아내를 둔 스님을 ‘은처승’이라 합니다. 

명칭을 붙여 주기 나름 입니다. 술 마시는 스님에 대하여 

‘음주승’이라 하고, 폭력을 일삼는 스님에 대하여 ‘폭력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정치를 했을 때 

  

종회의원스님들을 종종 ‘권승’이라 합니다. ‘권력승’이라고도 

합니다. 권승의 범주에는 총무원과 같은 종무기관도 해당됩니다. 

종단권력을 쥐고 있는 스님들을 통칭하여 ‘권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에 대하여 대단히 거부감을 가진 스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승’이라 하지 않는다면  무어라 불러야 할까요?  

  

권승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스님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종단정치를 

말합니다.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중앙종회, 행정부와 비슷한 

총무원, 그리고 사법부와 비슷한 호계원이 있습니다. 삼권분립 형식의 

정부조직과 유사합니다. 이들 종무기관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넓은 범주에서 보면 정치승이고 권력승입니다.   

  

종회에서는 종책모임이 있어서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종단종치를 하는 한 정치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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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회의원스님들은 모두 

‘정치승’입니다. 그리고 남이 갖지 않느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권승입니다. 모두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부처님이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라며 말씀하신 것이 틀림 

없음을 말합니다. 

  

권승이라고 부르면 안되나요?  

  

스님이 정치행위를 하였을 때 정치승이 됩니다. 입법권을 가진 막강한 

종회의원스님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 하였을 때 권승 또는 권력승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행위에 의해 그때그때 명칭이 

시설된다’라는 말이 틀림 없습니다.  

  

종회의원스님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교구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든가 특정 문중이나 특정인맥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권승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중의 뜻을 

받들어야 할 종회의원스님들이 총무원장직선제와 같은 대중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더구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염화미소법을 검토하고 

있다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회의원스님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하여 불온시 하며 기득권 수호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이익’과 ‘명예’와 ‘칭송’에 사로 잡혀 있는 스님들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요? 권승이라고 부르면 안되나요?  

  

  

[세존]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뭇삶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stn654) 

  

  

2016-06-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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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방후원형 예덕리 고분군을 보고 

  

  

  

아침 6 시 25 분 광주송정행 KTX 열차를 탔다. 정확하게 7 시 59 분에 

떨어졌다. 1 시간 34 분 걸린 것이다. 작년 봄에 완전개통된 호남선 

KTX 가 300 여 키로미터의 거리를 불과 1 시간 30 여분 만에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다. 

  

일년에 한번 조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각지에 살고 있는 

사촌들이 고향에 모이는 날이다.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고향집이다. 이제 정례화 되어서 이맘 때쯤 의례 가는 날로 되어 있다. 

일년에 한 차례 고향땅을 밟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일부로 걸어서 

  

광주송정역에서 문장으로 가는 500 번 시외버스를 탔다. 영광으로 가기 

전에 문장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정차한다. 이곳부터 걸어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다. 먼저 도착한 사촌형님에게 차를 부탁할 수도 

있으나 걸어가기로 했다. 약 3 키로 거리로 도보로 약 삼사십분 가량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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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가는 길에 보는 고향풍경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 특별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너무 

평범해서일까 어느 음악평론가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초기 활동 했던 

미국의 시골 마을 멤피스를 한국의 함평같은 곳이라 했다.  

  

함평한우 

  

함평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을까?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비는 청정한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갖가지 꽃과 함께 열리는 나비축제는 함평을 알리는 대표축제가 되었다. 

요즘 또 한가지 알려진 것이 있다. 함평한우이다. 한우 역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강하다. 걷다 보니 이곳 저곳에 대규모축사가 널려 있다. 

고향이 그대로 있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본다면 불만족스런 것이다.  

  

  

  

 
  

  

  

세상은 끊임 없이 변하고 있다. 고향이라고 해서 변화의 물결을 비켜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공단이 들어 온다든지, 대규모 주택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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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천만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너른 

평야에 논농사에만 의존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규모 축사가 

좋은 예이다.  

  

환경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변한 것 같다. 걷다 보니 맞은 편에서 

가무잡잡한 피부의 외국인이 걸어 온다. 서로 마주치자 미소를 띠며 

목인사를 한다. 축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이다. 생김새로 보아 

서남아시아 사람처럼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 신부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한다. 

  

학교가 사라졌다 

  

길을 계속 걸었다. 유월의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 쪼이기는 하지만 

오전이라 견딜만 했다. 도심이라면 몇 백미터만 걸어도 사람과 자동차로 

짜증을 유발하지만 시골길은 아무리 걸어도 상쾌하다. 사람 구경하기 

힘들다. 어쩌다 자동차 몇 대가 지나갈 뿐이다. 

  

시골집으로 가는 코스는 정해져 있다. 늘 다니는 길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 길은 유년시절 어머니손을 잡고 걷던 길이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저 멀리 산은 옛날 그대로이다. 세월은 흘렀지만 길과 

들과 산은 변한 것이 없다. 하늘의 구름도 옛날 그대로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것들, 생명 있는 것들에 변화가 생겼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이다. 

  

일부로 초등학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교이다. 들 한가운데 있는 학교로서 유년기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없었다. 학교가 사라진 것이다. 옛날의 흰색 단층 

건물도 보이지 않고, 운동장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대신 김치공장등 몇 동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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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 저 멀리 산이 보인다. 불갑산이다. 어린시절 보았던 산세 

그대로이다. 저 멀리 불갑산은 변한 것이 없는데 유년기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초등학교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흔적을 찾아서 

  

혹시 흔적은 없을까? 김치공장 뒷편으로 가 보았다.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다. 이곳이 학교이었음을 알리는 기념비 등 몇 가지가 한 켠에 

모아져 있다. 잡초와 잡목으로 접근하기 힘들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초등학교명이 새겨져 있는 돌기둥이 두개 있고, 교장기념비, 

그리고 학교연혁비, 소녀상이 있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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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연혁비를 보았다. 학교는 사라졌지만 학교의 역사를 매우 

간단하게 돌에 새겨놓았다. 기록을 보니 1933 년에 1 학급 21 명으로 

개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제시대 때이다. 전성기때도 있었다. 

기록문에는 학급수 26 학급에 학생수 1,642 명이라 한다. 아마 

베이비붐세대가 취학 했을 때일 것이다.  

  

초등학교 1 학년 다닐 때 두 세 학급 정도 되었다. 등교시간이 되면 들녁 

이곳저곳에서 오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학생도 

사라지고 학교도 사라졌다. 기록문에는 1999 년 폐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념물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상이다. 백색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인다. 처음에 이 소녀상을 보았을 때 매우 이국적 

이었다. 서양식 모자를 쓰고 있는 것 하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시골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 이승복 등의 

동상이 있었을 텐데 책을 읽고 있는 소녀상을 보니 낭만적으로 보였다. 

이 동상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될 것 같다. 

  



400 

 

  

  

   

  

이곳이 학교임을 나타내는 결정적 구조물이 있다. 아마 정문 양 옆에 

세워졌을 것이다. 길게 세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돌기둥이 그것이다. 

돌기둥에는 보일락 말락 한자어로 ‘월야북공립국민학교’라 새겨져 

있다. 일제시대 때 세워진 것일까?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 불렸다. 다니던 학교는 분교로서 보통 ‘월야북교’라 

불렸다. 월야면에 큰 학교가 있었고 면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분교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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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진 옥답이 잔디밭으로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해 갔다. 초등학교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기름진 논밭도 사라진 

것이다. 초등학교가 있던 곳에서 들녁을 가로질러 갔다. 들녁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들에 벼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잔디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거의 칠팔십 프로 되는 것 같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주변에 대규모 한우축사가 이곳저곳에 

녈려있는 것도 낯설지만 벼가 자라야 할 들에 잔디가 자라다니! 하지만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아마 이십년 전부터 

잔디심기가 유행했기 때문이다. 논이나 밭에 작물을 심지 않고 잔디를 

심어 팔기 시작한 것이다. 들녁 통째로 잔디가 자라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에는 관계수로가 거미줄 처럼 형성되어 있다. 수로에는 물이 철철 

흐르고 있다. 물소리를 들으면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러나 

잔디로 변한 논에 더 이상 물댈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물은 철철 잘도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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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에 도착하니 

  

고향집에 도착했다. 사실 큰집이다. 백부가 오랫동안 살던 집이다. 해방 

후 지었다는 전형적인 초가삼간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집에서 살았고, 

이후 큰 아버지 댁이 살았다. 할아버지 자손들은 이 집을 고향집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고향집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거의 

이십년 되었다. 다만 일년에 한차례 제사모시는 것을 기회로 사촌들이 

모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허물어지기 쉽다.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여 

정기적으로 손 보지 않으면 폐가가 되어 쉽게 허물어진다. 시골집도 

그런 과정에 있다. 집을 지은지 칠십년 가량 되었지만 원형을 유지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마당에는 이웃에서 심었는지 수박이 자라고 있다. 뒷편으로 가보니 이맘 

때쯤 피는 석류꽃이 한창을 지나 떨어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 

확인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호랑가시나무’이다. 작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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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훌쩍 자란 듯 하다. 이제 가속이 붙는 것 같다. 이삼년 전만 

해도 매우 연약해 보였으나 매우 풍성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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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덕리 고분군 

  

제사를 지내고 선산에 가 보았다. 선산에 가다 보면 커다란 봉분을 

만나게 된다. 예덕리 고분군이다. 사촌형님에 따르면 ‘장구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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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장구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 오는 전설도 

있다고 했다. 또 무덤과 관련하여 도깨비불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마치 

왕릉처럼 생긴 커다란 무덤은 왜 이곳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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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에 커다란 무덤이 있다. 이를 묶어 예덕리 고분군이라 한다. 

표지판을 보았다. 표지판에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군’이라 내력이 

자세히 적혀 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덕고분은 길게 뻗은 자연구릉의 정상부에 장축이 서쪽으로 15 도 가량 

치우쳐 축조되었다. 고분의 형태는 한쪽이 네모지고 다른 쪽은 둥근 

전방후원형이다. 규모는 전체길이 51m 에 원형부 직경 30m, 방형부 25m, 

연결부 폭 19m 이며, 높이는 자락에서 원형부 5m, 방형부 4m, 연결부 

3.25m 이다. 

  

고분의 분구상에서 조사된 석열은 중단부터 위쪽으로 1-1.5m 로 쌓았으며 

최하단석은 대형할석을 놓고 위쪽은 작은 활석을 덮었다. 주변에서는 

고분의 형태를 따라 웅덩이 모양으로 파낸 도랑(주구)과 분구로 

연결되는 8 개소의 길(도로)이 확인 되었다. 

  

매장주체시설은 지상식의 횡혈식석실로 짧은 연도와 묘도를 갖추었다. 

석실 4 벽은 아래에 큰 판석을 세우고 위에는 할석을 촘촘히 쌓은 

맞조임식이다. 유물은 항아리, 뚜껑접시, 금제이식, 마구류가 출토 

되었다. 

  

신덕고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사된 전방후원형분으로 한일 

고대문화 교류관계를 밝혀줄 중요한 유적이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군, 전라남도 기념물 제 1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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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의 특징은 ‘전방후원형’이라 했다. 이를 장구모양같다고 하여 

이곳 사람들은 ‘장구봉’이라 했다 한다. 마치 무덤이 산처럼 크게 

보여서 장구봉이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방후원형’은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설명문에는 “한일 고대문화 

교류관계를 밝혀줄 중요한 유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예덕리 고분군은 TV 에서 방영된 바 있다. 역사스페셜 시간에 집중 

조명되었다. 백제시대 이전 마한시대에 이 부근이 중심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너른 들녁으로 되어 있지만 바다로 통하는 길도 있었다고 한다. 

나이 드신 사촌형님에 따르면 지명 중에 ‘뱃재’가 있는데 배가 들어 

오는 고개라는 뜻이라 한다.  

  

예덕리 고분군은 알려진 것은 1982 년 기념물로 지정 되면서 

부터이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분의 규모로 보아 이곳이 

마한시대에 중심지이었을 것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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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 이대로 

  

고향에 가면 늘 정적이다. 사람 구경하기 힘들다. 사람들과 차량으로 늘 

북적이는 도시와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변화는 감지 된다. 십 수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우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외국인이 보이고, 

무엇보다 논이 잔디밭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산천은 변한 것이 

없다. 저 멀리 불갑산과 태청산은 옛모습 그대로이다. 우리 부모세대도 

저 산을 보았을 것이고 조부모 세대도 저 산을 보며 살았을 것이다. 

시간을 더 거슬로 올라가 4 세기 또는 5 세기의 마한 사람들도 저 산을 

보며 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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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커다란 무덤을 남겼다. 전방후원형이라는 

독특한 모양이다. 이를 현지사람들은 장구봉이라 한다. 그러나 어떤 

용도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너른 

평야를 배경으로 하여 커다란 세력이 형성되었으리라는 것은 무덤의 

규모를 통해서 짐작할 뿐이다.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환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저 멀리 

불갑산과 태청산이 옛날 그대로 모습이듯이, 천 수 백년을 그 자리에 

있는 고분군 처럼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유지 되었으면 한다. 

  

  

  

2016-06-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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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간은 쓰레기를 남기고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납품한 물건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 “또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까?”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비아홀(viahole) 하나가 형성 되지 않아 전량 못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지체 없이 후속조치 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다시 제작 해 주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때운 것 입니다. 확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값비싼 댓가를 치루었습니다. 

  

납품한 물건은 산업폐기물이 되어 전량 쓰레기장으로 갔을 겁니다. 이런 

일은 산업현장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설계가 잘못 되어 불량품이 양산 

되었을 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럴 경우 공장 마당에 잔뜩 쌓아 놓고 

불을 지릅니다. 다시는 이런 제품 만들지 말라는 경고의 메세지 입니다. 

  

어느 번역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 천 권을 출간 했는데 

잘못된 곳이 있어서 스티커 처리 했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입니다.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고 너덜너덜해 진 것 같아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전량 폐기 처분하고 새로 다시 출간 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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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곳에 쓰레기로 넘쳐 납니다.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종이나 신문지, 책, 종이박스 등 

재활용품 입니다. 수 백 가구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는 산을 이룹니다.  

  

점심때 주로 카페테리아에서 식사 합니다. 수 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곳 

입니다. 작은 식당에 갈 수도 있지만 나홀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으면 

영업방해 하는 것 같아 카페테리아를 선호 합니다. 식판을 들고 골라 

먹는 부페식 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벽면에 ‘남기면 천원 반드시 받습니다’라는 풀레카드가 

걸려 있지만 구호에 그칠 뿐 입니다. 

  

스님과 식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도심 속 포교당 입니다. 사미승이 

차려준 소박한 상과 마주 했습니다. 고기는 일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채소, 나물 등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남김 없이 비웠습니다. 

청정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도심선원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골절에 하루 묶었을 때 식단 역시 청정 했습니다.  

  

매일 잔치날이고 매일 파티날 입니다. 고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기름진 음식에 술이 따라 갑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남깁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해가 길어서 이른 아침에 

스마트폰 자판을 칩니다. 메모를 활용 합니다. 그 동안 쓴 것을 보니 

줄줄이 끊임 없이 스크롤 됩니다.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 같습니다. 이를 카톡과 밴드에 올리고 또 블로그에 

올립니다. 블로그에 10 년 동안 쌓인 것을 보니 어마어마 하게 양이 

많습니다. 모두 ‘구업(口業)’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2 만 5 천 단어, 남자는 만 5천단어는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 잡담 입니다. 끊임 없이 떠들어 대는 것도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업을 짓습니다. 

선업 보다 악업이 되기 쉽습니다. 도둑질 하고 사음 등을 하는 것만이 

악업이 아닙니다. 잡담히는 것도 악업이 됩니다. 잡담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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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하게 되고 이간질 하게 되고 거짓말 하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모두 거짓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쌓인 업을 모아 두면 얼마나 될까요? 

태어나 지금까지 쌓인 업은 히말라야보다 더 높을 겁니다. 대부분 

선업보다 악업이 더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업은 

누적 된다는 사실 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업을 짓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면 자신이 지은 업에 압도 당할 것 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쓰레기로 넘쳐 납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난지도처럼 됩니다. 컴퓨터에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기능이 정지 

됩니다. 누적의 힘 입니다. 중력이 누적 되면 블랙홀이 되듯이, 피로가 

누적 되면 병이 되고 죽음에 이릅니다. 악업이 누적 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쓰레기는 배출하지 말아야 하고 틈틈이 비워 내야 합니다. 욕망으로 

분노로 살 때 쓰레기는 넘쳐 납니다. 욕망의 쓰레기, 분노의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히말라야보다 더 높을 겁니다. 윤회하며 쌓인 쓰레기는 

수미산 보다 더 높을 것 입니다. 

  

  

“일겁의 세월만 윤회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겨놓는 유골의 양은 

그 더미가 큰 산과 같이 되리라고 

위대한 선인께서는 말씀 하셨네.” (S15.10) 

  

  

2016-06-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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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정한 식사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망설였다. 일을 하려면 무엇이든지 먹어야 한다. 

그것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가급적 

든든하게 먹고 임해야 한다.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처럼 든든하게 

먹고 일터로 달려 가는 것이다. 

  

라면을 먹었는데 

  

아침에 라면을 먹었다. 밥을 해 놓은 것이 없고 빵을 먹자니 내키지 

않았다. 그때 얼큰한 라면 국물이 떠 올랐다. 한번 이렇게 생각되자 

라면봉지를 찢고 말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러나 멈출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뜨거운 물에 투하하고 난 일이었다.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쩌다 가끔 먹는다. 라면 특유의 강렬한 맛과 

얼큰한 국물맛 때문에 종종 먹는다. 그러나 먹고 나면 반드시 후회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는 것이다. 그것은 라면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싸구려이기도 하지만 무엇 보다 ‘인스턴트식품’이라는 

것이다. 값싸게 대량생산하다 보니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맛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먹고 나면 늘 찜찜했다. 이번 경우에도 그랬다. 결국 

아침은 실패로 끝났다. 

  

사람들은 종종 알면서도 속는다고 말한다. 뻔히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에게 매번 속는다. 인스턴트식품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손이 가는 것이다. 라면이 그렇고 봉지로 

된 믹스커피가 그렇다.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식품들이 다 그렇다.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임에도 아침에 일터로 나왔다. 일년 삼백육십오일 늘 있는 

곳이다. 주말이라 해서 따로 쉬는 법이 없다. 사무실이 쉼터이다. 

놀이터나 다름 없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각종 식물을 사 

놓아서 사무실을 사방에 배치해 놓았다. 차도구도 갖추어 놓아서 손님이 

오면 차대접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최근에는 다량의 차를 

확보했다. 차와 관련된 글을 썼더니 10 년지기 블로그 법우님이 보이차 

등 차를 한박스 보내 주었다. 부산법우님은 귀한 보이차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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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일을 해 주었더니 선물로 중국명차를 주었다. 앞으로 일이년 

차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차와 함께 즐겨 마시는 것이 커피이다. 그러나 봉지커피는 마시지 

않는다. 이전에는 주로 봉지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실 수 없었다. 세 잔 마시면 반드시 탈이 났다. 어느 날은 한 봉지만 

마셔도 속이 불편 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봉지커피는 마치 

‘독극물’ 마시는 것 같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봉지커피를 잘도 

마신다. 아는 사람들 상당수가 하루에 열잔 정도 마신다고 하니 위가 

다른가 보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봉지커피를 대접한다. 믹스커피에 

이미 맛이 들였기 때문이다. 

  

원두커피를 만들어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원두를 갈았다. 원두는 최근 

‘미타정사’ 스님이 준 것이다. 볶은 원두가 한봉지 되는데 반주먹 

정도를 기계에 넣고 돌린다. 돌릴 때 드르륵 소리를 내며 갈린다.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 되는 것 같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럴 때 여유를 찾는다. 가루의 크기는 조정하면 된다. 너무 

얇게 갈아지면 맛이 없다. 중간 정도로 조정하고 갈면 된다. 

종이필터위에 올려 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원두커피가 완성된다. 

밖에서 점심한끼의 반 값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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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를 마시면 부담이 없다. 마치 ‘한약’마시는 것 같다. 

믹스커피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설탕도 타지 않고 그대로 마신다. 

마시면 그윽한 맛이 혀끝에 감돈다. 뒤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봉지커피를 마셨을 때 마시는 순간 강렬한 단맛을 느끼지만 항상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차(茶)를 마시면  

  

원두커피와 함께 즐겨마시는 것은 ‘차(茶)’이다. 차도구를 갖추고 

차가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쇠그물망이 있는 차도구에 

나무숫가락으로 두 스픈 차를 올려 놓는다. 뜨거운 물을 막바로 

붓기보다 한단계 거쳐서 투하한다. 약 1 분 정도 지나면 차 맛을 느낄 수 

있다. 어찌보면 커피 만드는 것 보다 더 쉽다. 물론 봉지커피의 속도에 

따라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차를 우리고 차를 마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여유라 볼 수 있다. 일하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쉬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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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구에 찰찰 넘치도록 뜨거운 물을 붓는다. 찻잔에 주르륵 물이 흘러 

나오는 것도 보기 좋다. 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맑아 지는 듯한 

느낌이다. 차를 마시고 나면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목끝으로 뜨거운 

차를 ‘후르륵 후르륵’하며 넘기면 확실히 몸과 마음이 정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차주전자로 두 번 마시면 느낌이 온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몸의 노폐물이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것 같다. 동시에 마음도 

편안해진다. 

  

음식절제에 대한 이야기 

  

원두커피와 차를 마셨다. 찜찜했던 라면국물이 씻겨 내려 가는 것 같다. 

다시는 인스턴트식품을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 한다. 그러나 

얼큰한 라면 국물맛이 생각난다면 또 다시 유혹에 넘어 갈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이 말씀 하신 ‘청정한 식사’를 떠 

올려야 한다. 

  

초기경전에는 음식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하게 나온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수행승을 나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다. 때 아닌 때 먹는 

것도 금했다. 음식을 접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왜 그런가? 식탐이 있다는 것은 ‘탐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해야 하는 수행승에게 있어서 식탐은 

다름 아닌 욕망으로 사는 것이 된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또한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있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라고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음식을 

섭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안다.” (S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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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음식을 몸에 기름칠 하는 정도로 대하라고 했다.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족한 것이다. 그 이상 되면 ‘욕망’이 개입 되는 

것이다. 욕망은 소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음식절제하는 것 자체가 

수행인 것이다. 

  

음식절제가 왜 수행인가? 

  

음식절제가 왜 수행인가? 부처님은 “계행을 갖추는 것과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것과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과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것이다.” (A4.37) 라 하여 네 가지 원리를 말씀 

하셨다. 음식절제가 계행과 감각의 문 수호와 깨어 있음을 아는 것과 

동급임을 알 수 있다. 청정한 삶의 조건 중의 하나가 음식절제인 

것이다. 

  

부처님은 음식을 대할 때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있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S35.239) 라 했다. 

사실상 ‘빠알리공양게’나 다름 없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양게와는 다른 것이다.  

  

대승불교 오관게를 보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라 되어 있다. 빠알리 

공양게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그것은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라는 말이다. 음식을 약으로 아는 것과 기름칠이나 연고를 

바르는 것과 다르다. 

  

음식을 약으로 여기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빠알리공양게 처럼 몸에 기름칠이나 상처에 난 연고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서 몸의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빠알리공양게에서 음식이 육신을 지탱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대승의 오관계는 일종의‘보약개념’으로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알리게송에서 음식절제는 일종의 수행임에 틀림 없다.  

  

아들고기 이야기 

  



418 

 

부처님은 음식절제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두 사람의 부부가 있었는데 적은 양식만을 가지고 황야의 길을 

나섰다. 그들에게는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의 

부부가 황야를 지날 때 갖고 있던 적은 양식이 다 떨어져버렸는데도 

그들은 아직 황야를 빠져 나오지 못했다. 그때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우리들의 적은 양식이 다 떨어져버렸지만 아직 황야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귀한 아들을 죽여서 말린 

고기나 꼬챙이에 꿴 고기를 만들어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황야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떨까?”(S12.63) 

  

  

이야기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생존욕구가 발동하면 아들도 잡아 먹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이야기는 상윳따니까야 ‘아들의 고기에 대한 경(S12.63)’에 실려 

있다. 결국 부부는 아들고기를 먹고 황야를 탈출했다. 

  

“야, 이 도둑놈아! 밥만 먹고 사냐?” 

  

부처님은 왜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뭇삶들은 ‘자양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양분은 반드시 음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네 

가지 자양분이라 하여 음식과 같은 ‘물질의 자양분’ 뿐만 아니라 

‘접촉의 자양분’, ‘의도의 자양분’, ‘의식의 자양분’이 있다. 

이른바 ‘사식(四食)’을 말한다.  

  

흔히 하는 말로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야, 이 도둑놈아! 밥만 먹고 사냐?”라고 화를 내며 대들었다. 매일 

아침 근사하게 밥을 차려 주면서 하는 말이다. 접촉의 음식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접촉의 음식도 

먹어야 하고, 의도의 음식도 먹어야 하고, 의식의 음식도 먹어야 한다.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들고기를 먹는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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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자양분은 결국 윤회하는 원인이 된다. 밥을 먹는 것, 접촉을 

하는 것, 의도적 행위를 하는 것, 마음을 내는 것 모두가 미래 태어남을 

유발하고 만다. 특히 음식의 자양분에 대해서는 아들고기의 비유를 들어 

무시무시하게 설명했다. 음식을 대할 때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기름칠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 정도로 대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놀이 삼아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취해서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진수성찬으로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영양을 위해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S12.63) 

  

  

아들고기의 교훈을 보면 고기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 탁발승은 주는대로 

먹는다고 하지만 고기를 접하였을 때 아들고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훈의 영향이어서일까 대승보살계에서는 고기먹는 것을 

금했다. 이는 보살계에서 “불자들아,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 

어떠한 중생(衆生-생명)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보살계 48 가지 가벼운 계율에 실려 있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중생들이 보고서 도망을 한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한없는 

죄를 짓나니, 짐짓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라 되어 있다.  

  

빠알리율장에서 고기를 금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탁발에 의존하는 

수행승들은 주는 대로 먹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들고기 교훈을 

기억한다면 고기를 접할 때 아들고기를 먹는 부모심정이 될 것이라 

본다.  

  

요즘 먹방을 보면 

  

부처님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음식절제를 말씀 했다.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에게도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stn337)”라 했다. 

음식절제야말로 청정한 삶에 이르는 길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음식절제를 하지 못한다. 음식을 몸을 지탱하는 정도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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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 요즘 먹방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먹방에서 어느 출연자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먹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해지는 것 같다. 한 입 가득 집어 넣고 먹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한상 근사하게 차려 놓고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부처님은 음식대하기를 

아들고기 대하듯 하라고 했다. 

  

청정한 식사 

  

아침에 라면을 먹은 것이 다 씻겨 내려 갔다.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고 

차를 연거푸 두 주전자 마셨더니 자극성 물질이 다 씻겨 내려 간 것 

같다. 오늘 점심 때는 호박을 썰어 넣은 ‘된장국’을 먹어야겠다. 밥은 

된장에 비벼 먹을 생각이다. 이렇게 먹는 것이 가장 청정한 음식이다.  

  

늘 음식절제를 생각하고 아들고기교훈을 떠 올리지만 매번 무너지곤 

한다. 유해한 인스턴트식품을 가까이 하고 순간적인 맛에 유혹당하지만 

늘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가공하지 않은 천연식품이나 

발효식품은 몸을 청정하게 해 준다. 다시 한번 “ 약에 사용되지 못한 

푸성귀는 하나도 없다.” (Vin.I.275) 라는 부처님의 주치의이자 의사 

지바까의 말을 되새겨 본다. 

  

  

2016-06-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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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나의 소중한 멘토 

  

  

이 세상에는 갖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수행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갖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업자도 있고 능력이 안되어 타인의 힘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한가지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PCB artwork’라 

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이 인쇄회로 기판 입니다. 십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하여 하는 일 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불교에서 

금하는 오종 직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재가의 신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기를 파는 것, 사람을 

파는 것, 고기를 파는 것, 술을 파는 것, 독극물을 파는 것이다.” 

(A5.177) 

  

  

 
   

  

앙굿따라니까야 ‘판매의 경’에 실려 있는 가르침 입니다. 무기, 사람, 

고기, 술, 독극물 파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모두 오계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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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와 고기와 독극물을 파는 일이라면 살생과 관련 있습니다. 사람을 

파는 것은 매춘같은 것이어서 음행과 관련 있습니다. 술을 파는 것은 

오계를 어기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종판매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부나 어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듯 합니다. 생계가 아닌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불교에서 금하는 오종직업이 아니어서 다행 

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종종 무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을 설계하기 때문 입니다. 미사일을 직접 만들지 

않지만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픔을 만든다면 무기를 파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어떤 직업도 오종직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입니다. 

  

오종직업에서 자유로우려면 수행자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탁발에 의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재가자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오종직업에 해당 되는 것일지라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 한달에 한 두번 정도라도 팔재계를 

지키는 삶을 산다면 어느 정도 용인 되지 않을까요?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한 직업이 인쇄회로기판설계업 입니다. 

전자제품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이테크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기능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간투자해서 벌어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제조업처럼 큰 것 한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쏟은 만큼 수입이 보장 되는 것 입니다.  

  

일을 하면서 늘 느끼지만 마치 밭을 매는 것 같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고랑 매는 것을 말 합니다. 밭을 맬 때 호미질을 무수히 반복 하듯이 

수천, 수만번 클릭 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손가락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밭고랑 매듯이 오로지 손가락과 팔의 

힘으로 먹고 삽니다. 

  

이 일을 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캐드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작업으로 아트웍 했습니다. 그러다 

캐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적응해 나간 것 입니다. 그러나 2000 년 이후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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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한계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캐드시스템 버전이 높아 질 때마다 적응하지 못 한 겁니다. 이럴 때 

도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멘토’ 입니다. 

  

멘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조언자’를 뜻합니다. 

넓게 보면 선배나 스승도 해당 됩니다. 조언받는 자를 ‘멘티’라고 

합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종속적 관계일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조언자 관계 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일을 하다 막히면 ‘미스터 B’에게 전화 합니다. 언제든지 해결 해 

줍니다. 전화로만 말해 줘도 대부분 해결 됩니다. 어려운 것은 파일을 

보내 요청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우하우를 축적 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십 년 동안 먹고 산지 

모릅니다. 

  

멘토는 나 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아마 열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90 년대 끝자락 모 벤처회사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20 대 후반 이었을 겁니다. 그는 캐드를 능숙하게 다루는 

전문가 이었습니다. 그 때 인연이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막히면 B에게 전화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 됩니다. 만일 

B 가 없었다면 일하는데 꽤 애로를 겪었을 겁니다. 그런 B 는 아직도 

노총각 입니다. 이제는 같이 늙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점심을 근사하게 샀습니다. 법우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최고의 메뉴로 대접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멘토’라고 

선언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언제든지 물어 볼 수 있는 그는 

나의 소중한 멘토 입니다. 멘토를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멘토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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