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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페이스북에서는 종종 과거에 올린 글을 보여준다. 일년전이나 2년전, 3

년전의 글도 있다. 그러나 한번도 노출시키지 않았다. 과거는 지나 간 

것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를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나간 일에 지나지 않는다.  

 

늘 현재를 살아가고자 한다. 글을 써도 늘 현재 시점이다. 과거에 대한 

글을 써도 현재시점에서 느낀 것을 쓴다. 책의 서문도 그렇다. 과거 쓴 

글을 모아 놓은 책을 말한다. 

 

해야 할 일이 여럿 있다. 하루일과가 시작되면 새벽에 경을 암송하는 것

부터 시작된다. 멍때리기하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애써 외운 경을 암

송하는 것이다. 요즘은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빠다나경(정진의 경, 

Sn.3.2)를 암송한다. 

 

아침에 일찍 일터에 오면 먼저 글을 쓴다. 어느 것이라도 좋다. 글을 하

나 완성해야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의무적 

글쓰기’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의무적 글쓰기는 십년이 넘었다. 2005년 블로그를 만들고 2006년부터 글

쓰기를 시작한 이래 멈춤 없이 계속 써왔다. 그 결과 블로그에 글이 엄

청나게 축적되었다. 아마 7천개 되는 것 같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블로그에 글이 있어도 책으로 만들지 않

으면 구슬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책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책을 56권까지 만들었다. 블로그에 쓴 글을 시기별로 또는 카테고

리별로 분류하여 만든 것이다. 이런 책만들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아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될 것 같다. 

 

이번에 만든 책에 대한 서문을 써야 한다. 서문 쓰는 것도 일이다.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화룡점정과 같다. 이번 글은 2014년에 썼던 담마에 대

한 글이다. 이름 하여 ‘57 담마의 거울 2014 I’라고 했다. 통산 57번

째 책으로 2014년 1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3개월동안 쓴 것이다. 글의 

목차를 보면 29개이고 351페이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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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보면 주제가 다양하다. 그날그날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쓴 것이

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처럼 일찍 일터에 나와서 오전을 글쓰기로 보낸 

결과에 대한 것이다. 이런 글을 버릴 수 없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기 때

문에 살아 있는 글과 같지만 이렇게 책으로 묶어 놓으면 글 쓴 보람을 

느낀다. 블로거의 삶의 결실로 본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20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당시 쓴 글

을 보고서 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아무래도 진리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만일 진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이를 먹음에 따

라 달라진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철이 들어간다. 아둔한 사람도 나이를 먹

어 감에 따라 지혜가 생겨난다. 젊은 시절과 노년시절의 지혜는 다른 것

이다. 이렇게 일반사람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부처님이 나이를 먹었다고 하여 바뀌는 것이 아

니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룬 그날 밤이나 열반에 든 그날 밤이나 똑 같은 진리

를 설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45년동안 설했던 것이다. 만일 부처님이 

젊었을 때 말한 것이 다르고 늙어서 말한 것이 달랐다면 일반사람들과 

다름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만류인력과 같은 자연이법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연기법

이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발견하여 부처가 된 것이다. 이런 연기법은 시

대가 바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에 담마에 대한 글을 썼다.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한 

글을 쓰고자 노력했다. 가능하면 개인적인 견해는 넣지 않으려고 했다. 

그 결과 지금 읽어 보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진리는 

본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글쓰기를 하면 실패할 

염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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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써 놓은 글을 보았다. 편집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훝어 본 곳

이다.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다. 그것은 목차 26번에 있

는 ‘빠알리법구경외우기에 도전하며’ (2014-03-07)라는 글이다.  

 

법구경은 423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구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법구경 게송 외우기 도전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에 한게송만 외워도 단순하게 계

산하면 423일이면 된다. 1년 2개월이면 가능한 것이다.”(2014-03-07)라

고 써 놓았다. 이는 희망사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한달에 한품씩 왼

다면 26개의 품이므로 2년2개월 걸릴 것이다.”라고 써 놓았다. 그러나 

역시 희망 사항이 되었다.  

 

현재 법구경은 제3품까지 외웠다. 나머지 23개 품은 언제 외워야 할까? 

외우기로 결심한다면 못 외울 것도 없다. 왜 그런가? 요즘 나의 일상은 

게송을 외우는 것과 경을 암송하는 것도 주요한 하루일과가 되었기 때문

이다. 

 

예전에는 글만 썼었다. 그러나 요즘은 변화가 생겼다. 글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읽기와 외우기, 암송하기를 더 했다. 주로 가르침에 대

한 것이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게송을 외우고, 경을 암송하는 것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될 것 같다. 

 

법구경 외우기는 일생의 과제가 되었다. 일생의 목표가 된 것이다. 실제

로 외워 보면 기쁨이 충만되고 담마에 대한 환희를 느낀다. 몇 달 전 법

구경 제3품 찟따박가(마음의 품)을 빠알리어로 외웠을 때 그랬다.  

 

현재 숫따니빠따 빠다나경을 매일 틈나는대로 암송하고 있다. 이것이 끝

나면 어떤 것을 외워야 할까? 외우고 싶은 경은 많다. 그러나 8년전에 

천명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다음 외워야 할 것은 법구경 제4품인 뿝파

박가(꽃의 품)가 될 것 같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자신에게 약

속한 것도 약속이다. 자신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한다. 

 

 

2022-05-14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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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불편한 진실 
  

  
  
댓글을 받았는데 
  
댓글을 받았다. 수 많은 댓글이 올라 오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다. 

글쓰기로 반나절을 보내고 나머지 반은 밀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몇 일전 받은 글은 간곡하게 답변을 요청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연꽃님의 글을 우연찮게 접하게 되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그런데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최종 가르침에 가는지 못가는지 못르겠으나,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겠지요....말세중생의 근기로 보아서는 어쩌면 

이 수준도 높은 것이 아닐까...이렇게라도 기도하고 경전을 보는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는길이 아닐까? 그리고 삼보님의 보살핌으로 

갈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어느정도 수행과정이 지나면 초기경전의 

인연이 되어 수행할 토대가 만들어지는 한 과정이 아닐까?  

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한 10 년간 기존에 해오던 천수경과 

나무대불정능엄신주 등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는데, 늘 

궁금한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것인지 아닌지가 

늘 알고 싶었습니다...초기경전 강독을 잃어보고 했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느라 다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꼭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왜, 삼보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이렇게 신심이 생기거나 꾸준히 밀고나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사회인이 이렇게 밀고 나갈힘은 삼보님의 

보살핌이 반드시 있기때문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초기경전 또한 시기가 되어 내게 접해지지 않아나 생각이 

들고요....해서 앞으로도 기도는 꾸준히 하면서 초기경전의 사마따나 

위빠사나 수행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하여해도 한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 자주들어와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한 300 페이지 정도 

보았는데.....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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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우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787) 
  
  
글의 요지는 이렇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것인지 

아닌지가 늘 알고 싶다는 것과 기도와 위빠사나 수행을 겸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으로 난감하다. 학자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보통불자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블로그라는 것이 있어서 매일 일상적 글쓰기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 보았을 때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간곡한 요청이라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하고 경전을 근거로 답할 수 

밖에 없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 
  
먼저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한 것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동안 학자들의 

논문으로도 발표 된 바 있고 책으로도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에 대하여 

‘시바신(神)과 성관자재(聖觀自在), 인도신화로 본 

신묘장구대다라니(천수다라니), 2010-09-0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올린 글은 동국대 正覺(문상련)님의 논문 ‘천수다라니의 

인도신화학적 고찰’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힌두교의 시바신앙이 불교에 전이 

되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라 인도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힌두교의 

‘시바신을 찬탄’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다름 

아닌 시바신의 중생구원에 대한 찬탄이다. 인도신화에 따르면 

‘시바(śiva)’가 독을 기꺼이 마심으로써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자비의 위신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을 위하여 

기꺼이 독을 마심에 따라 푸른 목을 가진 시바신에 대한 찬탄이 

신묘장구대다리니라는 것이다.  
  
시바신에 대한 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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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장구대라니가 시바신에 대한 찬탄 이라는 증거는 ‘푸른 목’을 

뜻하는 ‘니라간타’에서 찾을 수 있다. 다라니를 보면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푸른 목을 가진 

분의 본심으로 귀의하옵니다.”라는 뜻이다. 이때 니라간타가 ‘푸른 

목’이라는 뜻인데 이를 한자어로 ‘청경 (靑頸)’이라 한다. 그래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또 다른 이름을 ‘청경다라니’라고도 한다. 이처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성관자재를 공덕을 찬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독을 마셔서 푸른 목이 된 힌두교의 시바신에 대한 

찬탄인 것이다. 
  
  

 
Shiva drinking of the Hala hala 

  
  

  
불편함을 넘어 배신감으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다. 진실을 알고 나면 불편하다는 

뜻이다. 바로 신묘장구대다리니가 그렇다. 불자들의 생활경전인 

천수경에 실려 있고 모든 법회의식에서 독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심있는 불자라면 늘 암송하고 있는 신묘장구대라니가 시바신에 대한 

찬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편하다는 것이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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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실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절에서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하여 접근하는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번역을 하지를 않고 산스크리트어 원문대로 소리를 내어 주문 외우듯이 

독송을 하게된 전통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 불경의 내용이 너무 깊고 

묘한 것이어서 다른 언어로 그 뜻을 번역하면 본래의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너무 편협하고 잘못된 의미로 훼손되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고 원문대로 독송하는 전통이 생겼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엔하워키 미러) 
  
  
일반적으로 진언에 대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한다. 만일 

해석하면 깊고 묘한 뜻이 훼손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번역 없이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독송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다 보니 뜻도 모른 채 

낭송한다.  
  
뜻도 모른 채 “나모라 다나다라…” 
  
수계받을 때 참회진언을 보면 “옴살바못자모지사다야사바하”라 하는데 

이에 대한 뜻은 알 수 없다. 이처럼 짧은 진언도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보다 수십배 긴 신묘장구대다라니 역시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자들은 뜻도 모른 채 “나모라 다나다라…”하며 합창하듯이 

독송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이 외면 좋다고 하더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독송한다. 그래서일까 사찰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 독송 

기도회가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 독송 기도회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 독송 기도회에서는 보통 108 독을 한다. 밤 

10 시에 시작 하여 새벽 2 시나 3시에 끝난다. 기도회를 하는 방법은 

이렇다. 저녁 10 시에 기도회가 시작 되면 가장 먼저 108 배를 한다. 

108 참회문에 맞추어 108 배를 하고 나면 한시간 가량 소요 된다. 그 

다음에 천수경 독송에 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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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경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하여 전송과 후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송이 끝나고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들어 가면 108 독을 하게 

된다. 그런데 독송을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진다. 나중에는 너무 빨라져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지경이 된다. 물론 뜻을 알고 독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함께 모여서 독송하다 보면 출출해진다. 도중에 팥죽 먹는 시간이 있다. 

팥죽을 먹고 난 다음 다시 독송으로 들어 간다. 마침내 

신묘장구대다라니 108 독이 끝나면 “일쇄동방결도량”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신호탄이다. ‘일쇄(一灑)’라는 말이 

의미 하듯이 마치 물을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다음에 이어서 

“일쇄동방결도량”으로 시작 되는 후송이 나오면 마치 찬 대야물에 

머리를 담구는 것처럼 잠이 확 달아남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왔음을 알게 되고 오늘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밤 10 시에 시작된 기도회는 중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새벽 

두시나 세시에 끝나게 되는데 그 충만되고 성취한 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새벽 예불에 참석하기도 한다. 아마 이런 방법이 

대부분 사찰에서 행하고 있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 기도회 일 것이다. 
  
이 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을 구원하는 성관자재의 자비행에 대하여 

찬탄하고 또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천수다라니의 주된 내용인데 

‘유신론적’이며 ‘타력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영향이다.  
  
기도를 그만 둔 이유 
  
한 때 열심히 기도하였다. 다른 것 보다 신묘장구대다리니 108 독 

철야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수 차례 가량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 하지 않는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 더 

이상 기도할 필요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입으로 발설하기 

민망한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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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도를 그만 둔 이유는 초기불교를 접하고 나서 부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처님은 기도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2013-05-2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안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천도기도와 저주기도를 들 수 있다.  
  
천도기도의 경우 
  
천도기도가 있다. 누군가 악하고 불건전한 산 자가 있다. 그 자가 죽어 

유족이 천도기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경에 따르면 천도기도에 

대하여 ‘호수와 돌덩이 비유’를 들고 있다. 누군가 호수에 돌덩이를 

던져 놓고 “돌덩이야 떠올라라”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 하여 보았자 돌덩이는 떠 오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세존] 
촌장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탐욕스럽고,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에 사로잡혔다면,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로 태어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찬탄하고 합장하고 

순례한다면 촌장이여,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찬탄하고 합장하고 순례한 까닭에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Asibaddhakaputtasutta-아씨빤다까뿟다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6, 

전재성님역) 
  
  
누군가 죽었는데 유족들이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천도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거금을 내어 천도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믿음과 지계와 보시행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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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에서는 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계도 지키지 않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많이 하는 

자에게 아무리 천도기도를 하여도 먹혀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계를 어기고 신구의로 악업을 지은 자는 천도기도와 관계 없이 악처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날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돈을 들여 천도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음을 말한다. 다만 오계를 

준수하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자는 따로 천도기도를 해 주지 않아도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저주기도의 경우 
  
다음으로 저주기도가 있다. 저주기도란 무엇인가? 지금 착하고 건전하게 

산 자가 있는데 누군가 저주의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호수와 기름의 비유’를 들고 있다. 기름은 가볍기 때문에 

호수 표면에 뜰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 “기름아 가라 앉아라”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는 먹혀 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촌장이여,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꾸며 대는 말을 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성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녔다면,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저주하고 합장하고 순례하더라도 

촌장이여, 그 때에 그 사람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Asibaddhakaputtasutta-아씨빤다까뿟다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6, 

전재성님역) 
  
  
오계를 준수하고 착하고 건전하게 산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 악처에 태어나길 바라면서 저주의 기도를 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여 악처에 태어날까? 마치 호수에 기름이 떠 있듯이 기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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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의 바닥으로 결코 가라 앉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자에게 아무리 저주의 기도를 하여 그 기도는 먹혀 들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오계준수와 신구의 삼업의 청정에 따라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천도기도와 저주기도에 대하여 호수의 돌과 기름의 

비유로 기도의 무의미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처에서 금기시 하는 것 
  
법우님은 두 번째 질문으로 기도와 위빠사나 수행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하여 역시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한번도 앞에 서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경험을 이야기 한다면 기도와 위빠사나 수행은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라는 것과 알아차림은 극과 극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기도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 특징인데 위빠사나는 

대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무아인 것을 알아차림 하는 것이므로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위빠사나 수행처를 가 보면 알 수 있다. 
  
위빠사나 수행처에서 금기시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개념(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실재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행과 좌선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시간이 있는데 이때 각자 의견을 말한다. 그런데 누군가 자아나 

참나, 불성. 기도 등에 이야기 하면 즉각 “개념(관념)을 이야기하지 

말고 느낌을 말하세요!”라는 말을 듣는다. 실재하지 않는 것은 관찰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딱딱하다든가 차갑다든가 등의 

느낌을 말하라는 것이다. 느낌으로 실재하는 법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참나나 불성,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기도의 손을 내려 놓지 마라” 
  
사무실이 있는 빌딩 옆에 중형급 교회가 있다. 늘 지나다니며 보는데 

항상 플레카드가 걸려 있다. 때에 따라 철 따라 내용은 다르다. 어느 때 

보니 “기도의 손을 내려 놓지 마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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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신교에서는 기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실제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공’이라는 좋은 말이 있음에도 유일신교에서나 사용하는 기도라는 

말을 서슴없이 쓴다는 것이다.  
  
자력의 종교이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에서 기도라는 말은 매우 

어색하다. 그럼에도 기도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따라 하기도 있지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보면 알 수 있다.  
  
유신론적이고 타력적인 
  
천수다라니가 성관자재의 보살행을 찬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바신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는 시바신이 중생을 위하여 기꺼이 

독을 마심에 따라 푸른 목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 

시바신의 중생구원에 대한 자비행의 찬탄이 신묘장구대다라니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매우 ‘유신론적’이고 ‘타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끊임 없이 

알아차릴 것(sati)을 말씀 하셨지 어떤 초월적 대상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법회의식을 할 때 마다 

“나모라 다나다라…”로 시작 되는 천수다라니가 울려 퍼진다. 
  
  
  
  

2014-01-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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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하나 
  
  
  
하루 해가 무척 짧다. 일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때가 지금 이맘때 

쯤이다. 동지에서 피크를 이루고 점차 해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지만 

아침은 너무 늦게 오고 저녁은 너무 일찍 온다. 더구나 날씨까지 추워 

게을러지기 쉽다. 그리고 늦잠자기 쉽다. 
  
게으름을 경책하는 글 
  
게으름을 경책하는 글을 발견하였다. 마성스님의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라는 글이다. 법구경 21 번 게송에 대한 글이다. 글에서 인용된 

법구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게으르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으며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법구경 제 21게) 
  
  
글에서 스님은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였다. 게으른 자는 항상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갈라와다경’에 따르면 게으름에는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일러서, 너무 늦어서,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불러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게으름만 피우다 보면 가난뱅이가 되기 쉽상이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비가 온다고 일을 안하고, 바람 분다고 일을 

안하고, 눈이 온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일을 할까? 그래서 

게으름은 가난뱅이가 되는 지름길이고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서 

게으름은 죽은 자와 같다고 하였다.  
  
Appamādo(불방일)와 pamādo(방일) 
  
법구경 21 번 게송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번역을 찾아 보았다. 빠알리 

원문과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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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mādo amatapadaṃ,  
pamādo Maccuno padaṃ, 
Appamattā na mīyanti,  
ye pamattā yathā matā.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며(*527)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528)다.  
  
(Dhp21, 전재성님역) 
  
  
번역을 보면 appamādo 에 대하여 ‘방일하지 않음’이라 번역하였다. 

이는 마성스님이 언급한 게송에서 ‘게으르지 않음’에 해당된다. 

pamādo 는 ‘방일’이고 ‘게으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게송을 보면 

방일과 죽음을 대비 시켜 놓았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amatapada)’이라 하였고, 방일하는 것이 ‘죽음의 길(Maccuno 

pada)’이라 하였다. 불사(amata)와 죽음(Maccu)에 대하여 불방일과 

방일로 대비하여 읊은 것이다.  
  
불사의 길과 죽음의 길 
  
게송에서 첫번째 구절과 두번째 구절을 보면 불방일과 방일에 대하여 

불사와 죽음으로 대비 하여 놓았다. 이에 대하여 각주를 참고 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비유 상태 설   명 

appamādo 
불방일 

Amatapada 
불사의 길 

항상 

일어나는 

알아차림의  

상태 

열반의 생겨나지 

않음(불생) 때문에 늙음과 

죽음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불사라 불리우는 

길로 여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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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ādo 
방일 

Maccuno pada 
죽음의 길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 
태어남을 뛰어 넘지 

못하고 태어나서 늙음과 

죽음에 종속된다. 
죽음은 방일한 자에게 

찾아 온다. 
  

  
게송에서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에 대한 것이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 하였다. 이는 윤회의 종식과 윤회의 

길로도 설명된다. 그래서 방일하는 자는 죽음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불방일과 

방일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경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발자국의 경(S45.140)에서 
  
각주에 따르면 불방일에 대해서는 SN.V.43 의 예를 들었다. PTS 본 

상윳따니까야 5권 43 페이지라는 뜻이다. 찾아 보면 S45.140 이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발자국의 경(S45.140)’이다. 불방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떠한 걸어 다니는 뭇삶의 발자국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코끼리의 발자국에 들어가므로 그들 가운데 그 크기에 관한 

한 코끼리의 발자국을 최상이라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건한 것들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고 

방일하지 않음을 귀결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방일하지 

않음을 최상이라고 한다.” 
  
(padasutta- 발자국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140, 전재성님역)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발바닥은 코끼리발바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 가운데 불방일이 최상이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다름 아닌 ‘알아차림(sati)’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방일하지 않음은 본질적으로 알아차림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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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항상 일어나는 알아차림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착하고 건전한 법들 가운데 알아차림이 

최상인 이유는 마치 코끼리 발바닥이 모든 동물의 발바닥을 포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불방일의 동의어는 알아차림이라 볼 

수 있다.  
  
방일하지 않음의 경(S45.54)에서 
  
그런데 각주에서는 불방일에 대하여 또 하나의 경을 예로 들었다. 

그것은 SN.V.30 이다. 이는 이는 상윳따니까야 ‘방일하지 않음의 

경(S45.54)’에 대한 것이다. 불방일과 관련된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태양이 떠 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 생겨날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Appamādasutta- 방일하지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5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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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보면 불사의 길에 대하여 팔정도로 하였다. 팔정도를 닦으면 

다시는 태어남이 없는 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부지런해야 팔정도를 닦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불방일은 항상 팔정도를 닦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데 이는 해가 

뜨기 전에 동녘이 훤해 지는 새벽과도 같은 것이라 본다. 이는 앞서 

언급된 알아차림 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부지런한 자가 새벽 같이 일어나듯이 불방일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과도 

같은 것이다. 새벽이 해가 뜨기 전의 전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불방일은 팔정도를 닦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각주에서는 

상윳따니까야의 두 개의 경을 예로 들어 불방일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다. 
  
이미 죽은 자란?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을 보면 사람과 죽음으로 대비 하여 놓았다. 

그래서 불방일자는 ‘죽지 않는 자’라 하였고, 방일자는 ‘죽은 

자(matā)’라 하였다. 죽은 자라는 뜻의 matā 는 과거분사(pp) 형으로 

‘이미 죽은 자(dead)’를 뜻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528) ye pamattā yathā matā : DhpA.I.229 에 따르면, 방일한 자들은 

방일을 뜻하는 죽음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 나무처럼 의식의 

결여로 삶의 기관의 중지에 의해서 죽은 자와 같다. 그러한 장자에게는 

‘우리가 음식을 보시하겠다. 우리가 계행을 지키겠다. 우리가 보살을 

지키겠다.’라는 정도로 그에게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교단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스승과 친교사에게 의무를 다 하겠다. 우리는 

명상을 닦겠다.’라는 정도로 그에게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자와 같다. 
  
(528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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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자는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 없다는 말이다. 그 어떤 의욕도 

일어 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정신기능이 없는 ‘나무토막’과 다름 

없다는 말이다.  
  
죽지 않는 자란? 
  
그렇다면 죽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 각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527) Appamattā na mīyanti  : 알아차림을 계발시켜 알아차리는 자는 

단시간에 길과 경지를 깨닫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삶에서 태어남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결코 죽지 않는다. 
  
(527 번 각주, 전재성님) 
  
  
깨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알아차림을 계발하여 도와 과를 

이루었을 때 최소한 일곱생 이내에 불사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죽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주에서는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왜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하나 
  
법구경 21 번 게송은 ‘불방일(Appamādo)’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불방일과 동의어는 알아차림(sati)이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음은 죽지 않는 길, 즉 불사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방일자는 결코 죽지 않는 다고 하였다. 이는 불사를 말한다.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일자, 즉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하였다. 마치 

나무토막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를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알아차림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유지 하는 자는 죽지 않는 

자와 같고, 알아차림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지런 한 자는 마치 해뜨기 전의 새벽과도 같고 항상 

깨어 있는 자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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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에서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마지막 유훈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Ath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handa'dāni bhikkhave āmantayāmi vo,  
vayadhammā saṅkhārā appamādena sampādethā"ti. 
Ayaṃ tathāgatassa pacchimā vācā 
  
 그리고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여래의 마지막 유훈이었다. (D16) 
  
  
  
2014-01-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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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노와 시기와 질투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 우리사회를 지탱한 두 개의 기둥이라 

한다. 이는 양심과 수치심에 대한 것이다. 만일 양심이 결여되고 

수치심을 모르는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 천박한 사람들로 넘쳐 날 

것이다. 그렇다면 천박한 사람, 천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일까?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부처님이 사왓티에서 탁발중이었다. 차례로 탁발을 하다고 어느 바라문 

집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이를 지켜 보던 바라문은 대뜸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바라드와자] 
“까까중아, 거기 섯거라. 가짜 수행자여, 거기 섰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Vasala sutta-천한 사람의 경, 숫따니빠따 Sn1.7, 전재성님역)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왜 천한 놈이라 하였을까? 이는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는 바라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처님의 승단에 천민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천한 사람으로 간주 하여 머리깍은 자를 보면 

까까중이라 하며 경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라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세존]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천한 사람을 알고 나 있습니까?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Vasala sutta-천한 사람의 경, 숫따니빠따 Sn1.7,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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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바라문에게 천한 사람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묻는다. 단지 

태생으로 귀하고 천하다고 보는 바라문계급을 비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천박하다고 보는 사람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천한 사람의 대표적 유형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Vasala sutta 는 천한 사람의 경이라 번역되어 

있다. 각주에 따르면 와살라숫따는 수호경 중의 하나라 한다. 

수호경이라 하면 생활경을 말한다. 늘 수지하고 독송하는 경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천수경과 같은 것이다. 그런 와살라경에서는 천박한 자의 

유형이 무려 20 가지로 소개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천박한 자의 유형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Kodhano upanābhi ca  
pāpamakkhī ca yo naro,  

Vipannadiṭṭhi māyāvī  
taṃ jaññā vasalo iti. 
  
[세존]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심이 많고,  
소견이 그릇되어 속이길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stn116) 
  
(Vasala sutta-천한 사람의 경, 숫따니빠따 Sn1.7,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화, 원한, 악독, 시기심, 사견, 사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특히 성냄이 가장 처음에 등장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화를 잘 내고 

분노 하는 자는 천박한 자임을 말한다.  
  
자비의 분노? 
  
건널목을 건너려 하는데 빨간신호가 오래 걸렸다. 이를 지켜 보던 어떤 

사람이 “신호등 하나 되게 기네”라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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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에 발부리를 부딪치자 돌에 화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처럼 

아무런 일도 아닌 것에 중얼거리며 불만을 표출하고 씩씩 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천박해 보인다.  
  
우리나라 스님 중에 화를 잘내는 스님이 있다고 한다. 스님들 법문을 

들어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선승인 S스님의 경우 불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제자들에게 화를 자주 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자비의 분노’라는 표현을 하였다. 제자들을 잘 지도하기 위하여 

일부로 화를 내는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화를 내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천박한 것이다. 경에서도 화를 내는 자에 대하여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taṃ jaññā vasalo iti)”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뚜렷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구 화를 낸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미인일지라도 

마귀처럼 보인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보면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는 사람은 자비심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kajaṃ va dvījaṃ vāpi  
yodha pāṇāni hiṃsati,  
Yassa pāṇe dayā natthi  
taṃ jaññā vasalo iti. 
  
한 번 생겨나는 것이건  두 번 생겨나는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stn117) 
  
(Vasala sutta-천한 사람의 경, 숫따니빠따 Sn1.7,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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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낸다는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된다. 반드시 두들겨 패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세치 혀로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도 폭력에 

해당된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무자비하다. 조직폭력배가 

폭력을 행사하는 영화 장면을 보면 자비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폭력적이다. 폭력배가 천한 자이듯이 자비심이 

없는 자는 천박한 자라 볼 수 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 
  
와살라 경에서는 수 많은 천박한 자의 유형이 소개 되어 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다음과 같은 말이라 보여 진다.  
  
  
Rosako kadariyo ca  
pāpiccho vaccharī saṭho,  
Ahiriko anottāpī  
taṃ jaññā vasalo iti. 
  
남을 화내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stn133) 
  
(Vasala sutta-천한 사람의 경, 숫따니빠따 Sn1.7, 전재성님역) 
  
  
그 사람이 천박한지에 대하여 겉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 사는 뭇삶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성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내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넷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터넷이 일상화 되어 있는 시대에 이름과 얼굴은 몰라도 필명과 남겨진 

글로서 소통한다. 그래서 남겨진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자 인격이다. 

그런데 익명이라 하여 마구 쓰는 자들이 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글이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유발하게 한다. 이처럼 

악의에 가득찬 중상모략을 보면 경에서 표현 된 것처럼  이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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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자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라 하였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천박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화를 잘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다.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다. 

그래서 어떤 짓이든지 서슴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양심과 수치심이 결여 된 자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저질러 졌다.  
  
경에서는 천박한 자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천박한 사람의 유형 
No 내     용 유  형 
1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심이 많고, 소견이 그릇되어 속이길 잘 

하는 사람 

화 잘 내는 자, 
사기꾼 

2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는 사람 

살생하는 자 

3 도시들을 파괴하거나 약탈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독재자 

4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사람 

도둑놈 

5 사실은 빚이 있으나 돌려달라고 독촉 

받더라도 
‘갚을 빚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자 

6 얼마 안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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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위증자 

8 폭력을 가지고, 혹은 서로 사랑에 빠져 

친지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난봉꾼 

9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이들어 늙고 쇠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사람 
불효자 

10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의 어머니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패륜아 

11 유익한 충고를 구할 때 불리하도록 

가르쳐주거나. 
불분명하게 일러주는 사람 

불성실자 

12 나쁜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기는 사람 

위선자 

13 남의 집에 가서는 융숭한 환대를 받으면서, 
손님에게는 대접하지 않는 사람 

인색한 자 

14 성직자나 수행자 또는 탁발하는 수행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공덕을 모르는 자 

15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성직자나 수행자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공양할 줄 모르는 

자 
16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휩싸여 

사소한 물건을 탐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17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 사람 

교만한 자 

18 남을 화내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 

뻔뻔한 자 

19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혹은 출가나 재가의 제자들을 헐뜯는 사람 

수행자를 비방하는 

자 
20 하느님 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주장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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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lousy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까까중이라고 바라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천한 자의 특징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말씀 

하셨다. 
  
  
Na jaccā vasalo hoti  
na jaccā hoti brāhmaṇo,  
Kammanā vasalo hoti  
kammanā hoti brāhmaṇo.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바라문인 것도 아니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stn136) 
  
(Vasala sutta-천한 사람의 경, 숫따니빠따 Sn1.7,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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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불가촉천민의 아들 쏘빠까 마땅가의 예를 들어 태생으로 

귀천을 따지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말하였다. 비록 미천한 노예 

출신일지라도 청정범행을 닦으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바라문도 되고 행위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지금 악의에 찬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자가 있다면 그 순간 천한 

자가 된다. 또 남겨진 말이나 글로 인하여 천박한 자가 된다.  
  
  
  
2013-01-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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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동중지 명령 
  
심야시간에 ‘뉴스속보’가 떳다. 전북고창에서 발생한 조류 

인풀루엔자(AI)발생에 따라 통행을 제한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동중지 명령’이다. AI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금지 하는 조치이다. 마치 전염병이 돌았을 때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세상과 격리 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철새들로 인하여 AI 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래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수 만마리의 오리에 대하여 집단 살처분하였다고 

한다. 또 다시 몇 년 년만에 ‘살처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산채로 생매장하는 살처분 
  
살처분은 아직까지 국어사전에도 등재 되지 않는 말이다. 

인터넷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죽여서 

처분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안락사 시켜 땅속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생매장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트럭에 

가득 실은 오리를 미리 파 놓은 커다란 구덩이에다 쏟아 붓는 것이다.  
  
이런 살처분 방식은 몇 해 전 돼지를 산채로 생매장 시킨 장면을 떠 

올리게 한다. 그 때 당시 어느 단체에서 생매장 된 돼지의 끔찍한 

울음소리를 동영상에 담아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만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생지옥’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글을 ‘“나는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살처분과 공범자(2010-12-24)’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 있다. 
  
먹고 먹히는 비정한 세계 
  
자연 다큐 프로를 보면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보여 준다. 특히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에 대한 세계를 보면 ‘비정’하다. 사자는 새끼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사냥을 해야 하고,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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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쫒고 쫒기는 장면을 두둥 거리는 북소리 

음악과 함께 곁들여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동물계의 약육강식 장면은 그래도 신사적이다. 동물보다 더 

작은 세계인 조류의 세계, 수중의 세계, 곤충이나 벌레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 장면을 보면 더 끔찍하다. 화면을 보면 대량으로 

태어나서 대량으로 잡아 먹히는 먹이 사슬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말은 마치 난생에서나 쓰여지는 

말처럼 보여 진다.  
  
대량으로 태어나 매우 짧은 기간을 살다가 대량으로 죽기 때문에 생명이 

그다지 가치가 없어 보인다. 육지에서 자라는 동물 보다 물속에서 

자라는 어류의 생명이 더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크게 게의치 않는 것 같다.  
  
생명도 몸체의 크기에 따라 
  
몸집이 큰 소나 말 등과 같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다큐 프로를 

보면 어떤 의식을 치루는 것을 본다. 될 수 있으면 고통없이 빨리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죽은 동물에 대하여 간단한 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낚시를 즐기고, 물고기 잡는 장면을 아무 여과 없이 보여 준다. 

심지어 꿈뜰 거리는 문어를 펄펄 끓는 물속에 집어 넣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는가 하면, 산낙지를 통째로 먹는 장면도 보여 준다.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도 몸체의 크기에 따라 달리 대우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끼리 처럼 몸체가 큰 생물은 좀 더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죽이는 것에도 신중하지만 물고기처럼 

정신능력이 현저 하게 떨어지는 생물은 죽여도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생명이 있는 매우 작은 

미생물을 죽여도 역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생명은 있지만 정신기능이 없는 식물의 경우 베어 버려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몸체에 따라 정신능력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태란습화도 중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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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에서 부처님을 사생자부라 하였다. 이는 ‘약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若卵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이렇게 사생에 대한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태란습화 이렇게 사생은 모두 

중생에 해당된다. 공통적으로 정신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모기와 같은 습생도 미약하나마 정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뭇삶(중생)으로 보는 것이고, 천상에 태어나는 존재인 화생은 고도의 

정신기능이 있지만 똑같이 뭇삶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모기와 같은 뭇삶이나 사람과 같은 뭇삶이나 

정신기능을 가진 유정이라면 모두 생명을 가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벌레 하나 죽이는 것도 불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살생에 

해당된다. 그래서일까 남방불교에서는 벌레를 밟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기에 안거를 하고 있고, 또 파리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모기를 잡아 죽이지 않고 밖으로 내 보내 주고 있다고 한다. 
  
살인금지가 아니라 살생금지 
  
불교는 살생을 금지 하고 있다. 살인금지가 아니라 ‘살생금지’이다. 

사람만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적 논리에 따른다면 

정신기능이 있는 유정물을 죽여서는 안된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죽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자꾸 죽여서 팔면,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생활로 인하여 

코끼를 타거나, 수레를 타거나, 가마를 타거나, 재산을 향유하고, 많은 

재산을 영위한다고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Macchika sutta-어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18, 전재성님역) 
  
  



36 

 

살아 있는 생물인 물고기를 잡아서 팔았을 때 과연 잘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은 “세존이시여,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닭모가지를 비틀 때 
  
이어서 부처님은 물고기를 자꾸 죽여서 팔고 생활을 여기하는 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수행승들이여, 그가 죽음에 쫒기는 물고기를 살해할 때 악한 정신으로 

그 동정을 살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코끼를 타지 못하고, 수레를 

타지 못하고, 가마를 타지 못하고, 재산을 향유하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영위하지 못한다.” 
  
(Macchika sutta-어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18, 전재성님역)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일 때 그 마음은 ‘악한 상태’라는 것이다.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닭모가지를 비틀어 잡는데, 이때 악한 

마음상태가 된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물고기에 대한 살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도살자, 양도살자, 돼지도살자, 새나냥꾼, 사슴사냥꾼 까지 이야기 

하신다.  
  
가져서는 안될 네 가지 직업 
  
물에서 사는 어류에서부터 육지사는 축생과 동물에 이르기 까지 

살생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불교에서는 가지지 말아야할 직업으로서 1) 무기와 관련된 

직업, 2.) 노예나 매춘에 관련된 직업, 3) 동물을 도살하는 직업, 4). 

독약이나 술이나 마약을 거래하는 직업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을 죽이는 직업이 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계’에 따른 것이다. 
  
개차법(開遮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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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계는 오로지 불교에만 있는 

것이다. 타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살생하지 말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하여 살생을 

금하다 보니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교의 실천윤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관하여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오계를 적용해야 됨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 개차법(開遮法)이라 

한다.  
  
개차법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법’을 말한다. 

계는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계차법에 

따르면 계란 올바른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계는 그 

우열이 있으니 절대계에 비추어 나머지 계의 파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차법에 따르면 모든 계는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또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실천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승의 계차법에 

따르면 “계는 지킴으로서 지키며, 파함으로써 지킨다. 계는 파함으로써 

파하며, 지킴으로써 파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개차법을 적용하면 어떤 것이든지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하여 개차법을 적용하면 오계 중에 

‘불음주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개차법을 적용하면 ‘불살생계’는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애를”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살아 있는 것 생류에 대해서는 

‘자애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Theyyaṃ na kareyya na musā bhaṇeyya 
Mettāya phasse tasathāvarāni, 

Yadā vilattaṃ manaso vijaññā 
Kaṇhassa pakkhoti vinodayey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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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애를 베풀어야 하리라.  
마음의 혼란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곧 악마의 동반자라 생각하여,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stn967) 
  
(Sāriputta sutta-사리뿟따의 경, 숫따니빠따 Sn4.16, 전재성님역) 
  

  

 
Metta 
  

  
이 게송은 사리뿟따존자가 읊은 것이다. 이 경은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천상세계의 신들에게, 간담바 나무 밑에서 한쌍의 신통력을 행사하여 

아비달마를 설하고 지상에 내려올 때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게송에서 

불살생에 대하여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애를 베풀어야 

하리라.”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불살생에 대하여 정신 기능이 있는 유정체에 대하여 적용 

되는 것이라 알고 있다. 따라서 식물처럼 정신기능이 없는 무정체에 

대해서는 살생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물은 베어도 또 

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기능이 있는 생명체는 베면 

죽는다. 그래서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유정물과 

무정물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시리뿟따존자는 모든 생물에게 자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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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애의 대상이 됨을 말한다.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역을 보면 
  
전재성님의 번역을 보면 식물과 동물에도 자애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 번역은 이와 

다르다. 나까무라 하지메역과 이를 중역한 법정스님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盗みを行なってはならぬ。虚言を語ってはならぬ。弱いものでも強いもの

でも（あらゆる生きものに）慈しみを以て接せよ。心の乱れを感ずるとき

には、「悪魔の仲間」であると思って、これを除き去れ。 
  
(stn967, 中村元訳)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라. 마음의 혼란을 느꼈을 때는 

<악마의 무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제거하라.  
  
(stn967, 법정스님역) 
  
  
나까무라 하지메는 ‘弱いものでも強いものでも’라 하여 ‘약한 것이나 

강한 것도’라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괄호를 이용하여 ‘소위 살아 있는 

것’즉, ‘생류(生類)’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 생류라는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힘이 센 동물이건 약한 식물이건 

간에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고 죽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불살생이 아니라 자애의 마음을 
  
죽이는 것과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살생한다는 

것은 살인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큰 

죄업에 속한다. 그런데 정신적 능력이 뛰어난 존재를 살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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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과보도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과 같은 성자를 살해 하는 

과보는 매우 크다고 하였다.  
  
동물의 경우도 지적 능력이 있고 몸체가 큰 동물의 경우 살생과보 역시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신기능이 떨어지고 몸체가 작은 동물이나 

어류, 곤충의 경우 비록 살생을 하더라도 그 과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기능이 없는 식물 역시 그 과보는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정신기능이 없는 것 또는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또는 약한것이나 

강한 것에 대하여 불살생이 아니라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애나 자비에 대하여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사상은 인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애사상을 표현한 대표적 경이라 볼 수 있는 멧따경(자애경, 

Sn1.8)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stn146)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stn147) 
  
  
라 하여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자애의 대상이 됨을 노래 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경의 후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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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실천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애의 마음을 

냄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짐을 말한다. 그래서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무조건 상대방에 대하여 자비의 마음만 내면 

되는 것일까? 그러면 상대방이 이를 감지하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먼저 ‘자신의 변화’부터 

촉구한다. 자신의 마음이 ‘온화’해졌을 때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대방에 대하여 미움과 원한과 적대담으로 가득찬 상태에서는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남아 있는 분노, 적의, 원한 맺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을 조절하여 심신의 안정을 이루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다.  
  
  
Sabbā disā anuparigamma cetasā 

Nevajjhagā piyataramattanā kvaci, 

Evaṃ piyo puthu attā paresaṃ 
Tasmā na hiṃse paraṃ attakāmoti.  
  
[세존]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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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다 더 사랑스런 님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신을 위해 남을 헤쳐서는 안되리.” 
  
(말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8, 전재성님역) 
  
  
2014-01-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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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처작주입처개진과 사띠마삼빠잔노 
  
  
  
누구나 가슴에 새겨 놓는 말이 있다. 어떤 상황에 부디쳤을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좌우명이다. 선가에 좋은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수처작주입처개진 (隨處作主 立處皆眞)’이다.  
  
‘수처작주입처개진’이라는 말을 알게 된 것은 펜스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두 없는 일이 되어 버렸지만 지역의 불교문화원 

건립을 위한 부지가 있었다. 이 문화원 건립에 대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6 년도이다. 그러나 2013 년에 이르기 까지 무려 7년간 

주유소 부지에는 펜스만 쳐져 있었다. 원래 2009 년을 완공 목표로 

하였지만 해가 지나도 언제나 그대로 이었다. 그러다 2013 년 봄에 

호텔신축부지로 변경 되었다. 이렇게 변경되고 난 후 건물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무려 7 년간 펜스만 쳐져 있었던 불교문화원 부지 

펜스에는 항상 ‘수처작주입처개진’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다. 

한글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인이다. 지금 있는 곳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졸개로 살지말고 주인으로 살라 
  
수처작주입처개진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았다. 다음과 같은 법정스님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住 立處皆眞)  
  
임제 선사는 어록에서 말하고 있다.  
  
'함께 도를 닦는 여러 벗들이여,  
부처로써 최고의 목표를 삼지 말라.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한낱 똥단지와 같고,  
보살과 아라한은 죄인의 목에 거는 형틀이요,  
이 모두가 사람을 구속하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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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단호히 벗어나라고 임제는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탈종교이다.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그 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의 세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거죽의 세계에서, 껍데기에서 다 벗어나라. 왜  
남에게 의지하고, 타인의 졸개가 되려 하는가.  
부처라 하더라도,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타인일 뿐이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취를 통해서 오직 내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새로운 부처,  
새로운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이 인류에게 똑같은 존재는 필요없다.  
따라서 진정 뛰어난 종교가나 사상가는 일인 일파一人一派일 수밖에 

없다.  
  
임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住 立處皆眞,  
언제 어디서나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된 곳이다.'  
  
어디서나 주인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소도구로서, 부속품으로서 처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진리의 세계라는 뜻이다.  
  
- 비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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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住 立處皆眞)) 
  
  
‘수처작주’라는 말은 어디서나 주인 노릇하라는 말이라 한다. 졸개로 

살지말고 주인으로 살라는 것이다. 배역을 맡는다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인 또는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은 부처나 아라한, 또는 

조사의 졸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도 한낱 똥단지와 

같고”라는 표현을 하였을 것이다.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에 호연지기가 느껴진다. 더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말은 강력한 호소력을 갖게 

한다. 아직까지 주인으로, 또는 주인공으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다 더 매력적인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처작주라는 말을 떠 올릴 때 마다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딛쳐도 

오롯이 일어 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디. 
  
사띠마 삼빠잔노(satimā sampajāno) 
  
수처작주입처개진은 참으로 멋진 말이다. 특히 수처작주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뜻인데. 이와 비슷한 

용어가 빠알리어로 ‘사띠마 삼빠잔노(satimā sampajāno)’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처작주와 사띠마 삼빠잔노가 똑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라 본다. 

수처작주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띠마 삼빠잔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과 알아차림만 다를 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것으로 본다. 
  
주인공과 알아차림은 다른 것이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본래불에 대한 것이지만 알아차림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처작주라 하였을 때 주인공은 바로 본래불을 

뜻한다.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인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본래 변화지 않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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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경우에서나 알아차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알아차림을 뜻하는 사띠마 삼빠잔노는 초기불교 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느 

순간에서도 알아차림을 놓지 말라는 뜻이다. 즐거울 때도 알아차려야 

함을 말하고 괴로울 때도 알아차려야 함을 말한다.  
  
만일 알아차림을 놓쳐 버렸다면 졸개로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주인으로 살려면 어떤 순간이라도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수처작주에서 주(主)에 대하여 사띠마 삼빠잔노(알아차림, 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수처작주입처개진(隨處作主立處皆眞)’에 대하여 

‘수처작념입처개진(隨處作念立處皆眞)’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해석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지금 처한 

곳이 모두 진리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감기에 걸렸는데 
  
요 몇 일 날씨가 매우 추웠다. 영하 10 도 가까이 되는 날이 여러 날 

있었다. 더구나 눈까지 와서 꽁꽁 얼어 붙었다. 도시에서 눈은 그다지 

반갑지 않다. 거리는 미끄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풀려 비가 

오지 않는 한 거리는 지저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꽁꽁 언 날에는 

걱정스런 사람들이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날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와도 쉬어야 하고, 너무 추워도 

쉬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늘 보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가게 모퉁이 

한켠에 채소 등을 파는 할머니이다. 지나가는 길에 늘 보던 할머니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볼 수 없다. 
  
날씨가 춥다 보니 우려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였다. 감기에 걸린 것이다. 

일년에 한 번 정도 마치 연례행사처럼 감기가 걸리는데 이번 겨울 역시 

피해 가지 못하였다. 목이 붙고 콧물이 나오고 오한이 드는 등 전형적인 

감기 증세이다. 이럴 경우 병원에 직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평소에는 한 

번도 가지 않은 병원이지만 감기에 걸릴 때 만큼은 한 번 간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의료보험내는 것이 아까울 정도이다. 십수만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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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비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혜택 보는 것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서 약을 타 왔다. 그러나 주사를 맞지 않았다. 주사를 맞지 

않고 버텨 보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머리가 아파 오기 시작 하였다. 

편두통을 말한다. 한번 편두통이 시작 되자 이전에 경험 하였던 콧물, 

오한, 불쾌감 등은 사라진 듯하다. 사라졌다기 보다 더 큰 고통이 

닥치자 잠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다. 편두통이 시작 되면 무척 

고통스럽다. 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 
  
고통은 주기를 띠고 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도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영원히 계속 되지 않는다. 이때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고통이 밀어 닥칠 때 고통이 무상함을 아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밀려 오는 고통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통은 부처나 아라한도 느낀다. 그래서 부처님도 돌조각에 다리를 

다쳤을 때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상처받지 않으면서 참아내셨다. (1. 38)라고 하셨다.  여기서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라는 말이’사또 삼빠잔노( sato 

sampajāno)’이다. 이렇게 고통이라는 대상을 포착하여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으로 전이 

되지 않아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는다.  
  
감기로 인한 불쾌감과 편두통을 겪으면서 몹시 괴로웠다. 그럼에도 

평상시와 똑같이 할 일을 다 한다. 육체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괴로움은 

괴로움이라고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 되지 않는 괴로움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 되지 않는 괴로움이다. 생노병사 같은 

것이다. 또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과 싫어 하는 것과 만나는 것 등 

이 있어서 흔히 사고팔고라 한다. 그러나 누구나 근원적인 고통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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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혼자만 앓고 있을 

뿐이다. 그런 고통 역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라 본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모두 소멸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문답식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S22.59) 
  

  

 
 Bodhi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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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작주입처개진’이라는 말은 참으로 멋진 말이다. 특히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이 매력적이다. 그런데 수처작주 

보다 더 매력적인 말이 ‘사띠마 삼빠잔노’이다. “올바로 새김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린다”는 뜻의 사띠마 삼빠잔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문구는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모두 

소멸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 문구 하나만 알고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말못할 

고통에 이르기 까지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소멸하고야 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설산동자의 

투신설화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설산동자는 왜 몸을 날렸을까? 
  
설산동자의 투신설화에서 핵심어는 “生滅滅已 寂滅爲樂” 이다. 야차가 

“諸行無常是生滅法”라 하여 “모든 것은 덧없이 흘러가니 태어나 죽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네”라고 읊자 동자는 크게 감명 받았다. 이는 다름 

아닌 제행무상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들려 달라고 하자 야차는 동자에게 먹이가 되어 

달라고 한다. 야차가 “生滅滅已 寂滅為楽”라고 읊자 동자는 절벽에서 

몸을 날렸다.  
  
야차가 읊은 후절은 “나고 죽는 그 일마저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고요한 

즐거움이 있네.”라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생멸에 대한 것일지라도 

전절과 후절은 다르다. 전절은 자연이나 인생, 우주와 같은 커다란 

스케일의 제행무상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제행무상을 느낀다. 

그러나 후절의 경우 오온에 있어서 제행무상이다. 그래서 누구나 

제행무상을 느끼지 못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이거사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수행을 깊이있게 붓다(Buddha)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주의 성주괴공(成住壞空)이나 존재(存在)들의 생주이멸(生住離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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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고, 무아를 보아 가려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대상이 커서 

확실해서 보기는 쉽지만, 그러한 알음알이들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명상 

속에서 보아가는 것이 수행이며 거기에서 얻어진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십니다. 
  
(“붓다 명상기법은 미시적 관찰” 도이법사 위빠사나 수행기 Ⅱ-②, 

미디어붓다 2014-01-20) 
  
  
설산동자 투신설화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후절이다. 이는 오온의 생멸에 

대한 것이다. 우주적 스케일의 ‘성주괴공’이나 봄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변하는 자연의 제행무상,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무상에 

대해서는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오온무상은 

오로지 불교인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설산동자가 후절의 “生滅滅已 

寂滅爲樂”를 듣고 몸을 날린 것도 오온 무상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본다. 오온생멸의 이치를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하루를 사나 삽십년을 

사나 마찬가지 일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몸을 날리지 않았을까? 

 
 
‘법(dhamma)’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무엇이든지 생겨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라는 법의 눈이 열렸다고 하였다. 이는 

제행무상을 말한다. 이는 우주나 자연, 인생의 제행무상이라기 보다 

오온에 일어나는 제행무상에 가깝다고 본다. 설산동자가 투신한 것도 

전절의 우주적 스케일의 제행무상이 아니라 후절에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제행무상을 통찰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마찬가지로 지금 병이 

나서 고통 받고 있다면 좋은 관찰 대상이 된다. 머리가 지끈 거리며 

아플 때 이는 다름 아닌 ‘법(dhamma)’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2014-01-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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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성제(樂聖諦)가 아닌 고성제(苦聖諦)인 이유 
  
  
  
명절날에 본 것들 
  
평온한 아침이다. 명절 다음 날 이른 아침 아파트 창문에 불빛이 보이는 

집이 드물다. 전날 명절의 피로감이어서일까 사람들은 해가 떳음에도 

아직까지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 듯 하다. 
  
명절날 늘 보는 얼굴들이지만 어느 날 보았을 때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항상 지금 여기 현재를 산다고 하지만 몇 달 만에 보는 

얼굴들을 보았을 때 변화는 감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을 뒤돌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모든 것은 서서히 진행 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늙음과 질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늙어 간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늙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가 

누적 되어 어느 날 다시 보니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질병도 마찬가지이다. 기억력이 상실 되는 질병을 가졌다면 처음에는 잘 

감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황이 악화 되다가 몇 

년 지난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도 알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참함을 느낀다.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더구나 

사람을 알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악화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 어느 집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먼저 아들을 보낸 어느 노모가 있다. 그런데 먼저 간 아들에게 빚이 

있었다. 이를 나중에 안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들을 

잃은 슬픔 보다 남기고 간 빚에 더 고통스러워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사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였을 때 슬픔을 넘어 절망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명절날에 본 것들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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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라는 긴 단어로 귀결 된다. 이는 

Soka+ parideva+ dukkha+ domanassa+ upāyāsā 의 복합어로서 ‘슬픔-

비탄-고통-근심-절망’으로 번역 된다. 십이연기에 있어서 마지막 

구절이다.  
  
무명으로 시작된 삶의 종착지는 결국 절망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모든 

존재에게 직면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 파탄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있다. 
  
  
나기따여, 먹고 마시고 씹고 맛 본 것이야말로 똥과 오줌으로 끝난다. 

이것이 그 결과이다. 나기따여, 사랑스러운 것이 변화되고 다른 것이 

되는 것 때문에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그 결과이다. 
  
(나기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30, 전재성님역) 
  
  
모든 음식이든지 침이 발라지면 부패 하기 시작한다. 또 먹어도 

목구멍을 넘어 가는 순간 똥과 오줌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예술품과도 같은 사랑스런 음식을 먹어도 또 황제와 같은 식사를 하여도 

결국 똥과 오줌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인과 

결과라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랑스런 것이 있다면 이는 결국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이 생겨 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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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괴로움의 성스런 

진리, 고성제를 설하셨다. 
  
이고득락이 아니라 ‘이고득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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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괴로움에 대하여만 이야기 하였다면 ‘염세주의자’라 

불리웠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고성제를 설하신 것은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를 설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듯이, 지금 당면한 괴로움, 슬픔, 비탄, 

절망에서 헤어 나려면 괴로움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라고 괴로움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설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부처님이 오로지 ‘행복’만을 설하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였지 오로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고득락’을 설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고득락이 아니라 ‘이고득열반’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한역경전과 초기경전의 차이 
  
한역경전에서 십이연기를 보면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老死)’로 

끝난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라 하여 ‘무노사진’이라 하였다. 이렇게 열 두 번째 

단계에 대하여 단지 늙어 죽는 다는 의미로 ‘노사’로만 규정하였을 때 

그다지 절절히 마음에 다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bhavanti. S12.2)”라는 구절을 

접하였을 때 구구절절하게 느낀다. 이것이 한역경전과 빠알리니까야의 

차이라 본다.  
  
더구나 한역경전에서는 無老死 亦無老死盡라 하여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라 하여 당면한 슬픔과 비탄과 

고통 그리고 절망을 애써 외면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는 

슬픔, 비탄, 고통, 절망은 현실이다. 지금 여기에서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부처님이 해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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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따르면 여기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추가 되어 있다. 이는 괴로움을 말한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런데 고성제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오취온’이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 즉 색수상행식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 되었음을 말한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온이 내 것이 아님을 설하고 있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마음이라고 하였을 때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런 괴로움은 슬픔, 비탄, 절망 등과 

동의어라 볼 수 있다. 이 용어 중에 슬픔이 있다. 어떻게 하면 

슬픔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위해 천상이 더 낫다고? 
  
천상에는 항상 행복만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지옥에는 항상 고통만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로지 행복만이 있는 천상에서는 고통이나 

슬픔, 비탄, 절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또 오로지 괴로움만 있는 

지옥에서는 행복,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 어느 법우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본문중에서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적합하다고 

한다   -------------그래서   천상에 나는 것보다   인간으로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도 불교방송의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테라와다의 가르침은 천상의존재가 

인간보다   깨달음의 기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생에 깨닫지 못하면 천상에 날수 있도록 공덕을 쌓고 

수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천상이 기회가 더많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지혜있는 도반님들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__()__ 
  
(H 법우님, 불교의 세계관과 세상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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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님이 남겨 주신 글에 따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천상에 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천상에 기회가 더 많다는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하였다.  
  
행복이 행복인줄 모르고, 괴로움이 괴로움인줄 모르고 
  
경전에 따르면 천상에 태어나는 조건이 있다. 인간과 똑같이 남녀 

구별이 있는 욕계천상에 태어나려면 ‘믿음’과 ‘보시’와 ‘지계’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삶의 공덕에 대한 과보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라 한다. 그런 천상은 인간과 달리 엄청난 

수명이 보장 되어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라 한다.  
  
경에서도 삼십삼천의 경우 환희의 정원(nandana)으로 묘사 되어 있다. 

난다나경(S1.11)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옛날 서른 셋 신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한 하늘사람이 환희의 동산에서 요정들의 시중을 

받으며 하늘의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를 소유하여 갖가지를 

구족하고 즐기면서…(S1.11)”라는 대목이 나온다.  
  
욕계의 두 번째 천상, 즉 사대왕천 바로 위에 있는 삼십삼천의 천상이 

이정도로 즐거움과 행복과 오욕락을 마음껏 향유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 하늘사람은 “하늘사람이 살고 있는 환희의 동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하네.(S1.11)”라고 게송으로 노래 하였다. 

천상락을 겪어 보지 못한 자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천상에서는 오로지 행복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런데 행복만 가득할 뿐 

괴로움이란 없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일상이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천상의 

행복이 행복인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에는 오로지 괴로움만이 있을 것이다. 이는 경에서 그렇게 표현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그 다음에 옥졸들은 그를 눕혀 놓고 도끼로 내려친다. 

그때에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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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M129)”라고 표현 되어 

있다.  
  
지옥에서는 너무 괴로워도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지옥에서 

과연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오로지 괴로움만 있고 행복이 

없다면 행복에 대하여 모를 것이다. 또 괴로움 그 자체만 있다면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천상과 지옥은 극과 극이다. 오로지 행복만 있는 천상에서는 

괴로움을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행복인줄 

모르고 당연시 한다. 오로지 고통만 있는 지옥에서는 한번도 행복을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괴로움인줄 모르고 역시 당연시 

한다. 그러나 인간만은 행복과 괴로움을 골고루 맛본다. 그래서 행복이 

행복인줄 알고 괴로움이 괴로움인줄 안다. 
  
왜 천상에서 깨닫기 힘든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 날까지 온갖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 곧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는 더욱더 행복하고자 하며, 지금 괴로운 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행복과 괴로움을 맛 본다. 바로 이런 조건이 부처님이 

깨달은 조건에 가장 맞는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괴로움을 

기반으로 하는 사성제를 설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천상에서의 행복이 깨달음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행복을 

조건으로 한 사성제를 설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고성제가 아니라 

‘낙성제(樂聖諦)’를 설하였을지 모른다. 그럴 경우 즐거움의 뿌리를 

기반으로 한 네 가지 또는 여덟 가지로 된 ‘행복의 거룩한 진리’를 

설하였을 지 모른다. 또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행복이다’라 하여 

오취온을 설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행복을 기반으로 한 진리를 설한 적이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괴로움에 대하여 알아야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천상락을 누리자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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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득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괴로움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 그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고득락이 아니라 이고득열반이라 본다.  
  
천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 없다. 설령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간 불편한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이 느끼는 삶의 

과정에서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즉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행복만이 있는 곳에서는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성제의 진리를 깨우치기 힘들 것이다.  
  
온갖 감각적 욕망이 투영된 욕계천상이나 선정수행의 과보로 태어난 

색계와 무색계 천상 역시 사성제의 진리를 깨우치기 힘든 곳이라 본다. 

다만 불환자들이 간다는 색계 4 선천인 정거천만 예외 일 것이다. 

정거천의 경우 그곳에서 태어나 바로 열반에 들기 때문이다.  
  
어느 테라와다 빅쿠가 “이생에 깨닫지 못하면 천상에 날수 있도록 

공덕을 쌓고 수행하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정거천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질 때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괴로움과 행복이 늘 교차 한다. 이는 

느낌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수시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무덤덤한 느낌이 교차하듯이 인간의 삶 역시 괴로움과 

행복이 교차한다. 그래서 지금 괴로운 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지금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더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괴로움과 행복이 교차 하는 인간 세계에서 괴로움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괴로움은 때로 슬픔, 비탄, 절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났을 때는 괴로움으로, 사랑하는 것과 헤어질 

때는 슬픔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 괴로움 보다 더 괴로운 것이 

‘슬픔’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슬픔에서 벗어 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이렇듯 세상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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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늙음에 삼켜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stn581) 
  
(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monk 
  

  
세상의 이치를 알면 슬퍼 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여기서 ‘세상의 

이치’는 lokapariyāya 의 번역인데, 주석에 따르면 ‘세상의 

본성(lokasabhavam)’이라 한다. 게송에 따르면 현자들은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누가 슬퍼 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슬퍼 하는가? 이어지는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 양끝을 통찰해 보지 않고  
부질 없이 슬피 웁니다. (stn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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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오거나 가는 사람’은 āgatassa gatassa 의 번역어이다. 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오는 것을 말하고, 가는 것은 이곳에서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그래서 오는 것과 가는 것의 양끝을 모르는 

자들이 슬피운다고 하였다. 
  
운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운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우는 행위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미혹한 자가 자기를 해치며 
비탄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stn583) 
  
(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울다 보면 슬퍼서 울기 

보다는 우는 것 차체 때문에 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우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운다고 해결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슬픔의 화살을 뽑아 버릴것인가? 
  
만일 울어서 해결되는 일이라면 현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송에서 부처님은 “울고 슬퍼 하는 것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윌 따름입니다. 

(stn584)”라 하였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울부짓는 자들에 대하여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stn586)”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괴로움과 슬픔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60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님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애착과  
근심과 자기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려야 합니다.(stn592) 
  
(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슬픔, 비탄, 

절망이 생겨 나는 것은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다름 아닌 화살을 맞은 것으로 본다. 
  
흔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것을 제 1의 화살이라 한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으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 2 의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제 2 의 화살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고 헤어짐에 따라 슬픔, 비탄, 절망이 생겼다면 

제 2화살을 곧바로 맞은 것이다.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님으로” 
  
그런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게송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님으로 
열반에 들 것입니다. (stn593) 
  
(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번뇌의 화살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다. 이는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에서 도마낫사(domanassa)에 

해당된다. 이 도마낫사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근심’이라 번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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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연에서는 ‘정신적 괴로움’이라고 번역하였다. 따라서 슬픔, 비탄, 

절망이라는 번뇌의 화살은 정신적 괴로움, 즉 도마낫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신적 화살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 된 것이다. 오온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슬퍼도 내가 슬픈 것이다. 그래서 슬픔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온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 

슬픔 없는 상태가 열반이라 하였다. 
  
왜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라 하였을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큰 빚을 남겨 놓고 떠났지만 그 빚으로 인하여 산 

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머리가 백발이 다 된 어느 어머니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라고 말하며 자식 잃은 것 보다 지금 

당면한 괴로운 마음에 더 고통스러워 한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 온 어느 어머니의 한숨에 부처님이 말씀 하신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라는 긴 용어가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는다. 왜 부처님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라고 말씀 하였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2014-02-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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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다작가 경에서 
  
빠알리니까야에 ‘수호경’이 있다. 대표적으로 ‘라따나경(Sn2.1)’을 

들 수 있다. 이런 수호경은 청정도론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빅쿠 

냐나몰리의 The Path of Puripication 에 따르면 Ratana Sutta (Sn 

p.39), the Khandha Paritta (Vin II 109; A II 72), the Dhajagga 

Paritta (S I 218) 등이 소개 되어 있다.  
  
수호경중에 ‘다작가경(S11.3)’이 있다. 이를 ‘깃발경’이라 한다. 이 

다작가 경 불법승 삼보에 대한 찬탄과 귀의에 대한 것이다. 붓다에 대한 

것을 보면 “이처럼 세존께서는 1)거룩한 님, 2)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3)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4)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5)세상을 

아는 님, 6)위없이 높으신 님, 7)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 

8)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9)깨달은 님, 10)세상에 존귀하신 

님이다.(S11.3)”라고 되어 있다. 이를 부처님의 열가지 별칭이라 하여 

이 열가지를 외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불방불교에서는 여래십호라 하여 불과 세존을 합하여 

‘불세존’이라 하고 부처님이 스스로 지칭하는 말인 ‘여래’를 집어 

넣어 ‘여래십호’라 하였다. 
  
대승불교에서는 여래십호라고 하지만 테라와다불교에서는 Nava Guṇa 
Gāthā 라 하여 ‘구공덕게’라 한다. 다작가경에서 붓다가 삭제 되어 

부처님의 아홉가지 덕성에 대하여 찬탄한 게송이다.  
  
부처님의 별칭에 대한 것이 대승에서는 열 가지이지만 테라와다에서는 

아홉 가지이다. 그러나 대승에서 열 가지 중에 여래를 집어 넣은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여래라는 말은 부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마치 왕이 “짐”이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자들이 수호경으로 부처님의 별칭을 부를 때 여래를 뜻하는 

‘따타가따’라는 말은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빠져 있다.  
  
세 가지 명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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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작가경에서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이라는 칭호가 있다. 이는 

vijjācaraṇasampanna 의 번역어이다. 여기서 명지를 뜻하는 

말이‘윗자(vijjā)’이다.  이는 ‘higher knowledge’로 영역되고 

한자어로 ‘明, 智’ 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부처님에 대하여 왜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즉 명행족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을까? 이는 

맛지마니까야 ‘두려움과 공포의 경(M4)’을 보면 알 수 있다. 
  
‘두려움과 공포의 경’에서는 부처님이 특별한 지혜를 증득하는 장면이 

묘사 되어 있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초야, 중야, 후야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단계적인 ‘윗자(명지)’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세가지가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이다.  
  
첫 번째 명지, 초야의 숙명통 
  
먼저 숙명통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So evaṃ samāhite citte - parisuddhe, pariyodāte, anaṅgaṇe, 
vigatūpakkilese, mudubhūte, kammaniye, ṭhite, āneñjappatte9, 
pubbenivāsānussatiñāṇāya cittaṃ abhininnāmesiṃ.  
  
So anekavihitaṃ pubbenivāsaṃ anussarāmi. Seyyathīdaṃ: ekampi 
jātiṃ, dvepi jātiyo, tissopi jātiyo, catassopi jātiyo, pañcapi 
jātiyo, dasapi jātiyo, vīsampi jātiyo, tiṃsampi jātiyo, 
cattārīsampi jātiyo, paññāsampi jātiyo, jātisatampi jātisahassampi, 

jātisatasahassampi, anekepi saṃvaṭṭakappe, anekepi vivaṭṭakappe, 
anekepi saṃvaṭṭavivaṭṭakappe, 'amutrāsiṃ evannāmo evaṃ gotto evaṃ 
vaṇṇo evamāhāro evaṃ sukhadukkhapaṭisaṃvedī evamāyupariyanto, so 
tato cuto amutra udapādiṃ. Tatrāpāsiṃ evannāmo evaṃ gotto evaṃ 
vaṇṇo evamāhāro evaṃ sukhadukkhapaṭisaṃvedī evamāyupariyanto. So 
tato cuto idhūpapanno'ti. Iti sākāraṃ sauddesaṃ anekavihitaṃ 
pubbenivāsaṃ anussar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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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전생의 삶에 대한 앎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네 번 태어나고 다섯 

법 태어나고 열 번 태어나고 스무 번 태어나고 서른 번 태어나고 마흔 

번 태어나고 쉰 번 태어나고 백 번 태어나고 천 번 태어나고 십만 번 

태어나고, 수많은 세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세계가 생성되고 수많은 

세계가 파괴되고 생성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당시에 나는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성을 지니고 이러한 용모를 지니고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러한 목숨을 지녔고, 나는 그 곳에서 죽은 

뒤에 나는 다른 곳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나는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성을 지니고 이러한 용모를 지니고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러한 목숨을 지녔었다. 그 곳에서 죽은 뒤에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나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합니다. 
  
(Bhayabheravasutta- 두려움과 공포의 경, 맛지마니까야 M4,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숙명통(pubbenivāsānussatiñāṇā)’에 대한 것이다. 이런 

숙명통은 경에 따르면 네 번째 선정에서 성취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네번째 선정단계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청정한' 것이라 묘사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것이라 번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자어로 捨念淸淨(사념청청, 

upekhāsatipārisuddhiṃ)이라 한다. 
  
첫 번째 명지가 일어난 것은 초야때이다. 이를 초경이라고도 한다. 

초야때 일어난 특별한 앎이라는 것이 숙명통이다.  
  
숙명통이란 무엇인가? 
  
이 숙명통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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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통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무한대이지만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어 소급되는 자신의 전생에 대한 곧바른 앎이다. 그러나 윤회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간적 계기에 따라 

조건지어진 존재의 계기가 흔적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조건의 소멸에 

수반되는 여실지견에 의해 전생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전생에 대한 인과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직접지각이 아니며 다중적인 전생의 삶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에 불과한 

것이다. Vism13~71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숙명통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전생을 볼 수 있는 숙명통은 직접지각이 

아니라 전생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청정도론 Vism13~71 에 상세히 설명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에 대하여 초불연의 ‘맛지마니까야 

중간길이로 설하신 경’에 따르면 ‘청정도론 XIII.13~71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빅쿠 냐마몰리와 빅쿠 

보디의 공저인 MDB 에서도 ‘knowledge of the recollection of past 

lives.(숙명통)’에 대하여 ‘Explained in detail at Vsm XIII, 13-

71.’라고 되어 있어서 청정도론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청정도론을 보니 
  
청정도론 Vsm XIII, 13-71 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초불연의 대림스님이 

번역한 13 장 초월지의 71 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이와 같이.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이름과 종족 

등이 특색이고, 용모 등이 갖가지 모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종족을 

통해 중생들은 띳사 혹은 깟사빠라고 알려진다. 용모 등을 통해 갈색, 

흰색 등 다양함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름과 종족은 특색이고, 다른 

것들은 갖가지 모습들이다. 상세하게 기억한다: 이것은 이미 

설명되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의 주석이 끝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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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 13 장 초월지, 71 절) 
  
  
청정도론 71 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럼에도 

각번역서의 각주에는 공통적으로 Vsm XIII, 13-71 라는 내용이 보인다. 

아마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여겨 진다. 
  
청정도론에서 숙명통에 대한 설명은 71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64 절부터 71 절까지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경에 언급되어 있는 ‘어느 곳에 나는’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이후 ‘이런 이름을 가졌고’와 ‘이런 용모를 

가졌고’와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등 경에 실려 있는 

문장을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각 번역서에 실려 있는 Vism13~71(성전협) 또는 

XIII.13~7(초불연), Vsm XIII, 13-71(MDB)은 잘못 표기 된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Vsm XIII, 66-71’라고 해야 될 것이다. 
  
마음이 집중 되어 있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를 ‘숙명통(宿命通)’이라 한다. 이를 

빠알리어로 ‘뿝베 니와사 아눗사띠 냐나(pubbenivāsānussatiñāṇā)’라 

하고, 영역으로 ‘knowledge of the recollection of past lives’라 

되어 있다.  
  
이러한 숙명통에 대하여 보통사람들은 이해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경에서는 한 생 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것도 

우주의 성주괴공에 이르기 까지 거의 무한정 언급 되어 있다. 이런 

숙명통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일체지자로서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묘사 하고 있다.  
  
하지만 단멸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깜냥에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오감에 따른 잣대로 판단하려 하고, 또 과학이라는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유물론’에 근거를 둔 ‘존재론’적 

사고방식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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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의 정신능력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신의 감각적 인지주의와 

과학적 검증주의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 인간의 정신능력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도 한 존재의 알 수 없는 

정신능력에 속한다. 이런 정신능력은 어떻게 계발되는 것일까? 근거 

없이 과거전생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경에서는 

숙명통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선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M4)”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정에 이르기 위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마음이 집중 되어 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마치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면 종이가 타버리듯이 집중된 

마음에서는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생겨남을 

말한다. 경에 따르면 이런 능력과 지혜는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경(M4)’에서 언급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은 모두 사선정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생과 윤회를 아는 것부터  
  
이처럼 네 번째 선정(사선정)상태에서는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yaṃ kho me brāhmaṇa rattiyā paṭhame yāme paṭhamā vijjā adhigatā 
  
“바라문이여,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初更)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明知)입니다.”(M4, 대림스님역) 
  
“바라문이여, 이것이 내가 밤의 초야에 도달한 첫 번째 앎입니다.” 

(M4, 전재성님역) 
  
“This was the first true knowledge attained by me in the first 

watch of the night.”(M4, 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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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부처님이 초야에 도달한 숙명통에 대하여 ‘paṭhamā vijjā’라 

하였다. 이를 전재성님은 ‘첫 번째 앎’이라 하였고, 대림스님은 ‘첫 

번째 명지(明知)’라 하였고, MDB 에서는 ‘the first true 

knowledge’라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윤회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을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없는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전생과 윤회를 아는 것부터 시작 되었음을 말한다. 이로써 

단멸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지 내세와 윤회에 대하여 말씀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무너진다.  
  
두 번째 명지, 중야의 천안통 
  
이렇게 초야에 부처님은 숙명통이 열려서 과거 전생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지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 명지는 초월적 지혜라 볼 

수 있다. 마음을 집중하여 특수한 경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어서 부처님은 두 번째 명지를 증득하게 된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So evaṃ samāhite citte parisuddhe pariyodāte anaṅgaṇe 
vigatūpakkilese mudubhūte kammaniye ṭhite āneñjappatte sattānaṃ 
cutūpapātañāṇāya cittaṃ abhininnāmesiṃ, so dibbena cakkhunā 
visuddhena atikkantamānusakena satte passāmi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뭇 

삶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앎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96) 
  
(Bhayabheravasutta- 두려움과 공포의 경, 맛지마니까야 M4, 

전재성님역) 
  
  
경에서 cutūpapātañāṇā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뭇 삶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앎’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중생들의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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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天眼通]’이라 하였다. MDB 에서는 

‘knowledge of the passing away and reappearance of beings’라 

하였다. 이는 천안통을 말한다.  
  
그런데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대괄호치기를 이용하여 ‘[天眼通]’이라 

하였다. 또 ‘[아는]’이라는 말을 추가 하였다. 만일 대괄호치기를 

무시한다면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지혜’가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어색한 말이다.  
  
천안통이란?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천안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여기서는 천안통(dibbacakku, 天眼通)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천안통은 

자신의 행위와 업보에 미루어 타자의 행위와 업보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이 정제되고 확장된 것이다. 천이통처럼 천안통이 멀고 가까운 

대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뭇삶들의 다양성을 그들의 업보의 다양성에 따른 인과응보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앞서의 숙명통은 자신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천안통은 

타자의 다양한 업보에 따라 등장하는 운명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타자의 현재적 사건을 일반적인 시각능력의 범주를 넘어서 지각하는 

것이다. 또한 타심통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자의 마음을 알듯이 

천안통은 자신의 숙명을 미루어 타자의 숙명에 관해 아는 것이다.  
  
천안의 계발은 초감각적 초시간적 실재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천안통은 현재적 사건을 보는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직접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Vsm72-101 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96 번 천안통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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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님의 96 번 각주를 보면 주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명지라 일컬어지는 숙명통이라는 것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명지라 불리우는 천안통은 ‘타자’에 

대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타자의 다양한 뭇삶들의 행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모두 업보에 따른 것 
  
뭇삶들의 행태에 대하여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눈으로 뭇삶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뭇 삶들에 관하여 

‘어떤 뭇 삶들은 신체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고귀한 님들을 비난하고 잘못한 

견해를 지니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행동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뭇 삶들은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고귀한 님들을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에 따라 행동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눈으로 뭇 삶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뭇 삶들에 

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Bhayabheravasutta- 두려움과 공포의 경, 맛지마니까야 M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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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타자, 즉 뭇삶들의 삶의 행태를 보고서 모두 업보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또는 전생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의 과보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응보에 대한 것이고 

또한 연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타자의 현재 모습을 보고서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은 각주에 

따르면 “타심통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자의 마음을 알듯이 

천안통은 자신의 숙명을 미루어 타자의 숙명에 관해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부처님의 두 번째 명지에 해당되는 천안통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청정도론 XIII.72~101 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언급 되어 있을 뿐이다. MDB 에서도 역시 

‘Explained in detail at Vsm XIII, 72-101’라고 설명 되어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명지, 후야의 누진통 
  
후야에 부처님의 세 번째 명지가 열렸다. 세 번째 명지는 어떤 것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o evaṃ samāhite citte parisuddhe pariyodāte anaṅgaṇe 
vigatūpakkilese mudubhūte kammaniye ṭhite āneñjappatte āsavānaṃ 
khayañāṇāya cittaṃ abhininnāmesiṃ.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Bhayabheravasutta- 두려움과 공포의 경, 맛지마니까야 M4,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세 번째 명지에 대한 것이 ‘āsavānaṃ khayañāṇā’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이라 하였고, 초불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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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스님은 번뇌를 소멸하는 하는 지혜[漏盡通]’이라 하였다. 

MDB 에서는 ‘knowledge of the destruction of the taints’라 하였다.  
  
누진통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세 번째 명지는 누진통에 대한 것이다.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 

또는 지혜라 하는 누진통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세 번역서는 특별한 

각주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에서 이어지는 문구가 누진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So idaṃ dukkhan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dukkhasamudayo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dukkhanirodho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ime āsavā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āsavasamudayo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āsavanirodho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yaṃ āsavanirodhagāminī paṭipadāti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Bhayabheravasutta- 두려움과 공포의 경, 맛지마니까야 M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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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통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사성제임을 알 수 있다. 편의상 나눈 첫 

번째 문단에서는 괴로움(dukkha)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번뇌(āsavā)에 대한 것이다.  
  
당당한 사자후 
  
이렇게 모든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 났을 때 부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Tassa me evaṃ jānato evaṃ passato kāmāsavāpi cittaṃ vimuccittha. 
Bhavāsavāpi cittaṃ vimuccittha. Avijjāsavāpi cittaṃ vimuccittha. 
Vimuttasmiṃ vimuttamiti ñāṇaṃ ahosi.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abbhaññāsiṃ.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자, 감각적 쾌락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습니다. 해탈되었을 때에 나에게 ‘해탈되었다.’는 앎이 

일어났으며, 나는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Bhayabheravasutta- 두려움과 공포의 경, 맛지마니까야 M4, 

전재성님역) 
  
  
이는 아라한 선언을 말한다. 모든 번뇌가 소멸 되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외치는 당당한 ‘사자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아라한 선언이 있기 까지 초전법륜경에서는 세 가지로 굴린 

열두가지 형태, 즉 삼전십이행상이 설명되어 있다. 
  
아라한 선언에 대한 번역을 보면 
  
경에서 언급된 아라한 선언에 대하여 각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Khīṇā j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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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전재성님역)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림스님역) 
  
  
Birth is destroyed,  
the holy life has been lived,  
what had to be done has been done,  
there is no more coming to any state of being. (*57) (MDB) 
  
  
  
왜 ‘태어남은 부수어졌다’라고 하였을까? 
  
게송에서 Khīṇā jāti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태어남은 

부수어지고’라고 번역하였다. MDB 에서는 ‘Birth is destroyed’라 

하였다. 왜 이런 표현을 하였을까? 전재성님의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Pps.I.128 에 따르면, ‘태어남은 부수어 졌다.’에서 ‘태어남’은 

성스런 길이 닦여지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형태의 태어남이므로 성스런 

길을 닦았을 때 ‘태어남’이 생겨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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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남을 뜻하는 자띠(jāti)는 세간적 용어이다. 그러나 모든 번뇌가 

소멸된 아라한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태어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Khīṇā jāti 라 하여 “태어남은 부수어졌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의 뜻은? 
  
게송에서 kataṃ karaṇīyaṃ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성전협)” “할 일을 다 해 마쳤다(초불연)” “what had to be 

done has been done(MDB)” 라고 번역되었다. 어떤 것을 다해 마친 

것일까?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친 것’은 거룩한 진리에 대한 네 가지 과업 – 

괴로움에 대한 완전한 앎, 괴로움의 원인의 제거, 괴로움의 소멸의 

성취,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수행 – 이 네 가지 각각의 

출세간적 길을 위해 완성된 것을 말한 것이다.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ataṃ karaṇīyaṃ’라는 문구는 사성제가 완성된 상태라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도 괴로움과 번뇌가 모두 소멸 되었을 때 이를 세 

번째 앎, 즉 누진통이라 하였다. 이렇게 누진통은 사성제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아라한 선언문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nāparaṃ itthattāyā 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 하여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MDB 에서는 

“there is no more coming to any state of being”라고 되어 있어서 

직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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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한 말의 원뜻은 ‘더 

이상 이러한 상태는 없다. (nāparaṃ itthattāyā)’라는 뜻이다. 그 

말은 ‘이러한 상태를 위해 즉, 길의 열 여섯 가지 기능을 위해, 번뇌의 

파괴를 위해, 다시 길을 닦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나 또는 

달리 ‘이러한 상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존재의 다발(蘊)의 지속 

이후에는 나에게 존재의 다발의 지속은 없다. 이러한 존재의 

다발들(pancakkhanda:五蘊)은 완전히 이해 되면, 뿌리 잘린 나무처럼 

되어버린다. 마지막 의식이 정지함으로써 그들은 연료 없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주, 전재성님) 
  
  
빠알리어 ‘nāparaṃ itthattāyā’의 뜻은 ‘더 이상 이러한 상태는 

없다’라는 뜻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MDB 에서는 이를 직역하여 “there 

is no more coming to any state of being”라 하였다. 초불연에서는 

역시 직역과 의역의 중간 형태를 취하여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전잭성님은 이를 

의역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뿌리 잘린 나무처럼’과 ‘연료 없는 불꽃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참고로 아라한 선언에 대한 MDB 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This is the stock canonical announcement of final knowledge or 

arahantship. MA explains that the statement “Birth is destroyed” 

means that any type of birth that might have arisen if the path had 

not been developed has been rendered incapable of arising by the 

development of the path.  
  
The “holy life” that has been lived is the holy life of the path 

(maggabrahmacariya). The phrase “what had to be done has been 

done” (katarim karantyam) indicates that the four tasks of the 

noble path - fully understanding suffering, abandoning its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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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ing its cessation, and developing the path - have now all 

been completed for each of the four supramundane paths. The fourth 

phrase, napararii itthattaya, is glossed by MA thus: 
  
“Now there is no need for me to develop the path again for ‘such 

a state,’ i.e., for the sixteenfold function (of the path) or for 

the destruction of the defilements. Or alternatively: after ‘such 

a state,’ i.e., the continuum of aggregates now occurring, there 

is no further continuum of aggregates for me. These five 

aggregates, having been fully understood, stand like trees that are 

cut at the root. With the cessation of the last consciousness, they 

will be extinguished like a fire without fuel.” I have opted for 

the second of these interpretations, but take itthattaya as a 

dative. The word, which literally means “the state of this” or 

“the state of thus,” implies manifestation in a concrete state of 

existence. Nm had rendered: “There is no more of this beyond.” 
  
(57 번 각주, MDB) 
  
  
삼명과 육신통을 갖춘 부처님 
  
빠알리어 ‘nāparaṃ itthattāyā’의 뜻은 ‘더 이상 이러한 상태는 

없다’라는 뜻이다. 이런 직역에 대하여 단멸론자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오로지 현세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 하여 내세와 윤회를 부정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가르침은 없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세 번의 명지가 일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 명 내   용 비  고 
숙명통 

pubbenivāsānussatiñāṇā 
전생의 기억에 대한 앎 윤회 

천안통 
cutūpapātañāṇā 

뭇삶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앎 업과 과보 

누진통 
āsavānaṃ khayañāṇā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 사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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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공포의 경(M4)에서는 세 가지 명지에 대하여 소개 되어 있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말한다. 이를 ‘삼명(三明, Te-vijja)’이라 

한다. 이런 명지는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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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vijjā) 가 언급되어 있다.  
  
이런 명지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알기 때문에 윤회함을 알게 되었고, 

뭇삶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업과 과보에 따른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기에 번뇌의 소멸로 이끄는 사성제의 

진리를 완성하였을 때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하여 vijjācaraṇasampanna 라 하여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명행족)’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것이다.  
   
테라와다 예불문에도 사용 되는 열 가지 공덕 
  
테라와다 예불문에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게송이 있다. 이는 

다작가경(S11.3, 깃발경)에서의 부처님에 대한 찬탄 게송과 동일하다.  
  
  
 Itipi so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vijjācara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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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성님역) 
  
  
여기서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vijjācaraṇasampanna)’를 명행족이라 

한다. 이는 삼명과 육신통을 갖춘 부처님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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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대하는 태도 
  
요즘 넷상에는 단멸론자와 회의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깜냥으로 가르침을 재단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물론과 

존재론에 바탕을 두어 자신의 감각적 인지주의 과학적 실증주의의 

잣대를 들이 대려 한다. 그래서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모조리 부정하고 

만다. 삼명과 육신통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렇다면 경전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것은 전승된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 없이’ 

받아 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불자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부처님의 아홉 가지 공덕 
  
부처님의 아홉 가지 공덕에 대하여 찬탄하는 노래가 있다. 이를 

구공덕게라 한다. 이에 대하여 영문가사가 있는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았다.  
  
  
구공덕게 
(Nava Guṇa Gāthā , The Nine Virtues of The Buddha)  
  
  
  
1. 거룩한 님(아라한, 응공)  
  
Arahaṃ arahoti nāmena,  아라항 아라호띠 나-메나 
arahaṃ pāpaṃ na kāraye,  아라항 빠-빵 나 까-라예 
arahattapphalaṃ patto,  아라핫땁팔랑 빳또 
arahaṃ namato namo.   아라항 나마또 나모 
  
By name He is an Arahant as He is worthy 
Even in secret He does no evil 
He attained the fruit of Arahantship 
To Thee, the Worthy one, my homage be. 
  
공양을 받을만한 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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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 없기에, 어떤 악의도 없기에,  
그분을 거룩한 님이라 합니다.  
거룩한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2.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삼마삼붓다, 정등각자 ) 
  
Sammāsambuddha-ñāṇena,  삼마-삼붓다 냐-네나 
sammāsambuddha-desanā,  삼마-삼붓다 데사나- 
sammāsambuddha-lokasmiṃ,  삼마-삼붓다 로까스밍 
sammāsambuddha te namo.  삼마-삼붓다 떼 나모 
  
By wisdom He is Sammasambuddha 
By teaching He is Sammasambuddha 
A fully Enlightened one is He in the world 
To Thee, the fully Enlightened one, my homage be. 
  
지혜로서 모든 법을 바르게 깨달으신 분,  
바른 가르침을 주신 분,  
이 세상에서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룩하신 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3.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윗자짜라나삼빤나, 명행족) 
  
Vijjācaraṇasampanno,  윗자-짜라나삼빤노 
tassa vijjā pakāsitā,  땃사 윗자- 빠까-시따- 
atītānāgatuppanno,   아띠-따-나-가뚭빤노 
vijjācaraṇa te namo.  윗자-짜라나 떼 나모 
  
He is endowed with wisdom and knowledge 
His wisdom is made known 
The past, future and present He knows 
To Thee who is endowed with wisdom and 
knowledge, my homage be 
  
지혜와 지식을 완전하게 갖추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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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지를 원만하게 성취하신분,  
삼세에 걸쳐 명지와 덕행을 구족하신 분,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4.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수가따, 선서)  
  
Sugato sugatattānaṃ,  수가또 수가땃따-낭 
sugato sundarampi ca,  수가또 순다람삐 짜 
nibbānaṃ sugatiṃ yanti, 닙바-낭 수가띵 얀띠 
sugato nāmato namo.  수가또 나-마또 나모 
  
He is Sugata being self-disciplined 
Being good He is Sugata 
In the sense of going to the good state of Nibbāna 
To Thee, the Sugata, my homage be. 
  
오염원으로 다시 돌아 오지 않는 분,  
행함이 아름다워 피안으로 잘 가신 분,  
닙바나라는 멋진 곳으로 가신 분,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5. 세상을 아는 님(로까위두, 세간해) 
  
Lokavidūti nāmena,  로까위두-띠 나-메나 
atītānāgate vidū,  아띠-따-나-가떼 위두- 
saṅkhārā-sattamokāse,  상카-라- 삿따모까-세 
lokavidū nāma te namo. 로까위두- 나-마 떼 나모 
  
By name He is Lokavidu 
He knows the past and future 
Things, beings and space He knows 
To Thee, the Knower of worlds, my homage be. 
  
모든 방면에서 세상을 잘 아시는 분,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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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끝에 도달 하신 분,  
세상을 아는 님, 오직 그 분께귀의합니다. 
  
  
6. 위없이 높으신 님(아눗따라, 무상사)  
  
Anuttaro ñāṇasīlena,  아눗따로 냐-나시-레나 
yo lokassa anuttaro,  요 로깟사 아눗따로 
anuttaro pūjalokasmiṃ, 아눗따로 뿌-자로까스밍 
taṃ namassāmi anuttaro. 땅 나맛사-미 아눗따로 
  
By wisdom and conduct unrivalled is He 
Who is the Unrivalled of the world 
In this world He is revered as an Incomparable one 
That Incomparable one, I salute. 
  
지혜와 공덕에 있어서 경쟁자가 없는 분,  
이 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 분,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는 가장 존경 받는 분,  
위없이 높으신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7.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뿌리사담마사라티, 조어장부)  
  
Sārathī sārathī devā,  사-라티- 사-라티- 데와- 
yo lokassa susārathī,  요 로깟사 수사-라티- 
sārathīpūjalokasmiṃ,  사-라티뿌-자로까스밍 
taṃ namassāmi sārathī. 땅 나맛사-미 사-라티- 
  
O Charioteer, the King Charioteer 
A charioteer, a clever trainer is He of Deva 
Who is a clever charioteer of the world 
And is a respectful charioteer in this world, 
That great trainer, I salute. 
  
길들여야 할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가르쳐야 할 사람을 잘 가르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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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조련사, 가장 존경 받는 조련사,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8.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삿타데와마눗사남, 천인사)  
  
Deva-yakkha-manussānaṃ, 데와 약카 마눗사-낭 
loke aggaphalaṃ dadaṃ, 로께 악가팔랑 다당 
adantaṃ damayantānaṃ, 아단땅 다마얀따-낭 
purisājañña te namo.  뿌리사-잔냐 떼 나모 
  
To Devas, Yakkhas and men in this world 
He gives the highest fruits 
Among those taming the untamed 
To Thee, O Remarkable one, my homage be. 
  
신들과 인간을 열반으로 인도 하는 최고의 스승,  
길들여진 존재나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에게도, 
최고의 과를 주는 분,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9. 세상에 존귀하신 님(바가와, 세존) 
  
Bhagavā bhagavā yutto, 바가와- 바가와- 윳또 
bhaggaṃ kilesa-vāhato, 박강 낄레사 와-하또 
bhaggaṃ saṃsāra-muttāro, 박강 상사-라 뭇따-로 
bhagavā nāma te namo.  바가와- 나-마 떼 나모 
  
The Bhagava is repleted with fortune 
He has destroyed all passions 
He has crossed the ocean of Saṃsāra 
To that Blessed one, my homage be. 
  
행운으로 충만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모든 감각적욕망을 부순 분,  
삼사라의 대양을 건너신 분, 축복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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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존귀하신 님, 오직 그 분께 귀의합니다. 
  
  
  
1.  Pali ;http://www.palipage.com/jm/index.php?option=com_content&v

iew=article&id=112&Itemid=74&limitstart=3 
2.  영어 ; http://www.buddhanet.net/audio-chant.htm 
3.  한글 ; 진흙속의연꽃 번역(영어와 청정도론 참고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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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처님의 평등사상 여섯 가지 

  
  
  
이슈에 민감한 글 
  
몇 주전 종편채널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뉴스를 보았다. ‘채널 A’의 

심야뉴스인데 중국전문기자로 불리우는 하종대 기자가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뉴스를 들어 보니 이전에 글을 올렸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다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 심층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모두 말한 듯 하다. 똑 

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2.5 배 많다든가, 또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혈세로 주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 

난다는 이야기 등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고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을 촉구 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하여 수 차례 글을 올렸다. 그중에 하나의 글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글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많이 본글’이라 하여 첫 페이지에 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글은 다름 아닌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라는 글이다. 그런데 이글은 늘 논쟁중이다. 댓글 공방을 보면 

지켜 내려는 사람과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글을 종종 올린다. 그리고 종종 

정치적인 견해도 밝힌다. 불교블로그이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민감한 주제를 거론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이땅의 기득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무기력한 한국불교 
  
마하야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에서 불자들의 신행생활은 매우 

단순하다. 그저 자신과 가족의 안위에 대한 소박한 바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업, 사업, 건강, 치유 등에 대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절에서도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늘 하는 말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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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세요”이다. 이렇게 한국불교는 개인적은 기복만을 추구하는 

불교로 전락한 듯 하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다.  
  
최근 종교조사가 발표 되었다. 기독교에서 발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교의 

신뢰도는 2 위라 한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이고 그 다음이 

불교이고 3 위는 개신교라 한다.  
  
그런데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는 개신교가 

1 위(41.3%)라 한다. 2 위는 천주교(32.1%)이고 3 위는 불교(6.8%)이다. 

신뢰도나 봉사에서나 불교는 어느 것 하나 1위가 없다. 더구나 

사회봉사에 대한 것을 보면 1 위와 2 위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불교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 
  
계급에 대한 불평등 
  
초기불교경전을 보면 우리나라 불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처님과 

다르다. 초월적이고 신격화된 마하야나의 부처님상이 아닌 것이다.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평등의 가르침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던 부처님은 ‘사회개혁가’ 또는 ‘혁명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특히 계급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제기 하였는데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다룬 책이 있다. 전재성님의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이 그것이다. 이 책에서 부처님의 ‘사회현상의 연기’에 

대한 항목이 있다. 부처님 당시 사성계급의 불평등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여섯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불교는 인도라는 환경에서 탄생하였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 인도는 

철저하게 네 개의 계급으로 구분 되어 있었다. 이렇게 사성계급이 확립 

된 것은 사회기원을 창조신에게 두는 범신론적 자연법 사상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바라문교에서 절대적 권위를 갖는 리그 베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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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대신]의 입이 성직자계급(바라문)이고 두 팔은 

귀족계급(끄샤뜨리야)이고 두 다리는 평민계급(바이샤)이고 두 발은 

노예계급(수드라)이네. 
  
(리그 베다의 뿌루샤 찬가) 
  
  
이것이 고대인도에 있어서 명문화 된 계급의 서열이다. 여기서 절대신은 

범신론적인 신인 ‘뿌루샤’를 말하는데, 이 신은 과거에 존재하였고 또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창조신이 존재하는 한 계급은 계속 

유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아간냐경(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D27)에 상세히 설명 되어 있다. 
  
사성계급의 발생 원인 
  
아간냐경에 따르면 창조신의 의힌 사성계급은 부정된다. 그 대신 

연기법에 따른 사성계급이 성립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계급이 

생겨 난 원인에 대하여 인간의 ‘탐욕’을 들어 연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과 계급발생의 원리, 아간냐경(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D2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사성계급이 생겨 나게 되었을까? 책에서는 

아간냐경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인간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함께 살면서부터 초원에서 모아온 쌀을 

저장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쌀을 

수집해서 저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초원을 농지로 분할해서 소유하면 

각자에게 편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소유의 초원이 구역이 

나뉘어져서 사적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자가 자기 구역의 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의 경작지를 침범하는 사회악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 

기준을 세울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마침내 도덕의 수호자가 된 왕과 

[귀족을] 선출하여 자신들의 생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이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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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점점 증대하는 사회악을 단절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집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가 명상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곧 성직자 

계급이다. 그리고 재가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민계급을 구성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사냥이나 거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갔는데 그들은 노예계급이라고 불리우게 됨으로써 계급제도가 

형상되었고 세습되었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326 쪽) 
  
  
이것이 사성계급의 발생 원인이다. 아간냐경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글을 

보면 계급이 발생된 원인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원시공동체에서 

누군가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등의 오계를 범하였을 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주면서 관리자로 뽑은 

것이 끄샤뜨리아 계급의 시초라 한다.  
  
경에 실려 있는 사회현상의 시초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 있다. 이는 

사회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인간의 생존à 2)공동소유à 3)사적소유à 4)사회악의 발생à 5)지배, 

피지배 계급의 형성à 6)사성계급의 형성 
  
  
이런 사회제도는 사회적인 인과관계의 필연성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제도를 구성하는  계급이나 우열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득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계급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런 계급 제도가 세습이 되었고 더 후대에 

가서는 창조신이 이런 계급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변질된 계급 

발생에 대하여 부처님은 ‘연기’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 초기경전에 고스란히 기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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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평등 
  
첫째, 인간은 계급이 아니라 생물학적 조건으로 태어 났다. 이 말은 

절대신이나 운명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결정되어 태어난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아간냐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세존] 
“그러나 그 바라문들의 바라문 아내에게도 월경, 임신, 출산 수유가 

존재한다.” (D27)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라문의 여인들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문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적자이고, 그의 입에서 태어난 자이고(D27)”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성계급 누구든지 여인에게 태어난다. 이를 생물학적 평등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바라문교의 정(淨)-부정(不淨) 사상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어느 계급이건 간에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 계급 
  
둘째, 사회적 계급은 조건에 따라 변한다. 이 말은 계급이 고정 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임을 말한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전적 

근거를 들고 있다. 
  
  
[세존] 
“아쌀라야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요나, 깜보자, 

그리고 다른 변경 지방의 백성들에게는 귀족과 노예란 두 계급이 

있는데, 귀족으로 있다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로 있다가 귀족이 

되기도 한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Assalāyanasutta-앗살라야나의 경, 맛지마니까야 M93,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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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 지방은 그리스의 박트리아와 관련된 ‘이오니아’ 지방이라 한다. 

그리고 깜보자는 부처님 당시 16 대국의 하나로서 인도의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계급간의 이동이 빈번함을 말한다. 

그래서 귀족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귀족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 인도와 다른 계급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음을 말한다.  
  
아는 무엇을 말할까? 책에 따르면 “계급의 명칭은 단지 사회적인 

기능개념 내지는 관계개념일 뿐 계급자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 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고대인도에서는 

계급이 고정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계급을 고착화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브라만 등 기득권층의 특권의식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삼법인’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라는 ‘제법실상’의 

가르침으로 사회평등론을 말씀 하신 것이다. 계급도 사회적 조건 

속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영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조건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휴머니즘’ 입장에서 
  
셋째, 자유의지로 계급이 바뀔 수 있다. 모든 계급은 윤리적으로 

기회균등함을 말한다. 그래서 상층계급이라도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악처에 떨어질 수 있고, 반면 하층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면 선처에 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을 근거로 들었다. 
  
  
[세존] 
바라문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지 않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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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왕족들이나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Assalāyanasutta-앗살라야나의 경, 맛지마니까야 M93 21 절,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모든 계급이 평등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선업을 

지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계급이 평등하다는 ‘휴머니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면 기회가 균등하게 찾아 옴을 말한다.  
  
아무리 상층 카스트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악처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급이 태어날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라문교에 

대하여 부처님은 사성계급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불꽃에는 특징이 있는데 
  
넷째, 계급에는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주어지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생성되다는 원리를 말한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아쌀라야나여, 만약에 귀족가문, 왕족 가문,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 사라수, 사라라수, 전단수, 또는 발담마수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있고, 광채와 

광명이 있어, 바로 그 불꽃으로만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짠달라 가문, 사냥꾼 가문, 죽세공 가문, 마차수리공 

가문, 도로청소부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도 개 먹이통, 돼지 먹이통, 

세탁통이나 엘란다 나무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없고, 광채와 광명이 없어, 그 

불꽃으로는 불을 만들 수 없습니까?” 
  
(Assalāyanasutta-앗살라야나의 경, 맛지마니까야 M93 33 절,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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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화염’과 ‘광채’와 ‘광명’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특징은 ‘전단향’과 같은 

고급목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돼지 먹이통’용으로 

만든 목재에서도 역시 화염과 광채와 광명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티벳과 같은 극한 지역에서의 야크 똥은 훌륭한 연료가 

된다. 이때 야크 똥을 연료로 하여 타오르는 불꽃 역시 화염과 광채와 

광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책에 따르면  계급이 기능적으로 분화 될 수 

있으나 동일한 수단이 주어지면 계급간의 차별은 소멸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전단향나무나 돼지 먹이통 나무나 야크 똥에서 타오르는 

불꽃의 특징은 모두 ‘같음’을 말한다. 또 하나는 어떤 계급이든지 

정(淨)과 부정(不淨)이 차별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순다리까경에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Mā jātiṃ puccha caraṇañca puccha  
kaṭṭhā have jāyati jātavedo, 
Nīcā kulīnopi munī dhitīmā  
ājāniyo hoti hirīnisedho. 
  
[세존]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서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순다리까경-Sundarikasutta, 상윳따니까야 S7:9,전재성님역) 
  
  
피 한방울의 법칙 
  
다섯째, 생물학적 유전형질로 계급이 결정 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는 생물학적 유전형질에 의하여 단독으로 결정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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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쌀라야나여,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족의 아들이 바라문의 딸과 

동거하는데, 그 동거의 결과로 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귀족의 

아들과 바라문의 딸 사이에 태어난 바로 그 아들은 어머니도 닮고 

아버지도 닮았을 텐데, 귀족이라고 불리겠습니까, 바라문라고 

불리겠습니까?” 
  
(Assalāyanasutta-앗살라야나의 경, 맛지마니까야 M93 37 절, 

전재성님역) 
  
  
‘피 한방울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은 

흑인 피가 단 한방울만 들어 가도 흑인 취급 한다고 한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흑인으로 간주 된다.  
  
흑백차별에 대하여 미국에서 데모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간혹 백인의 모습도 보인다고 한다. 왜 백인이 흑인들 시위대열에 참여 

하는 것일까? 이는 피 한방울의 법칙으로 설명 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발에 파란 눈에 틀림 없는 백인 모습인데 열심히 

흑백차별 데모에 열중하는 백인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백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흑인에 속한다고 한다.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인의 피가 한방울만 섞여도 모두 흑인 취급을 

한다고 한다. 이것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화는 ‘피 한방울의 

법칙’이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부처님은 경에서 ‘혼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바라문계급과 

귀족의 자제가 결혼하였을 때 에 대한 이야기이다. 카스트간 통혼이 

금지 되어 있던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디에 속할까? 이는 피 

한방울의 법칙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카스트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하위 

카스트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가문에 태어난 ‘서자’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계급은 전혀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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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출생에 따라 규정 되어 질 수 없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TV 에서는 ‘러브인 

아시아’라 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 등에서 시집온 가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민족 순수 혈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시대에 피 한방울의 법칙이 적용 

된다면 이는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가르침은 “생물학적 유전형질로 계급이 결정 되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안양시민축제(평촌중앙공원, 2013 년 10 월) 
   

  
태생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여섯째, 사회현상은 계급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유전형질 

보다는 사회적인 역할과 사회적 평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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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쌀라야나여,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바라문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성전에 숙달하고 

통달했으나 한 사람은 성전에 숙달하지 못하고 통달하지도 못했다면, 

바라문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사자의 공물, 제사의 음식, 

공희물, 손님을 위한 향응물을 바칠 것입니까?” 
  
(Assalāyanasutta-앗살라야나의 경, 맛지마니까야 M93 37 절,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바라문 형제’라 하였는데 

이는 문맥상으로 다른 계급의 아버지와 동일한 계급의 어머니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라문 계급의 어버지 와 노예계급의 아버지가 있지만 

동일한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어머니에게 난 두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바라문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은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 바라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예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은 피 한방울의 법칙에 

따른다면 아무리 잘 나고 똑똑 해도 노예카스트로 분류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같은 혈통이나 사회제도에 따른 카스트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그래서 앗살라야냐에게 “존자 고따마여, 한 청년 바라문이 

성전에 숙달하지 못하고 통달하지도 못했으나 계행을 지키고 행실이 

바르다면, 바로 그에게 먼저 사자의 공물, 제사의 음식, 공희물, 손님을 

위한 향응물을 대접할 것입니다.(M93)”라고 대답을 유도한다.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한 것은 태생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도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바라문인 것도 아니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stn136)”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부처님은 여섯 가지로 부처님 당시 사회불평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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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평등사상 
No 내    용 경전적 근거 
1 생물학적으로 

모든 계급은 평등함 
“그러나 그 바라문들의 바라문 

아내에게도 월경, 임신, 출산 수유가 

존재한다.” (D27) 
2 사회적 계급은 

조건에 따라 변함 
“귀족으로 있다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로 있다가 귀족이 되기도 한다.” 

(M93) 
3 자유의지로 

계급이 바뀔 수 있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M93) 
4 계급에는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됨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S7.9) 
  

5 유전형질로 
계급이 결정 되지 않음 

“귀족의 아들과 바라문의 딸 사이에 

태어난 바로 그 아들은 어머니도 닮고 

아버지도 닮았을 텐데, 귀족이라고 

불리겠습니까, 바라문라고 

불리겠습니까?” (M93) 
6 사회현상은 

인과적으로 결정됨 
한 사람은 성전에 숙달하고 통달했으나 

한 사람은 성전에 숙달하지 못하고 

통달하지도 못했다면, 바라문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사자의 공물, 

제사의 음식, 공희물, 손님을 위한 

향응물을 바칠 것입니까?” (M93) 
  

  
이런 내용이 초기경전 도처에 있는데 여기서 예로 든 것은 디가니까야의 

‘아간냐경(D27)’과 맛지마니까야의 ‘앗살라야나경(M93)’이다.  
  
승가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은 카스트가 생겨 난 이유를 밝히고 혈통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카스트를 타파 하기 힘들었다고 본다. 

그래서 불교의 승가공동체는 바로 부처님의 평등사상의 바탕하에서 세워 

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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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승가공동체에서는 카스트가 없다. 이는 계급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는 도덕적 행위로 달성된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를 우선하는 

승가공동체는 평등한 것이다.  
  
부의 불평등과 악순환 
  
이처럼 승가공동체에서는 평등사회가 구현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이런 불평등은 고대인도나 현대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불평등 사회의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의 

불평등’이라 볼 수 있다. 부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의 불평등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초기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서 재물 없는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빈곤이 늘어 났다. 빈곤이 늘어나자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늘어났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늘어나자 무기가 늘어났다. 

무기가 늘어나자 살아 있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늘어 났다. 살아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늘어나자 뭇삶들의 수명도 줄어 들고, 용모도 

퇴락했다.” 
  
(Cakkavattisutta-전륜왕 사자후의 경, 디가니까야 D26 20 절, 

전재성님역)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것이다. 특정한 계층이 부를 독차지 하고 있었을 

때 빈부 격차는 심화 될 것이다. 그래서 잘사는 자는 더욱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하였다. 배가 고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될 때 도둑질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 더 배가 고파지면 이제 무기를 든 강도로 돌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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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다. 승가공동체나 불교공동체가 아닌 집단에서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담을 넘어 갈 수 밖에 없고 무기를 들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현 하였다. 
  
  
1)궁핍à 2)도둑à 3)폭력à 4)살생à 5)거짓à 6)비방à 7)사음à 

8)욕지거리à 9)꾸며 대는 말à 10)탐욕과 진애à 11)사견à 12)비법à 

13)비리à 14)사견법à 15)불효à 16)불경à 17)단명 
  
  
17 단계의 시발을 보면 궁핍으로부터 시작 된다. 이는 부가 제대로 분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위 몇 프로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극빈층으로 전락 하였을 때 그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변화를 두려워 하고 불온시한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변화의 

요구를 봉쇄한다. 그러나 배가 고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민란이나 민중혁명의 발생 

요인이었다. 이는 부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가 널리 전파 된다면 
  
도둑, 폭력, 살생등 이 난무 하는 사회는 오계가 무너진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을 보면 ‘궁핍’에서 시작 된다. 소위 ‘목구멍 포도청론’이 

먹혀 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궁핍의 악순환에 대하여 부처님은 경에서 

말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초기경전에서 가난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악의 

원천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과 안간의 단명함은 사회악의 결과로도 

연유한다는 지적이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338 쪽,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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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는 사성계급의 발생과 불평등에 대하여 기술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 것이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승가공동체라 볼 수 있다. 이를 

확장한다면 재가불자의 불교공동체도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널리 전파 된다면 사회의 불평등은 해소 될 것이다.  
  
양당제 구도를 깨야 
  
책에 따르면 사회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의 불균등한 분배’라 

하였다. 이는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재물 없는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빈곤이 늘어 났다. 빈곤이 늘어나자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늘어났다. (D26)”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은 부의 분배를 주장하였고 사회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 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은 더욱 더 잘 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갈수록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당제 구도를 깨는 것이라 본다. 양당제가 

존속하는 한 보수나 진보 역시 기득권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과거 수십년간의 정치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제 

3 세력이 태동하여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을 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당이 출현 하여 어느 한편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게 

하였을 때 빈곤하고 소외 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지 모른다.  
  
부처님은 현실주의자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을 글을 쓰고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하는 글을 다수 썼다. 이런 글쓰기를 할 때 마다 일부 

법우님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불교 블로그에서 너무 

현실에 참여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또 너무 정치적 

소신을 밝힌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100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이었다. 그리고 ‘사회개혁가’ 이었다. 그래서 경을 보면 카스트와 

‘부의 불평등문제’를 제기 한다. 바로 이런 점이 개혁을 넘어 

혁명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특히 평등의 

가르침에 있어서 부처님에 대하여 ‘혁명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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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독한 수행자가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서울동물원의 코뿔소 
  
서울동물원에 가면 코뿔소를 볼 수 있다. 늘 볼 때 마다 위풍당당한 

체구가 듬직해 보인다. 그리고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코뿔소처럼 혼자 가라”는 문구이다. 이때 

혼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프리카 코뿔소(서울대공원) 
  
  
경에서는 무소라고 번역하였는데 
  
숫따니빠따 35 번 게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Abbesu bhūtesu nidhaya daṇaḍaṃ  
Aviheṭhayaṃ aññatarampi tesaṃ,  
Na puttamiccheyya kuto sahāyaṃ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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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35) 
  
(Khaggavisāṇa sutta-무소의 뿔의 경, 숫따니빠따 Sn1.3, 전재성님역) 
  
  
무소의 뿔의 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게송이다. 번역을 보면 코뿔소가 

아닌 무소로 번역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코뿔소라고 알고 있으나 

무소라고 번역하였다. 코뿔소가 맞을까 무소가 맞을까?  
  
인연담을 보면 
  
무소의 뿔의 경은 모두 41 개의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재성님이 

번역한 경전을 보면 매 게송 마다 ‘인연담’이 소개 되어 있다. 이 

게송은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일까? 35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는 브라흐마닷따라는 연각불이 지은 것이다. 과거불인 깟싸빠 

부처님시대에 그는 수행승으로 이만 년 동안을 숲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베나레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되어 수도인 베나레스와 함께 이천 개의 도시를 

다스렸으나 조용히 두루채움의 수행(遍處修行. kasinaparikamma)을 

좋아해서, 왕궁에서 홀로 선정에 들기를 좋아했다. 높은 누각에 올라서 

세안을 하고 이쑤시개를 가져오고 음식을 운반하는 하인 이외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보름정도가 지나자 무료해진 그의 아내는 한 대신을 협박하여 왕의 

침실에서 불륜을 맺게 되었는데, 다른 대신들에게 발각 되었다. 

대신들은 왕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왕에게 고했다. 왕은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거듭되는 상소에 그 대신의 죄를 물었다. 재산을 

몰수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고 나라에서 추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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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왕의 환심을 사고 그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왕을 설득해서 브라흐마닷따를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자 브라흐마닷따의 대신은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적을 

습격하여 쫓아버렸다.  
  
브라흐마닷따는 전쟁터에서 홀로 명상에 들어 자애(慈愛. metta)를 

계발하여 연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35 번 게송 인연담, 전재성님) 
  
  
35 번 게송은 자애에 대한 것이다. 자신의 아내를 범하고 더구나 

은혜마저 져버린 배은망덕한 원수 같은 자에게 자애를 베푼 연각승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자애의 마음은 게송에서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또한 상처를 주지 말 것을 노래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즉 

악행을 말한다.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게송에서는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Na puttamiccheyya)”라고 하였다. 

이때 자녀(puttam)의 의미는 무엇일까? 각주에 따르면 네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 즉, 자기 자식, 주어온 아이, 양자, 제자로서 자식 이렇게 

네 종류의 자식을 말한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출가수행자의 경우 ‘상좌’도 두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제자도 두지 않고 오로지 한길로만 가는 고독한 수행자를 

연상시킨다. 
  
왜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하였을까? 
  
무소의 뿔의 경을 보면 후렴구가 있다. 41 개의 게송이 모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번역자는 khaggavisāṇakappa 에 대하여 ‘무소의 뿔’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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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왜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하였을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 칵가비싸나(khaggavisāṇa)에 대해서는 Prj.65 에서는 

무소(=코뿔소)라는 동물의 뿔(khaggamigasiṇga)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칵가(khagga)는 원래는 칼이라는 뜻으로 무소라고 쓰여진 것은 

후기의 빠일리 문헌(Jat.VI.497, 532, 578)에서 드믈게 볼 수 있는 

것이다.  
  
Nidd.II.248 에서는 칵가비싸나깝뽀(khaggavisāṇakappo)에 대하여 

‘무소의 뿔이 동반자가 없이 홀로 인 것처럼, 홀로 연기법을 깨달은 

이도 그와 같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파우스뵐이나 하레는 그러한 주석에 의문을 표시하고 칵가비싸나깝뽀를 

단순히 ‘[하나의 뿔이 달린] 무소처럼’이라고 해석을 했다.  
  
자야빅끄라마도 그것이 무소의 뿔이 아니라 동물을 지칭한다고 말했으나 

그의 Jst.15 에서는 ‘무소의 외뿔’이라고 번역했다. 
  
노만은 God.146 에서 인도의 무소는 독특하게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어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라.’는 번역을 택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짜레(care)는 ‘걸어가라.’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Prj.64 에 

보면, ‘행하라, 삶을 실천하라.’는 뜻임을 알 수 있는데, 여덟 가지의 

삶이 있다: 1) 네 가지 행주좌와에서 위의를 지키는 삶의 실천, 2) 

감각능력을 수호하는 삶의 실천, 3) 네 가지 새김의 토대를 닦는 삶의 

실천, 4) 네 가지 선정에서 집중을 닦는 삶의 실천, 5)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한 앎의 삶의 실천, 6) 네 가지 거룩한 길(사향)을 닦는 삶의 

실천, 7) 네 가지 수행자의 경지(사과)를 닦는 삶의 실천, 8)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실천.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라’의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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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 따르면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라”의 의미는 “무소의 뿔이 

동반자가 없이 홀로 인 것처럼, 홀로 연기법을 깨달은 이도 그와 

같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는 무소의 뿔의 경이 홀로 연기법을 깨달은 

연각승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득각자와 달리 연각승 또는 벽지불이라 불리우는 

빳쩨까붓다(Paccekabuddha)는 법을 펼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바르게 

깨닫는 삼마(sammā)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삼마삼붓다(정등각자)라 불리우는 부처님과 대비 된다.  
  
정등각자는 어떠한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직관력으로  아라한도의 지혜를 가졌다. 또 이 지혜와 더불어 일체를 

아는 지혜(一切智,. sabbaññuta ñāṇa)가 동시에 일어나 일체지자가 

되었다. 그리고 정등각자는  4 아승지겁 이상 보살도를 닦았다. 그래서 

정등각자는 승가를 구성하여 정법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각승은 삼마(samm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홀로 연기법을 깨달아 부처가 된 연각승 또는 벽지불은 승단을 구성할 

수 없서 정법을  펼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경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라”라고 되어 있어서 고독한 수행자로 묘사 되어 있는 듯 

하다.  
  
나까무라 하지메역과 법정스님역을 보면 
  
이 게송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역과 법정스님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あらゆる生きものに対して暴力を加えることなく、 
あらゆる生きもののいずれをも悩ますことなく、 
また子を欲するなかれ。況んや朋友をや。 
犀の角のようにただ独り歩め。(stn35) 
  
(나까무라 하지메역)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물을 그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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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35) 
  
(법정스님역) 
  
  
나까무라 하지메는 ‘犀の角’이라 하였다. 한자어 犀 는 ‘무소, 

코뿔소’의 뜻이다. 이는 소를 뜻하는 우(牛)와 다른 것이다. 한자어 

사전에 따르면 ‘무소 서(犀)’라고 읽는다. 나까무라 하지메역을 

중역한 법정스님역도 ‘무소’라고 번역하였다. 
  
‘Indian rhinoceros’라 하였는데 
  
이 게송에 대한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Renouncing violence 
for all living beings, 
harming not even a one, 
you would not wish for offspring, 
 so how a companion?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stn35) 
  
(타닛사로 빅쿠역) 
  
  
타닛사로 빅쿠는 rhinoceros 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The refrain in this sutta is a subject of controversy. The text 

literally says, "Wander alone like a 'sword-horn,' which is the 

Pali term for rhinoceros. The commentary, however, insists that 

this term refers not to the animal but to its horn, for the Indian 

rhinoceros, unlike the African, has only one horn. Still, some 

scholars have noted that while the Indian rhinoceros is a so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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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hinoceros horns don't wander, and that in other verses in 

the Pali canon, the phrase "wander alone like..." takes a person or 

an animal, not an animal part, for its object. Thus, for example, 

in Dhp 329 (repeated below), one is told to "wander alone like a 

king renouncing his kingdom, like the elephant in the Matanga 

woods, his herd." It's possible that the rhinoceros was chosen here 

as an example of solitary wandering both because of its habits and 

because of its unusual single horn. However, in a translation, it's 

necessary to choose one reading over the other. Thus, because 

wandering "like a rhinoceros" sounds more natural than wandering 

"like a horn," I have chosen the former rendering. Keep in mind, 

though, that the singularity of the rhinoceros' horn reinforces the 

image. 
As noted under I.1, there is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verses 

here were originally separate poems, composed on separate 

occasions, and that they have been gathered together because of 

their common refrain. 
  
(stn35 해설, 타닛사로 빅쿠) 
  
  
타닛사로 빅쿠의 설명에 따르면 khaggavisāṇa 에 대하여 ‘Indian 

rhinoceros’라 하였다. 뿔이 하나 있는 ‘인도 코뿔소’라는 말이다.  
  
인도 코뿔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도 코뿔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Indian rhinoceros’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해 보았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The Indian rhinoceros (Rhinoceros unicornis), also called the 

greater one-horned rhinoceros and Indian one-horned rhinoceros, 

belongs to the Rhinocerotidae family. Listed as a vulnerable 

species, the large mammal is primarily found in north-eastern 

India's Assam and in protected areas in the Terai of Nepal, where 

populations are confined to the riverine grasslands in the 

foothills of the Himalayas.[2] 



108 

 

  
The Indian rhinoceros once ranged throughout the entire stretch of 

the Indo-Gangetic Plain, but excessive hunting reduced the natural 

habitat drastically. Today, about 3,000 rhinos live in the wild, 

2,000 of which are found in India's Assam alone.[3] 
It is the fifth largest land animal. 
  
(Indian rhinoceros, 위키피디아) 
  

   

 
  

인도 코뿔소 (Indian rhinoceros) 
  
  

 
  

인도 코뿔소의 뿔 (The Indian rhino's single horn) 
  

  



109 

 

  
인도 코뿔소는 큰 하나의 뿔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한 개의 큰 뿔을 

가진 인도 코뿔소는 인도 북동부의 아삼(Assam)지역이나 네팔의 보호 

구역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히말라야 산록 강변의 초지 등에 한정 되어 

있다고 한다.  
  

  

 
  

인도 코뿔소 서식지(Indian rhinoceros range) 
  
  

  
인도 코뿔소는 한때 갠지스 평원 전영역에 걸쳐 있었으나 과도한 

수렵으로 인하여 서식지가 심하게 감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약 

3000 마리 가량이 생존해 있는데 그 중 2000 마리가 아삼지역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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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코뿔소는 전세계적으로 다섯 번째로 큰 동물이라 한다. 참고로 

인도 코뿔소는 몸 전체 길이가 368–380 cm 이고, 키는 163–193 cm 이다. 

그리고 몸무게는 1.6-2.1 톤에 달한다.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무쏘 
  
우리나라 승용차 중에 ‘무쏘’가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하였던 SUV 

차종이다. 1993 년부터 2005 년 까지 생산 되었는데 강력한 파워을 

상징하는 코뿔소를 연상 시킨다. 그래서 코뿔소를 형상화 하여 부착해 

놓고 있다.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는 자동차 무쏘는 사륜구동으로서 

오프로드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  
  
그런데 검색에 따르면 무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코뿔소를 뜻하는 

순수 한국어 낱말 ‘무소’를 경음화 하여 ‘무쏘’라 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무소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이다.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몸체가 큰 동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다.  
  
고독한 수행자가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무소의 뿔경’은 ‘코뿔소의 경’이라고도 

번역된다. 이는 코뿔소와 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뿔소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코에 외뿔이 난 소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소라는 말은 외뿔이 그다지 잘 연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지 생각될 정도이다. 그러나 

한자어 사전에 따르면 ‘무소 서(犀)’자가 있어서 뿔이 두개 달린 소와 

구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코뿔소나 무소나 같은 말이라 본다. 이런 무소의 특징은 외뿔이 있다. 

그래서일까 홀로 사는 이미지가 강하다. 경에서도 ‘홀로 연기법을 

깨달은 이’에 해당되는 연각불 또는 벽지불에 대하여 

‘khaggavisāṇa’라 하였는데, 외뿔을 특징으로 하는 무소는 일반적으로 

고독한 수행자를 지칭한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하였으며 마지막 구절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고독한 수행자가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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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지 행주좌와에서 위의를 지키는 삶의 실천,  
2) 감각능력을 수호하는 삶의 실천,  
3) 네 가지 새김의 토대를 닦는 삶의 실천,  
4) 네 가지 선정에서 집중을 닦는 삶의 실천,  
5)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한 앎의 삶의 실천,  
6) 네 가지 거룩한 길(四向)을 닦는 삶의 실천,  
7) 네 가지 수행자의 경지(四果)를 닦는 삶의 실천,  
8)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실천. 
  
  
  
2014-02-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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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걸인과 걸사는 어떻게 다른가?  
  
  
  
산에서 사는 자연인 
  
요즘 TV 에서 흥미 있게 보는 것은 ‘자연인’이다. 방송사 마다 

경쟁적으로 산속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자연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이다. 한 부류는 여유가 있어서 

산중에다 그림 같은 지어 놓고 사는 케이스이다. 대게 나이가 든 

노부부가 등장한다. 또 한 부류는 나홀로 사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을 하다 망한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산에서 숨어 지내다 시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과 극의 자연인이 있지만 관심있게 보는 것은 나홀로 

사는 자연인이다. 
  
깊은 산중에서 나홀로 사는 자연인의 경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서 산다. 그리고 특별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약초, 버섯, 나물 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 간다. 그래서 ‘하늘을 이불삼아 땅을 

베개삼아’ 유유자적하게 사는 살아 가는 듯한 도인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마치 도인처럼 살아 가는 자연인을 보면 스님이나 수행자를 연상시킨다. 

머리만 깍지 않았을 뿐이지 소욕지족의 수행자와 다름 없다. 그러나 

아무도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산 저산 다니면서  버섯, 약초 등을 채취하고 쌀과 바꾸어 

먹는다.  
  
자연인을 보면 출가수행자가 연상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겉 모습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출가자의 경우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 듯 해 보인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깊은 산중에서 도를 닦는 출가수행자만한 자연인이 없을 듯 하다.  
  
인적이 끊어진 심산유곡에서 도를 닦고 있는 수행자가 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쌀을 짊어 지고 오는 신도들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도를 닦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것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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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부하는 사람이나 도를 닦는 사람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는 전통은 

동서양을 막론 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에서 명문대학에 합격하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 장학금을 주는 것도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면을 보여 주는 대표적 예라 볼 수 있다.  
  
심산유곡 동굴 속에서 오로지 도만 닦는 수행자가 있다면 역시 쌀을 

짊어 지고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리 일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도와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자연인과 출가자는 다르다. 
  
걸인과 걸사는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들은 걸식에 의존하였다. 이는 출가수행자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서 삶을 

유지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출가수행자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걸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에 따르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와좌구와 

필수의약품을 보시 하는 것은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일하지 않아도 생계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걸식에 의존하는 ‘걸인’과 출가자인 ‘걸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빅칵카경에서 어떤 바라문 걸식자가 부처님에게  

“존자 고따마여, 저도 걸식자이고 그대도 걸식자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Na tena bhikkhako hoti yāvatā bhikkhate pare, 

Vissaṃ dhammaṃ samādāya bhikkhu hoti na tāva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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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ha puññañca pāpañca bāhitvā brahmacariyavā, 

Saṅkhāya loke carati sa ve bhikkhūti vuc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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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ikkhakasutta-걸식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7:20,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수많은 출가수행자들이 있었다. 이를 일반적으로 

‘사만냐’라 부른다. 한자어로 사문이라 한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이를 

‘수행자’라 번역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사만냐가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 

역시 ‘사만냐’라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행자와 성직자는 

어떻게 다를까?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세가지로 굴린 열두 가지 

형태(삼전십이행상)’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 청정하게 되었을때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라고 하였다. 이때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이라는 말이 ‘sassamaṇabrāhmaṇiyā’이다. 

이는 사만냐와 브라흐마나에 대한 것이다.  
  
‘sassamaṇabrāhmaṇiyā’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수행자와 성직자’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성직자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으로서 브라흐마나를 

‘성직자’라 한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사상운동을 펼친 그룹에 

대하여 사만냐라 하는데 이를 ‘수행자’라 하였다. 이렇게 수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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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는 서로 다른 말이다. 그런데 같은 수행자라도 부처님의 제자에 

대하여 빅쿠라 하였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사만냐와 빅쿠는 

다른 것이다. 그런 사만냐에 브라만 출신도 있다. 경에서 언급된 

‘브라만 결식자’를 말한다. 
  
바라문 출신 걸식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같은 걸식자라 하여 모두 같지 

않음을 말하였다. 마치 ‘빛난다고 하여 모두 금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고, ‘유명하다고 하여 모두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밥을 빌어 먹는 다고 하여 모두 다 똑 같은 거지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바라문 걸식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걸식을 한다고 그 때문에 걸식자가 아니니 (S7:20)”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사만냐와 빅쿠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악취가 나는 가르침’이라 하였다. 이는 ‘삿된 견해’를 말한다. 

부처님 당시 허무주의로 대표되는 육사외도나 영원주의의 브라만교를 

말한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가르침을 따른다면 걸식 수행자가 

아니네. (S7:20)”라 하였다. 그렇다면 진짜 걸식수행자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청정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한다. 이는 생계청정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게송에서는 견해청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허무주의나 

영원주의가 아닌 견해청정을 추구하는 자에 대하여 진정한 걸식자, 

빅쿠라 한 것이다.  
  
그런데 게송에 따르면 진짜 밥빌어 먹는 걸식수행자는 그 어떤 공덕도 

짓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공덕마저 버리고 악함도 

버려 (puññañca pāpañca)”라 하였다. 이는 ‘악행(pāpa)’뿐만 아니라 

‘선업공덕(puñña)’도 짓지 않음을 말한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단지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일 천상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굳이 출가하지 않고 재가로 살며 선업공덕을 지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출가하여 마치 걸인처럼 구걸하며 살아 가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청정한 삶’을 실현 하기 위해서라 하였다. 바로 

이점이 악취나는 견해를 가진 걸식자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같은 

걸식자라도 청정한 삶을 사는 부처님의 제자는 걸사(乞士, bhikkhu)라 

볼 수 있고, 반면 악취나는 삿된 견해를 가진 걸식자는 거지와 다름 

없기 때문에 걸인(乞人, bhikkhaka)과 같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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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삶,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 
  
‘청정한 삶’이라는 말은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의 

번역어이다. 이를 한자어로 ‘범행(梵行)’이라 한다. 이 단어는 

brahma(梵)와 cariya(行)의 복합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청정범행’으로 번역하였다. 
  
‘청정한 삶’ 또는 ‘청정범행’으로 번역되는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라는 단어는 초기경전 도처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라한선언’에서도 나온다.  
  
아라한 선언에서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라고 

번역된다. 이때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가 들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정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라한 선언에서 보는 브라흐마짜리야에 대하여 만 각묵스님은 좀 

색다른 견해를 내 놓았다. 각묵스님은 주석을 근거로 하여 

브라흐마짜리야에 대하여 “이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M4, 179 번 각주)”라고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청정한 삶’을 실현 하는데 있어서 성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청정한 삶을 뜻하는 빠알리어가 브라흐마짜리야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하필이면 브라흐마라는 말을 사용 하였을? 이는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Sn2.7)을 보면 알 수 있다. 경에서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예전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봅니까?(Sn2.7)”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부처님 당시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바라문들은 옛날의 바라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부처님당시의 바라문들에 대하여 ‘타락한 바라문’들로 본 것이다. 

대규모 동물희생제 등 제사를 주관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온갖 

향락을 일삼는 타락한 제관으로서의 바라문들이다. 그러나 옛날의 

바라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옛날 바라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는 바라문의 

인생 사주기로 설명될 수 있다. 각주에 따르면 청정한 

삶(brahmacariya)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1) 베다를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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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의 삶(범행기), 2) 집에서 세속적인 가정의 삶을 사는 재가의 

삶(가주기), 3)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사는 삶(임서기), 4) 유행의 

삶(유행기) 이렇게 네 가지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 바라문은 모두 타락하여 네 가지 삶의 방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브라흐마짜리야는 원래 바라문의 

삶의 방식을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재해석한 브라흐마짜리야는 다름 아닌 아라한의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재해석하였기 때문에 법구경에서도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tam-aha ṃ brūmi brāhma ṇ a ṃ )”라는 정형구를 

볼 수 있다. 이때 바라문이라는 것은 바로 청정한 삶을 완성한 아라한을 

뜻한다.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부처님에 의하여 재해석된 브라흐마짜리야라는 말은 출가한 빅쿠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게송을 

보면 알 수 있다. 
  
  
Lābho vata no anappako  

Ye mayaṃ bhagavantaṃ addasāma,  
Saraṇaṃ taṃ upema cakkhuma  
Satthā no hohi tuvaṃ mahāmuni.  
Gopī ca ahañca assavā  

Brahmacariyaṃ sugate carāmase,  
Jātimaraṇassa pāragā  
Dukkhassantakarā bhavāmase.  
  
[소치는 다니야]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st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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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stn32) 
  
(Dhaniyasutta-다니야의 경, 숫따니빠따 Sn1.2, 전재성님역) 
  

  

 
  

Brahmacariya 
  

  
  
부처님과 소치는 다니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경을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자신만만한 다니야의 삶이 소개 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야는 

“하늘이여, 비를 뿌리거든 뿌리소서”라고 말한다. 아무리 번개와 

천둥이 쳐도 자신이 이룩해 놓은 행복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한다.  
  
세속적인 행복에 만족해 하는 다니야에 대하여 부처님은 출세간적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래서 소치는 자의 행복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음을 알려 주면서 역시 “하늘이여, 비를 뿌리거든 

뿌리소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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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자신만만한 다니야는 부처님의 탁월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귀의한다. 이때 다니야는 ‘청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이때 ‘청정한 삶’이라 번역된 말이 바로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이다. 그래서 다니야는 아내와 함께 

청정한 삶을 살겠다고 말한다. 이때 청정한 삶은 다름 아닌 피안에 

이르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열반의 실현이다.  
  
걸식이 없는 선방 
  
무관관수행이 있다. 불교 TV 사이트에서 본 무문관을 보면 마치 감옥을 

연상시킨다. 외딴 곳에 있는 출입금지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 그런데 방마다 모두 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무문관수행자들이 방에 들어가 스스로 잠근 것이다. 그래서 짧게는 

3 개월 길게는 6년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다고 한다.  
  
무문관 수행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오로지 하루 한끼 배달 되어 

오는 식사만 한 채 마치 독방에 갇힌 감옥처럼 산다. 그곳에서 

‘이뭐꼬?’등 의 화두를 들며 ‘나를 찾는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무문관 수행이다. 
  
무문관 수행을 하면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청정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부처님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탁발이 없다는 것이다. 걸식하지 않고 절에서 배달된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단히 편리한 방식이다.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선방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편한 곳이 마치 선방처럼 

들린다. 아침부터 저녁 까지 하는 것이라고는 수행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스님은 ‘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선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선방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된다. 이는 출가하면 

자동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는 이와 달랐다.  
  
왜 사문운동이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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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당시 출가는 어떤 개념이었을까? 이는 초기경전에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였을 때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걸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출가라는 

것은 걸식생활을 한다는 의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스스로 빌어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소유와 욕망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빌어 

먹는 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 당시 브라만의 타락은 극에 달하였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Sn2.7)’에 상세히 표현 되어 있다. 제사를 

주관하는 성직자로서 바라문의 타락이 극에 이르자 사문운동이 일어 

났다. 이는 예전의 바라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성계급과 관계없이 출가하여 걸식하며 사는 수행자 그룹이 생겨났다. 

이를 성직자를 뜻하는 ‘브라흐마나’와 구별하여 ‘사만냐’라 한다.  
  
그런데 사문을 보면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원래 브라만 들은 

사주기라 하여 가주기와 임서기가 지난 다음에 말년에 유행을 하였으나 

새로운 사문운동이 일어나자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출가 하였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출가하고 심지어 배우는 학습단계의 

젊은 사람도 출가하였다.  
  
이렇게 나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출가 하여 수행자로 살아 가려 하는 

것은 예전의 브라만이 그랬던 것처럼 ‘청정한 삶(브라흐마짜리야)’을 

살기 위해서 이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계급과 관계 없이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D27)’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바쎗타여, 왕족도 자신의 속성을 경멸하면서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수행자가 되리라.’라고 출가 하는 때가 있었다. 바쎗타여, 바라문도 

자신의 속성을 경멸하면서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수행자가 

되리라.’라고 출가 하는 때가 있었다. 바쎗타여, 평민도 자신의 속성을 

경멸하면서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수행자가 되리라.’라고 출가 하는 

때가 있었다. 바쎗타여, 노예도 자신의 속성을 경멸하면서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수행자가 되리라.’라고 출가 하는 때가 있었다.”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D27,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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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신의 속성을 경멸하면서 출가한 자들을 사만냐(사문, 

수행자)라 부른다. 그래서 나이와 출신과 관계없이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떠난 것이 바로 출가이다. 그런데 이 출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 놓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재산도, 아내도, 자식도, 가정도 포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소유가 되었을 때 결국 ‘걸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 당시 출가라는 것은 곧 걸식을 의미하였다고 본다. 걸식한다는 

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소유하면서 청정에 

이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청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빌어 먹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 옛날 바라문 들이 모든 

것을 다 해 마치고 남은 생애에 대하여 출가하여 유행하며 보냈던 

것처럼 나이와 계급과 관계없이 사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출가한 사문들은 실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육사외도로 

대표되는 견해를 말한다. 그런데 외도들은 자신들의 사상이 모두 청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D2)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의 사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육사외도의 방식이나 바라문교 방식으로는 청정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바로 그것이 걸식자의 경에 나오는 게송 “악취가 

나는 가르침을 따른다면 걸식 수행자가 아니네.(S7.20)?”일 것이다. 

같은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견해가 청정하지 않으면 결코 청정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주의나 허무주의 적 견해를 

가진 외도의 걸식수행자에 대하여 ‘비칵까(bhikkhaka)’라 하였고, 

바른 견해의 부처님 제자들에 대해서는 ‘빅쿠(bhikkhu)’라 하여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빅칵까(bhikkhaka)’와 ‘빅쿠(bhikkhu)’의 차이는? 
  
같은 걸식수행자라 하더라도 ‘빅칵까(bhikkhaka)’와 

‘빅쿠(bhikkhu)’는 다른 것이다. 마치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듯이, 같은 걸식자라 하여 모두 같은 빅쿠가 아닌 것과 같다. 이는 

견해청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삭발한 자가 영혼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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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는 ‘빅칵까(bhikkhaka)’라 불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빅쿠는 견해가 청정한 자를 말한다.  
  
진정한 출가수행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번째로 탁발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출가라는 말 자체가 바로 걸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걸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다면 이는 출가수행자라 

볼 수 없다. 두번째로 견해가 청정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찾는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으면 청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견해가 청정하지 않으면 

그는 단지 ‘빅칵까(bhikkhaka)’일뿐 결코 ‘빅쿠(bhikkhu)’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가불자의 견해청정  
  
부처님이 말씀 하신 청정한 삶(브라흐마짜리야)의 핵심은 

‘견해청정’이라 볼 수 있다. 비록 머리를 깍고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걸식하며 청정하게 사는 수행자일지라도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결코 

청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출가하지 않고도 청정해질 수 있을까? 머리를 깍지 않고 

탁발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고서도 청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경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경에서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S1.2)”라고 말한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비록 아내와 자식,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가자일지라도 견해가 바르면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견해가 청정하면 
  
산에서 산다고 하여 모두 같은 자연인이 아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놓고 부부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자연인이라 하고, 약초 

등을 채취하며 허름한 곳에서 홀로 살아 가는 사람 역시 자연인이라 

한다. 그러나 TV 에서 보는 자연인은 나홀로 살아 가는 자가 ‘진짜 

자연인’ 같다. 
  
출가자라 하여 모두 같은 출가자자 아니다. 빅카까(bhikkhaka)도 

걸식자로 하고. 빅쿠(bhikkhu)도 걸식자라 한다. 그러나 걸식자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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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은 걸식자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청정함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청정한 견해를 가진 자가 ‘진짜 걸식자’라 하였다. 
  
반짝인다고 하여 모두 금이 아니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머리를 깍았다고 

하여 모두 스님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부처님 당시 제사를 

주관하며 성직자로 삶을 산 바라문처럼, 천도재를 주관하며 영혼장사를 

하는 출가자에 대하여 스님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대로 사는 출가자가 ‘진짜 스님’이라 볼 수 있다.  
  
재가불자로 하여 모두 같은 재가불자 아니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 비는 재가자도 있지만 그는 기복만을 바라는 재가불자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재가불자가 있다면 그가 ‘진짜 

재가불자’라 볼 수 있다. 
  
진짜 자연인, 진짜 걸식자, 진짜 스님, 진짜 재가불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청정’이라 본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견해가 청정한 자들이다.  
  
견해가 청정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받는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정한 

삶(브라흐마짜리야)을 살아 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커다란 공덕을 

쌓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견해가 청정한 자는 굶지 않는다!” 

  

  

  

  

2014-02-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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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명현상과 엔트로피법칙 
  
  
  
중고교시절 물리과목에서 
  
열역학 제 1법칙이 있다. 닫혀진 계 내에서 에너지의 총화는 같은 

것이라고 설명되는 것이 열역학 제 1법칙이다. 이는 열의 특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열은 높은 온도의 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에너지의 변동이 있지만 닫혀진 계 내에서는 에너지의 합이 같기 때문에 

에너지는 보존 된다. 그래서 열역학 제 1 법칙에 대하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열역학 제 2법칙이 있다. 이는 닫혀진 계 내에서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데 그 역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낮은 온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열평형’ 상태에 이르고 

만다. 이를 ‘열의 죽음(熱死)’이라고 한다. 이 모두가 중고교시절 

물리과목에서 배운 것들이다. 
  
내버려 두면 엉망이 되는 이유 
  
열역학 제 2법칙의 속성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것이다. 마치 잉크 

방울을 물이 담겨 있는 비이커에 떨어 뜨리면 잉크의 성질이 사라지고 

말듯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것이 자연의 속성이자 근본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열에서 낮은 열로 바뀌어 결국 열평형 

상태에 이르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는 현상에 대하여 

‘엔트로피법칙’이라도 한다.  
  
엔트로피법칙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행무상’의 법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모든 것은 변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이 제행무상이다.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법칙 높은 열에서 낮은 열로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에 무질서로 변하는 것이 자연의 근본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질서가 잡힌 것도 세월이 흐르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에서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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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불량학생이 되고, 회사를 관리 하지 않으면 

부도로 가게 된다.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엉망이 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부도난 회사에 가면 집기가 나뒹굴고 서류가 널려 있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빈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허물어져 엉망이 된다. 이처럼 엉망으로 귀결 되고 마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다.  
   
모든 현상은 끊임 없이 변한다. 그것도 무질서로 변한다. 그래서 

종국에는 쓸모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우주 역시 역시 엔트로피 법칙을 벗어 날 수 없다. 인생에 생노병사가 

있듯이 우주에도 성주괴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엔트로피법칙에 

거역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엔트로피 법칙을 거역하는 생명 
  
오로지 생명만이 엔트로피 법칙을 거역한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자연의 속성인데, 생명은 거꾸로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이다. 단 

살아 있을 때 한한다. 이렇게 열역학 제 2법칙과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하여 ‘네겐트로피’라 한다. 네겐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반대 되는 

개념이다. 
  
KBS 에서 다큐 프로를 보았다. ‘우주의 기적, 생명의 기적’이라는 

프로이다. 이 프로에서 ‘제 2 화.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를 보면 열역학 제 2법칙과 생명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를 보니 매우 첨단 기법을 통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열감지 

센서를 생명체에 부착하여 주변 온도와 다르게 표시 된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물체는 붉게 나오고 주변은 

청색으로 표시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열’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체온을 유지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다큐 프로에서는 이를 컬러풀하게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열역학 

제 2법칙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기법은 

마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을 연상시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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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열역학 제 2법칙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온도는 늘 36.9 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엔트로피법칙을 거역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런 현상은 사람 뿐만 아니라 생명이 모든 것들은 일정한 열을 

유지하고 있어서 모두 엔트로피와 거꾸로 가는 네겐트로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프로에 따르면 놀라운 말을 하였다. 사람이 체온을 유지 하고 

있는 한 역시 엔트로피는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게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고 싸는 

일을 반복하는 신진대사 활동에 따라 주변의 엔트로피는 증대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대 되면 결국 자연과 우주는 

무질서로 향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유지 하고 있는 한 질서는 유지된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하여 농사를 짓고 닭과 

돼지 등 가축을 키우고 이를 산업화 한다면 결국 자연과 환경을 훼손 

시키고 만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대가로 주변이 희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트로피는 증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생명이 있는 인간들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는 산에 올라가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 보면 알 수 있다. 아파트와 빌딩이 숲을 이루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한눈에 들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 

하는 인간들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만들어 내고 대양을 항해 할 수 

있는 거대한 배도 만들어 낸다.  
  
이뿐 만이 아니다. 자동차가 다니기 위하여 강에는 다리를 놓고 막힌 

곳은 뚫어 터널을 만든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침이 

없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 확실하게 질서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기가 나는 것도 질서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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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고, 배가 다니는 것,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역시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비행기, 배,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주변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변의 희생에 의하여 유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엔트로피에 거역하여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엔트로피가 증대되어 

어느 것 하나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열역학 제 2법칙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제까지 인류는 잘먹고 잘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오늘날 보는 

인류문명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고 온갖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는 인류문명은 엔트로피를 더욱 더 

증대 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빨리 종말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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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상태에 빠졌는데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벅칙’이 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몹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것은 엔트로피법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자연의 속성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도 

죽게 마련이고,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태양도 식을 것이다. 이렇게 

우주가 차갑게 식었을 때 그 상태는 엔트로피가 극대화 된 것이다. 

이처럼 열사망에 이르면 다시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마치 비이커 속의 잉크방울처럼 한번 무질서로 향하게 되면 그 역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다.  
  
엔트로피법칙에 따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끊임 없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속성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제행무상’과 유사하다.  
  
무질서로 향하는 현상은 비가역적이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처럼 오로지 ‘직진’만 하는 비가역적 현상이 또한 엔트로피법칙이라 

한다. 이런 현상에서 삼라만상 그 어느 것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곳에도 안주 할 곳이 없음을 

알았을 때 ‘패닉’에 빠진 듯하였다. 불교를 접하기 이전의 일이다. 
  
삼법인과 유사한 엔트로피법칙 
  
엔트로피법칙은 물리법칙이다. 물질의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비록 물질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불교적 가르침과 매우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엔트로피법칙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무상, 고, 무아의 가르침과 일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적으로 삼법인을 설명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엔트로피법칙은 정신현상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정신현상에 대한 것은 

종교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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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두려움이 진정되었다. 그리고 엔트로피법칙으로부터 탈출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허무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연기법에 탈출구가 있는 것이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다. 이런 법칙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출현하건 출현하지 않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리로서 확정된 법’이라 한다.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이다. 이를 인과법이라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는 이를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설명한다. 

그래서 연기법에 대하여 ‘조건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름을 말한다. 이는 물리법칙과도 매우 

유사하다. 물리법칙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그런데 불교에는 

인과법이 있다. 이를 잘 설명한 것이 연기법이다.  
  
십이연기에 따르면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로 정형화 

되어 있다. 여기서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라고 하였을 때 

이는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이다. 의식(Viññāṇa)이 

‘원인’이고 이를 ‘조건(paccayā)’으로 하여 명색(nāmarūpa)이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를 ‘헤뚜빳자야팔라’라 한다. 이를 또 

다른 말로 ‘인(hetu)-연(paccayā –과(phala)’라 한다. 이렇게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연기법이다.  
  
연기법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은 단멸한다거나 영원히 산다거나 하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인과 연에 따른 과보를 반드시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기법을 접하고 나서 엔트로피법칙에 따른 두려움은 사라졌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지막지 하게 이동한다는 것은 거시적 세계에서 본 

물리적 현상이지만 연기적으로 보았을 때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나는 것일까?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엔트로피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인정사정 없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 때 낮은 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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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는 것은 결국 열이 식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를 열평형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를 ‘열죽음’이라 한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체온을 

유지한다.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엔트로피법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체온은 언젠가 식고 만다. 이를 엔트로피법칙에 따르면 

무질서가 극대화 되어 열평형에 도달하였다고 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이라 한다. 이처럼 온도 변화에 따른 죽음에 대한 

묘사가 초기경에 실려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Āyu panāvuso kiṃ paṭicca tiṭṭhatīti. 
  
[꼿띠따] 
“벗이여, 이러한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Āyu usmaṃ paṭicca tiṭṭhatīti  
  
[싸리뿟따] 
“벗이여, 이러한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Mahāvedalla sutta-교리문답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43, 전재성님역)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님 가운데 제일’이라는 바라문 출신의 부처님의 

제자 ‘꼿띠따’가 ‘법의 장군’이라 불리우는 사리뿟따존자에게 묻고 

있다.  
  
꼿띠따는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사리뿟따는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체열이라 번역한 것은 usma 이다. 각주에 따르면 ‘살아 있는 

몸에 적용 되는 업에서 생겨난 열력을 말한다.(M43, 770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사리뿟따 존자는 다음과 같이 체열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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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 hāvuso upamaṃ te karissāmi. Upamāyapidhekacce viññū purisā 
bhāsitassa atthaṃ ājānanti. Seyyathāpi āvuso telappadīpassa 
jhāyato acciṃ paṭicca ābhā paññāyati, ābhaṃ paṭicca acci 
paññāyati, evameva kho āvuso āyu usmaṃ paṭicca tiṭṭhati. Usmā ca 
āyuṃ paṭicca tiṭṭhatīti.  
  
  
[싸리뿟따] 
  
“벗이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설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그 말한 바의 의미를 압니다. 예를 들어 

등불이 불타오르면, 빛은 불꽃을 조건으로 알려지고, 불꽃은 빛을 

조건으로 알려지듯이,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하고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Mahāvedalla sutta-교리문답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43, 전재성님역) 
  
  
사리뿟따는 조건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빛은 불꽃을 조건으로 하듯이,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체열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음을 말한다.  
  
초기불교에서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십이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라고 하듯이, 사리뿟따 역시 “체열을 

조건으로 생명이 존재하고”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리뿟따는 

뜻하는 빠띠짜(paṭicca)라는 말을 사용하여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Usmā ca āyuṃ paṭicca tiṭṭhatīti)”라고 말한 것이다.  
  
“몸은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생명은 체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체열이 식었을 

때 이를 무어라 할까? 이에 대하여 꼿띠따는 “벗이여, 얼마나 많은 

상태가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이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까?(M43)”라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사리뿟따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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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dā kho āvuso imaṃ kāyaṃ tayo dhammā jahanti, āyu usmā ca 
viññāṇaṃ, athāyaṃ kāyo ujjhito avakkhitto seti yathā kaṭṭhaṃ 
acetananti  
  
[싸리뿟따] 
  
“벗이여, 세 가지 상태 즉 생명력과 체열과 의식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은 무정한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됩니다.” 
  
(Mahāvedalla sutta-교리문답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43,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통나무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통나무는 

열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에게서 목숨이 

끊어지면 마치 통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생명력(jahanti)’과 

‘체열 (usmā)’과 ‘의식(viññāṇa)’이 몸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각주에 따르면 

“의식이 떠나는 것만으로는 죽음을 확정할 수 없다. 생명력과 활기가 

모두 소멸되어야 한다. (M43, 772 각주)”라고 설명 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게송 
  
이는 다음과 같은 게송에서 알 수 있다. 
  
  
마침내 목숨과 온기와 의식 
그리고 몸을 버리면, 
버려진 채 놓이니 
무정하게 다른 것의 먹이가 되네. (S22.95) 
  
  
목숨이 끊어진 다는 것은 온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체열이 떨어져 

차갑게 식었을 때 엔트로피가 극대화 된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의식마저 

떠나 버렸을 때 마치 통나무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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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하게 다른 것의 먹이가 되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인간들에게 살코기를 제공해 주는 닭이나 돼지, 소를 연상하게 해준다.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력(jahanti)’과 ‘체열 (usmā)’과 

‘의식(viññāṇa)’이 몸을 떠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만일 장기가 파괴되어 마치 통나무와 같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본다면 유물론에 입각한 단멸론자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는 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이에 대하여 

꼿띠따는 “벗이여, 죽어서 목숨이 다한 자와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M43)”라고 묻는다. 이는 단멸론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리뿟따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Yvāyaṃ āvuso mato kālakato tassa kāyasaṅkhārā niruddhā 
paṭippassaddhā. Vacīsaṅkhārā niruddhā paṭippassaddhā. Cittasaṅkhārā 
niruddhā paṭippassaddhā. Āyu parikkhīṇo. Usmā vūpasantā. Indriyāni 
viparibhinnāni. Yo cāyaṃ bhikkhu saññāvedayitanirodhaṃ samāpanno, 
tassapi kāyasaṅkhārā niruddhā paṭippassaddhā. Vacīsaṅkhārā niruddhā 
paṭippassaddhā, cittasaṅkhārā niruddhā paṭippassaddhā. Āyu 
aparikkhīṇo. Usmā avūpasantā. Indriyāni vippasannāni. Yvāyaṃ āvuso 
mato kālakato yo cāyaṃ bhikkhu saññāvedayitanirodhaṃ samāpanno, 
idaṃ tesaṃ nānākaraṇanti.  
  
[싸리뿟따] 
  
“벗이여, 죽어서 목숨이 다한 자에게는 신체적인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언어적인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정신적인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생명력이 다하고, 체열이 소모되고, 감관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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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에게도 신체적인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언어적인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정신적인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지만, 생명력이 다하지 않고, 체열이 다 소모되지 

않고, 감관들은 아주 청정해집니다.  
  
벗이여, 죽어서 목숨이 다한 자와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Mahāvedalla sutta-교리문답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43, 전재성님역) 
  
  
이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와 상수멸정에 든 자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죽은 자의 특징은 생명, 체열이 파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에 따르면 의식 (viññāṇa) 이 파괴된다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전의 

구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력(jahanti)’과 ‘체열 (usmā)’과 

‘의식(viññāṇa)’이 몸을 떠난 것이라 하였는데, 이 구절에서는 단지 

생명과 체열만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대체 의식은 어디로 간 것일까? 
  
교리 문답의 큰 경에 있는 이 구절은 단멸론자들에게 악용 되고 있다. 

몸이 파괴 되어 죽으면 정신도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는 

피할 수 없다. 이는 연기법에서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지 않은 자가 죽었을 때 

필연적으로 연기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십이연기에서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라는 

정형구로 표현 되어 있다. 따라서 ‘생명력(jahanti)’과 ‘체열 

(usmā)’이 몸을 떠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경스님의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 하듯이 의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생겨 

나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지 않는 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엔트로피법칙과 상카라둑카(行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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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책 ‘엔트로피법칙’을 여러 번 읽었다. 고등학교 

물리시간에 이미 배운 열역학 제 2 법칙에 대한 것이지만 

엔트로피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패닉에 빠졌다고 

하였다.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듯이 거시적인 

물리 현상 역시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디에도 안주 할 곳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책을 접하였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든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무질서로 향하는 비가역적인 물리 현상은 

다름 아닌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엔트로피법칙에 대하여 변한다는 측면에서 제행무상의 법칙을 적용하면 

들어 맞지만 일체개고와 제법무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칭시켜야 할까? 
  
엔트로피법칙과 삼법인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초기불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초기불교에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인식함으로써 세상이 존재한다는 인식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loka)라는 것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다. 이처럼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바라 보았을 때 엔트로피법칙이 삼법인과 들어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시적인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이것 역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를 경전에서는 

‘행고(상카라둑카)’라 하였다. 이는 오온에 대한 직접적인 괴로움을 

뜻하는 고고(둑카둑카)와도 다른 것이고, 또 주변사람들과 자연의 

변화에 따른 괴로움이라 부르는 괴고(위빠리나둑카)와도 다른 것이다.  
  
우주의 운명이라는 것은 차갑게 식어 열평형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질서가 극에 달하여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행고라고 

본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대 되어 무질서로 치닫는 다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서 제행무상이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서 

일체개고이고,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법무아이다. 따라서 

엔트로피법칙은 삼법인에 딱 들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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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를 낮추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엔트로피 증대에 참여 하고 있다. 그런데 

탐욕을 내면 낼수록, 화를 내면 내면 낼수록 엔트로피 증대 속도는 

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을 더 빨리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통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멈춤(사마타)과 통찰(위빠사나)하였을 때 엔트로피는 덜 증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체열이 있을 수 없어서 주변에 엔트로피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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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 
  
  
  
오지랖 넓은 사람 
  
‘마당발’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과의 사귐이 많고 폭넓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 아는 사람이 많고 모두가 다 

친구이며 동료이다.  
  
마당발과 유사한 말로서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넒다’라고 하는데, 이는 약간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인터넷국어사전에 따르면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 또는 ‘염치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당발’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뜻이고, 

‘오지랖넓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변덕이 죽 끓듯이 
  
사람들은 끊임 없이 재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잠시라도 가만 있지 

않는다. 무료와 권태, 심심함을 참지 못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사람 저사람을 만나고 사귄다. 또 이단체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교제한다. 이렇게 두루 두루 널리 사귀다 보면 모임이 끊이지 않고 늘 

바쁘다. 그렇다고 하여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 
  
모임 중에서도 종교모임이 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화기 애애 하고 평화롭다. 그것은 이해관계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호 모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 의견을 달리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파가 

갈리고 내편 네편이 생겨난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마치 원수 

보듯이 한다. 이렇게 이해 관계를 초월한 종교모임이나 동호모임에서 

조차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해 관계로 맺어진 모임에서는 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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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남녀 관계가 있다.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다. 그러나 사귀다 보면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날 

때 변심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자신에게 잘 해 주면 좋아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금새 마음이 변한다. 이렇게 

변덕이 죽 끓는 듯이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애증이 교차한다. 그래서 한때 열렬한 ‘광팬’이 어느 날 갑자기 

‘스토커’가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더 쉬운 것이다.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초기경전에서는 어리석은 자와의 교제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Saṃsaggajātassa bhavanti snehā  
Snehanvayaṃ dūkkhamidaṃ pahoti,  
Ādīnavaṃ snehajaṃ pekkhamāno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36) 
  
(Khaggavisāṇa sutta-무소의 뿔의 경, 숫따니빠따 Sn1.3,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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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교제가 애착이 되고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살피라는 것이다. 
  
인연담을 보면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아닛티간다 라는 연각불이 지은 것이다. 과거불인 깟싸빠 

부처님시대에 그는 수행승으로 이만 년 동안을 숲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베나레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를 싫어해서 남장한 여인이 젖을 먹여야할 정도였다.  
  
왕은 왕자가 16 세가 되었을 때에 혼인을 시키려고 했다. 왕자는 

결혼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만든 

가장아름다운 여인의 황금조각과 동일한 여인을 발견한다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사신들이 파견되어 전국을 뒤져 마침내 맛다(Madda)국의 싸갈라에서 

그녀와 같은 16 세 소녀를 찾아냈다. 사신들은 예물을 주고 결혼을 

성사시켰으나 그녀는 신랑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행의 피로에 지쳐 

풍병으로 죽고 말았다.  
  
왕궁에서는 왕의 대가 끊어진다고 난리가 났고 왕자는 슬픔에 빠졌으나 

이내 순차적으로 연기법을 순관하고 역관해서 깨달음을 얻어 연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stn36 인연담) 
  
  
과거불인 깟싸빠 부처님시대 ‘아닛티간다’ 라는 연각불에 대한 

이야기이다. 왕자로 태어 났지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는 전생에 

수행승으로 이만 년 동안 살았기 때문일 갓이다.  
  
피어나는 한송이 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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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담에 따르면 ‘16 세’라는 말이 나온다. 왕자가 16 세 되었을 때 

결혼 적령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신부감 역시 16 세라 하였다. 이렇게 

16 세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맛지마니까야에서 16 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묘사한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의 유혹이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귀족의 소녀나 바라문의 소녀나 장자의 소녀가 십오세나 

십육세로 크거나 작지 않고 마르거나 살찌지 않고 검거나 창백하지 

않다고 하면, 그녀의 아름다움과 미모는 최상일 것이다.” 
  
(Mahādukkhakkhandha sutta-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3, 전재성님역) 
  
  
누구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16 세 소녀를 들고 

있다. 그래서 16 세 소녀의 미모가 최상이라 하였다.  
  
이렇게 16 세의 나이가 아름다움의 절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이팔청춘이라 하여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팔청춘(二八靑春)은 16 세 전후의 젊은 나이로서 마치 피어나는 한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묘사 되어 있고 또한 결혼 적령기로 간주 되고 있다. 
  
“보지말라” “말하지말라” “알아차려라” 
  
게송에서는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는 당연한 

말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친밀감’이 생겨 나고, 친밀감을 바타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그렇다. 
  
출가자는 여자를 어떻게 보아야할까? 이에 대하여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D16)”라고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다여,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D16)”라고 말씀 하셨다. 얼굴을 쳐다 보는 것에서부터 교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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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여인의 얼굴을 볼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아난다여, 말하지 않는 것이다. 

(D16)”라고 하였다. 얼굴을 보긴 보되 말을 걸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걸어 와도 응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람이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묵언수행정진을 한다고 해도 필요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아난다여, 새김을 확립해야 한다. (Sati, ānanda, 

upaṭṭhāpetabbā, D16) ”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보지말라” 

“말하지말라” “알아차려라” 이것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라 볼 수 

있다.  
  
애착은 괴로움의 뿌리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애착은 ‘괴로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Snehanvayaṃ dūkkhamidaṃ pahoti, stn36)”라 한 것이다. 

교제를 하여 애착이 생겨 났을 때 즐거움 보다 왜 괴로움을 초래할까?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Mā piyehi samāgañchī   마삐예히 사마간치 
appiyehi kudācanaṃ,     압뻐예히 꾸다짜낭       
Piyānaṃ adassanaṃ dukkhaṃ,  삐야낭 아닷사낭 둑캉 
appiyānañ-ca dassanaṃ.   압삐야난짜 닷사낭 
  
사랑하는 자와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자와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만나지 못함이 괴로움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만남이 괴로움이다. 
  
(법구경, Dhp21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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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을 보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자와도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괴로움의 뿌리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나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사랑스러운 자나(뭇삶)나 사랑스러운 것(형성된 것)과 

헤어져서,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가까이 있어서, 보아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DhpA.III.275)”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는 

고성제에서의 애별리고(愛別離苦)와  원증회고(怨憎會苦)에 관한 

것이다. 모두 ‘사랑(Piyā)’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재난을 볼 것인가? 
  
그런데 stn36 게송에 따르면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Ādīnavaṃ 
snehajaṃ pekkhamāno,stn36)”라고 하였다. 여기서 위험이라고 번역한 

빠알리어는 Ādīnava 이다. 이는 PCED194 에 따르면 ‘disadvantage, 

過患, 患難’의 뜻이다. 사랑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 위험, 환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아난다여, 새김을 확립해야 한다. (Sati, ānanda, 

upaṭṭhāpetabbā, D16) ”라고 하였다.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여야 함을 

말한다. 알아차림을 놓치면 애착하게 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이런 위험, 환난, 재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16 세의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을 때 재난을 보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의 재난이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그 여자가 나중에 여든 살, 혹은 아흔 살 혹은 백 살이 

되어 연로하여 서까래같이 꺾이고,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병들고, 젊음은 가고, 이빨이 부서지고, 백발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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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아지고, 대머리가 되고, 피부에 주름이 늘고, 사지에 반점이 

생겨난 것을 본다면, 수행승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찍이 

아름다운 미모의 그녀는 사라지고 재난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Mahādukkhakkhandha sutta-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3, 전재성님역) 
  
  
이는 부정관에 대한 것이다. 부정관 수행을 한 자는 결코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 대한 욕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본다면 결코 함부로 사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모두 괴로움의 ‘뿌리’이고 ‘속박’이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였다. 자신의 

뜻대로(貪) 안되면 성질 내는(瞋) 어리석은 자(痴)와의 ‘우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교제를 경계하였다.  

   

법구경에서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 하리라.(Dhp61)”라 하였다. 현명한 자를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36)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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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친구에게 마음이 얽매이면 
  
  
  
수다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사람들은 늘 즐길거리를 찾는다. 단 한순간이라도 가만 있지 못한다. 

눈으로 즐거운 형상을 찾아 두리번 거리며 TV 를 보아도 이 채널 저 

채널로 돌린다. 귀로는 아름 다운 음악을 듣고 늘 이어폰을 꼽고 있어서 

귀를 즐겁게 해준다. 이는 눈과 귀뿐만 아니다. 냄새, 맛, 감촉 등 

오감으로 즐길 거리를 찾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늘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고립 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우울증 증세까지 보인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 등 아는 

사람을 찾아 수다를 떤다.  
  
여자의 경우 2만 5 천단어를 떠들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 이 보다 더 작아서 1 만 5 천단어를 해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는 때 

폭발한다고 한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말을 

들어 줌으로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술과 장미의 나날 
  
즐길거리를 찾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는 친구보다 더 좋은 상대가 없다.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면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 대체로 술과 함께 한다. 친구나 지인 등 

아는 사람을 만나면 술집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옆 자리에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술과 

장미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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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 and rose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장난하다 보면 시간이 금새 

지나간다. 그래서 새벽까지 술집에 있게 되고 심지어 밤새도록 술판을 

벌인다. 동틀때 까지 술집에서 보내다 술집 문을 나섰을 때 찬란하게 떠 

오르는 태양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무슨 일이든지 즐겁고 행복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래서 ‘술과 

장미의 나날’로 지새는 사람들도 있다. 10 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듯이 웃고 떠들 때 시간가는 줄 모르는 것이다. 비록 우정이나 교제, 

사업 등의 명목으로 떠들지만 잡담이 대부분이다. 마치 밤샘 술판을 

벌이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을 보았을 때 ‘허무함’을 느끼듯이 

밤새도록 떠들었던 이야기들은 남는 것이 없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Mitte suhajje anukampamāno  

Hāpeti atthaṃ paṭibaddhacitto,  
Etaṃ bhayaṃ santhave pekkhamāno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친구들과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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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으니,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37) 
  
(Khaggavisāṇa sutta-무소의 뿔의 경, 숫따니빠따 Sn1.3, 전재성님역) 
  
  
‘무소의 뿔의 경’에서 세 번째 게송은 친구에 대한 것이다. 친구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면 마음이 얽매이게 되어 유익함을 잃는다는 

가르침이다. 
  
이고득락(離苦得樂)을 위하여 
  
여기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Mitte suhajje 

anukampamāno)’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각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Prj.II.73 에 따르면, ‘정을 나누며’라는 뜻은 

‘동정하며(anudayamāno)’라는 말로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sukham upahattukamo dukkham 

apahattukamo)’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16 번 각주, 전재성님) 
  
  
정을 나누고라는 말은 게송에서 anukampamāno 을 번역한 것이다. 

Anukampamāno 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 보면 ‘Anukampa’가 ‘compassion; 

pity, 同情, 憐愍’의 뜻이다. 따라서 정을 나눈다는 말은 

‘동정한다’는 뜻이 강하다. 그래서 주석에서도 

‘동정하며(anudayamāno)’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동정한다는 것인가? 이어지는 주석을 보면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문구는 

자연스럽게 ‘이고득락(離苦得樂)’이라는 사자성어가 떠 오르게 된다.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찾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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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동료를 만나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을 보내는 행위는 분명히 즐거운 것이다. 즐기기 위해 

만나는 것이지 괴롭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고득락일 

것이다.  
  
친구에게 마음이 얽매이면 
  
만나면 즐겁고 안보면 보고 싶은 것이 친구이다. 만나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해소 되고, 거기에다 술자리까지 가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구나 술시중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게 된다. 이것이 

세간에서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과연 이런 삶의 방식이 이득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마음이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으니”라 하였다. 이때 유익함이라 

무엇일까? 각주에 따르면 유익함(atthaṃ)은 1) 현재의 이익, 2) 미래의 

이익, 3) 최상의 이익을 말한다. 또 다른 해석은 1) 자신의 이익, 2) 

남의 이익, 3) 자타의 이익을 말한다. 이런 이익이 유익함이다. 그런데 

친구나 동료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술을 마셨을 때 위 두종류의 세 가지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료함과 심심함을 못 이겨 친구를 만나고, 또 참을 수 없는 권태로움을 

극복하고자 수다 상대를 찾아 시간을 보냈다면 게송에서 표현 되어 있는 

것 처럼 마음이 얽매인 것이다. 또 수다상대 또는 술상대에게서는 

아무런 이득도 발견하지 못한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결국 시간과 돈과 

정력의 낭비 뿐이다. 그러나 가장 큰 손실이 있다. 그것은 

‘자유’이다. 친구나 동료의 사귐에서 오는 정에 얽매이여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사귐에서 오는 두려움을 살피라 

하였다. 여기서 사귐이란 무슨 뜻일까?  
  
갈애에 기초한 사귐 
  
게송에서 ‘사귐’이라 번역된 말은 santhava 에 대한 것이다. 이 

산타와(santhava, 사귐, 교제)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갈애에 기초한 

사귐(tanhasanthava)과 견해에 기초한 사귐(ditthisanthava)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 갈애와 견해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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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를 떨 상대, 그리고 술상대를 찾는 것은 갈애에 기초한 사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차 한잔 마시며 담마에 토론하는 것은 견해에 기초한 

사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제도 교제나름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잡담을 금하였다. 이는 팔정도에서 보면 알 수 있다. 

팔정도에서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언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1) 거짓말을 하지 않고  
2) 이간질을 하지 않고  
3)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4)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언어라고 한다. (S45:8, 전재성님역)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네 번째 항목인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잡담’에 해당된다. 이는 빠알리어 ‘samphappalāpā’를 번역한 

것으로서 ‘talking nonsense, 绮语’의 뜻이다. 그래서 초불연에서는 

‘잡담’이라 번역하였고 ‘가십’이라 설명하였다.  
  
갈애에 기초한 만남은 필연적으로 팔정도에서 정어를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수다를 떨고 술자리에서 상사를 안주 삼아 이야기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중상모략)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꾸며대는 

말(잡담)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득이 되는 만남이란? 
  
수다를 떨고자 친구를 만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자 술상대를 찾지만  

그것이 ‘이고득락’을 위하여 갈애에 기초한 만남이나 잘못된 견해에 

따른 사귐이 되었을 때 묶이는 것이 된다. 이는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다. 시간과 돈과 정력의 낭비이다. 그래서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교제는  ‘허(虛)’와 ‘무(無 )’만 있을 뿐이다.  
  
친구도 가려서 사귀고 동료도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다. 나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 만나는 것이다. 그런 이득은 주석에서 표현 된 것처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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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익, 2) 미래의 이익, 3) 최상의 이익을 말한다. 또는 1) 

자신의 이익, 2) 남의 이익, 3) 자타의 이익’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이익이 없으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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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랑도 미움도, 읊으면 노래가 되는 게송 
  
  
  
  
연예인이야기로 가득한 종편방송 
  
수십개의 TV 채널이 있다. 공중파방송의 경우 HD 화면을 제공하고 

케이블채널의 경우 이 보다 떨어지는 SD 급 화질을 보여 준다. 이렇게 

채널이 많다 보니 시청자에게는 다영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케이블채널에서 제공되는 프로를 보면 재탕 삼탕 하는 것이 

많아서 식상하게 만든다. 그나마 볼 만한 것이 종편채널이다. MB 정권 

시절 기형적으로 탄생된 네 개의 종편방송을 보면 케이블 채널 보다 

다양하긴 하지만 공중파와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종편에서는 돈이 들어 가지 않는 프로를 양산하다 보니 주로 뉴스나 

대담프로가 대부분이다. 특히 연예인 관련 프로가 많은데, 이는 최소의 

투자라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는 속셈으로 보여진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대한 것인데, 이를 

방송에서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개의 종편방송을 보면 연예인들 

이야기로 가득하다. 
  
특종 하겠다고  
  
채널 A에서 남진과 나훈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과거 라이벌 이었던 

남진과 나훈아를 비교 하면서 근황을 알려 주었는데, 포인트는 

나훈아이었다. 왜 나훈아가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다.  
  
체널 A제작진은 나훈아가 살고 있는 양평집을 취재하러 간다. 그러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뿐 접근조차 못한다. 그러자 무어 하나 건질 

요량인지 카메라를 집주변에 들이 댄다. 그러나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자 집주변 에 있는 가게에 간다. 가게주인에 

출입에 대하여 물어 보는 것이다. 그래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듣는다. 그때 짚차 한대를 발견한다. 그리고 인터뷰를 시도하기 위하여 

다가 가지만 그 짚차는 달아나 버리고 만다. 그러자 제작진은 짚차를 

추격한다. 방송에서는 쫒고 쫒기는 추격전 장면을 보여 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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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차는 제작진을 따돌리고 만다. 그래서 채널 A의 나훈아에 대한 취재는 

실패로 끝난다. 
  
특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곳이 언론이다. 특히 연예인과 

관련 된 취재를 보면 염치를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훈아는 왜 대중들에게 나오지 않을까? 
  
방송에서는 남진과 나훈아의 전성시대를 보여 주었다.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두 라이벌에 대하여 동호회원의 말을 빌어 

설명하였는데, 인기절정의 70 년대 초반의 남진에 대하여 ‘도시의 

귀공자’ 스타일이라 하였고 나훈아에 대하여는 ‘소도둑놈’같은 

인상이라 하였다. 그러나 나훈아의 경우 남성미가 있고 더구나 섹시하기 

까지 하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훈아는 더 이상 대중들 앞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대중들에게 

자주 얼굴을 내 비치는 남진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나훈아의 

은둔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스타는 함부로 무대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전략같아 보인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꿈’을 

잃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잠적하고 은둔하며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한다.  
  
나훈아가 여러 이유로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다시 한 번 대중들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불교를 소재로 한 나훈아의 공(空) 
  
대중가요 중에 불교를 소재로 한 것도 있다. 나훈아의 노래중에도 

불교를 소재로 한 것이 있다. ‘공(空)’이라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랑타령이나 눈물타령하는 것과 다르다. 가사에 불교의 

공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훈아의 공에 대한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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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공(空) 

 

살다보면 알게돼 일러 주지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보면 알게돼 알면 웃음이나지 

우리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갈 세상 

백년도 힘든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보면 알게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 띠리띠리띠리  띠 띠리 띠리 

띠리 띠리띠리띠리  띠리디리띠리디리리 

 

살다보면 알게돼 알고싶지 않아도 

너나나나 모두다 미련 하다는 것을 

 

살다보면 알게돼 알면 이미늦어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백년도 힘든것을 천년을 살것처럼 

 

살다보면 알게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였다는 것을 

모두 꿈이였다는 것을 

 

띠리 띠리띠리띠리  띠 띠리 띠리 

띠리 띠리띠리띠리  띠리디리띠리디리리 

 

(나훈아 – 공,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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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가사를 보면 “모두 꿈이였다는 것을”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금강경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좋아 하는 게송으로 알려진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인데, 이는 

“인연화합으로 생겨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은,꿈과 같고, 허깨비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나훈아의 공이라 본다. 그렇다면 이 가사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가사를 만들었나? 
  
노래는 작사와 작곡과 노래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좋은 노래가 된다고 

한다. 방송에서 나훈아의 설명에 따르면 노래 하기 전에 오른 손을 치켜 

들면 자신이 ‘작사’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왼손을 들면 자신이 

‘작곡’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고, 두 손을 모두 치켜 들면 자신이 

‘작사’와 ‘작곡’을 한 것이라 한다. 물론 노래는 모두 자신이 부른 

것이다. 이렇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할 줄 알아 

만능엔터테이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은 누가 작사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니 작곡은 

나훈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작사는 ‘unknown’으로 되어 있어서 알 수 

없다. 아마도 불교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작사한 것이라 보여 진다. 

이렇게 이름 모를 가사에다 곡을 붙이고 노래로 만든 것이 공이라 볼 수 

있다. 
  
법구경에서 ‘사랑하는 자의 품’을 모티브로  
  
대중가요에는 불교를 소재로 한 수 많은 노래가 있다. 그런데 경전을 

소재로 한 노래도 있다. 사랑도 미움도 라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법구경에서 ‘사랑하는 자의 품’이 연상된다.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도 미움도 
 

1.사랑하는 마음은 갖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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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괴로워 

아아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아아아 

미움에 뿌리가 되기 쉬우니 

 

2.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걱정 외로움 없을꺼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괴로워 

아아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아아아 

미움에 뿌리가 되기 쉬우니 
  
(권은경 - 사랑도 미움도 (1986), 유튜브) 
  
  

   

 
  

  
이 노래는 1986 년에 권은경이 불렀다. 검색해 보니 작곡가는 원세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작사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가사를 만들었을 것이라 보여 진다. 그것도 법구경에서 

‘사랑하는 자의 품’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하다.  
  
가사를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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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사랑도 미움도’와 법구경의 ‘사랑하는 자의 품’을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가요 ‘사랑도 미움도’ 법구경 ‘사랑하는 자의 품’ 비  고 
사랑하는 마음은 갖지 말자 사랑하는 자도 갖지 말라. Dhp210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 사랑하는 자는 만나지 못함이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괴로워 사랑하는 않은 자는 만남이 

괴로움이다. 
  

아아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아아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 
Dhp211 

미움에 뿌리가 되기 쉬우니 사랑하는 자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사랑하는 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Dhp212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걱정 외로움 없을꺼야(2 절) 
사랑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어찌 또한 있으랴. 

Dhp212 

  
  

  
가사를 보면 법구경의 게송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10 번과 

211 번, 212 번 게송에서 한구절 씩 가져와 가사를 만든 것 처럼 보인다. 
  
법구경에서 ‘사랑하는 자의 품 (Piyavagga, 16)’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초전법륜경 고성제에서 

여덟가지 괴로움 중에 ‘애별리고(哀別離苦)’와 

‘원증회고(怨憎會苦)’와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S56.11)”라 하였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라 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또 경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라 

하였다. 이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사랑도 미움도’라는 노래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바뀌었다. 또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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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갖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로 되었다. 그러나 구성을 보면 법구경 210 번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구절을 그대로 옮겨와 단지 단어만 바꾼 것으로 보여 진다. 
  
읊으면 노래가 되는 게송 
  
초기경전을 보면 수 많은 게송이 있다. 이와 같은 게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압축 되어 표현 되어 있다. 그리고 설법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게송으로 말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핵심적인 가르침이 압축된 게송은 ‘네 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사구로 이루어진 사구게는 시와 똑같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게송에 

대하여 시라고 번역하였다. 이런 시는 읊으면 노래가 된다. 또 누구나 

곡을 붙이면 대중가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노래의 가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초기경전에서 볼 수 있는 게송이다. 
  
법구경은 모두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423 개의 게송이 네 개의 

구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군가 곡만 붙인다면 모두 노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게송이 ‘사랑하는 자의 

품’이라 보여진다. 사랑하는 자의 품에서 일부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만나지 못함이 괴로움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만남이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없는 
그 님들에게는 참으로 속박이 없다. 
  
사랑하는 자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사랑하는 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사랑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157 

 

  
애착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애착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쾌락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쾌락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쾌락 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욕망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욕망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욕망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갈애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갈애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갈애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계행과 통찰을 갖추고 
가르침에 입각하여 진리를 설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 
  
(법구경 Dhp210-218, 전재성님역) 
  
2014-02-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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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통변화는 황당무계한 것일까?   
  
  
  
우주에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까지 아는 부처님 
  
한국불자들이 애송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조계종을 비롯하여 대부분 

종단들의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금강경이다. 그래서 금강경 

강의나 금강경을 근거로 하여 법문하지 않는 스님이 없을 정도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크게 의지하고 있는 금강경에 

‘실지실견(悉知悉見)’이라는 말이 있다.여기서 실(悉)자의 뜻은 

‘다’ 또는 ‘다하다’의 뜻이다. 그래서 ‘다 悉(실)’이라 읽는다.  
  
실지실견의 뜻은 ‘다 알고 다 보다’는 뜻이다. 누가 보는가? 

‘여래실지실견(如來悉知悉見)’이라 하였으므로 “내(부처님)가 다 

알고 다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뜻풀이 하는 스님의 

강의를 들어 보면 부처님은 이 지구상의 60 억인구 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다 안다고 한다. 또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듯 부처님이 다 아시고 다 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서 화엄경을 보면 

“불자들이여, 또 비유를 들자면 큰 구름에서 큰 비를 내리는 것을 

대천세계의 중생들은 그 수효를 알 사람이 없으며, 그 수효를 

계산하려면 한갓 발광할 뿐인데, 대천세계의 주인인 

마혜수라(摩醯首羅)만은 예외이다. 그는 과거에 닦은 선근의 힘으로 물 

한방울까지도 분명히 안다. (화엄경, 여래출현품, 법정스님역)”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에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까지 아는 

것으로 설명된다. 
  
금강경에 묘사된 부처님은 ‘일체지자’로서의 부처님이다. 그런데 

초기경전에서도 일체지자라로서 묘사되어 있다. 상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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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게송에서 ‘일체를 아는 자’라 하여 일체지자에 대하여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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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를 아는 부처님은 무엇을 알기에 일체지자라 하였을까? 

마하야나에서처럼 우주에 내리는 빗방울 숫자까지 모두 알아서 

일체지자라 하였을까?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 주지 않자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일체지자로 묘사 되어 있다. 그러나 

가르침에 대하여 회의하는 자도 있었다. 맛지마니까야 ‘사자후에 대한 

큰 경(M12)’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쑤낙캇따] 
“수행자 고따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추어야 할 앎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265)  수행승 

고따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 
  
(Mahāsīhanādasutta-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각주에 따르면 수낙캇따는 “승단에 입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에게 아무런 신통을 보여 주지 않고 또한 사실의 기초에 대해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단을 떠 났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경을 보면 

수낙캇따는 부처님에 대하여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앎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라고 비방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 비판의 요지는 부처님이 곧바른 앎으로 깨달은 가르침이 아니라 단지 

숙고하여 만들어낸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이다. 그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목표를 신통을 성취하는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 
  
(265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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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낙캇따가 승단에 들어와서 회의한 것은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 주지 

않은 것이라 한다. 그래서 말로만 진리를 설하고 ‘말재주’로서 승단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신통 등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 주지 않는 부처님에 대하여 인간상태를 뛰어 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 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진짜 일체지자로서의 부처님인지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하여 회의하는 자들은 부처님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지 내세에 대해서는 말씀 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신통이나 신비, 초월적 경지에 대하여 부정한다. 

심지어 업과 윤회도 부정한다. 그래서 육도에 대하여 회의하며 단지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회의론자는 신통에 대하여 

보여 주면 믿겠다고 한다. 수낙캇따도 그런 케이스라 보여 진다. 
  
어리석은 수낙캇따가 유추하지 못한 것 
  
수낙캇따의 비방에 대하여 사리뿟따가 이를 듣고 부처님에게 보고 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어리석은 쑤낙캇따는 분노하였고, 그 분노에 끌려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M12)”라 하였다.  그리고 사리뿟따에게 

“사리뿟따여, ‘나는 비방하리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쑤낙캇따는 

오히려 여래에 관해 칭찬을 했다. 사리뿟따여, 이와 같이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래에 관해 칭찬하는 것이 

된다.(M12)”라고 말씀 하셨다. 수낙캇따의 비방에 대하여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오히려 칭찬의 말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세존] 
“사리뿟따여, 어리석은 쑤낙캇따는 나에 관해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공양 받을 만한 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 명지와 덕행을 갖추신 

분,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이해하는 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분,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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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세상에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법에 따라 유추하지 

못한다.(*266)” 
  
(Mahāsīhanādasutta-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경에서 “유추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초불연에서는 “법을 추론 

하는 지혜가 없을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각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다음 문단들은 부처님에 대한 쑤낙캇따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된 

것이다. 여섯가지 곧바른 앎 가운데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이 우선 

소개 되고 열 가지 여래가 지닌 여래의 힘(dasabala: 十力)에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소개 되고 있다. 
  
(266 번 각주, 전재성님) 
  
  
수낙캇따의 비방에 대하여 부처님은 수낙캇따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신통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여래십호라 불리우는 열 

가지 특징이 신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정득각자)나 명지와 덕행을 갖추신 분(명행족)이 대표적이라 

본다. 이는 신통지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수낙캇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정말일까?”하며 회의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열 가지 신통변화(신족통)이 있는데 
  
경에서는 신통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 되어 있다. 수낙캇따가 늘 의문시 

하던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등 신통에 대하여 이야기와 부처님에게서 

드러난다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등 열가지 힘(십력)에 대한 것이다.  
  



162 

 

경에서는 두 가지로 신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신통변화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신통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신통변화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Ayampi hi nāma sāriputta sunakkhattassa moghapurisassa mayi 

dhammanvayo na bhavissati: " itipi so bhagavā anekavihitaṃ 
iddhividhaṃ paccanubhoti: ekopi hutvā bahudhā hoti. Bahudhāpi 
hutvā eko hoti. Āvībhāvaṃ tirobhāvaṃ tirokuḍḍaṃ tiropākāraṃ 
tiropabbataṃ asajjamāno gacchati. Seyyathāpi ākāse. Paṭhaviyampi 
ummujjanimujjaṃ karoti. Seyyathāpi udake. Udakepi abhijjamāne 
gacchati seyyathāpi paṭhaviyaṃ. Ākāsepi pallaṅkena kamati 
seyyathāpi pakkhīsakuṇo. Imepi candimasuriye evaṃ mahiddhike evaṃ 
mahānubhāve pāṇinā parimasati parimajjati. Yāva brahmalokāpi kāyena 
vasaṃ vattetī "ti. 
  
사리뿟따여, 어리석은 쑤낙캇따는 나에 관해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의 정신적 능력을 즐긴다. 그는 하나에서 여럿이 되며, 

여럿에서 하나가 된다.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집착 없이 담을 통과하고 성벽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해서 

간다. 물속에서처럼 땅속을 드나든다. 땅 위에서처럼 물에서도 빠지지 

않고 걷는다.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에서 앉은 채 움직인다. 손으로 

이처럼 큰 위력을 지니고, 이처럼 큰 능력을 지닌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는다. 하느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법에 따라 유추하지 못한다. 
  
(Mahāsīhanādasutta-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수낙캇따는 부처님의 신통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신통이 없이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하여 단지 말재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비방하였다. 그런 수낙캇따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리석은 쑤낙캇따’라 

하였다. 이는 ‘moghapurisassa’에 대한 번역어이다. 최대의 수치스런 

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쓸모 없는 인간 

수낙캇따’라 번역 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이 거친 표현을 한 것은 

부처님의 열 가지 신통변화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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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추하지 못한다.(성전협)” “추론하는 지혜가 없을 

것이다(초불연)”이라 하였다.  
  
열 가지 신통변화를 표로 만들어 보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열 가지 신통변화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열 가지 신통변화(신족통) 

No 구     분 비  고 
1 하나에서 여럿이 됨   
2 여럿에서 하나가 됨   
3 나타나기도 함 어두움을 광명으로 만드는 

것 등 
4 사라지기도 함 광명을 암흑으로 만드는 것 

등 
5 통과해서 감 벽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없이 통과 
6 물속에서처럼 땅속을 드나듬음   
7 물에서도 빠지지 않고 걸음   
8 공중에서 앉은 채 움직임   
9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음   
10 하느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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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빠난다용왕을 신통으로 제압하는 목갈라나 존자 
Yangon, Myanmar (General Photos) 

사진 : http://www.pbase.com/taboo5/image/73748627 
  

  
  
열 가지 신통변화를 보면 신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이 

중에 아홉 번째 항목인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음’이 있다. 이 

항목이 신통변화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달과 해를 

어루만지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초기경전에는 분명히 “손으로 이처럼 큰 위력을 지니고,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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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능력을 지닌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는다. Imepi candimasuriye 

evaṃ mahiddhike evaṃ mahānubhāve pāṇinā parimasati 
parimajjati.(M12)”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 

하셨음에도 믿지 못한다면 수낙캇따와 같은 회의론자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최대의 욕이라 볼 수 있는 ‘모가뿌리사(moghapurisa)’라 하여 

‘어리석은 자’ 또는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통변화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것일까? 
  
그렇다면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통변화라는 것이 

황당무계(荒唐無稽) 한 것일까? 부처님은 터무니 없고 허황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일까? 난도빠난다 용왕 길들인 이야기에서 몸을 크게 

만드는 신통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신통변화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업에서 생긴 것을 의지하여 업에서 생기지 않은 것을 

늘린다.(Vsm12.104)”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청정도론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즉 업에서 생긴 물질을 의지하여 업에서 생기지 않은 물질을 

증대시킨다는 뜻이다. 업에서 생긴 것은 마음과 온도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업에서 생긴 것은 항상 감각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 그 업에서 생긴 것을 그와 같이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설한 대로 늘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상속에서 업에서 생긴 물질과 업에서 생기지 않은 물질이 마치 

혼합된 것 처럼 일어난다 해도 실제로 혼합된 것이 아니다. 마치 한 

파인트 분량의 우유를 여러 파인트 분량의 물에 부었을 때 비록 우유가 

완전히 섞여 모든 곳에 분명히 있지만 그 우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다. 

오직 물이 많아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에서 생긴 것과 업에서 

생기지 않은 것이 마치 혼합된 것 처럼 일어난다 해도 업에서 생긴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신통의 힘으로 마음에서 생긴 것과 그것의 

영향으로 온도에서 생긴 것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청정도론, 12.118. pm397) 
  
  



166 

 

주석에 따르면 “업에서 생긴 것과 업에서 생기지 않은 것이 마치 

혼합된 것 처럼 일어난다 해도 업에서 생긴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파인트 분량의 우유를 여러 

파인트 분량의 물에 부었을 때”라고 하여 ‘우유의 비유’를 들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신통변화라는 것이 업에서 생긴 물질을 의지하여 

업에서 생기지 않은 물질을 증대시킨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이 가진 열 가지 힘이 있는데 
  
회의론자들에게 열 가지 신통변화를 뜻하는 신족통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회의론자들이 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래의 열가지 힘이라 불리우는 십력에 대한 것이다. 십력 역시 

신통변화 못지 않게 초월적이이다. 그러나 십력은 열 가지 신통변화와 

달리 신통의 지혜라 한다. 왜 지혜라 하였을까? 이는 경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세존] 
  
“사리뿟따여, 여래에게는 열 가지 힘이(*267) 있는데 그 힘을 갖춘 

여래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열 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Mahāsīhanādasutta-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여래)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를 열 

가지 힘이라 한다. 이 열 가지 힘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Srp.II.43~44 에 따르면, 여래의 힘에는 신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의 두 

가지가 있다. 여래의 신체적인 힘은 코끼리의 힘과 비교된다. 하품의 

코끼리 깔라바까에서부터 상품의 코끼리 찻단따에 이르기까지 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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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코끼리가 하품에서 상품으로 올라갈수록 각각 10 배씩 

강해지는데, 여래의 신체적인 힘은 최상품 코끼리의 10 배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여래의 열 가지 정신적인 힘에 관한 것이다. 한역은 구사론 

27 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처비처지력,  2) 업이숙지력, 3) 

편취행지력, 4) 종종계지력, 5) 종종승혜지력, 6) 근상하지력, 7) 

정려해탈등지지력, 8) 숙주수념지력, 9) 사생지력, 10) 누진지력. 
  
(267 번 각주, 전재성님) 
  
  
부처님에게는 보통사람을 능가하는 부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경에 

언급된 것은 ‘정신적 힘’이다. 이를 ‘십력’이라 한다. 이 십력에서 

핵심은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이다.  
  
십력을 표로 만들어 보면 
  
경에서 표현된 십력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다. 
  

  
여래의 열 가지 힘(십력) 

No 십 력 경의 문구(M12) 비  고 
1 처비처지력 조건을 갖춘 경우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여실히 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앎 
2 업이숙지력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에 관해 조건과 

원인을 살펴 여실히 그 과보를 분명히 

안다. 

  

3 편취행지력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해 

분명히 안다. 
  

4 종종계지력 많은 세계로 구성된 다양한 세계의 

세계에 관해 분명히 안다. 
  

5 종종승혜지력 다른 뭇 삶들의 여러 가지 경향에 관해 

분명히 안다. 
  

6 근상하지력 뭇 삶들의 능력의 높고 낮음에 관해 

분명히 안다. 
  

7 정려해탈등지지력  선정, 해탈, 삼매, 성취에 대해서 

오염과 청정과 벗어남을 분명히 안다. 
  

8 숙주수념지력 그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한다. 
숙명통 
(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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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생지력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눈으로 뭇 

삶들을 관찰한다. 
천안통 
(업과 과보) 

10 누진지력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잘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누진통 
(사성제) 

  
  
  
열 가지 힘중에서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그리고 열번 째의 힘에 

대하여 숙명통,천안통, 누진통이라 한다. 이는 ‘윤회’와 ‘업과 

과보’,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이 세가지 능력에 

대하여 ‘삼명’을 갖추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명 육신통’을 갖춘 

부처님에 대하여 위짜라나삼빤나(vijjācaraṇasampanna)라 하여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명행족)’이라는 칭호가 붙여 진 것이다. 
  
열가지 힘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님은 보통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으로 인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정득각자가 된 것이다. 만일 

이런 능력이 없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말로서 또는 말재주로서 진리를 

설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사리뿟따여, 여래에게는 이와 같은 여래의 열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갖춘 여래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사리뿟따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나에 관해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추어야 할 앎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 수행승 

고따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라고 말하며,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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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뿟따여, 예를 들어 계율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승은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Mahāsīhanādasutta-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편의상 세 문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열 가지 힘에 

의하여 최상의 지위에 올랐음을 말하고 있다. 이때 사자후를 토했다고 

하였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S56.11)”라고 선언한 대목과 일치한다. 열 가지 힘 중에 

누진통에 해당되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여 청정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태어남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S56.11)”라는 앎과 봄이 생겨나 사자후를 토한 것이다. 
  
두번째 문단의 경우 회의론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단지 말장난으로 진리를 설한 것으로 보는 

수낙캇따류의 삿된 견해를 가진 회의론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 하였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열 가지 신통변화와 열 가지 신통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계율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승은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라고 하여 계정혜 삼학으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부처님이 진리를 선포한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리를 선포 하였는데, 그 대상은 “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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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 이라 하여 초전법륜경에 잘 표현 되어 있다. 

그런데 초전법륜경을 보면 진리 선포를 유예 하는 장면도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사성제)에 대한 앎(지)과 

봄(견)이 일어 났지만 이를 바로 선포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초전법륜경에서는 신들 등 여덟 대상에 대하여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S56.11)”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에 대하여 세 번에 걸쳐서 앎과 봄이 

일어 났을 때 진리임을 확신하고 사자후를 토한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열 가지 힘을 바탕으로 하여 진리를 선언한 것이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이 자신 있게 사자후를 토한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네 가지 두려움 없음으로 표현 되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Sammāsambuddhassa te paṭijānato ime dhammā anabhisambuddhā "ti, 
tatra vata maṃ samaṇo vā brāhmaṇo vā devo vā māro vā brahmā vā 
koci vā lokasmiṃ sahadhammena paṭicodessatīti nimittametaṃ 
sāriputta na samanupassāmi.  
  
Etampahaṃ sāriputta nimittaṃ asamanupassanto khemappatto 
abhayappatto vesārajjappatto viharāmi. 
  
사리뿟따여, 수행자든 바라문, 신, 악마, 하느님이든 이 세상의 어떤 

자이든, 나에 대해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그대가 주장하더라도, 그 

가르침들은 올바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침에 견주어 안다.  
  
사리뿟따여, 나는 여전히 근거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도달한 

안온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두려움 없음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공포 

없음에 머물러 있다. 
  
(Mahāsīhanādasutta-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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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두려움 없음’은 ‘올바로 깨달은 자’, 즉 정등각자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에 대하여 누군가 그것이 올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비난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한 초불연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대가 정등각자라고 천명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법]에 관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마라건 범천이건 혹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근거 있는 말로 나를 질책할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한다.  
  
사리뿟따여, 나는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은을 얻고 무외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M12, 초불연 대림스님역) 
  
  
두 번역을 비교하면 “근거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성전협)”와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초불연)”에 차이가 있다. 이는 

nimitta 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MDB 에서는 “seeing no ground for that”이라 되어 

있다. Nimitta 에 대한 PCED194 에서는 ‘mark, sign; image; target, 

object; cause, condition. 相,因相, 前兆, 瑞兆, 徴相, 特相, 占相, 

現相, 婬相, 界標, 標識, 理由’라 되어 있다. 따라서 문맥으로 보면 

‘이유’의 뜻이 강하다. 깨달음에 대하여 비난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근거를 대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견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근거도 대지 못하는 비난에 대하여 

두려워 하지 않음을 말한다.  
  
네 가지 두려움 없음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경에서 ‘두려움 없음’이라 번역한 ‘vesārajjan’i 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담대함’이라 번역하였다. 그리고 MDB 에서는 

‘fearlessness’라 하였다. 이와 같은 두려움 없음(무외)은 모두 네 

가지이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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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두려움 없음(사무외) 

구 분 경전의 문구(M12) 비  고 
정득각무외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그대가 주장하더라도, 그 

가르침들은 올바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침에 견주어 

안다. 

올바로 

깨달은 자 

누영진무외 ‘번뇌를 부순 자라고 그대가 주장하더라도, 

그대에게 그 번뇌들이 부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침에 견주어 

안다. 

번뇌를 부순 

자 

설장법무외 ‘그대가 장애가 되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들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침에 견주어 안다. 

장애가 되는 

사실 

설출도무외 ‘그대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한다 해도 그것이 

그 가르침을 실천한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침에 견주어 안다. 

가르침의 

결과 

  
  
네 가지 두려움 없음 중에 세 번째 ‘설장법무외’ 가 있다. 경에서 

“그대가 장애가 되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들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다.”라 하였는데 이는 무슨 말일까? 이에 

대하여 성전협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초불연 각주를 보면 

주석을 근거로 하여 ‘장애 가 되는 사실(법)’에 대하여 ‘음행’이라 

하였다. 바라이죄, 승잔죄, 조죄, 단타죄, 회과죄, 악작죄, 악어죄 등 

일곱 가지 ‘범계무더기’를 말한다. 그래서 초불연에서는 “ ‘그대가 

설한 장애가 되는 법들을 수용하더라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라고 번역 되어 있다.   
  
네 번째 두려움 없으은 ‘설출도무외’라 한다. 이는 가르침의 결과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실천하면 괴로움이 소멸되어 완전한 

열반에 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도 볼 수 있다. 왕기사가 홀로 명상에 잠겨 있다가 

“우리의 친교사는 정말로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열반에 드시지 않은 것일까?(Sn2.12)”라고 의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는 이 세상에서 정신과 

육신에 대한 갈애를 끊어버렸다. 오랜 세월 잠재하던 악마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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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버린 것이다. 태어남과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다.(stn355, 

Sn2.12)” 라고 확인 시켜 주었다. 
  
“정말 정득각자일까?”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보면 회의론자들이 의심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 이루신 부처님에 대하여 “정말 정득각자일까?”라고 

의심하고, 번뇌가 다하였다고 하였는데 “진짜 번뇌가 부수어진 

분일까?”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또 음행과 관련하여 “정말 음행은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일까?”라고 의심하고, 열반과 관련하여 “진짜 

열반이란 가능할까?”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을 하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모두 의심한다.  수낙캇따 역시 

마찬가지 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신통을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믿을 수 없었고 또 진리를 설하는 것에 대하여 말장난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삿된 견해가 일어나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부정하는 회의론자가 된 것이다.  
  
그 어떤 근거도 내 놓지 못하면서 
  
오늘날 회의론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 시대에 업이나 

윤회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회의론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 한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 따라서 

신통변화나 신통지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것이라 간주한다. 

그러다 보니 경전이 후대에 삽입 되었다든가 조작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어떤 근거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경에서도 부처님은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침에 

견주어 안다.(M12)”라고 하였다. 이처럼 근거 없이 부처님 말씀을 비난 

하고 다니는 자들은 삿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M12)”라 하였다.  
  
삼명 육신통으로 
  
삿된 견해를 가진 회의론자들은 부처님의 진정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신통지를 바탕으로 하여 정등각자가 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초야에 숙명통을 얻어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생겨낳고,  중야에 천안통을 얻어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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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났고, 후야에 누진통을 얻어 번뇌가 다한 경지에 이른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어떤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면서 업, 윤회, 

신통 등 자신의 인지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삼명 육신통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는 다름 아닌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그래서 삼명 육신통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삼명 육신통 

No 구  분 내  용 수행 삼명 
1 신족통(神足通, 

iddhi-vidha) 
10 가지의 신통변화 
  

사마타 
(사선정, 
오신통) 

  

2 천이통(天耳通, 

dibba-sota) 
  

신성한 귀의 요소 의 

지혜 
  

  

3 타심통(他心通, 

paracitta-vijāhana)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4 숙명통(宿命通, 

pubbenivāsa-

anussati)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첫번째 명지 
(초야) 

5 천안통(天眼通, 

dibba-cakkhu)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첫번째 명지 

(중야) 

6 누진통(漏盡通, 

āsavakkhaya-ñāṇa) 
번뇌가 다한 경지 위빠사나 첫번째 명지 

(후야) 
  

  
표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다. 부처님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선정 상태에서 숙명통 등 

오신통의 지혜가 생겨 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빠사나 수행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정득각자가 된 것이다. 또 

초야, 중야, 후야에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이 열려 세 가지 명지가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에 명지와 덕행을 구족하신 분이라 하여 

명행족이라 한다. 불자들이 법회에서 명호 하는 여래십호는 이렇게 

삼명육신통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 된 것이다.  
  

2014-02-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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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르침의 기적을 보여준 부처님 
  
  
  
각묵스님의 인터넷영상강의 
  
인터넷시대와 함께 불자들은 부처님의 원음을 접하는 행운을 가졌다. 

그래서 이전의 신행행태와는 차원이 다르게 접급하게 되었다. 이는 

빠알리니까야가 우리말로 직역 되어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수행방법 또한 

도입 되어서 이제 불자들은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런 가르침의 선봉에 선 분이 ‘각묵스님’이라 본다. 
  
각묵스님은 빠알리니까야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 뿐만 아니라 부처님 

보급에도 매우 열정적이다. 그래서 방송이나 각종기고문을 통해서 

원음을 알려 왔다. 아마 초기불교를 접한 불자치고 스님의 동영상이나 

음성파일 강의를 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스님이 항종 강조 하여 말한 것이 ‘온처계근제연’이다. 오온, 십이처, 

십팔계, 이십이근, 사성제, 십이연기의 준말이다. 이렇게 한글자로 

대표된 한자어로 ‘온처계근제연’을 기억 해 두면 교학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을 것이라 한다. 
  
“세상을 불쌍히 여겨” 
  
‘온처계근제연’으로 대표 되는 교학체계에 대한 실천수행벙법에 대한 

것이  삼십칠조도품이다. 37 가지 깨달음이 되는 수행법들의 집합적 

명칭이다. 그래서 주제별 모음으로 되어 있는 상윳따니까야에서는 이 

삼십칠조도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이 교학과 수행체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재성님의 상윳따니까야 해제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부처님은 이것들에 관하여 ‘내가 곧바른 앎(abhiñña)으로 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열반을 예고 

하면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에게 이것들에 대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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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뭇삶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뭇삶의 안락을 위하여.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청정한 삶이 세상에서 오래 

지속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곧바른 앎으로 가르친 것들 – 예를 들어 

네 가지 새김의 토대, 네 가지 노력, 네 가지 신통의 기초, 다섯 가지 

능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 고리, 여덟 가지 고귀한 길 – 을 

잘 배우고 공부하여 닦고 수행해야 한다.(DN.II. 119-120)’고 설했다. 
  
(상윳따니까야 해제, 전재성님) 
  
  
전재성님은 상윳따니까야 해제에서 삼십칠조도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특별히 당부한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뭇삶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뭇삶의 

안락을 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늘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삼십칠조도품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설한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정한 

삶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출가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 

모두에게도 포함 된다. 그 청정한 삶의 실현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열반’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열반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대하여 ‘몸소 보여 

준’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삼십칠조도품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곧바른 앎(abhiñña)’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곧바른 앎의 길에 ‘네 가지 신통의 

기초’가 있다. 회의론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부처님의 37 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단 중에 신통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51 번째 주제인 ‘신통의 기초 모음(Iddhipāda Saṃyutta, 
S51)’에 대한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통의 기초 모음’에서 신통의 기초, 즉 잇디빠다(iddhipāda)란 말은 

‘초월적인 힘의 기초’를 말하는데, 원래 잇디(iddhi)’와 

빠다(pāda)의 복합어이다. 원래 ‘성공, 성장, 번영’을 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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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요가 전통에서 이 단어는 명상을 통해 도달한 특별한 성공, 즉 

사건의 일반적 질서에 도전하는 놀라운 재주를 행하는 능력의 성취란 

의미를 지닌다. 
  
(상윳따니까야 ‘신통의 기초’ 해제, 전재성님) 
  
  
신통을 뜻하는 잇디빠다(iddhipāda)는 ‘초월적인 힘의 기초’라 한다. 

초월적 현상이 신통임을 말한다.  
  
신통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들은 초월적인 힘, 즉 신통을 보여 줌으로서 교세가 확장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모 유명목사는 

‘치유능력’이 있어서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기적과 같은 초월적인 힘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해제글에 따르면 을 

이는 기적이 아니라 한다. 집중(삼매)의 성취를 통해서 명상수행자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不成)’이라는 한자성어에서도 알 수 

있다. 마치 돋보기로 햇볕을 집중시키면 불꽃이 일어나듯이, 누구든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마천루로 빼곡한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고, 컴퓨터가 개발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가 하면 우주에 사람을 실어 보내는 것 역시 마음집중에 

따른 ‘기적’이라 보여 진다.  
  
누구든지 마음을 집중하면 못할 것이 없다. 마음 집중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어떤 이는 기적이라 한다. 그렇다면 마음집중에 따른 초월적인 

현상은 황당무계한 것일까? 신통현상에 대하여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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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에 든 마음은 일반적인 감각적 의식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의 내밀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명상이 

성취된 요가수행자에게 자연적 인식과정의 기저에 놓은 깊은 존재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게 하여 신비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만든다. 
  
(상윳따니까야 ‘신통의 기초’ 해제, 전재성님) 
  
  
해제글에 따르면 신통현상에 대하여 ‘인식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 집중된 상태, 즉 ‘사선정상태’에서 인식과정의 기저에 놓은 

깊은 존재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게 함으로서 신비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신통이라 한다.  
  
진위(眞僞)를 가리자고 
  
그런데 이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이 초기경전에는 무수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합리적이고 윤리적 체계로 묘사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받아 들일 수 없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원음을 담고 있는 빠알리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이 

신통을 행사하는 장면이나 제자들 역시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청원경에서 “하느님 싸함빠띠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S6.1)”라고 묘사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때 하느님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고 더구나 팔을 굽히는 사이에 

출현하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이런 장면에 대하여 황당무계하여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한 이야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왜 황당한 이야기인지, 왜 꾸민이야기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신통이나 초월적 현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단멸론자들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도 부정한다. 오로지 

‘현세에서 행복’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그래서 신통이나 초월적 

현상, 업과 윤회가 들어가 있는 문구나 경을 가려내자고 한다. 한마디로 

‘경전에서 거품을 걷어 내자’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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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서 읽자고 말한다. 심지어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말씀 하셨는지 ‘깔라마경(A3.65)’을 예를 들어 

‘진위(眞僞)를 가리자 말한다.  
  
이렇게 초기경전에서 차떼고 포떼다 보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사념처 등과 같은 근본가르침일 것이다. 

그런데 삼십칠조품에서 ‘사신통’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걷어 내야 

할까? 
  
신통을 부정하지 않은 부처님 
  
부처님은 신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해제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부처님은 그러한 초월적 힘을 

획득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부처님이 

부정한 것은 신통의 힘을 책임 질 수 없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한다. 심지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신도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이교도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조차 금한 것이다. 
  
초기경에 따르면 “하나에서 여럿이 되며, 여럿에서 하나가 된다. 

(M12)”는 등의 열 가지 신통변화에 대하여 소개 되어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한 힘 자체를 지닌 것에 대하여 ‘순수한 

지혜’를 지녔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처님이 강조한 

신통은 ‘지혜로 계발 되었을 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신통’에 대하여 삼십칠조도품 속에 포함 시킨 것이다. 

이런 신통을 빠알리어로 ‘이디(iddhi)’라 한다. 
  
어떤 경전적 근거도 제시 하지 못하면서 
  
 초기경전에서 묘사된 신통중에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는다.(M12)”와 같은 내용이 있다. 마치 신통변화의 ‘진수’를 

보여 주는 듯하다. 이런 신통에 대하여 회의론자들은 물론 믿음을 가진 

불자들 역시 받아 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의론 자들은 “황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자라면  “판단을 유보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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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황당하다고 하여 부정하는 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떤 경전적 

근거도 제시 하지 못한다. 다만 남이 말한 것을 들어서 말한다거나, 

자신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 버린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부처님은 

“법에 따라 유추하지 못한다.(M12)”라 하였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침에 견주어 안다.(M12)”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초기불교 경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신통현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별에서 온 그대 
  
요즘 방영 되고 있는 인기드라마가 있다. 김수현 작가가 쓰고 전지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별에서 온 그대’이다. 이를 줄여서 ‘별 

그대라’고도 한다. 이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SF 소설 같다. 

드라마에서는 400 년 전 광해군 시절 강원도에서 목격된 UFO 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목격된 UFO 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한다. 그 때 당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지방관아의 보고서가 실록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오마이뉴스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 <별에서 온 

그대>에서처럼 UFO 나 외계 생물체를 목격할 경우, 옛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현대도 아닌 400 년 전에 무슨 UFO 가 있었겠느냐?"며 "말도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있다. 
  
('별그대' 도민준이 탄 UFO, 조선 역사기록 보니, 오마이뉴스 2014-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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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O 
  

  
지금으로부터 400 년 전에 목격된 UFO 현상에 대하여 현대사람들 대부분 

아마도 “황당하다” “말도 안된다”라고 할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보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하여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비행물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을 

것이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조선 정부의 

태도는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기는 하지만, 진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별그대' 도민준이 탄 UFO, 조선 역사기록 보니, 오마이뉴스 2014-02-

04) 
  
  
조선시대 UFO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록에 기록된 

것은 ‘판단유보’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직접 눈으로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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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신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본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이는 경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자신의 인지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현상에 

대해서는 ‘판단유보’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보여 진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신통의 기초 
  
초기경전에서 보여지는 신통현상은 초월지에 대한 것이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7 조도품에 편입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은 
1) 의욕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2) 정진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3) 마음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4) 탐구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과거세의 어떤 수행자라도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그 생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였다면, 그것은 모두 그들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혔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미래의 어떤 수행자라도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그 생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였다면, 그것은 모두 그들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힐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현세의 어떤 수행자라도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그 생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면, 그것은 모두 그들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혀 왔기 때문이다. 
  
(Bhikkhusutta-수행승의 경, 상윳따니까야 S51.18,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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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의욕과 정진과 마음과 탐구에 기반한 신통의 기초를 닦을 것을 

말씀 하셨다. 이 것이 37 조도품에서 말하는 ‘네 가지 신통의 

기초(사신통)’이다.  
  
이렇게 사신통을 닦는 목적은 ‘번뇌를 부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심혜탈’과 ‘혜해탈’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신통은 깨달음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신통지는 여섯 가지로 알려져 있다. 사선정의 

사마타 수행으로 성취될 수 있는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를 ‘오신통’이라 한다. 그리고 

위빠사나 수행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궁극적인 앎, 즉 ‘누진통’이 

있다. 이렇게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으로 성취 될 수 있는 신통은 

여섯 가지로 요약되어서 ‘육신통’이라 한다. 
  
가르침의 기적을 보여 준 부처님 
  
신통이나 초월적이고 신비적현상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하는 

‘회의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인지와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통이나 초월적 현상에 

경전에 언급되어 있으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든가, 편집된 것이라든가, 

방편으로 설명하기 위한 꾸며 낸 이야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신심 있는 불자라면 비록 자신의 인지와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마치 400 년전 강원도에 출현한 UFO 현상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 하여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자신이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 본다.  
  
신통에 대한 더 바른 자세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불자라면 신통이나 초월적 현상 등을 수용한다고 하여 

삼보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는 

전재성님의 해제글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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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속에서 진정한 기적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극복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증진시키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르침의 기적(anusasanipatihariya)’이었다. 
  
(상윳따니까야 ‘신통의 기초’ 해제, 전재성님)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신통의 기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기적’을 보여 준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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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불자들이 삼보에 귀의하는 진정한 이유는? 
  

  
  
삐야왁가를 음악으로 만든다면 
  
초기경전에서 게송은 노래의 가사와 같다. 네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게송에 곡만 붙이면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구절된 게송이 

여러 개 모이면 숫따(경)이 되고 왁가(품)이 된다.  
  
숫따니파따에서 라따나경(Sn2.1)의 경우 모두 17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현대음악으로 만든 것이 황혜음(黃慧音, Imee 

Ooi)음악이다. 빠알리어로 된 가사에 곡을 붙여 만든 음악을 들어 보면 

신심이 절로 나고 마음 또한 청정하게 되는 것 같다.  
  
법구경의 경우 동일한 주제의 게송을 모아 놓은 것을 ‘왁가(품)’라 

한다. ‘삐야왁가(Piyavagga,16)’의 경우 ‘사랑하는 자의 품’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열 두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품을 

읽어 보면 매우 아름다운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음악을 

만든다면 황혜음의 라따나경 못지 않은 훌륭한 음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삐야왁가의 내용을 연상하는 대중가요가 있다. ‘사랑도 

미움도’ 라는 노래이다. 80 년대 말에 유행하던 유행가이다. 이  노래 

가사를 근거로 하여 글을 쓴 것이 ‘사랑도 미움도, 읊으면 노래가 되는 

게송’이다. 글에서 이 유행가는 삐야왁가의 여러 게송 중에 일부 

구절을 채용하여 하나의 노래로 만들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누군가 ‘외눈’으로 본다면 이런 설명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테라와다 불교에서 법구경의 위치 
  
법구경의 모든 게송에는 부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초기경전의 내용이 함축 되어 있어서 게송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송 그 자체의 문구만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5세기 

붓다고사는 인연담 형식으로 주석하였다.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것이 

‘담마빠닷타까타(Dhammapadatthakatha, 法句義釋)’이다. 그래서 

거해스님역의 ‘법구경’이나 전재성님역의 ‘법구경-담마파다’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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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마다 ‘인연담’이 실려 있다. 이처럼 게송에 인연담이 있다는 것은 

불자라면 ‘상식’에 속한다.  
  
법구경에 실려 있는 423 개의 게송을 보면 주옥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신통이나 신비 등 초월적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애용되는지 모른다.  
  
법구경에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네 개의 구절로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수지독송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담마키띠’ 빅쿠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경우 빅쿠계(구족계)를 받기 이전에 법구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다. 12 세에 출가하여 20 세 정도가 되면 비구계를 받는데 법구경을 

모두 외워야 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법구경이 테라와다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의 지향점이 있는데 
  
대중가요 ‘사랑도 미움도’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여 지는 법구경 

‘사랑하는 자의 품’이다. 그렇다면 이 품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일까? 총 12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송을 보면 마치 게송들이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론, 본론, 결론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각 게송마다 인연담이 있어서 

게송만의 독특한 가르침이 담겨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지향점이 있다. 그것은 서론에 해당 되는 첫 번째 게송에서 잘 나타나 

있다. 첫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Ayoge yuñjam-attānaṃ,  
yogasmiñ-ca ayojayaṃ,  
Atthaṃ hitvā piyaggāhī,  
pihetattānuyoginaṃ 
  
알맞지 않은 것에 자신을 바치고, 
알맞은 것에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에 매달려 목표를 버리는 자는 
자기에 전념하는 자를 부끄러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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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Dhp209, 전재성님역) 
  
  

  

 
  

Dhp209 
  
  
  

첫 번째 구절에 “알맞지 않은 것에 자신을 바치고 (Ayoge yuñjam-

attānaṃ)”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알맞지 

않은 것(Ayoga)’에 자신을 바친다는 뜻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에 종사하는 것(Ayoniso 

manasikara)’을 말한다. 넓게 해석하면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고 

즐겁다. 모든 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전도된 생각을 가는 것을 

말하고, 좁게 생각하면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실’에 종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협의의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 각주에 

따르면 1) 매춘부가 있는 곳에 가는 것, 2)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 여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것, 3)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는 여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것, 4) 성적으로 흥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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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된 거세된 남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것, 5) 수행녀가 있는 곳에 가는 

것, 6) 술취한 사람이 자주 가는 술집 이렇게 여섯 가지라 한다.  
  
이후 게송(Dhp210~216)에서는 사실상 여섯 가지 부적절한 행실에 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Dhp209 에서는 

“알맞지 않은 것에 자신을 바치고”라 하여 이후 전개 되는 게송에 

대하여 예고 하고 있다.  
  
게송에서 세 번째 구절을 보면 ‘목표’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Atthaṃ의 번역어이다. 사전에 따르면 ‘works for welfare’라 되어 

있다. ‘복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로 번역 될 수 있다. “목표를 버는 

자는 (Atthaṃ hitvā)”이라 하였을 때 이는 ‘세 가지 배움(삼학)을 

버리는 자’라고 각주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목표는 

‘계정혜 삼학’임을 알 수 있다.  
  
계정혜 삼학을 닦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품에서 결론부에 해당되는 게송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218 번 게송이다.  
  
  
Chandajāto anakkhāte, 
manasā ca phuṭo siyā,  
Kāmesu ca appaṭibaddhacitto,  
uddhaṃsoto ti vuccati.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의욕하고 
정신적으로 충만하여 
감각적 욕망에 마음이 묶이지 않은 님이 
흐름을 거슬러 가는 님이라 불리운다. 
  
(법구경 Dhp218,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의욕하고 

(Chandajāto anakkhāte)”라 번역 되어 있다.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의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구절은 각주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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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열반’이라 하였다. 이는 주석에 따른 것이다.  
  
각주에 따르면 ‘정의 될 수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하였다. 이는 

이러 이러 하게 만들어 진 것이라는 등으로 서술 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번역에서 왜 ‘의욕(Chanda)’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열반에 의욕을 일으킨다는 것은 

(출세간적) 실천욕구를 일으켜, 용맹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Dhp.A.III.289)”라고 설명되어 있다. ‘의욕’ 또는 ‘열의’라고 

번역되는 마음부수 ‘찬다(Chanda)’가 열반을 실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서론에 해당되는 209 번 게송에서 ‘목표’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218 번 게송에 따르면 ‘열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구경에서 하나의 품은 여러 개의 독립된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연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연담을 누가 만들었을까? 
  
법구경에서는 각 게송마다 인연담이 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인연담에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연담에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재성님의 법구경 해제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인연담에 

대한 글이 있다. 
  
  
이 법구의석은 자따까 즉, 본생경보다 오래 된 것이다. 아주 질서 있게 

짜여진 도입부의 시에 따르면, 싱할리 원본의 고대의소에서 꾸마라 

깟사빠 장로의 요청으로 빠알리어로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붓다고싸의 저술이라 볼 수 없다. 
  
(법구경 해제, 전재성님) 
  
  
일반적으로 법구경의 주석과 인연담은 붓다고사가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해제글에 따르면 붓다고사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구경 인연담은 자따까 보다 더 오래 된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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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에서 보는 인연담은 보다 오래된 원본에 근거하기 때문이라 한다. 

다만 붓다고사가 싱할리어로 된 삼장을 빠알리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전승되어 온 원본과 주석을 참고하여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인연담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을까?  
  
법구경 인연담이 실려 있는 책은 거해스님의 ‘법구경’과 전재성님의 

‘법구경-담마파다’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 인연담을 보면 재미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나게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구의석에 표현된 인연담 형식의 주석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 이야기와 관계된 게송의 인용 
2) 이야기와 관계된 사람의 언급 
3) 현재의 인연 이야기 
4) 게송 
5) 게송의 단어에 대한 주석 
6) 청자의 정신적 이익에 대한 언급 
7) 전생의 인연 이야기 
8) 현재의 인연 이야기와 전생의 인연 이야기 사이의 인물의 일치 
  
  
이렇게 여덟 가지로 인연담이 구성되어 있다.  
  
본말이 전도된 법구경 인연담 
  
그런데 인연담 위주로 법구경을 접한다면 ‘본말이 전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베다 시대부터 힌두 주석가들은 설명적인 이야기를 주석에 첨가하길 

즐겨했다. 브라흐마나 문헌에는 색다른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베다나 산스크리트 문헌의 주석에서 저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문헌의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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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좋은 이야기들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학적인 논의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한 이래, 저자들은 주석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도입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전해석에 

허구적 이야기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을 기했다. 단지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의 도입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빠알리 경전의 주석가들의 경향은 이와 정반대이었다. 언어적인 

설명은 크기에서나 중요성에서나 줄어 들었지만, 이야기의 도입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법구의석에 와서는 법구경의 경전 자체의 

해석은 이차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주석의 말미로 밀려났다.  
  
(법구경 해제, 전재성님) 
  
  
해제글을 보면 인연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법구의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지 경전 문구의 해석에 대한 

편으로 이야기가 되입 되었으나 나중에는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의 게송은 이차적인 것이 되어 

버려서 인연담을 소개 하고 난 뒤에 말미에 취급하는 정도가 된 것이다.  
  
거해스님의 법구경에는 인연담이 소개 되어 있다. 그러나 게송에서 표현 

된 단어에 대한 해설은 보이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짧은 

내용이다. 그러나 전재성님의 법구경을 보면 인연담이 법구의석에 표현 

된 것을 직역하였고 더구나 단어나 문구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볼 수 

있다. 이는 해제글에서 “역자는 이러한 경과 주석의 역전 현상을 바로 

잡아 어디가 주석은 주석으로 처리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위주로 경전의 

권위를 바로 잡아 집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인연담 위주로 

법구경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이라 볼 수 있다. 
  
인연담 위주로 파악하면 
  
법구경 ‘사랑하는 자의 품(Piyavagga, 16)’에는 모두 12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게송마다 인연담이 있다. 그런데 인연담 위주로 

게송을 접하다 보면 전체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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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의 품’에는 모두 12 개의 게송이 있다. 그런데 12 개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놓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만일 인연담 위주로 개별적으로 게송으로 파악하였을 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듯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품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  
  
삐야왁가(16) 구성을 보면 
  
법구경 16 번 째 품인 삐야왁가에 대하여 검색을 하였다. 그 결과 

일본사이트((17) ‘涅槃と愛と慈悲(慈愛)③ ‘ダンマパダ 16 章’ 愛する

もの)에서 이 품에 해당되는 해석을 발견하였다.  
  
설명에 따르면 Dhp209 는 삐야왁가 전체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Dhp210-216 은 Dhp209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되고, 

Dhp218-220 은 결론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삐야왁가에 실려 있는 게송을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비고 1 비고 2 
Dhp209 사랑하는 자에 매달려 

목표를 버리는 자 
열반을 포기하는 

자 
서론 

Dhp210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만나지 말라. 

세간의 상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함 

본론 

Dhp211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 
Dhp212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라 
Dhp213 애착에서 떠나라 
Dhp214 쾌락에서 떠나라 
Dhp215 욕망에서 떠나라 
Dhp216 갈애에서 떠나라 
Dhp217 가르침에 입각하여 진리를 실천 

  
팔정도실천 
  

결론 

Dhp218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의욕함 열반실현 
   
  

사랑하는 자에 매달려 목표를 버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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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 해당 되는 209 번 게송에서는 ‘사랑하는 자에 매달려 목표를 

버리는 자’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가족이나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에 

속박되어 가르침을 포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 자에 대하여 “자기에 

전념하는 자를 부끄러워 하네.( pihetattānuyoginaṃ, Dhp209)”라 

하였다. 이는 각주에 따르면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승원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는 자라 하였다.  
  
속퇴한 자가 나중에 승원에 남아 있는 자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보다 높은 계행(계)을 지니고, 보다 높은 마음(정)을 지니고, 

보다 높은 지혜(혜)를 지닌 이를 보았을 때 부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래서“자기에 전념하는 자를 부끄러워 한다.”라고 한 것이다. 
  
삐예히(piyehi)와 아삐예히(appiyehi) 
  
일본어 사이트에서 210 번과 211 번 게송은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것이라 

한다. 특히 ‘연인관계’라 하였다. 이는 ‘사랑하는 자 (piyehi)’와 

‘사랑하지 않는 자 (appiyehi)’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까무라 하지메역을 보면 ‘愛する人(사랑하는 사람)’와 

‘愛しない人(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였다. 법정스님역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미운사람’이라 하여, appiyehi 에 대하여 

‘미운사람’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해스님역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치 않는 사람’이라 하였다. 타닛사로 빅쿠는 dear 와 

undear 라 하였다. 이렇게  piyehi 와 appiyehi 에 대하여 대부분 

번역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piyehi 와 appiyehi 의 뜻은 광범위하다. piyehi 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번역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초전법륜경 

고성제에서 ‘팔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성제에서 ‘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S56.11)’구절이 있는데, 전재성님 번역에 따르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라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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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왜 그럴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 되던 것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법우님을 만났다. 해외성지순례 단골 멤버들이다. 법우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모였는데 준비 해 간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인터넷을 주문한 ‘숫따니빠따’이다. 성전협에서 발간된 것으로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최신판이다. 가격은 4만 5 천원에 달한다.  
  
책을 주문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생일선물로 주기 위하여 

구입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모임을 갖자고 연락이 와서 

빈손으로 가기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주문한 책을 가지고 갔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여러 차례 법우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안면을 튼 사이이다. 더구나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열심히 본다고 하기에 선뜻 책을 들고 간 것이다. 
  
법우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가지 이상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그렇다. ‘치매’가 대표적이다. 요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오래 살다 보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매이다.  
  
한 법우님의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다고 하였다. 이전까지는 전혀 자신의 

집에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이 

현실로 닥치자 “남의 일이라고 생각 되던 것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치매와 같은 질병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질병이라 불리우는 치매를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이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appiyehi 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이다.  
  
흐름을 거슬러 가는(Paṭisotag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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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의 품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210 번부터 216 번 까지 

게송이다. 이 게송에서 핵심어는 사랑하는 자, 애착, 쾌락, 욕망, 갈애 

이다. 그래서 이를 ‘모두 버려라’ 하였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슬픔과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려라 하였을 때 단순히 생각한다면 ‘현실 도피’로 보여 질 

것이다. 단지 괴롭기 때문에 또는 슬픔이 생겨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염세적이거나 현실도피적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적극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는 

결론부에 해당되는 218 번 게송에서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은 역류도이다. 세상의 흐름이 애착, 쾌락, 욕망, 

갈애라면 이와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갔을 때 “정신적으로 충만하여 감각적 욕망에 마음이 묶이지 

않는(Dhp218)”이라 하였다. 이런 역류도는 210 번에서 217 번 게송과 

대조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210 번에서 217 번 게송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Dhp210)”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Dhp211)”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라(Dhp212)” “애착에서 

떠나라(Dhp213)” “쾌락에서 떠나라(Dhp214)”“욕망에서 

떠나라(Dhp215)” “갈애에서 떠나라(Dhp216)”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는 세간의 상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다. 그래서 

역류도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세상의 흐름과는 거꾸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청원경에서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왜 내가 지금 설해야 하나.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드네. 
  
흐름을 거슬러가 오묘하며 
심오하고 미세한 진리는 보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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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무리에 뒤덮인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하네.( S6:1) 
  
  
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게송에서 “흐름을 거슬러가 

(Paṭisotagāmiṃ)”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역류도(Paṭisotagāmi)’이다. 그렇다면 역류도는 반드시 출가자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세간’에 대한 것이다. 재가자를 위한 세간적 

가르침도 있지만 기본적인 가르침은 출세적 가르침이다. 그래서 어느 

경을 보아도 한 곳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이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는 사랑하는 자의 품에서도 볼 

수 있다. 그것이 217 번 218 번 게송이다. 특히 218 번 게송에서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의욕하고”라는 구절에서 ‘말해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반’을 지칭한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명백히 

열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열반을 지향해야만 하는가? 
  
법구경에 대하여 동방의 성서라 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월, 신통 

등이 빠진 법구경 게송을 보면 출세간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런 

출세간적 내용이 반드시 출가자에게만 한하는 것일까?  
  
만일 부처님 가르침이 출세간적인 것에 한한다면 재가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보시공덕을 쌓고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이나 부모를 봉양하고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가르침 등으로 한정되고 말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타종교나 타가르침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열반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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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여 가르침을 펼치시지 않으셨다고 본다. 

물론 경에 따라 재가의 가르침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의 목적은 열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가수행자나 

재가수행자 모두 열반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불법승 삼보에 

의지 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열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생에서 열반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죽는 다고 할지라도 그 

수행과 노력의 과정 자체가 훌륭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경전이 기술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로 연계되어 있는 가르침 
  
이처럼 출재가를 막론하고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다. 이는 출재가를 막론하고 전세계인들에게 가장 애송되는 

법구경 게송에서도 볼 수 있다.  
  
  
깨달은 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에 귀의한 님은 
올바른 지혜로써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초월,  
괴로움의 지멸로 이끄는 
고귀한 여덟 가지 길이 있다. (Dhp 190-191, 전재성님)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 하고 오계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삼보에 귀의 하는 것이 불자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깨달은 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에 귀의한 님’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불자가 되어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 해야 말한다. 그래서 사성제을 

알고 팔정도를 닦아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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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송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이 있다. 이는 고성제와 

집성제를 말한다. 이는 애착, 쾌락, 욕망, 갈애 등 게송 210 번에서 

216 번에 해당된다. 이런 망상과 착각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괴로움의 초월이고 괴로움의 지멸에 이르는 팔정도이다. 이와 같이 

초월과 지멸에 대한 것이 217 번과 218 번 게송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의 품에서는 사성제의 진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  
  
불자들이 삼보에 귀의하는 진정한 이유는? 
  
법구경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애송되는 경전이다. 스리랑카 빅쿠들이 

구족계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암송해야 할 정도로 독보적인 경전이다. 

그러나 423 개에 달하는 게송은 서로 연결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하나의 게송은 다른 게송과 관련 되어 있고 또한 

사부니까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게송에 대한 인연담 위주로 파악하려 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외눈’으로 경전을 보는 것과 같다. 비록 

인연담이 방편으로서 훌륭한 것임에 틀림 없으나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아니다. 따라서 경전이 아니라 하나의 불전문학과도 같은 

것이다.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 법구경 인연담 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연담을 폄하 하는 것은 아니다. 교화를 위한 훌륭한 방편이긴 

하지만 인연담 위주로 해설 되었을 때 본말이 전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인연담 말미에 게송이 위치함으로서 경전의 내용이 평가 

절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구경을 대해야 

하는가?  
  
인연담은 인연담일 뿐이다. 그래서 인연담은 참고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품 전체에서 게송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서로 연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부니까야의 다른 경과도 연계 되어 있다. 

그래서 사부 니까야 자체가 마치 그물코 처럼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한 가지 지향점은 하나이다. 그것은 열반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열반을 추구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불자들이 삼보에 귀의하는 진정한 이유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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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박꾼 보다 더 나쁜 패 
  

  
  
차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폭력 
  
글을 쓰다 보면 칭찬도 받지만 비난도 많이 받는다. 그러다 보니 들어 

보지도 못한 갖가지 말을 듣는다. 차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가르침에 근거하여 글을 쓰는 것일 뿐인데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거친표현이나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언어폭력이다.  
  
폭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체폭력이고 또 하나는 

언어폭력이다.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신체폭력이라면 

언어폭력은 말로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 인한 타격도 

언어폭력에 속할까? 일반적으로 글쓰는 행위는 ‘구업’에 속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글로서 타격을 가하는 행위 역시 언어폭력에 

해당된다. 
  
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하였을까?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을 보면 몽둥이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현실세계에서 신체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Purisassa hi jātassa  
kuṭhāri jāyate mukhe, 
Yāya chindati attānaṃ  
bālo dubbhāsitaṃ bhaṇaṃ.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stn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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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hatchet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역을 보면 

“人が生まれたときには、実に口の中には斧が生じている”로 되어 있다. 

이 문장으로 검색하니 

“ 「斧」というのは「舌」のことなんですね(도끼라는 것은 혀를 

말한다)”라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이는 도끼가 바로 ‘혀’임을 알 수 

있다.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혀이다. 이 혀의 역할은 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욕설, 중상모략, 거짓말 등 나쁜 말을 하였을 때 

혀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끼에 해당하는 빠알리어가 

kuṭhāri 이다. 이는 ‘an axe; hatchet, 斧, 斧頭’의 뜻으로 전재성님은 

‘도끼’로 번역하였다.  
  
도끼는 나무를 찍거나 장작을 팰 때 사용되는 연장이다. 특히 장작을 팰 

때 사용된다. 그런데 장작을 잘 못 패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발등이 찍힐 

염려가 있다. 잘못하면 제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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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친말을 하게 되면 혀를 흉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stn657)”라고 하였다. 
  
고약한 심보를 가진자들 
  
구체적으로 악구는 어떤 것일까? 꼬깔리야의 경에 표현 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Yo nindiyaṃ pasaṃsati taṃ  
vā nindati yo pasaṃsiyo, 
Vicināti mukhena so kaliṃ  
kalinā tena sukhaṃ na vindati.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stn658) 
  
(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라는 

구절은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잘못된 표현이다. 바른 표현이라면 

“비난받아야 할 것을 비난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찬양한다.”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상대방을 끌어 내리기 위하여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남 잘될 꼴을 못보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자들이라 볼 수 있다. 
  
악한 마음을 갖고 불건전 한 생각을 가진 자는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 한다. 그러다 보니 비난할 것을 

찬양하고, 칭찬해야 될 것을 오히려 비난한다. 그런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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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Vicināti mukhena so kaliṃ)”라 

하였다. 여기서 불운에 해당하는 말이 ‘kali’이다. ‘kali’의 뜻은 

‘1. defeat; 2. bad luck; 3. sin; 4. Distress’이다. 이 중에 두 

번째인 ‘bad luck’이 게송에 표현된 불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입으로 

불운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어 지는 게송을 보면 알 수 

있다. 
  
패가망신 하는 나쁜 패 
  
도박을 하면 돈을 딸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잃는다. 그것도 남김 없이 

털린다. 심지어 아내와 딸 까지 팔아 먹어도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번 도박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승부가 곧바로 나기 때문일 것이다. 불과 몇 분도 안되어서 

승패가 결정 나기 때문에 한 번 시작 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밑천이 

다 바닥나야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것이 도박자의 불운이다. 그러나 

도박자의 불운 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Appamatto ayaṃ kali  
yo akkhesu dhana parājayo, 

Sabbassāmipa sahāpi attanā  
ayameva mahantataro kali, 

Yo sugatesu manaṃ padosaye.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저 잃어도, 그 불운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바른길을 가신 이에게 적의를 품는다면,  
그 불운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stn658) 
  
(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행운과 불운이 있다. 행운과 불운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곳이 도박장이라 

볼 수 있다. 화투나 카드놀이도 행운과 불운의 연속이고, 

국민도박장이라 볼 수 있는 경마장 역시 운이 좌우 한다. 그러나 대부분 

불운의 연속이다.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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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불운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돈 뿐만 아니라 재산, 심지어 

자기자신마저 잃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도박자의 불운 보다 

더 불운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성자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과보이다. 이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을 해치는 것도 해당된다고 본다. 
  
도박꾼 보다 더 나쁜 패가 있는데 
  
부처님이 초기경에서 도박꾼의 비유를 든 것은 패가망신 하는 나쁜 

패이다. 그런데 더 나쁜 패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도박의 

비유를 든 것이다.이는 다음과 같은 게송에서 알 수 있다. 
  
  
Sataṃ sahassānaṃ nirababudānaṃ 
Chattiṃsati pañca ca ababudāni, 
Yamariyagarahi nirayaṃ upeti 
Vācaṃ manañca paṇidhāya pāpakaṃ. 
  
입으로 마음으로 악함을 기도하여,  
거룩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십만 삼천 니랍부다와 오압부다를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stn660) 
  
(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비유로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다 보니 맞춤설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법하는 것에 대하여 

‘대기설법’ 또는 ‘방편’이라 한다.  
  
부처님의 비유설법에 대하여 백도수 교수는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도박 비유는 악행을 원관념, 도박을 보조관념으로 ‘도박꾼이 

도박해서 재산 잃듯이 어리석은 이 악행을 저질러 지옥 가는 것이 더 

나쁜 패’라는 내용이다.(불교닷컴, 2014-02-17)”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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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성자를 비난하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을 

해쳤을 때 지옥에 간다고 하였다. 그것도 ‘십만 삼천 니랍부다와 

오압부다’동안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도박 

보다 더 나쁜패이이다. 그렇다면 압부다는 얼마나 오랜 기간일까? 
  
압부다, 니랍부다, 아바바, 아하하, 아따따, 황련, 백련, 청련, 

홍련지옥 
  
꼬깔리야경에는 ‘압부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는 “꼬쌀라 

국에 20 카리의 채소 씨앗이 있어 사람이 백년이 지날 때마다 한 알의 

채소 씨앗을 줍는다고 하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꼬쌀라 국에 있는 

20 카리의 채소 씨앗이 다 없어져도 1 압부다의 지옥의 기간이 다하지 

않는다.(Sn3.10)”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1 압부다는 사실상 ‘천문학적 숫자’를 말한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압부다지옥이나 니랍부다지옥은 독립된 지옥이 

아니라 아비지옥 가운데 고통을 받는 기간을 압부다나 니랍부다 단위로 

헤아리는 장소를 말한다.(Prj.II.476)”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 압부다에 대하여 숫자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각주에 따르면 

10 의 42 승이라 되어 있다.  
  
혀를 도끼로 사용하여 폭력을 일삼는 자가 있다. 이렇게 도끼를 

휘두르는 자는  지옥행이라 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뿟따와 목갈라나 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중상모략한 꼬깔리야는  

홍련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였다.그 홍련지옥은 어떤 곳일까?  
  
홍련지옥은 장소가 아니다. 시간 개념으로 지칭한 것이다. 그런 

홍련지옥의 얼마나 긴 세월일까? 이는 경에서 압부다, 니랍부다, 

아바바, 아하하, 아따따, 황련, 백련, 청련, 홍련지옥 순으로 표시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한량없이 긴세월을 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Yo appaduṭṭhassa narassa dussati 
Suddhassa posassa anaṅgaṇassa, 
Tameva bālaṃ pacceti pāpaṃ 
Sukhumo rājo paṭivātaṃva kh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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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 어리석은 자에게,  
바람을 거슬러서 미세한 먼지가 불어오듯,  
반드시 그 악함은 되돌아온다. (stn662) 
  
(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성자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부처님의 상수제자를 중상모략한 꼬깔리야는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홍련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청정하고 더러움 없고 죄악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도 역시 불운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람을 거슬러서 미세한 먼지가 불어오듯”이라 하여 악행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을 것임을 말씀 하시고 있다. 이 게송은 법구경 125 번 

게송과 똑 같다. 
  
“재수없는 놈을 만났다. 오늘은 공쳤구나!” 
  
착하고 순진한 사람, 청정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는 어떤 과보를 받을까? 법구경 125 번 인연담에는 

‘장로와 사냥꾼 이야기’라 하여 무서운 과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전에 올렸던 것을 다시 한 번 올리면 다음과 같다. 
  
  
DhpA.III.31-33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숲에 계실 때,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냥꾼 꼬까(Koka)는 손에 활을 들고 자신을 

따르는 사냥개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수행승을 만났다. 수행승을 

만나자 ‘재수없는 놈을 만났다. 오늘은 공쳤구나!’라고 생각하며 길을 

갔다.  
  
장로는 마을로 탁발을 하고 아침을 먹고 승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냥꾼은 장로를 보고 ‘오늘 아침에 만난 재수없는 

놈이구나. 숲에 갔다가 공쳤다. 내 앞에 불쑥 나타났으니 내 개들의 

밥이나 되라.’라고 생각하고 사냥개들을 장로에게 들이댔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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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는 ‘재가신도여, 제발 이러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사냥꾼은 

‘아침 일찍 당신을 만났는데, 그 때문에 숲에 갔다가 공쳤다. 내 앞에 

불쑥 나타났으니 네 개들의 밥이나 되라.’고 말하며 사냥개들을 풀어 

놓았다. 그러자 장로는 허겁지겁 나무위로 기어 올랐다.  
  
사냥개들이 그 나무를 둘러쌌다. 그리고 사냥꾼은 활을 쏘아 장로의 

발바닥을 맞추었다. 장로는 ‘제발 이러지 마시오.’라고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냥꾼은 계속 활을 쏘아대서 장로의 양쪽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었고, 몸에서 가사가 떨어지는 것 조차 몰랐다.  
  
가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냥꾼 꼬까의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덥쳤다. 

개들은 장로가 나무에서 떨어진 줄 알고 자신의 주인을 물어서 뼈만 

남기고 삼켜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장로는 나무 위에서 마른 가지를 

꺽어 개에게 던졌다. 그제야 사냥개들은 자신들이 주인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숲으로 도망갔다.  
  
장로는 자신의 가사가 떨어져 사냥꾼이 죽게 된 것에 죄책감을 느껴 

부처님을 찾아 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장로에게 

‘수행승이여, 그대는 죄가 없다. 수행자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다. 

그는 죄없는 자를 공격하여 파멸을 자초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냥꾼의 전생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의사였는데, 일거리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자 문 앞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 ‘뱀을 놓아 상처를 입으면 내가 치료해주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무의 구멍에 머리를 내민 뱀을 보고 아이들에게 

‘쌀리까(Salika)새를 보라, 잡아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 뱀의 목을 붙잡아 구멍에서 꺼냈다. 손에 뱀이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뱀을 던졌는데 의사의 머리에 떨어졌다. 뱀은 

의사의 어깨를 물었고, 의사는 그 때문에 죽었다(Jat.367).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장로에게 시로써 ‘죄악이 없고 청정하여 허물이 

없는 님에게 해를 끼치면, 티끌이 바람 앞에 던져진 것처럼, 악의 

과보가 어리석은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그 수행승은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법구경 125 번 게송 인연담,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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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담을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것이다. 하나는 허물 없는 성자를 

해치려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순진한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다. 두 가지 시도 모두 자신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아무 근거도 없이 성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순진한 사람을 꼬드겨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허물 

없는 자를 비방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에 대한 과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과보 
  
이어지는 게송에서 부처님은 성자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갖가지 탐욕의 대상들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중상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써 남들을 매도하는 것이다. (stn663)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천한 자여,  
산 것을 죽이고, 사특하며, 악행을 일삼는 자여,  
비루하고 불행하고 비천한 자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진 자이다. (stn664) 
  
죄악을 짓는 자여,  
그대는 불이익을 위해 먼지를 뿌리고,  
참사람들을 비난한다.  
온갖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오랜 세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다. (stn665) 
  
결코 어떤 행위도 없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발견한다. (stn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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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stn665 에서 “결코 어떤 행위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과보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일까? 
  
지옥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어지는 게송에서는 성자를 비방하고 착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의 

지옥고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지옥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쇠꼬챙이로 꿰이는 곳에서  
날카로운 날이 달린 쇠창에 찔린다.  
그곳에서 거기에 알맞은 불에 달군  
쇳덩이 같은 음식이 주어진다. (stn667) 
  
말 건네는 자들은 상냥하지 않고,  
서둘러 그를 구해주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는 숯불이 뿌려진 곳에 누워  
불붙는 화염 속에 들어간다. (stn668)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그물로 덮어서  
쇠로 만든 망치로 내려친다.  
그리고 어둠이 안개처럼 펼쳐져 있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그를 이끈다. (stn669) 
  
그리고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구리로 만들어진 가마솥에 들어간다.  
오랜 세월 그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가마솥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괴롭힘을 당한다. (stn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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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름과 피로 섞인 것이 있어,  
죄악을 지은 자는 그 속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어느 쪽으로 피신하든 거기에 닿아서 더렵혀진다. (stn671) 
  
해충들이 사는 물이 있어,  
죄악을 지은 자는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나오려 해도 언덕이 없다.  
그 가마솥은 둘레가 모두 한결 같기 때문이다. (stn672) 
  
날카로운 칼 잎으로 이루어진 숲이 있어  
팔다리가 잘린 채 그곳에 들어간다.  
낚시 바늘로 혀를 꿰어 찌르고 또 찌르면서 괴롭힘을 당한다. (stn673) 
  
또한 예리한 면도칼이 있는  
건너기 어려운 베따라니 강에 이른다.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은  
죄악을 범하고도 그곳에 떨어진다. (stn674) 
  
그곳에는 갈가마귀, 검은 개,  
점박이 개, 승냥이 떼들이 있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뜯어먹는다.  
또 독수리와 까마귀들도 살을 쪼아 먹는다. (stn675) 
  
(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이다. 이런 설명에 대하여 

누군가는 ‘허구’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학작품’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판단에 따랐을 때 허구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가르침을 비방하는 

‘삿된 견해(邪見)’이다. 
  
경에서 “그는 숯불이 뿌려진 곳에 누워 불붙는 화염 속에 

들어간다.(stn668)”라 하였다. 또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가마솥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옥을 

roruva’라 하여 규환지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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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지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기의 규환지옥이고, 또 하나는 

화염의 규환지옥이다. 특히 후자의 화염지옥을 ‘아비지옥(avici-

niraya)’이라 한다. 이 아비지옥에 대하여 지옥중생들이 불에 탈 때 

비명소리가 끊임 없이 들려 오기 때문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고 

한다. 이는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가마솥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괴롭힘을 당한다.(stn670”이라고 묘사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언어적으로 청정하게 해야 
  
이처럼 지옥에 대하여 말씀 하신 부처님은 이어지는 게송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죄악을 지은 자가 만나는 이 세상의 삶은  
실로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고 방일하지 말라. (stn676) 
  
홍련지옥에 끌려와 사는 기간은  
깨알더미 만큼이라 현자들은 헤아렸으니  
실로 오 나유따 꼬띠하고도  
또한 천이백 꼬띠나된다. (stn677) 
  
여기서 말한 지옥의 고통이  
아무리 오래 지속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야한다.  
그러므로 청정하고 어질고 착한 성품의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언어와 마음을 수호해야한다. (stn678) 
  
(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적으로 청정하게 해야함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언어와 

마음을 수호해야한다.”라고 하였다.  
  
순진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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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은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없기에 누군가 지어낸 ‘허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지옥에 대한 묘사는 무수히 

많다. 그것도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 되어 있다. 이것 

역시 허구라고 볼 수 있을까?  
  
만일 누군가 경전에 쓰여 있는 부처님 말씀 조차 허구라고 본다면 그를 

불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자신의 오감으로 

인지 할 수 없고 한계를 넘어 선 것이라 할지라도 근거없이 허구라고 

떠들어 댄다면 불자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불자는 삼보에 귀의 하고 의지처로 삼는다. 또 삼보를 피난처로 여기며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때 경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처님 가르침 

역시 의심이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불자는 어떻게 경을 대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가르침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심지어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가르침을 따르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운명에 

떨어질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근거없이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들은 

도박꾼의 패 보다 더 나쁜 패를 가지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항상 

불운이 함께 할 것이라 하였다. 
  
  
  
2014-02-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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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번뇌의 족쇄를 부수려면 
  
  
  
초기경전을 접하면 항상 마음이 차분해 진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법구경과 숫따니빠따가 그렇다. 왜 이처럼 

초기경전을 접하면 마음이 차분해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부대끼며 삶을 살아 간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마다 하지 않는다. 종종  TV 에서 ‘극한직업’이라는 프로를 보면 

가장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극한직업 프로를 보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냉동창고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사람,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 등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말한다.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우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어느 경우 ‘숭고’해 보이기 까지 한다.  
  
오로지 ‘팔의 힘’으로 땀을 흘려 가며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고된 노동이 

끝난 다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장면을 보면 아름다워 보인다. 

이는 일없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무료와 권태를 못이겨 고급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극한 환경을 마다 

하지 않고 목숨걸고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방송에서는 

항상 들려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라는 말이다. 
  
법륜스님의 고문이야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한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가족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것이다. 고문하는 기술자 역시 가족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법륜스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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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젊은 시절 모처에 끌려 가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고문 

도중에 딸의 대학입시를 걱정하는 고문기술자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스님은 공중파방송에 출연하여 

“고문관들끼리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들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이 

왔다. 저 사람도 집에 가면 아이의 착한 아빠고, 아내의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어쩌면 자기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애국하는 

사람이었더라.(문화일보 2012-05-29)”라고 말하였다. 스님은 그 이후로 

고문기술자에 대한 증오를 접었다고 한다. 
  
고문하는 자는 고문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이 고문기술자의 직무이다. 만일 고문기술자가 

마음이 약해져 고문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 

고문기술자도 퇴근 하여 집에 돌아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문관은 가정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고 자녀의 대학입시를 걱정하는 아버지이다. 고문기술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탈출을 꿈꾸는 도시인 
  
도시탈출이라는 말이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주말에 산행 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지만, 넓게는 아예 산속에 들어 가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탈출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탈출을 꿈꾼다. 지금 탈출이 가능하지 

않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벗어 나고 싶어 한다.  
  
마음으로 도시탈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초기경전을 접하는 

것이라 본다. 특히 법구경과 숫따니따따이다. 주로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을 읽으면 마음은 이미 탈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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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ṃso vīsālo va yathā visatto  
Puttesu dāresu ca yā apekhā,  

Vaṃsakaḷīrova asajjamāno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stn38) 
  
(haggavisāṇa sutta-무소의 뿔의 경, 숫따니빠따 Sn1.3, 전재성님역)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대나무 뿌리를 말한다. 지상에서 보는 대나무는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얽키고 설켜 있어서 엉켜 있다고 

표현 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서로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정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이를 대나무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이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연각불이 지은 것이다. 과거불인 깟싸빠 

부처님 시대에 세 명의 연각보살이 이 만년에 걸쳐서 수행을 닦았는데, 

천계에 태어났다.  
  
천계의 수명이 다하고 죽어서 세 명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베나레스의 왕실에 태어났고 다른 두 명은 변경의 왕가에 태어났다. 그 

두 명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연각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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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명상에 들었다가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들의 옛 도반이 

베나레스의 왕이 된 것을 알았다. 그들은 왕이 유원을 노닐 때에 

공중으로 비행해서 왕의 곁에서 알현을 청했다.  
  
왕이 이름을 묻자 그들은 ‘무집착’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그 의미를 

재차 묻자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이 집착이고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은 것’이 무집착이라고 말한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홀로 떨어져 연기를 순관하고 역관하다가 

깨달음을 얻어 연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stn38 인연담, 전재성님) 
  
  
인연담에 따르면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집착’이라 하였다. 무집착의 반대말은 ‘집착’이 된다. 대나무 

뿌리가 서로 엉킨 상태를 말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은 갈애가 강화된 것이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대나무뿌리가 서로 

엉킨 것에 대하여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 (Puttesu dāresu ca yā 

apekhā)’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기대는 apekhā 의 번역어이다. 

Apekhā 는 ‘Desire, longing, 期待, 待望’의 뜻이다.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무엇을 뜻할까? 주석에 따르면 “기대는 

갈애(tanha)에 의한 애정(sineha)을 말한다.(Prj.II.76)”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갈애와 애정으로 뭉쳐진 것이 

가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은 얼키고 설킨 대나무 뿌리와 같은 

것이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내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 있다. 그래서 

늘 염려하며 잘 되기를 바란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도 마다 하지 않는 가장에게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설령 불법이고 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가족은 대나무 뿌리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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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에도 유사한 게송이 있는데 
  
그런데 더 강한 표현이 있다. 법구경에도 숫따니빠따 stn38 과 유사한 

게송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Na taṃ daḷhaṃ bandhanam-āhu dhīrā,  나 땅 달항 반다나마아후 디라 

Yad-āyasaṃ dārujaṃ babbajañ-ca,  야다야상 다루장 밥바잔짜 

Sārattarattā maṇikuṇḍalesu   사랏따랏따 마니꾼달레수 

Puttesu dāresu ca yā apekhā    뿥떼수 다레수 짜 야 아뻭카 
  
쇠나 나무나 밥바자 풀로 만든 것을  
현명한 님은 강한 족쇄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석이나 귀고리에 대한 탐착, 
자식과 아내에의 애정을 강한 족쇄라고 말한다. 
  
(법구경 Dhp 345, 전재성님역) 
  
  
345 번 게송에서는 쇠, 나무, 밥바자 풀이 등장하였다. 이런 재료를 

이용하여 족쇄를 만드는 것이다. 이중 가장 강한 족쇄는 쇠붙이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쇠로 만든 족쇄 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족쇄이다.  
  
보석은 누구나 좋아 한다. 보석으로 만든 귀고리나 목거리 등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랑스런 것이다. 그러나 보석 보다 더 사랑스런 것이 

있다고 하였다. 아내와 자식이다. 그래서 가족 보다 더 사랑스런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무쇠로 만든 족쇄보다 강하고, 보석으로 치장된 장신구 보다 

사랑스런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자식과 아내에의 애정을 

강한 족쇄라고 말한다.” 라 하였다.  
  
번뇌로 이루어진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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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아내에의 애정’에 대한 빠알리구문이 ‘Puttesu dāresu ca yā 

apekhā’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숫따니빠따 stn38 에서 ‘Puttesu 

dāresu ca yā apekhā’구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apekhā 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애정이라 번역하였고, 숫따니빠따에서는 기대라고 번역한 

것이 다르다.  
  
법구경에서는 자식과 아내에 대한 애정에 대하여 ‘족쇄’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족쇄를 뜻하는 빠알리어가 bandhana 이다. 이는 ‘bound; 

fetter; attachment; imprisonment; binding; bondage, 縛, 捕縛, 

結縛’의 뜻이다. 그것도 강한(daḷha) 족쇄라 하였다. 얼마나 강하길레 

쇠붙이 보다 더 강하다고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쇠붙이 

등과 같은 족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깨달은 님 등과 같은 성자는 그와 같은 족쇄를 강력한 족쇄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족쇄는 언제든 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DhpA.IV.56) 
  
(Dhp 345 각주, 전재성님) 
  
  
여기 쇠사슬로 만든 족쇄가 있다. 또 나무로 만든 형틀이 있다. 그리고 

밥바자 풀이나 얇은 나무껍질 등으로 만든 족쇄가 있다. 이런 것들은 

강해 보이지만 견고 하지 않다고 한다. 모두 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칼로 끊기 어렵다. 아무리 

모진 마음을 가진 자라도 처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쇠붙이로 만든 족쇄 보다 

더 강력한 것이 가족이라 한다. 또 가족은 보석이나 귀거리와 같은 

장신구 보다 더 애착이 가는 것이어서 처자식에 대한 갈애는 보석 보다 

더 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애정, 갈애 , 집착 등 번뇌로 이루어진 

족쇄가 강한 족쇄이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이런 족쇄를 끊어 버린다고 

하였다. 어떻게 끊어 버릴까? 
  
엉킴을 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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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38 에서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Vaṃso vīsālo va yathā 
visatto)”라 하였다. 여기서 엉킴이라고 번역한 것이 ‘visatto’이다. 

Visata 에 대한 빠알리 사전  PCED194 를 보면 ‘strongly attached; 

entangled’라 되어 있다. 이는 과거분사형으로서 강력하게 엉켜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또 달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가 십이연기에 따르면 ‘집착’이다.  
  
갈애가 더욱 더 강화 된 것이 집착이다. 이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대나무 뿌리가 서로 엉킨 것은 강한 집착과도 같은 것이다. 

집착은 갈애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Upādānapaccayā bhavo, S12.2)”라 하여 ‘업으로서 

존재(業有)’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가족의 관계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엉킴을 어떻게 해야 풀을 수 있을까?  
  
엉킴과 관련하여 상윳따니까야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Sīle patiṭṭhāya naro sapañño cittaṃ paññañca bhāvayaṃ, 
Ātāpi nipako bhikkhu so imaṃ vijaṭaye jaṭanti. 
Yesaṃ rāgo ca doso ca avijjā ca virājitā, 
Khīṇāsavā arahanto tesaṃ vijaṭitā jaṭā. 
  
  
[세존] 
계행을 확립하고 지혜를 갖춘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닦네. 
열심히 노력하고 슬기로운 수행승이라면, 
이 매듭을 풀 수 있으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다한 성자에게 
그 얽매인 매듭은 풀리리. 
  
(Jaṭāsutta-매듭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3, 성전협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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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송에 대한 주석을 보면 “사람이 땅위에 서서 잘 드는 날카로운 

칼로 대나무가 엉킨 것을 잘라내듯, 수행승은 계행 위에 서서 집중의 

돌로 질 갈아진 통찰적 지혜라는 칼을 잡고, 정진의 힘에 의해 발휘된 

실천적 지혜의 손으로, 갈애의 얽힘을 자르고 부수어 버린다. 

(Srp.I.150)”라고 되어 있다. 아는 무엇을 말할까? 계정혜 삼학을 

닦아야 엉킴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두손으로 지혜의 검을 꼬나잡고 
  
Stn38 에서 아내와 자식에 대한 기대는 엉킴과 같다고 하였다. 그런 

엉킴은 법구경 345 번 게송에 따르면 쇠붙이로 만든 족쇄 보다 더 강한 

것이라 하였다. 쇠붙이로 만든 족쇄는 칼로 끊어 버리면 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는 끊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엉킴을 풀고 

족쇄를 끊어 버리는 자가 있다. 계정혜 삼학을 갖춘 자이다.  
  
엉킴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계행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행이라는 굳건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행을 확립하고 (Sīle patiṭṭhāya, S1.23)”라 하였다.  
  
계행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칼’이 등장한다. 그 칼은 

부엌칼이 아니라 무사들이 사용하는 ‘검(劒)’이다. 그런데 검은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석에서는 검을 갈 때 ‘집중의 돌’로 간다고 하였다. 

집중이라 불리우는 돌에 검을 갈았을 때 날카롭게 빛날 것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집중 즉, 삼매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삼매의 

돌에 갈아야 날카로운 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검에 대하여 ‘통찰적 

지혜라는 칼’이라 하였다.  
  
이제 엉킴을 풀 준비는 다 되었다. 계행이라는 토대위에 굳건히 두 발을 

디딘 수행자는 잘 갈아진 지혜의 검을 두 손으로 꼬나잡는다. 그리고 

검을 휘두른다. 어떻게 휘두르는가? 주석에서는  “정진의 힘에 의해 

발휘된 실천적 지혜의 손으로, 갈애의 얽힘을 자르고 부수어 

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계정혜 삼학으로 얼키고 설킨 매듭을 

베어 버리는 것이다. 



221 

 

  
  

  

 
  
  

  
2014-02-19 
진흙속의연꽃 
 

 

 

 

 

 

 

 

 

 

 

 

 

 



222 

 

20. 부처님의 아힘사(ahimsa) 
  
  
  
아힘사(ahimsa)의 뜻은  
  
사람들은 누구나 폭력을 싫어 한다. 신체적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폭력을 싫어 한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폭력의 반대말이 ‘비폭력’이다. 그런데 비폭력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것은 비폭력이라는 말의 대명사가 마하트마 간디이기 

때문이다.  간디가 말한 비폭력은 ‘아힘사’의 번역어이다. 아힘사에 

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에 간디는 사상만을 연구하기보다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간디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과업으로 삼고 집중했던 것은 비폭력을 의미하는 

‘아힘사’이다. 아힘사는 자이나교, 불교, 힌두교에서 강조한 아힘사는 

살생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himsa’와 금한다는 뜻의 부정접두사 

‘a’의 합성어이다. 아힘사는 불살생(不殺生), 불상해(不傷害) 그리고 

비폭력을 뜻한다. 
  
(종교人 평화를 말하다-비폭력 평화주의자 간디[2] “비폭력 ‘평화’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 천지일보 2013-07-18) 
  
  
비폭력을 아힘사라 한다. 살생을 뜻하는  himsa 에 부정 접두어 a 가 

붙어서 ahimsa 라 하는데 원뜻은 ‘불살생’의 의미이다. 그러나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면서 아힘사라는 말이 비폭력의 뜻하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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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는 불살생과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불교에서 강조 

하는 오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불살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Sabbe tasanti daṇḍassa,  
sabbe bhāyanti Maccuno,  

Attānaṃ upamaṃ katvā, 
na haneyya na ghātaye.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 
모든 존재들에게 죽음은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괴롭히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Dhp129, 전재성님역) 
  
  
법구경 단다왁가(Daṇḍavagga, 10)에 있는 게송이다. 여기서 

‘단다(Daṇḍa)’는 ‘a stem, stick’의 의미로 ‘막대기’라는 뜻이다. 

회초리, 몽둥이라는 뜻을 가진 ‘단다’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폭력’이라 번역하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Sabbe tasanti daṇḍassa)”라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도 “すべての者は暴力におびえ”라 

하여 “전부의 사람들은 폭력을 두려워 하고”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타닛사로 빅쿠는 “All tremble at the rod,”라 하였다. 이는 

‘몽둥이’의 뜻을 가진 the rod 으로 번역한 것이다.  
  
몽둥이는 누구나 두려워 하는 것이다. 몽둥이로 맞으면 몸에 상해를 

입고 잘못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에게 

죽음은 두렵기 때문이다. (sabbe bhāyanti Maccuno)”라 하여 죽음과 

동의어로 쓰였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 
  
그러나 모든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죽음은 두렵기 때문이다. (sabbe bhāyanti Maccuno)”라 

하여 어법상 ‘모든’을 뜻하는 말 ‘삽베(sabbe)’ 가 들어가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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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아라한은 예외라 한다. 

마치 “모두 모여라”라고 하였을 때 왕자들과 대신들을 빼고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한다. 왜냐하면 아라한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자아에 대한 실체적 관념이 사라져 죽어야 하는 존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몽둥이(폭력)을 

두려워 할까? 이어지는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Sabbe tasanti daṇḍassa, 
sabbesaṃ jīvitaṃ piyaṃ,  
Attānaṃ upamaṃ katvā,  
na haneyya na ghātaye.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 
모든 존재들에게 삶은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그들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괴롭히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Dhp130, 전재성님역) 
  
  
사람들이 몽둥이를 무서워 하는 이유가 있다. 게송에 따르면 자신의 

삶이 사랑스럽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은 제외 된다. 주석에 따르면 번뇌 다한 

자는 사람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아라한은 때리면 맞는다고 한다. 한대 맞았다고 해서 복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탐욕과 성냄 등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증오의 감정이 일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을 일삼는 자들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깡패나 조폭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법 

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조폭의 경우 각목을 들고 설치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 몽둥이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부리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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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무자비하기 그지 없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초기경전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세존]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신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며 정신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삐야경-Piyasutta-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1-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빠세나디왕에게 폭력을 행사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악한 자는 자신이 믿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신의 적이다. 선한 자는 반대로 자신의 친구이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자기자신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을 짓는 자이다. 

그래서 자기자신은 자기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런 자는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 

짓기를 밥먹듯이 하는 자이다. 깡패나 조폭이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 

시대라면 언어폭력을 저지르는자 들이다. 이런 자들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왜 그런가? 
  
폭력을 일삼는 깡패나 조폭들이 폭력을 행사 할 때 무자비하다. 한 

마디로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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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다. 그러다 보니 패도 무자비하게 팬다. 이런 폭력 앞에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폭력을 일삼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무자비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삼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악업을 짓는다. 신구의 삼업 자체가 

악업인 것이다. 악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3:4)”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자기자신을 미워 

하기 때문에 남들 또한 미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S3:4)”라고 하였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piyo atta)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apiyo atta)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을 짓는 자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짓는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친구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의 적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기자신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코패시 (Psychopathy) 
  
깡패나 조폭들의 심리상태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한다. 쳐다 보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여 피가 낭자하도록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이 사랑스럽다면 결코 남에게 상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폭력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사이코패시 (Psychopathy)’ 라 

볼 수 있다. 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한다. 폭력을 행사하고도 전혀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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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시는 양심과 수치심이 없다. 자신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든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 한다. 이는 현실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넷상에서 언어 폭력을 가하는 

자들도 해당된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 
  
몽둥이를 든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적과 같다. 그래서 어떤 악행이든지 서슴없이 한다. 

설령 그것이 죄악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인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결코 폭력을 행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해코지 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Paradukkhūpadānena 
attano sukham-icchati,  

Verasaṃsaggasaṃsaṭṭho  
verā so na parimuccati. 
  
누구든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원망에 얽힘에 매이나니,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Dhp291,전재성님역)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인든 언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고통을 주며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 남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다. 일종의 

‘변태’이고 ‘사이코패시’이다.  
  
게송에서는 “원망에 얽힘에 매이나니 (Verasaṃsaggasaṃsaṭṭho)”라 

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학대를 학대로 갚고 공격을 공격으로 갚고 

증오를 증오로 갚는 자를 말한다.(DhpA.III.451)”라 하였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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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코에는 코 하는 식으로 보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증오를 증오로 갚는 자’라 하였는데 이는 한 번 미운놈은 영원히 

미운놈이 된다. 그래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미움과 증오에 얽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비심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타인에게 결코 고통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한을 사고 두려움에 떨 것 
  
타인에 대한 자비심은 불살생, 비폭력 정신으로 구현된다. 그래서일까 

오계 중에 불살생 항목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Yaṃ gahapati, pāṇātipātī pāṇātipātapaccayā diṭṭhadhammikampi 
bhayaṃ veraṃ pasavati, samparāyikampi bhayaṃ veraṃ pasavati, 
cetasikampi dukkhaṃ domanassaṃ paṭisaṃvedayati,2 pāṇātipātā 
paṭiviratassa evaṃ taṃ bhayaṃ veraṃ vūpasantaṃ hoti. 
  
장자여,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자는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일을 삼감으로써 그 

원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Añcabhayaverasutta- 다섯 가지 두려운 원한의 경, 상윳따니까야 

12:41, 전재성님역) 
  
  
‘다섯 가지 두려운 원한의 경(S12.41)’은 오계에 대하여 설명 되어 

있다. 폭력을 행사는 자나 생명을 해치는 자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 잘 

표현 되어 있다. 폭력이나 살생을 가한 자는 원한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하였다.  
  
지금 누군가 살인을 하였다는 완전범죄로 은폐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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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 한다. 설령 그가 인과를 부정하는 자라 할지라도 문득문득 

떠어르는 잔혹한 행위마저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꿈속에서 끔찍한 

장면이 떠 오른다면 이미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무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 비록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삼계에 안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 폭력을 가하고 해치면 상대방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 떨 것이라 

하였다. 
  
사회에서 생매장 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도 폭력을 많이 받았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신적인 폭력이다. 근거 없이 비방하고 비난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부처님이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있다. ‘자야망갈라가타’에서 볼 수 

있다. 자야망갈라가타 다섯 번째 게송을 보면 ‘거짓 임신녀’ 이야기가 

나온다. 이교도 중에 요정과 같이 아름다운 ‘찐짜 마네위까’라는 

여인을 시켜 거짓 임신녀로 만든후,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뱃속의 

아이가 부처님의 아이임을 말하면서 모욕을 주는 장면에 대한 것이다. 

이는 법구경 인연담 176 번에 실려 있다.  
  
  

  

 
  

자야망갈라가타 5 번 게송에서 거짓 임신녀 찐짜 마네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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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거짓임신녀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떻게 대하였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학대를 학대로 갚고 공격을 공격으로 갚고 증오를 

증오로 갚았을까? 게송에 따르면 “성자의 제왕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섭수하셨네. (Santena  soma-vidhinā  jitavā  munindo)”라 하였다. 

부드러움과 고요함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교도들은 부처님을 중상모략하고자  거짓임신녀까지 동원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관계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부처님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 없다. 사회에서 생매장 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이 여자관계이기 때문이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천박한 자들 
  
이와 같은 중상모략과 비방, 비난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떻게 

대하였을까?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haṃ nāgo va saṅgāme 
cāpāto patitaṃ saraṃ  
Ativākyaṃ titikkhissaṃ, 
dussīlo hi bahujjano.  
  
코끼리가 전쟁터에 나아가면 
활에서 화살이 쏟아져도 참아내듯, 
나는 근거 없는 비난을 참아내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계행을 지지키 않으니. (Dhp320, 전재성님역) 
  
  
세 번째 구절에서 ‘근거 없는 비난 (Ativākyaṃ)’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중상모략이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Ativākyaṃ : DhpA.IV.3 에 따르면, 여덟 가지 천박한 행동에 의해서 

야기 되는 위범에 대한 용어이다. 1)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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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3)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4)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5)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2)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3)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4)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Ativākyaṃ 각주, 전재성님) 
  
  
근거 없는 비난은 모두 여덟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모두 천박한 행위에 따라 야기 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근거 

없이 비난이나 비방,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들은 한마디로 ‘천박한 

자들’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은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하여 “참아내리라. (titikkhissaṃ)”라 

하였다. 어떻게 참는 것일까? 각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부당한 말을 

참아 내리라’는 뜻이라 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야망갈라가타 

5 번 게송에서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섭수하셨네 (Santena  soma-

vidhinā)”라고 하여  거짓임신녀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에 대하여 일체 대응 하지 않았다. 만일 

부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증오를 증오로’ 갚는다면 

‘동급’이 되고 말 것이다. 왜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마지막 구절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계행을 지지키 않으니 (dussīlo hi 

bahujjano)”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주석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천박해서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숙고가 

없이 말을 지껄이고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나의 중요한 할 일은 

참아 내는 것이다.(DhpA.IV3)”라고 되어 있다.  
  
낚이지 않으려면 
  
천박한 자에게 대응하면 똑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천박한 

자의 특징은 즉흥적이라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고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처럼 숙고 없이 말을 하고 행위를 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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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름 아닌 인과를 모르는 것이다.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계행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근거 없이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은 계행이 엉망이라는 말과 같다.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싸움을 걸어 

올 때 거기에 말려 든다면 요새 말로 “낚였다!”라고 볼 수 있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에 대한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 장면이 수 없이 

등장한다. 그때 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대하였다. 천박한 

자들이 싸움을 걸어 올 때 넘어 가지 않는 방식이라 보여 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낚이지 않을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구경 게송이 말해준다. 
  
Sace neresi attānaṃ, 
kaṃso upahato yathā,  
Esa pattosi nibbāṇaṃ,  
sārambho te na vijjati.  
  
깨어진 놋쇠그릇처럼 
그대 자신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반에 이른 것이니 
격정은 그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Dhp134, 전재성님역) 
  
  
비난에 대하여 “깨어진 놋쇠그릇처럼 (kaṃso upahato yathā”동요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낚이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왜 깨어진 놋쇠그릇처럼 동요하지 말라 하였을까? 
  
그렇다면 왜 깨어진 놋쇠그릇처럼 동요하지 말라 하였을까? 이에 대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DhpA.III.58 에 따르면, 언저리가 잘리고 깨어져 땅위에 놓인 놋쇠그릇이 

손이나 발이나 막대기로 쳐도 동요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는 것처럼, 

그대는 자신을 동요하지 않게 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다. 
  
(깨어진 놋쇠그릇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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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진 놋쇠는 쓸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다. 

아무도 쳐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막대기로 쳐도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이나 비방에 대하여 마치 깨어진 놋쇠그릇 처럼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다면 열반에 이른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각주에 따르면 “명상수행을 하는 자로서 열반을 지금 당장 

얻지는 못해도 열반을 얻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 경우 그대에게는 

‘그대는 계행이 부족하다. 당신들 모두 계행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앙갚음을 하는 언어의 특징을 갖는 앙갚음이 사라진다. 

(DhpA.III.58)”라 하였다.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Dhp320 에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계행을 지지키 

않으니”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Dhp134 의 주석에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비난, 비방,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 계행등의 

이유를 들어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계행이 엉망인 자에게 

굳이 “그대는 계행이 부족하다”는 등의 언어적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만일 “그대는 계행이 부족하다. 당신들 모두 계행이 부족하다.” 등의 

말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말려 드는 것이다. 싸움을 걸어 망신을 주고 

싶어 하는 상대에게 낚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비난이나 비방, 

중상모략에 대해서도 마치 깨진 놋쇠그릇처럼 동요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자야망갈라가타에서 거짓 임신녀에게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섭수하셨네 (Santena  soma-vidhinā)”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을 일삼는 ‘천박한 

자들’에 대하여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2014-02-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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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불상보다 탑묘, 꽃과 향과 함께 안료(顔料) 공양을 
  
  
  
확장된 성지순례 개념 
  
불교성지순례 발원을 세웠다. 그래서 매년 1회 성지순례를 떠나고 있다. 

그런 성지의 개념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은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지의 본래 의미는 부처님의 행적과 관련 있는 곳이다.  
  
이슬람에서는 평생 한 번 이상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도 몇 차례 기도를 

한다. 중앙아시아등 북동쪽 신도들은 메카가 있는 남서쪽 방향으로 향할 

것이고, 터키의 경우 남쪽, 인도네시이아의 경우 서쪽을 바라 보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메카는 성지순례의 대명사로 떠 올랐다.  
  
기독교인들의 성지는 예수의 행적과 구약에서의 모세, 그리고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뿐만 이집트, 터어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럽의 성당 등은 성지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오래되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일지라도 순례의 대상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성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지는 바이블을 근거로 하는 지명이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불교도에게 있어서 성지의 개념은 확장 된다. 불상이나 탑 등 불교의 

상징물과 관련이 있는 곳은 성지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순례 떠나는 것도 성지순례간다라고도 말한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 모두에 대하여 성지로 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은 불교도에게 있어서 사실상 성지나 다름 

없다. 그래서 성지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서도 부처님의 행적이 남아 

있는 인도 뿐만 아니라 불교유적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성지로 보고 

성지순례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지개념이 확장 

되다 보니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불교유적지나 불교사원이 있는 곳도 성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네 곳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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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와 관련 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말씀 하신 내용이다. 아난다가 “이제 세존께서 가시고 나면, 마음을 잘 

닦는 수행승들이, 여래를 친견하는 것을 맞아 들이지 못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D16, 111)”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 다시는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말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Cattārimān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āni 

saṃvejanīyāni ṭhānāni. Katamāni cattāri: 
'Idha tathāgato jāto'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Idha tathāgato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Idha tathāgatena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n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Idha tathāgato anupādisesāya nibbānadhātuyā' parinibbuto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imāni kho ānanda cattāri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āni 

saṃvejanīyāni ṭhānāni. 
Āgamissanti kho ānanda saddhā bhikkhū bhikkhuniyo upāsakā upāsikāyo 

idha tathāgato jāto ti pi, idha tathāgato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ti pi, idha tathāgatena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ntipi, idha tathāgato anupādisesāya nibbānadhātuyā 

parinibbuto ti pi. Ye hi keci ānanda cetiyacārikaṃ āhiṇḍantā 
pasannacittā kālaṃ karissanti, sabbe te kāyassa bhedā parammaraṇā 
sugatiṃ saggaṃ lokaṃ upapajjissantiti. 
  
  
[세존] 
“아난다여, 믿음이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아야 하고 경건해야 

할 이와 같은 네 가지 장소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1)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태어났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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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3)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4)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잔여가 없는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아난다여, 믿음있는 수행자들, 수행녀들, 청신자들, 여자 재가신자들이. 

‘여기서 여래가 태어났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잔여가 없는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라고, 아난다여, 누구든지 이러한 성지순례를 

한다면, 그들 모두는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마하빠리닙바나경-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열반이 들기 전에 네 곳을 들러 보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Lumbini), 부처님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사르나트(Sarnath), 

부처님이 열반에 든 꾸시나라(Kusinara) 이렇게 네 곳을 말한다. 이 네 

곳에 대하여 경전에서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 즉 수행승이 보아야 할 

곳이라 말씀 하셨지만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네 곳을 보아야 할까?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한다(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는 뜻은 무엇일까? 주석에 따르면 

“경외의 념을 일으킨다는 것은 볼 가치가 있고, 경외의 념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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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라 한다. 또 복주석에 따르면 “경외의 념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앎을 지난다.”라는 뜻이라 한다.  
  
부처님이 태어난 장소를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것이다. 하나는 존경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 일 것이다. 전자는 바르고 

원만하게 꺠달은 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자신을 

되돌아 보며 경책히는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곳, 

깨달음을 얻은 곳, 처음 설법한 곳, 열반에 든 곳을 볼 때 마다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다. 그래서 사대성지는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지순례를 한다면” 
  
그런데 경에서 “성지순례를 한다면 (cetiyacārikaṃ)”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Cetiya 는 ‘a sepulchral monument; a pagoda.。 制多, 

支提, 塔廟, 靈祠’으로 부처님 사대 성지를 뜻하고, cārika 는 ‘a 

journey; wandering’의 뜻으로 cetiyacārika 는 ‘성지순례’를 뜻한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번역한 것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Smv.582 에 따르면, 그 때 그 때의 탑묘 정원을 청소하고 자리를 

씻어내고 보리수에 물을 주며 도는 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승원의 탑묘를 예배하자.’라고 출발하여 청정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도중에 죽더라도 곧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뜻이다.  
  
(‘성지순례를 한다면’에 대한 각주, 전재성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대성지를 순례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순례하러 가는 도중에 죽었을지라도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이는 순례를 하는 자는 물론 순례 하러 가는 자 모두 

청정한 마음상태이기 때문이라 한다. 임종 직전에 청정한 마음상태라면 

그 청정한 마음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결식이 일어나 선처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신 것이라 볼 수 있다. 
  
순례와 관광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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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성지순례 개념이 확장 되었다. 불교유적과 불상, 불탑이 있는 

곳이면 불교성지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지순례와 관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경에서 표현 되어 있듯이 청정한 마음이라 본다. 

불교유적지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성지순례라 볼 수 있지만, 

단지 보는 것에 지나지 않다면 관광이라 볼 수 있다.  
  
탑이 왜 불교의 상징일까? 
  
아시아에는 많은 불교성지가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스리랑카 

등 불교가 전승된 곳이다. 또 불교는 사라지고 유적만 남은 곳도 있다. 

불자라면 한 번쯤 순례해야 할 성지이다. 그런데 불교국가의 성지에 

가보면 나라마다 독특한 상징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탑’이다. 

그렇다면 왜 탑이 불교의 상징을 대표 하는 것이 되었을까? 
  
어느 불교 국가이든지 사원에 불상이 있다. 그러나 불상이 출현 한 것은 

부처님 사후 약 5 세기 가량 지난 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불상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무불상시대’라 한다. 그 대신 

‘탑묘’가 있었다. 부처님 사리를 넣은 탑묘를 말한다. 그래서 탑묘가 

신앙의 대상이었다.  
  
부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한 불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탑묘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다. 마하빠리닙바나경(대반열반경, D16)에서 

아난다가 “어떻게 여래의 존체에 대처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부처님은 “전륜왕의 유체에 대하듯, 여래의 존체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씀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어떻게 시신을 

수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다음과 같이 탑묘 조성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evaṃ tathāgatassa sarīre paṭipajjitabbaṃ cātummahāpathe 
tathāgatassa thūpo kātabbo. Tattha ye mālaṃ vā gandhaṃ vā 
cuṇṇakaṃ vā āropessanti vā abhivādessanti vā, cittaṃ vā 
pasādessanti, tesantaṃ bhavissati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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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다여, 전륜왕의 유체에 대처하듯, 여래의 유체에 대처하고 큰 

사거리에 여래의 탑묘를 조성해야 한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안료를 

올리고 경의를 표하고 마음을 정화시킨다면, 사람들은 오랜 새월 안녕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마하빠리닙바나경-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11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탑묘 조성에 대하여 전륜왕에 대처하듯이 하라고 하였다. 

구체적은 장소까지 언급하였는데 경에서는 “큰 사거리에 여래의 탑묘를 

조성해야 한다. (cātummahāpathe tathāgatassa thūpo kātabbo)”라고 

하였다.  
  
이렇게 대로 사거리에 탑묘를 조성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된 

탑묘에 경의를 표하면 그 순간 만큼은 마음이 청정해질 것이다. 그런 

생활이 오래 되면 그에 대한 과보로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오랜 새월 안녕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ā)”라 하였다.  
  
탑묘에 올릴 공양물은 무엇인가? 
  
그런데 경에 따르면 탑묘에 예배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었다. 

화환(māla)이나 향(gandha)이나 안료(cuṇṇaka)를 올리고 경의를 

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공양하라고 하였다.  
  
경에서 언급된 화환(māla), 향(gandha)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법공양이라 하여 부처님전에 등, 향, 차, 꽃, 

과일, 쌀을 공양한다. 여기서 등은 일반적으로 촛불을 말한다. 향은 

향나무로 만든 연기가 나는 향을 말한다. 이런 육법공양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공양방식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경에서 언급한 것은 화환(māla), 향(gandha), 

안료(cuṇṇaka) 이렇게 세 가지 뿐이다. 여기서 화환이라고 번역한 

말라(māla)는 둥근 형태의 꽃다발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꽃(flowers)’을 말한다. 그것도 돈주고 산 꽃이 아니라 지천에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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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꽃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꽃을 꺽어서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남방 테라와다 불교전통에 따르면 땅바닥에 떨어진 꽃을 주어서 

공양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화환과 향은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세 가지 공양물 중애 안료(cuṇṇaka)가 있다. 이는 어떤 

것일까? 
  
안료(cuṇṇaka)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안료를 뜻하는 cuṇṇaka 에 대하여 PCED194 에서 검색해 보았다. 검색하니 

영어로 ‘scented powder’라 한다. 이는 ‘향기로운 분말’이라는 

뜻이다. 한자어로 ‘粉末, 塗粉’라 되어 있다. 그러나 cuṇṇaka 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쭌나까()에 대하여 

더 검색을 해 보니 ‘a preparation of chunam, paint (for the face, 

mukha˚)’라 되어 있다. ‘추남의 준비’, ‘(얼굴에) 칠하는 것’의 

뜻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추남(chunam)’이다.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chunam 
  
Full Definition of CHUNAM 
  
1) India :  lime used esp. with betel leaf in making pan  
  
2):  a cement or plaster used in India that is usu. highly polished 

and decorated with paintings  
  
Origin of CHUNAM 
Tamil cunṇạm, fr. Skt cūrna powder, flour, fr. carvati he grinds, 

chews; perh. akin to Slovak čren jaw, cheekbone, Latvian ceruoklis 

molar 
  
This word doesn't usually appear in our free dictionary, but the 

definition from our premium Unabridged Dictionary is offered here 

on a limited basis. Note that some information is displayed 

differently in the Unabri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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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cess the complete Unabridged Dictionary, with an additional 

300,000 words that aren't in our free dictionary, start a free 

trial. 
  
(chu·nam) 
  
  
추남에 대한 정의를 보면 ‘lime used esp’라 하였는데, 이는 

‘초능력에 사용되는 석회’라는 뜻이다. 또  ‘with betel leaf in 

making pan’라 하여 ‘냄비를 만들기 위한 베텔 잎사귀’라 하였다. 두 

번째의 뜻을 보면 인도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광택을 내고 치장을 

하는데 사용되는 세멘트나 회반죽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추남은 석회 같은 분말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분말을 꽃과 향과 함께 부처님 탑묘에 공양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cuṇṇaka 에 대하여 ‘cuṇṇakajatanti reduced to 
powder M.III,92 (atthikani)’라고 소개 되어 있다. 여기서 

‘M.III,92’는 PTS 본 맛지마니까야 3권 92 페이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찾아 보니 cuṇṇaka 가 들어 가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Seyyathāpi bhikkhave, dakkho nahāpako3 vā nahāpakantevāsī vā 

kaṃsathāle nahānīyacuṇṇāni ākiritvā udakena paripphosakaṃ 
sanneyya. Sāssa4 nahānīyapiṇḍī snehānugatā snehaparetā 
santarabāhirā phuṭṭhā snehena, na ca pagghariṇī.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숙련된 때밀이나 때밀이의 제자가 놋쇠그릇에 

목욕용 분말을 쌓아놓고 물로 차츰 뿌려서 섞으면, 그 목욕용 분말 

덩어리가 습기를 포함하고 습기에 젖어들어, 안팎으로 침투하지만, 흘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Kāyagatāsati sutta-몸에 대한 새김의 경, 맛지마니까야 M119-

14,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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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대한 새김의 경(M119)’ 14 절에 있는 내용이다. 경에서 

‘nahānīyacuṇṇāni’가 있다. Nahānīya 가 ‘bath-powder or anything 

useful for a bath’의 뜻으로 ‘목욕용 분말’을 뜻한다. cuṇṇāni 는 

cuṇṇā 로 검색하면 ‘powder; chunam; soap-powder’라 되어 있다. 

‘비누’ 같은 분말이라 볼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cuṇṇā 가 

몸을 깨끗이 씻는 ‘비누’와 같은 의미라 보여진다.  
  
경에서 대로 사거리에 탑묘를 조성하고 거기에 화환(māla)이나 

향(gandha)이나 안료(cuṇṇaka)를 공양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안료를 

뜻하는 cuṇṇaka 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일종의 비누 분말 같은 것이다. 

따라서 탑묘에 추나까(cuṇṇaka ) 또는 추남(chunam)을 올려 놓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겠다는 발원으로 보인다.  
  
cuṇṇaka 에 대하여 검색을 통하여 이것이 일종의 비누분말이라는 것을 

알아 내었다. 공양물로서 분말은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 당시 꽃이나 향과 함께 분말은 

삼대공양물에 들어 갔다는 사실이다. 모두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탑묘를 장려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자신의 형상을 한 불상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대신 

‘탑묘’를 장려 하였다. 그것도 대로 사거리에 조성하고 꽃, 향, 분말 

이렇게 세 가지를 공양물로 하면 마음이 청정해질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경에서 부처님은 왜 탑묘를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세존] 
“아난다여, 이와 같은 네 종류의 탑묘를 조성할 가치가 있는 님이 

있다. 네 종류란 무엇인가?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은 탑묘를 조성할 가치 있는 님이다. 연기법을 홀로 깨달은 

님은 탑묘를 조성할 가치 있는 님이다. 여래의 제자는 탑묘를 조성할 

가치가 있는 님이다. 전륜왕은 탑묘를 조성할 가치 있는 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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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빠리닙바나경-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113,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네 종류의 사람에게 탑묘를 조성하여 예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즉, 부처님, 연각불, 부처님 제자, 전륜왕을 말한다. 

여기서 부처님 제자라고 한 것은 범부 수행승이 아니라 

‘성문수행승’을 말한다.  
  
탑묘를 조성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탑묘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부도탑’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큰스님이 입적하면 부도탑을 세워 주는데, 

도력과 명망에 따라 그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탑묘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세존] 
“아난다여,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은 탑묘를 조성할 가치 있는 님인가? 이난다여, ‘이것은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탑묘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 그들은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은 탑묘를 

조성할 가치 있는 님이다.(1195)” 
  
(마하빠리닙바나경-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113, 전재성님역) 
  
  
부처님탑묘를 조성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청정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사리가 모셔진 탑묘에 꽃, 향, 분말을 

공양하여 눈, 귀, 코 등 육근을 청정하게 하였을 때 선처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244 

 

그런데 이런 탑묘조성 대상은 부처님 말고도 연각불과 제자와 

전륭왕이다. 그래서 이 네 종류에 대하여 경에서는 “탑묘를 조성할 

가치 있는 님이다.”라 하였다. 여기서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smv.583 에서는, ‘왜 세존께서는 속가에 사는 죽은 왕의 탑묘의 조성은 

인정하면서, 계행을 갖춘 범부 수행승의 탑묘의 조성은 인정하지 

않았는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범부 수행승을 위한 탑묘의 조성이 

허락되면, 스리랑카 섬은 탑묘를 위한 장소로 가득찰 것이다.’라고 

논하고 있다. 
  
(1195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탑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탑묘는 사리가 안치된 무덤과 같은 것이라기 보다 일종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제자라 하여 범부수행승 모두에게 탑묘를 만들어 

준다면 전국토가 탑묘로 넘쳐날 것이라 한다.  
  
탑묘신앙의 영향 탑돌이 
  
초기경에 따르면 탑묘는 숭배의 대상이다. 그 탑묘에는 사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탑묘조성대상은 부처님, 연각불, 

부처님제자(성문승), 전륜왕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 하였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불자들에게 있어서 탑묘는 경배의 대상이 된다.  
  
탑묘는 무불상시대에 있어서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 

내려 오고 있다. 비록 부처님 사후 오백년이 지난 후에 불상시대가 시작 

되었지만 부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탑묘이다. 그래서일까 

전세계적으로 탑묘에 대한 신앙은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의 가장 중심부에 석탑이 있는 것도 탑묘신앙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탑돌이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불교의 전통이 고스란히 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법당에 모셔진 불상보다도 탑묘에 예배하는 것이 

초기불교 정신에 더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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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순례를 다니다 보면 대웅전만 있고 석탑이 없는 곳도 있다. 그런 

경우 아무리 가람이 웅장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허전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한쪽 귀퉁이가 깨지고 이끼낀 자그마한 삼층석탑이라도 하나 

있다면 화려한 단청의 대웅전을 보는 것 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간다. 

아마도 탑묘조성을 강조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  
  
초기에는 탑이 가람의 중심이었다 
  
그래서일까 각국마다 전통사찰을 보면 탑묘 중심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었다. 지금은 불타고 흔적만 남은 황룡사의 경우 구층탑을 

중심으로 하여 가람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룡사 구층탑 유적지 
(백제 기술자들의 손으로 7 세기 중반에 건립됨) 

  
   
  
일본의 전통사찰 역시 탑을 중심으로 가람이 형성되어 있다. 아스카 

시대 백제장인이 만들었다는 호류지(법륭사) 역시 탑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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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류지 목조 5층탑 
(현존 세계최고의 목조건축으로서 백제기술자의 손으로 7 세기 초에 

건립됨)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 중국의 사찰을 모두 가 보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절이라는 백마사, 향산사 소림사를 가보았지만 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불상이 묘셔진 법당 중심이었다. 그러나 누각형으로 된 탑 

중심의 전통사찰도 종종 볼 수 있다. 
  
불교가 사라진 중국신장에서는 흔적만 남아 있다. 투루판에 고창고성이 

있는데 이곳 중심에 ‘대불사’라는 절터가 있다. 징기스칸이 침략 하기 

이전에 불교국가이었는데 탑묘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일부 복원 된 

것이긴 하지만 감실에는 파괴된 불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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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고성 탑 

  
  
이런 탑묘 형식은 교하고성에서도 볼 수 있었다. 감실에 파괴된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흙으로 만든 탑은 사원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교하고성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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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로 갈수록 불상중심으로 
  
이처럼 불교가 전래된 동아시아 에서는 초기에는 탑이 중심지이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불상이 있는 대웅전 중심으로 바뀌어 

같다. 그 결과 종래의 목탑형식에서 석탑으로 바뀌고 또 시대가 

지날수록 크기가 작아져서 대웅전 앞 마당을 장식하는 용도로 변질 

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탑은 여전히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다. 

신심 있는 불자들은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석탑주위를 도는 탑돌이를 

하기 때문이다. 
  

  

 
  

탑돌이 하는 노부부 
천안 광덕사 3층석탑 

  
  
  
양곤의 까바예(Kabaye) 파고다 

  

  

해외성지코스는 동남아도 해당된다. 불교국가인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이 해당된다. 이들 불교국가에서도 탑이 중심이라 

보여진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파고다라 하는데 양곤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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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바예(Kabaye) 파고다가 있다. 이 파고다는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사리가 안치 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원래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사리는 인도의 산치대탑에 안치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19 세기 중엽 영국의 커닝햄(Cunningham)이 

발굴함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부처님제자의 사리도 탑묘에 안치하여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라고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갈라나존자의 사리 
출처 http://www.pbase.com/dhammakami/image/4322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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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대탑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쉬주의 수도 보팔 근처 북부 46km 지점에 위치. 

아쇼카 왕(기원전 286-232 재위)이 기원전 3 세기에 이 탑을 세웠음. 
출처 http://hgc9395.egloos.com/7632593 

  
   

그런데 두 존자의 사리중 중의 일부가 1950 년 10 월 20 일 미얀마에 

전해졌는데,  제 6 차 결집의 사적지에 세워진 양곤의 까바예(Kaba aye) 

파고다에 안치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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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바예(Kaba aye) 파고다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 

출처 http://www.pbase.com/seowkiang/image/2259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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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탑묘에는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제자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탑묘는 경배의 대상이 

된다.  
  
스리랑카의 다고바(Dagoba) 
  
마하빠리닙바나경에서도 사리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사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경에 실려 있다. 분배된 사리는 탑묘에 

묘셔지게 되는데 경에서는 “우리도 사리를 보존하기 위해 큰 탑묘를 

세울 것입니다.(D16-140)”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서 탑묘에는 사리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리가 들어 있는 탑묘 숭배는 다름 아닌 부처님 숭배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불상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탑묘가 주된 숭배 대상이었다. 

이외에도 ‘보리수’도 숭배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의 

종갓집이라 볼 수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보리수에 대한 숭배가 강하다고 

한다. 이 모두가 부처님을 그리워 하고 부처님의 행적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테라와다 불교의 종주국이라 볼 수 있는 스리랑카에서도 탑묘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밥그릇을 거꾸로 엎어 놓은 듯이 보이는 ‘복발형’의 

탑이다. 이는 스투파(Stupa)에서 유래 된 것이다. 
  
스투파의 전형이 산치대탑이다. 3 세기 아소카왕 당시 세워진 것이다. 

이런 스투파는 반구형이 특징이다. 마치 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밑에는 기단을 만들고 

상부에는 상륜을 만들어졌다. 그런 모습을 오늘날 스리랑카에서 

다가바(Dagaba) 또는 다고바(Dagoba)라 부르는 복발형 탑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에 있는 Ruwanwelisaya 

스투파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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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wanwelisaya 스투파 
Ruwanwelisaya Chedi in the sacred city of Anuradhapura, Sri 

Lanka(위키백과) 
  
   
  

전형적인 스리랑카 불교사원 
  

불교에서 사원을 건립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수행승들이 거주처로 

사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처님을 경배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사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 하는 것이 ‘탑’이라 

한다.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모든 가람이 형성되는 것이다. 초기불교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원 역시 다고바라 불리우는 

스투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사원의 전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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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ayagiriya Monastery(위키백과) 
  

  
  
그림을 보면 사원의 중심에 스투파(1번)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수투파를 중심으로 각종 건물들이 배치 되어 있다.  
  
이처럼 불교사원에 있어서 스투파, 즉 탑묘는 사원의 중심부에 있다. 

이는 부처님이나 제자의 사리가 묘셔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한 불상이 모셔져 있는 곳 보다 더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이는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은 탑묘를 조성할 

가치가 있는 님이다.:(D16-113)”이라 하였고, 또 탑묘에 예배하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D16-

113)”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탑묘가 사원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불상 보다도 탑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전형적인 스리랑카 사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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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깍까소 빅쿠가 촬영한 스리랑카 사찰을 보면 복발형의 백색의 

수투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스리랑카 양식의 

기와집으로 된 누각형의 건축물이 보인다. 이것이 전형적인 스리랑카 

사원의 모습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보리수이다. 

  

스리랑카의 보리수신앙 

  

스리랑카는 다른 불교국가와 달리 보리수신앙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2006 년 스리랑카 웨삭일에 아깍까소 비구가 남긴 글을 보면 “사람들은 

스투파와 보리수(사실상 모든 사원에 하얀 스투파와 보리수가 있다)에 

꽃 공양을 하거나 작은 오일그릇에 불이 켜진 그릇을 들고 보리수 

주위를 돌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스리랑카 사원에는 복발형의 수투파가 당연히 

있듯이 보리수 역시 당연히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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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서는 사리가 담겨 있는 스투파와 보리수 이렇게 두 가지가 사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스투파와 보리수가 

함께 있는 스리랑카의 사원 모습을 보면 다음 사진과 같다. 

  

  

  

   

스투파와 보리수가 있는 전형적인 스리랑카 사원 

  

   

우상숭배한다는데 

  

초기불교경전을 접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불상중심이 아니라 ‘탑묘중심’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사항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형상을 한 불상을 만들어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대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나면서 불상이 만들어지고 불상숭배가 

일반화 되었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세계적으로 불자들은 

불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불상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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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에 절을 한다고 하여 우상숭배로 볼 수 없다. 만일 누군가  

흙덩이나 돌덩이 그 자체에 절하고 기도한다면 우상숭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상 그 자체가 아니라 가르침에 경배한다면 결코 우상숭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상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탑묘라 본다.  

  

꽃과 향과 함께 안료(顔料) 공양을 

  

우리나라에도 탑묘가 있다. 절에서 흔히 노는 삼층석탑이나 

오층석탑이다. 그러나 불자들에게 아직까지 ‘탑보다 불상’인 것 같다. 

불자들은 절에 가면 이전각 저전각 옮겨 다니며 참배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불상이 아니라 탑묘에 경배하라고 하였다. 이때 

공양물은 꽃, 향, 분말이다. 이들 세 가지 공양물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꽃을 보고, 코로 향냄새를 맡고, 

분말로 몸을 청결히 한다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승불교 전통의 우리나라에서는 육법공양이라 해서 향, 등과 

함께 쌀을 올린다. 이를 사시마지라 하는데 부처님에게 올리는 밥이라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상에 표현된 탑묘공양물에는 밥이라는 개념이 

없다. 열반에 든 부처님이 강림하여 향을 맡고 식사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에서 화환(māla)이나 향(gandha)이나 안료(cuṇṇaka)를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안료를 올리고 경의를 표하고 마음을 정화시킨다면(D16)’라고 말씀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중에 안료라 번역된 cuṇṇaka 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아직까지 공안료를 공양물로서 올려 놓은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안료는 비누와 같은 세제분말을 

뜻하는 한자어 ‘안료(顔料)’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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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ṇṇaka 에 대한 검색결과 이는 비누분말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비누가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해 주듯이 비누를 공양물로 올린다는 것은 

결국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업을 청정하게 하겠다는 

발원으로 보인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불공을 드릴 때 꽃과 향과 함께 

안료(顔料)을  준비하는 것도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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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신보다 수승한 자와 사귀라 
  
  
  
문화충격(culture shock)을 받고 
  
오래 전에 일본에 갔었다. 장비검수라는 명목으로 일본업체에서 

초청하여 간 것이다. 이때 느낀 것은 그들의 ‘질서의식’이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줄서기를 하고 거리에는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끔하게 차려 입고 흐트러짐 없이 보였다. 사회전체가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이었다. 이런 현상을 접하였을 때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이 실감날 정도이었다. 이제까지 무질서 하더라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한국분위기와는 백팔십도 다른 것이어서 마치 촌놈이 된 듯 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이런 감정이 문화충격일 것이다.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말한다. 문화충격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불안을 서술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이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완전히 다른 문화나 이질적인 환경에 접하였을 때 느끼는 괴리감 같은 

것이다.  

  

문화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하지 못하는 사람들 

  

문화쇼크는 외국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생겨 

날 때 마다 이에 대하여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문화쇼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익숙한 것만 고집한다. 010 으로 대표 되는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011 등 예전의 번호를 고집하며 쓰기에 

익숙한 핸드폰을 놓지 않는 경우도 해당 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혐오감을 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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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바꾸었다. 버전이 자꾸 올라 가지만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오래 된 버전을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버전을 가진 자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자료를 주고 받을 때 

마다 매번 버전 다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신 

버전을 깔게 되었다. 모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다.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용하기 편하다. 이렇게 버전이 높아 지면 이전 버전의 

문제점이 해결 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하다. 그럼에도 예전 버전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완고 해진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부류는 변화에 적응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부류는 현상태를 고수 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자에 대하여 ‘진보적’이라 하고, 후자에 대하여 ‘보수적’이라 

한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관습과 

전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도 

아닌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념에 대한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된다고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생각마저 굳어져서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변화를 싫어 한다. 이렇게 사고가 고착되다 

보면 모든 것을 자신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고 

완고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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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bbornness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우 

  

약을 주면 약효가 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집불통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약을 주지 않아도 

낫지 않는 사람, 약을 주면 낫는 사람, 약을 주지 않아도 낫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한다. 이중에서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는 어떤 환자의 경우 적당한 자양분을 얻거나 

적당한 자양분을 얻지 못하거나, 적당한 의약품을 얻거나 적당한 

의약품을 얻지 못하거나, 적당한 간병인을  얻거나 적당한 간병인을 

얻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의 질병은 치유 되지 않는다.  

  

(환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병이 치유되는데 있어서 자양분, 의약품, 간병인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조건을 구비하여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아상으로 가득찬 ‘고집불통형’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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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보수화된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오로지 자신이 

경험한 것만이 바르고 타인의 생각은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을 

말한다.  

  

왜 비우라 하였을까? 

  

완고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귀에 경읽기나 다름 없다. 

도무지 받아 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Apārutā tesaṃ1 amatassa dvārā ye sotavante pamuñcantu saddhaṃ, 
S6:1)”라 하였다. 가르침을 받아 들이려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나 

사상을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 한다면 ‘회의론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은 많이 비워낸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그래야 가르침을 받아 들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아이나 

청소년 들과 같이 여백이 많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역시 가르침이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한마디로 약을 투여하면 약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는 어떤 환자의 경우 적당한 자양분을 얻어서 

적당한 자양분이 결여 되지 않고, 적당한 의약품을 얻어서 적당한 

의약품이 결여 되지 않고, 적당한 간병인을 얻어서 적당한 간병인이 

결여 되지 않으면, 그의 질병은 치유 된다. 

  

(환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2, 전재성님역) 

  

  

경을 보면 “결여 되지 않으면”이라 하여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약을 주면 낫고 약을 주지 않으면 낫지 않는 다는 

말이다. 청소년의 경우 여백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면 받아 들이고, 

가르침이 없으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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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질병이 낫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가르침에 비유하면 누군가 가르침을 주건 주지 않건 스스로 가르침을 

찾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는 어떤 환자의 경우 적당한 자양분을 얻거나 

적당한 자양분을 얻지못하거나, 적당한 의약품을 얻거나 적당한 

의약품을 얻지못하거나, 적당한 간병인을 얻거나 적당한 간병인을 

얻지못하거나 상관없이 그의 질병은 치유 된다. 

  

(환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2, 전재성님역) 

  

  

약을 주면 반드시 낫는 케이스가 있다. 가르침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 주건 주지 않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이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근기가 수승하다고 말하고 전생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다고 말한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를 의약품의 비유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경전 문구 담  마 비  고 
1 적당한 의약품을 얻거나 적당한 

의약품을 얻지 못하거나 그의 

질병은 치유 되지 않는다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음 
-고집불통 
-완고한 노인 
(여백없음) 

2 적당한 의약품을 얻어서 적당한 

의약품이 결여 되지 않으면 그의 

질병은 치유 된다. 

가르침을 주면 

받아 들임 
-어린이,청소년, 청년 
(여백있음) 

3 적당한 의약품을 얻거나 적당한 

의약품을 얻지못하거나 상관없이 

그의 질병은 치유 된다. 

스스로 가르침을 

찾음 
근기가 수승한 불자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표를 보면 포교방향을 어디로 정할지에 대하여 

알 수있다. 첫번째 항목에서 고집불통이나 완고한 노인의 경우 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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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음을 말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 포교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가르침을 받아 들일 만한 여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포교는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포교는 늘 외면 받는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스스로 

가르침을 찾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스승을 

찾아 나서는 케이스이다. 이런 케이스는 포교할 필요가 없다.  

  

한번 사상이 형성 되면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모두 다르다. 그 얼굴로 평생살아 간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성향은 모두 다르다. 그래서 한번 타고난 성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사상이 형성 

되면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서 갖게 된 

신앙이 평생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점차 고착화 된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여 새로운 

변화를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다. 마치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과 같다.  

  

툭하면 발끈하는 사람 

  

이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은 사람에게 부처님은 세 종류의 사람중의 

하나로 보았다. 그런데 앙굿따라니까야에 따르면 세 종류의 사람 시리즈 

중에 종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수행승들이여, 누가 마음이 종기와 같은 사람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울화가 많아서 조금만 말을 걸어도 

성내고 골내고 짜증내고 증오하고 공격하고 미움과 분노와 불만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상처난 종기를 나뭇가지나 

돌조각으로 찌르면 많은 고름이 흘러 나오는 것처럼,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울화가 많아서 조금만 말을 걸어도 

성내고 골내고 짜증내고 증오하고 공격하고 미움과 분노와 불만을 

드러낸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마음이 종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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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와 같은 사람, 앙굿따라니까야 A3:25, 전재성님역) 

  

  

툭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발끈 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비판이나 비난이 쏟아지면 그 즉시에서 맞받아 

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에 대하여 종기와 같은 

사람이라 하였다. 

  

종기를 건드르면 툭 터지면서 고름이 나온다. 성내는 것도 일종의 

고름과도 같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고름은 성내는 것, 짜증내는 것, 

증오하는 것,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다. 꽉막혀 있어서 더 이상 들어 갈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 

어떤 가르침도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이 맞고 남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종기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넷상에서도 볼 수 

있다.  

  

자애와 연민을 보내는 이유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시리즈에 있어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 사람, 종기와 같은 사람에 이어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떤 케이스일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사귀지 말아야 하고 친하지 말하야 하고 섬기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계행과 

삼매와 지혜가 우리 보다 저열한데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애를 배풀고 연민을 베풀 뿐, 사귀지 말아야 하고 친하지 

말하야 하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 

  

(사귀어야 할 사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6, 전재성님역)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행과 삼매와 지혜가 우리 

보다 저열한 사람은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나와 

동등하거나 나 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계행이 안좋은 자에게는 자애와 연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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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라 하였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악행을 지었을 때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 뻔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애와 연민을 보내는 

것이다.  

  

“자신보다 수승한 자와 사귀라”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Nīhīyati puriso nihīnasevi 

Na ca hāyetha kadāci tulyasevī, 

Seṭṭhamupanamaṃ udeti khippaṃ 
Tasmā attano uttariṃ bhajethāti. 
  

  

[세존] 

“저열한 자와 사귀면 퇴락하기 마련이지만 

동등한 자와 사귀는 자는 퇴락하지 않네. 

수승한 자와 사귀면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수승한 자와 사귀라. (A3:26, 전재성님역) 

  

  

저열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고 

동등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지 않으며 

수승한 사람을 섬기면 빨리 향상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보다 수승한 사람을 섬겨야 하리. (A3:26, 대림스님역) 

  

  

  

2014-02-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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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사람의 도인이 출현하면 
  
  
  
홀가분함을 느낄 때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동종업계 사장님이 있다.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종종 마주치면 “요즘 어떻습니까?”라고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다. 최근 

그 사장님은 일감이 넘쳐 나는 모양이다. 베테랑직원 둘을 두면서 일을 

하지만 다 소화하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말이 도움이 사실 

‘하청’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납기가 급하다 보니 주말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밤낮없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  
  
안면도 있고 해서 도와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급했는지 계속 

재촉하는 것이다.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일감이 들어오면 수입이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묶이게 된다. 오로지 그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아하는 ‘글쓰기’ 역시 할 수 없다.  
  
주말에는 개인적인 약속도 있어서 도저히 납기를 맞추기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이유를 들어 바쁘더라도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정중하게 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홀가분함’을 

느꼈다. 마치 해방된 듯한 기분과 함께 발걸음이 가벼웠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홀가분함을 느낄 때 가 있다. 무언가 묶인 것에서 벗어났을 때이다. 

그것이 일이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를 만끽한다. 그런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 할 

것이다. 숫따니빠따에도 자유로운 삶에 대한 노래가 있다. 
  
  
Āmantanā hoti sahāyamajjhe  

Vāse ṭhāne gamane cārikāya,  
Anabhijjhataṃ seritaṃ pekkhamāno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있거나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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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거닐면, 항상 요구가 많으니,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40) 
  
(Khaggavisāṇa sutta-무소의 뿔의 경, 숫따니빠따 Sn1.3,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자유로운 삶(seritaṃ)’ 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원하는대로 살고 남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말한다. 게송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구절을 보면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있거나 가거나 또는 거닐면, 

항상 요구가 많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슨뜻일까? 인연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 시는 엑까밧지까 브라흐마닷따 라고 하는 연각불이 지은 것이다. 

옛날에 엑까밧지까 브라흐마닷따 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책임감이 강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코끼리에 타고 있을 때나 말 등에 타고 있을 때라도 상담을 요청하면, 

내려서 한 귀퉁이로 가서 상담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엑까바자까라고 

불리었다.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출가를 했다. 그러자 대신들의 재량권이 

커졌는데도 대신들은 서로 통치하겠다고 싸웠다. 어느 날 두 대신이 한 

지방을 두고 서로 다스리겠다고 싸웠다. 왕은 두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탐욕에서 오는 재난을 보고, 통찰하여 깨달음을 

얻어 연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stn40 인연담) 
  
  
대신들에게 통치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는데 서로 다투었다고 

한다. 이는 권력투쟁을 말한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공유하지 못한다는데 

대신들이 사이 좋게 권력을 공유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닭들도 헤게모니를 잡기 위하여 머리를 쪼는 닭싸움을 한다. 또 군대내 

내무반에서도 하사와 병장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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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간에도 영역다툼이 일어나고 헤게모니 다툼으로 번져간다. 

헤게모니 다툼으로 인하여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도 승리자를 정점으로 

하여 위계질서가 성립된다. 동물의 세계이건 인간의 세계이건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다툼은 모두 탐욕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남이 탐내지 

않는 ‘무탐(無貪, Anabhijjha)’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 한다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스런 사람들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님들일 것이다. 해마다 해제철이 

되면 산문을 나서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스런 

사람들 같다. 바랑 하나 메고 산문을 나서는 순간 자유를 만끽 하는 

듯한 기분이다. 마치 수년간의 병영생활을 마침과 함께 예비군복을 

입고 위병소 정문을 나섰을 때 그 산뜻한 기분과 가벼운 발걸음과 같은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무소의 뿔의 경에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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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불교신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숫따니빠따 무소의 뿔경에는 공통적으로 네 번째 구절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라고 되어 있다. 

그 어느 것에도 속박 되지 않아 홀가분 마음으로 살아 가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것이다. 이어지는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Khīḍḍā ratī hoti sahāyamajjhe  
Puttesu ca vipulaṃ hoti pem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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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avippayogañca jigucchamāno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동료들 가운데 유희와 환락이 생겨나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생겨나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41) 
  
(Khaggavisāṇa sutta-무소의 뿔의 경, 숫따니빠따 Sn1.3, 전재성님역) 
  
  
게송을 보면 키워드가 동료(sahāya)와 자손(Putta)이다. 동료와 

어울리면 먹고 마시고 잡담하는 등 즐기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고, 

자식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애착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묶이는 것’을 말한다. 게송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구절에 

대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에까뿟띠까 브라흐마닷따 라고 하는 한 연각불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베나레스의 왕이었다. 그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극히 사랑하여 행주좌와에 항상 같이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원에 나갔는데 외아들을 왕궁에 두고 나갔다. 바로 그날 외아들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대신들은 그 사실이 왕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왕자를 화장한 뒤에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왕은 유원에서 술에 취하여 왕자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왕은 목욕하고 식사시간에 왕자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제야 대신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왕은 비탄해하였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라고 연기를 순관하고 역관해서 깨달음을 얻어 

연각불이 되었다. 
  
(stn41 인연담) 
  
  
왕이 대신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등 여흥을 즐겼다. 그러는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그것도 하나 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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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라 하여 여덟 

가지 괴로움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될 것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 하면 된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사람 (Piyavippayogañca jigucchamāno)”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였다. 
  
왜 공감(共感)하는가? 
  
무소의 뿔의 경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가장 고층 경전으로 부처님 

원음이 생생하게 실려 있고 또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송된다는 

숫따니빠따의 문구를 읽어 보면 공감하기 때문이다.  
  
지난 번 올린 글 중에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이라는 제목이 있다. 애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에 애착에서 벗어나려면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만들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글을 쓰는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가정을 가진 재가자일지라도 가르침을 접하면서 공감하는 것은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불교처럼 동문서답과 같은 

가르침도 아니고 마하야나처럼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내용도 아니다. 

현실에서 겪고 있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공감(共感)’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는 출재가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또한 공감하는 경전이라 볼 수 있다.  
  
어느 법우님이 인터넷카페에서 퍼온 글 
  
그런데 재가자의 글쓰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어느 경우 비판을 

넘어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근거 없는 비방이다. 

이런 경우 차라리 ‘중상모략’에 가깝다. 그것은 한마디로 글을 쓰기 

못하게 하려는 ‘고약한’ 심보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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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치 초등학생이나 하는 소리를 듣는 듯한 글을 보았다. 어느 

법우님이 인터넷카페에서 퍼온 글이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꽃님>이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울지 모르겠지만  

저도 매번 반박을 해 드리지요. 앵무새가 지칠지 제가 지칠지 두고 보면 

알겠지요.  

 

출가를 해서 번뇌를 끊고 해탈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붓다의 

가르침이라면  

그토록 경전 귀절 한마디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분이라면> 내일이라도 

출가를 할 듯 합니다.  

언제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를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재가자 주제에> 출가를 하는 것이 진정한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울부짖는 모습도 우습지만>  

그렇게 <울가를 울부으면서> 진작 자신은 출가를 안 하는 <인격의 

이중성>은 참으로 귀신도 곡할 노릇입니다.  

-------------------------------------------------------------------

-------------------------------------  

 

DH 님은 위와 같은 SS 의 예의 없는 어법 또는 어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__()__  

DH 님이 못 하겠으면, 같은 WB 사의 책임자-급이신 HG 님이 혹시 이 글을 

보시거든 대신 답하셔도 됩니다. __()__ 
  
(I 법우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42) 
  

  



274 

 

 
  

anger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여럿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피함으로써’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의 경(M2)’에서 ‘피함에 의히여 끊어지는 번뇌’가 이에 

해당된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되는 것이다. 안보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난이나 비방글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본문에 누군가 글을 남겨 주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번뇌가 생겨난다. 
  
재가불자주제에 까분다고? 
  
댓글을 보면 대단히 악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유치함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본에 대한 글을 쓰면 ‘친일파’가 되고, 평등에 대한 

글을 쓰면 ‘친북좌파’로 모는 것과 같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하여 게송의 내용 대로 글을 썼다 하여 왜 출가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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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자는 앵무새, 얼간이, 외눈박이, 

개망나니, 심지어 이중인격자, 외도, 단멸론자 등 이 세상에 태어나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온갖 말을 한다. 또 올린 글에 대하여 “다 

틀렸다” 다든가, “헛소리 하지말라”든가, “망발 하지말라”든가, 

“왜곡하지 말라”등 온갖 함담을 한다.  
  
그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는 올려진 글을 보면 일 수 있다. 

재가자가 주제넘게 글을 쓴다는 것이다. 묵묵히 수행정진하는 스님도 

가만 있고 학문연구에 매진 하는 학자도 함부로 글을 올리지 않는데 

재가자가 조금 안다고 ‘까분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극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고약한 심보라 본다. 그래서 스스로 블로그 문을 닫게 자극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극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폭탄을 맞았을 때 
  
초전법륜경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라 하였다. 특히 후자에 대하여 

한자사자성어로 ‘원증회고(怨憎會苦)’라 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이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병과 같은 ‘질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지 않았던 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한마디로 ‘폭탄’을 맞은 것과 같다. 
  
집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주 하였을 때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종종 서부영화를 보면 평화로운 가정 장면이 있다. 아내와 아들딸이 

있는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 

든다. ‘불청객’이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주인은 이 불청객에 대하여 

호의를 배푼다. 그러나 불청객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주인을 

협박하여 묶어 두고 아내와 딸을 차례로 겁탈한다. 한 순간에 평화롭던 

가정이 불청객에 의하여 ‘쑥대밭’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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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안데스’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다. 16 세기에 일어 났던 

피사로의 안데스정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1532 년 180 명으로 중무장한 

피사로 군대가 잉카제국에 도착한다. 황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것이다. 잉카제국의 왕은 피사로 군대를 환대한다. 잉카의 전설에 

따르면 하얀 백인과 같은 신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사로군대는 환대를 원수로 갚는다. 그래서 

본래 목적인 금을 갖기 위하여 잉카의 왕을 포로로 잡는다. 그러자 

잉카의 신민들은 왕을 구하고자 무려 11 톤이나 되는 금을 바쳤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잉카왕은 살해 되고 잉카제국은 멸망한다. 

불과 180 명으로 중무장한 낯선 불청객들에 의하여 평화롭던 천년제국이 

하루 아침에 ‘쑥대밭’이 되어 버린 것이다. 
  
평화롭던 가정이 불청객에 의하여 쑥대밭이 된 것은 ‘탐욕’때문이다. 

또 천년왕국 잉카제국이 고작 180 명의 중무장한 군대로 쑥대밭이 된 것 

역시 ‘탐욕’때문이다. 이런 불청객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초전법륜경에서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이다. 
  
품위 있는 글을 쓰고자 
  
글을 쓰면서 매일 ‘구업(口業)’을 짖고 있다. 그런 구업이 악업이 

아닌 선업(善業)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품위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지켜 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안면 있는 이들이 그렇다.  
  
안면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노출 되어 있다. 글을 통하여 내면적인 

것이 알려져 있고 또 외모로서 외면적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과 밖에 매칭 되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함부로 글을 못쓴다.  
  
그러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노출 되어 있다. 

인터넷시대에 누구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읽어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글을 쓰고자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앵무새, 얼간이, 

외눈박이, 개망나니, 이중인격자 등 악의적인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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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였다. 속된 

말로 말려 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낚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의적 비난이나 비방을 밥먹듯이 한다면 스스로 ‘낚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언어적으로 악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언어폭력이 일상화 된 자에게 

‘연민’을 보낸다.   
  
유치원생이나 하는 말 
  
자유롭게 살고 있다. 비록 수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와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에 공감한다. 더구나 “애착이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에 따라 괴로움이 생겨난다.(stn36)”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또 “사귐에서 오는 두려움(stn37)”이나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서로 엉킨 것과 같다(stn38)”구절 역시 

공감한다. 그래서 “사슴이 초원을 거닐 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stn39)”이라는 말에 또한 공감한다. 
  
비록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 만은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동경한다. 그런데 이런 류의 글을 썼다고 하여 “언제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를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유치한 발상이다. 초등학생들이 아니라 유치원생이나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인터넷난동을 멈추어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피해서 괴로움을 없애게 

할 수도 있지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앵무새가 지칠지 

제가 지칠지 두고 보면 알겠지요.”라고 말하면서 ‘함 해보자!’식으로 

나온 경우를 말한다.  
  
불청객은 그 성향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주인은 불청객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 해준다.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불청객은 평화롭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천년왕국을 하루 

아침에 짓밟아 버린다. 모두 탐욕에 뿌리박은 탐욕, 사견, 자만의 마음 

때문이다. 또 성냄에 뿌리박은 증오, 질투, 인색, 후회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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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렇게 탐욕과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오염’ 되어 간다.  
  
“한사람의 도인이 출현하면 향기가 나고, 하나의 사기꾼이 출현하면 

악취가 풍긴다”고 하였다. 넷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냄에 뿌리 

박은 한사람의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오염된다면 불청객이나 

다름 없다.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더 쑥대밭 되기 전에 

‘난동’을 멈추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난동을 멈추어라! 
  
  
  
2014-03-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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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파워블로거라고 하는데 
  
  
  
블로그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최근 불교닷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하도겸 칼럼'의 표현을 두고 촉발된 논란이 대형 포털로 

옮겨갔다. 다음 파워블로거인 '진흙 속의 

연꽃'(blog.daum.com/bolee591)은 26 일 "'중놈과 땡중' 승가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로서 정화불사를" 글에서 하도겸 필화를 다뤘다. 
  
(포털로 번진 '중놈'과 '땡중' 논란, 불교닷컴 2014-02-28) 

  

 
  

blog 
  

  
지난 2 월 26 일 ‘“중놈과 땡중”승가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로서 정화불사를’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 있다. 글을 

인용한 기사에서 ‘파워블러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파워블로거라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디어다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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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서 글을 올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디어다음에서 선정한 파워블로그 명단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파워블로거라고 부른 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힘을 뜻하는 

파워를 집어 넣은 것은 그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종종 실린 글이 교계인터넷매체에 소개 되기도 한다. 또 오마이뉴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기사에서 필명이 소개 되고 글의 내용이 인용되기도 

한다. 그런 글들은 대부분 교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한 것들이다. 

그러나 교계비판에 대한 글은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 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글의 신뢰도 
  
글에는 신뢰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논문’에 대하여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한다. 그 다음으로 ‘신문기사’라 

볼 수 있다. 기사는 철저하게 ‘팩트(fact, 사실)’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신뢰하는 편이다.  
  
그러나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 인터넷에 올려진 수 많은 글들은 

그다지 신뢰받지 못한다. 어떤 이는 읽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로 

취급하기도 한다. 왜곡된 주장이나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하여 검증없이 

자신의 견해가 실려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 역시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될 것이다. 
  
올린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흔한 오류는 문법이 틀린 경우이다. 

아직까지 받침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햇갈릴 때가 많다. ‘집을 

짓다’라고 하였을 때 ‘짖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짖다’는 ‘개가 짖다’에 해당되나 급히 쓰다 보면 오류가 나기 

쉽다.  
  
또 어떤 경우 뜻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다.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반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글을 보시는 분들이 지적해 

준다. 그러면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즉시 수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분이 가장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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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았을 때 잘못된 문장이 인터넷바다를 떠 다닐 수 

있다.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허용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스크랩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긁어 가는 것을 막도록 조치해 놓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은 많이 퍼가면 퍼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법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불교의 목적이 행복추구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 열반에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구로 넷상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 한다. 

이런 원칙의 고수에 대하여 공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 
  
저 산이 관악산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적이 없건만 
  
한번도 파워블로거라고 불러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교계신문사이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마치 창문 밖에 보이는 저 산이 한번도 ‘관악산’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관악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름을 부여 한다. 이름이 

부여 되어야만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명칭은 비록 한 개인일지라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주민등록상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직장에 가면 김대리, 이과장, 박부장 등으로 불리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 또는 아빠로 불리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Samaññā hesā lokasmiṃ  
nāmagottaṃ pakappitaṃ- 
Sammuccā samudāgataṃ  
tattha tattha pakappitaṃ- 
  
세상의 이름이나 성은  
명칭의 시설에 지나지 않으니, 
그때 마다 통하는 명칭으로 생겨나  
여기 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stn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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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āseṭṭhasutta-와셋타의 경, 숫따니빠따 Sn3.9, 전재성님역) 
  
  
전재성님의 책에서는 이 게송에 대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나까무라 하지메역과 이를 중역한 법정스님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世の中で名とし姓として 
付けられているものは、名称にすぎない。 
（人の生まれた）その時その時に付けられて、 
約束の取り決めによってかりに設けられて伝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 
  
(stn648,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역)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통칭(通稱)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난 그때마다  
임시로 붙여져 전해지는 것이다.  
  
(stn648, 법정스님역) 
  
  
전재성님 역에서 “시설에 지나지 않으니”라는 말은 ‘pakappita’에 

대한 번역이다. 이는 pakappeti 의 과거분사형으로 ‘considered; 

designed; arranged, 分別した, 整えた, 計画した, 作った’의 뜻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부여 되어 불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불리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불리워지기 때문이다. 별명 같은 것도 이에 해당된다. 
  
또 하나의 이름 별명(別名) 
  
중학교 다닐 때 여선생님이 있었다. 그 선생님은 별명짓기에 가히 

천재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외모와 행동을 보고서 즉석에서 별명을 

짓는 것이다. 주로 동물에 대한 것이 많았다. 이렇게 한번 별명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이름 대신에 주로 불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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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닐 때 ‘몬다이상’이 있었다. 일본어를 알아야 업무가 원할하게 

진행 되기 때문에 일본어 배우는 열풍이 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갓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말끝마다 ‘문제가 있다’는 뜻의 

‘몬다가 아리마쓰’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녔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하여 ‘몬다이상’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별명은 또 하나의 이름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명칭에 

대하여 그때 그때 붙여 주는 것이라 하여 “여기 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tattha tattha pakappitaṃ, stn648)”라 하였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불리워지는 명칭 
  
창문 밖의 저산이 언제 관악산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관악산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불러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보면 ‘사기꾼’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불리워지는 

것이 명칭이다. 와셋타경(Sn3.9)에서 이어지는 게송은 다음과 같다. 
  
  
무지한 사람에게  
그릇된 견해가 오랜 세월 잠재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stn649)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나,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바라문인 자가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 (stn650)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장사치가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stn651)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  



284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왕이 됩니다. (stn652) 
  
현자들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님으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stn653)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뭇 삶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stn654) 
  
  
게송을 보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여기서 행위라고 

한 것은  ‘Kamma’에 대한 번역어이다. Kamma 는 영어로 ‘action’이라 

번역 되는데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kamma 
: (Sanskrit: karma): 'action', correctly speaking denotes the 

wholesome and unwholesome volitions (kusala- and akusala-cetana) 

and their concomitant mental factors, causing rebirth and shaping 

the destiny of beings.  
  
  
행위를 뜻하는 깜마는 선한 행위와 불선한 행위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전문술어로 ‘꾸살라 쩨따나’와 ‘아꾸살라 

쩨따나’라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쩨따나 (cetana) ‘라는 

말이다.  
  
왜 의도가 중요할까? 
  
쩨따나는 ‘의도’라 번역된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52 가지 마음의 

작용(마음부수) 중의 하나로서 모든 마음에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참고로 모든 마음에 공통으로 일어나는 마음부스는 접촉(팟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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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웨다나), 지각(산냐), 의도(쩨따나), 집중(에깍가따), 

생명기능(지위따인드리야), 작의(마나시까라) 이렇게 일곱 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의도가 중요할까? 이는 존재로 하여금 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또 존재의 운명(destiny)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그런 

행위는 불선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나고 불선업을 악처에 재생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의도에 따른 행위의 과보는 지금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장사치가 되고..(stn651)”라고 하였다. 또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stn652)”라 하였다. 농부는 농부가 되고자 하는 현재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기꾼은 어떨까? 
  
피치 못하게 사기꾼이 되는 경우 
  
농부는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할 수 있다. 기술자 역시 자신을 

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한행위에 

대한 과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둑놈과 사기꾼은 다르다.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불선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 부여된 명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돈이 

없을 때이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 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나버렸을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게 “도둑놈” 

또는 “사기꾼”이라는 명칭을 붙여 줄 것이다. 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한번도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공감하는 글을 쓰고자 
  
한번도 파워블로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향력 있는 

교계신문사이트에서 파워불로거라고 소개 한 것 대하여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한다. 보통불자의 일상적인 글쓰기로서 B급 삼류글쓰기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과분한 명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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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매스컴에서 필명과 함께 올린 글이 인용 되는 것을 보면 인터넷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작은 생각 하나에 대하여 올린 글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슈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젠다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글을 써야 

한다. 또 가급적이면 품위있고 격조 있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글쓰기는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경전을 바탕을 한 

글쓰기를 하였을 때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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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족할 줄 아는 삶,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위하여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늘 듣는 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한다. 사실 이런 말을 늘 듣는다. 어느 해이든지 

경기가 좋았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 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경기를 일으키는 것이라 

한다. 아파트를 짓고 토목사업을 하는 등 건설경기를 일으키면 

전산업분야로 파급되어 경기가 동반상승한다고 한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 분양하면 새로 입주 하게 된다. 이 때 가전제품을 

많이 바꾼다. 그래서 가전수요가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전반적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정책당담자들이 늘 

쥐고 있는 카드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이다. 
  
요즘 TV 를 보면 아파트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난이라 한다. 또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여 차라리 집을 사고 말았다는 수요자의 

인터뷰를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 하니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적기라 한다.  
  
하지만 매스컴에서 보도 될 때 이에 부하뇌동하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주로 정부주도의 부동산정책에 반발하는 민간연구소의 

보고서가 그렇다. 그래서 저리의 은행융자를 받아 집을 장만 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시 

하락하고 말 것이라 한다. 그래서 막차 타지 말기를 경고하고 있다.  
  
아파트 등 집을 장만할 때 제돈 주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구입한다. 요즘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규제를 풀고 또 한편으로 저리금융정책을 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부방침에 따라 집을 구입하였을 때 

빚쟁이가 되고 만다. 아무리 은행이자가 낮다 하여도 은행도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돈을 

빌렸을 때 이자비용에 대한 지불을 감수 해야 한다.  
  
빚잔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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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집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르기를 기대해서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대세 하락기’에 있어서 정부정책만 믿고 

돈을 빌려 집을 샀을 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수입의 대부분이 

이제부담으로 나갈 때 고민은 클 것이다. 그럴 경우 궁전 같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값하락과 이자부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였으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 결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빚잔치’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빚 없는 행복’이 있다. 재가불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앙굿따라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naṇaṃ sukhaṃ ñatvāna  
atho atthisukhaṃ sare, 
Bhuñjaṃ bhogaṃ sukhaṃ  
macco tato paññā vipassati.  
  
[세존] 
빚 없음의 행복을 이루고 
소유의 행복을 새기리. 
향유의 행복을 누리며 
인간은 그것에 대해 지혜로 통찰하네. 
  
(Anaṇasuttaṃ-빚 없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62, 전재성님역) 
  
  
빚진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돈을 빌려 빚잔치를 벌였다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갚지 못하면 ‘사기꾼’소리를 

듣기 쉽다.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야 사기꾼이라 말하지만,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해도 사기꾼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빚 

없는 것이 행복이다. (Anaṇaṃ sukhaṃ)’라 하였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은 빠알리어 수카(sukha)의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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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빚이 없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이는 빚진 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도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눈물겹다. 빚독촉에 시달려 자살을 하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잠적 하기도 한다. 마치 죄인처럼 살아 가는 사람들이 빚진 

자들이다. 그런면으로 본다면 빚잔치로 집을 구입한다면 행복시작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작으로 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행복끝 

고통시작’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정스님의 소욕지족 소병소뇌(少欲知足 少病少惱)  
  
행복은 소욕에서 오는 것이라 하였다. 또 행복은 현재 조건에서 

만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소욕지족(少慾知足)’이다. 그래서 ‘괴로움 끝 행복시작’이라 볼 수 

있다.  
  
소욕지족에 대한 네어버 검색을 해 보니 국어사전 단어로서 ‘소욕지족 

소병소뇌(少慾知足 少病少惱)’라 소개 되어 있다. 아는 ‘적은 것으로 

넉넉할 줄 알며,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는 뜻이다. 더 검색을 해 

보니 법정스님의 글에 나온 것이라 한다. 소욕지족 소병소뇌에 대한 

법정스님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욕지족 소병소뇌(少欲知足 少病少惱)  
  
             "소욕지족 소병소뇌少欲知足 少病少惱"  
                '적은 것으로써 넉넉할 줄 알며,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  
  
  
저는 물의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늘 "물보살님! 감사합니다."하고 합장기도를 올립니다.  
어디 고마운 존재가 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흙과 공기와 바람과 햇빛 모두 고마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연현상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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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난의 의미를,  
맑은 가난인 청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억제하는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맑은 가난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맑은 가난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내 이웃이 갖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많이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날마다 4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전역에서 10 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우리 돈 천 원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지구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만이 아니고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치의 척도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에 만족하는 삶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런 생활 태도를 갖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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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태윤리를 지니지 않는 한,  
세상은 더욱 나빠지고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돈이나 재물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되면  
그곳에는 인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5 도에서 8 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산다면,  
히말라야를 비롯한 빙하들이  
앞으로 40 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빙하가 녹으면 녹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매몰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 있으려면,  
현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보다 겸손한 태도로 지구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하루하루 실천해야 합니다.  
덜 쓰고 덜 버려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넘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대에 허물지 않고 가꾸어 온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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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스님 법문집<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에서- 
  
  
스님은 글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것”과 

“조금 모자란 것에 만족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이 구절이 바로 

‘소욕지족 (少欲知足)’을 가장 잘 표현 하는 말이라 보여 진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여 산다면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욕(少欲)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족함알 알게 되어 

지족(知足)이 된다.  
   
불교의 소욕지족의 삶 
  
불교의 소욕지족의 삶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다. 또 조금 

모자란 것에 만족하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tthamhi jātamhi sukhā sahāyā 
Tuṭṭhī sukhā yā itarītarena 
Puññaṃ sukhaṃ jīvitasaṅkhayamhi 
Sabbassa dukkhassa sukhaṃ pahāṇaṃ.  
  
  
일이 일어났을 때는 벗이 행복이고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고 
목숨이 다할 때는 공덕이 행복이고 
일체의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Dhp331, 전재성님역) 
  
  
事がおこったときに、友だちのあるのは楽しい。 
(大きかろうとも、小さかろうとも)、どんなことにでも満足するのは楽し

い。 
善いことをしておけば、命の終るときに楽しい。 
(悪いことをしなかったので)、あらゆる苦しみ(の報い)を除くことは楽し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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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331, 나까무라 하지메역) 
  
  
일이 생겼을 떄 벗이 있음은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나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Dhp331, 법정스님역) 
  
  
A blessing:     friends when the need arises. 
A blessing:     contentment with whatever there is. 
Merit at the ending of life is a blessing. 
A blessing:     the abandoning of all suffering 
            & stress. 
  
(Dhp331, 타닛사로빅쿠역) 
  
  
법구경 331 번 게송은 행복(sukhā )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벗, 지족, 

공덕, 이고’에 대하여 네 가지 수카를 노래 하였다. 이 수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행복’이라 하였고, 나까무라하지메는 

‘楽しい(즐거움)’이라 하였고, 법정스님 역시 ‘즐거움’이라 하였다. 

타닛사로빅쿠는 blessing 이라 하여 ‘축복’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수카에 대하여 다양한 번역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든지 만족하는 삶 
  
331 번 게송에서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Tuṭṭhī sukhā yā itarītarena)”라 하였다. 여기서 

itarītara 는 ‘whatsoever; any’의 뜻이다. Tuṭṭhī 는 ‘pleasure; 

joy’의 뜻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 

하였고, 나까무라하지메는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는 것이 

즐거움이라 하였다. 타닛사로 빅쿠 역시 무엇이든지 만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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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이라 하였다. 이렇게 행복은 크건 작건 간에 무엇이든지 만족하는 

삶을 말한다. 이를 한자성어로 말한다면 ‘소욕지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은 소욕지족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깟사빠존자의 소욕지족 
  
소욕지족의 삶은 모든 수행자에게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다. 또 

재가자에게도 해딩된다. 굳이 행복지수 공식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욕심을 줄이면 편안해진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현재 

있는 조건에 만족한다면 가장 행복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런 

소욕지족의 실천자로 깟사빠 존자를 들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깟사빠상윳따(S16)이 있다. 소욕과 지족의 삶을 산 존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Santuṭṭhoyaṃ bhikkhave, kassapo itarītarena cīvarena, 
itarītaracīvarasantuṭṭhiyā ca vaṇṇavādī, na ca cīvarahetu anesanaṃ 
appatirūpaṃ āpajjati, aladdhā ca cīvaraṃ na paritassati. Laddhā ca 
cīvaraṃ agadhito1 amucchito anajjhāpanno ādīnavadassāvī 
nissaraṇapañño paribhuñja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여기 이 깟사빠는 어떠한 의복에도 만족한다. 그는 

어떠한 의복에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래서 그는 의복 때문에 

삿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는 의복을 얻지 못해도 

동요되지 않고 의복을 얻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위험을 직시하고 여읨을 생각하며 그것을 받는다.” 
  
(Santuṭṭhisutta-만족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1, 전재성님역) 
  
  
두타제일이라 칭송받는 깟사빠 존자에 대한 부처님의 칭찬이다. 그런 

깟사빠존자는 어떤 의복에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비록 묘지에 버려진 

옷으로 누더기 옷을 입었을지라도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깟사빠 존자는 의복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사대필수품이라 불리우는 탁발음식, 와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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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에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깟사빠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대들은 그렇게 되고자 

실천해야 한다.( S16.1)”라고 강조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이 

법구경에서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dhp331)”이라는 

구절의 원형으로 보인다. 이는 다름 아닌 소욕지족이라 본다.  
  
만족(Santuṭṭhi)은 어떤 뜻일까?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만족(Santuṭṭhi)’은 어떤 뜻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Srp.II.161 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만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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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서는 소득에 따른 만족, 기력에 따른 만족, 분수에 따른 만족 

이렇게 세 가지 만족이 있다고 하였다.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한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이다. 
  
자애경(Sn1.8)에서 
  
경에서 만족이라고 번역한 것이 빠알리로 산뚯티(Santuṭṭhi)이다. 만족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 하였다. 그런데 산뚯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이 

있다. 자애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Santussako ca subharo ca   산뚯사꼬 짜 수바로 짜 

appakicco ca sallahukavutti  압빠낏쪼 짜 살라후까웃띠 

Santidriyo ca nipako ca  산띠드리요 짜 니빠꼬 짜 

appagabbho kulesu ananugiddho,  압빠갑보 꿀레수 아나누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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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줄 알아서 남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몸과 마음 고요하고 슬기로우니,  
가정에서 무모하거나 집착하지 말지이다. (stn144) 
  
(Karaniya Metta Sutta- 자애경, 숫따니빠따-Sn 1.8, 전재성님역)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만족할 줄 알아서 (Santussako)”라는 말이 

있다. Santussa 는 Santussati + a 인데, Santussati 의 뜻은 

‘contented, pleased, or happy’의 뜻이다. 이는 깟사빠경에서 

산뚯티(Santuṭṭhi)와 어근을 공통으로 갖는 말이다.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며 동시에 행복한 자라는 뜻이다. 
  
행복에 대한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누구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라 하였을 때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행복(sukha)이라는 말 역시 오욕락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하다. 그래서 단지 “불교의 

목적이 행복입니다”라고 말한 다면 오도 되기 쉽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 행복은 세속에서 말하는 오욕락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고득락이라 하여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접하였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가 단지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 하는 종교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욕락도 행복이다. 그런데 법구경 에서는 "일체의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Sabbassa dukkhassa sukhaṃ pahāṇaṃ, dhp331)”라 

하였다. 이는 이고(離苦)가 행복이라는 말과 같다. 더 나아가 열반도 

행복이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열반 그 자체에 대하여 행복이라 볼 수 

없다. 마음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열반은 마음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정한 삶을 완성한 번뇌 다한 아라한의 삶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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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331 번 게송에서도 "일체의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행복의 범주는 매우 넓다. 따라서  이고득락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이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행복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난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문을 꼼꼼이 읽어 보지 않고 건성건성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라 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단세포적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라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고수준이 요즘말로 

‘초딩’순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음으로 조작된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해지고자 한다. 이세상의 모든 종교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경전에 수카에 대하여 수 많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 하신 행복은 오욕락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이를 싸잡아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라거나 이고득락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못 된다. 왜 그런가? 열반을 

제외한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어떤 것일까?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있어서 느끼게 된다. 그러데 행복은 느낌이라는 

것이다. 그런 느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조건에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삼매에 의하여 성취된 행복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장자여, 또한 수행승이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행복하다고 하는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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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선정도 만들어진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든 만들어지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하고야 

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그는 그것에 입각해서 번뇌의 

부숨을 성취합니다.  
  
(앗타까 시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11.16,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3선정에서 성취된 행복(sukha)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결국 무상하고 소멸되고 말 것이라 하였다.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조건이 다 하면 소멸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가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며 법의 눈이 열린 장면이 표현 된다.  
  
삼매에서 얻어진 행복은 세속에서의 오욕락과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산중에서 홀로 사는 것도 세속의 행복과 견줄 수 

없는 지고의 행복을 맛보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행복은 조작된 것이라 하였다. 삼매에서 얻어진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를 한다디로 말하면 행복한 

느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행복에 대하여 일시적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속의 오욕락이든 삼매에서 맛보는 행복이든 그런 

일시적 느낌에 대하여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 
  
정견(正見)과 사견(私見) 
  
사람들은 느낌에 목숨을 건다. 노인의 성문제를 다룬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제목이 있듯이 즐거운 느낌에 올인한다. 또 빚잔치를 

벌여 보다 높은 평수의 아파트 구입에 올인한다. 또 황제와 같은 근사한 

행복한 밥상을 마주한다. 과연 이런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갈까? 느낌에 

목숨을 걸지만 그 때 뿐이다. 한 번 행복을 느끼고 나면 그 느낌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즐거운 느낌에 목숨을 건다.  

  

즐거운 느낌에 대하여 한자어로 ‘행복’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즐거움이라 한다. 이처럼 행복 또는 즐거움 이라 번역되는 말을 

빠알리어로 ‘수카’라 한다. 그런데 수카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오욕락도 수카이고, 삼매의 경험도 수카이고, 열반도 수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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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고득락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고득락에 대하여  ‘이고득열반’이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써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초딩’수준의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해탈’이나 

‘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출가하라는 

말이냐?”라고 비난한다면 단세포적 반응으로서  ‘유치원생’이나 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또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을 썼을 때 “재가자 

주제에”라고 비방한다면 이는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또 성냄에 

뿌리박은 시기와 질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떼 쓰는 아이와 

같고 간난아이의 ‘옹알이’같은 것이다. 더 나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 것이 된다. 따라서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 어떤 

주장도 초딩수준의 말, 유치원 수준의 사고, 간난아이의 옹알이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은 말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삿된 견해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경전에 근거하는 말은 

정견(正見)이 되고, 경전에 근거 하지 않는 말은 사견(私見)이 된다.  

  

  

  

2014-03-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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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빠알리법구경외우기에 도전하며 
  
  
  
버킷리스트(bucket list) 
  
작년에 실크로드여행을 갔었다. 9 일 동안 여행에서 차와 기차로 이동한 

거리만 해도 2000 키로미터에 가까웠다. 세 개의 여행사에서 온 26 명이 

37 인승 버스로 이동하였는데 ‘자기소개’시간이 있었다. 그 때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세계각지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버킷리스트’이야기를 하였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생소하다. 사전을 찾아 보면 “Kick the Bucket 

에서 유리된 말로, 중세시대에 자살할 때 목에 밧줄을 감고 양동이를 

발로 차 버리는 행위에서 전해졌다. 즉,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죽기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2008)’이라는  영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bucket list)’라는 말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용어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소개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행’이었다. 큰 회사에서 월급쟁이로서 올라갈 때 까지 올라간 후 

정년 퇴임한 그 사람은 여생을 여행으로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들어 보니 자신이 가보고 싶었던 유명관광지나 

세계오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었다. 10 년에 걸쳐 30 군데를 갈 것이라 

한다. 분기마다 인천공항에 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한번 뿐이라 한다. 그래서 죽기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한다.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면 버킷리스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돈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세계여행을 즐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거나, 시간은 넘쳐나지만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계 이곳 저곳을 다니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아다. 

그러나 죽기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세계여행을 다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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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여행 
  
죽기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경전외우기’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외울 수 있는 한 외우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버킷리스트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경전외우기야말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것 보다 더 ‘짜릿한’ 흥분을 자아내는 것은 

없다고 본다. 그것은 자기자신과의 여행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자기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여행이라 본다. 
  
경전외우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경을 외우기 

시작한 것인 지난 2011 년 중국여행에서 부터이다. 여행을 가면 남는 

것이 시간 뿐이라 그 남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경외우기이다. 그래서 

평소 음악으로 즐겨 듣던 ‘라따나경(보배경, Sn2.1)’을 선택하였다. 

17 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진 라따나경을 빠알리어로 외우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경외우기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한달 보름에 걸쳐 

17 개의 게송을 모두 다 외웠다. 한번 경을 외우게 되자 ‘외는 맛’을 

알게 되었다.  
  
빠알리경은 발음도 생소하고 뜻도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으로, 우격다짐 식으로 외웠다. 마치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아무 뜻도 모르고 외는 것처럼 ‘일단 외고 

보자’는 식이었다. 이렇게 빠알리경을 외우니 한문경전을 외는 것과 

맛이 달랐다. 빠알리어가 부처님이 말씀 하신 바로 그 언어라 하니 외는 

맛이 나는 것이었다. 
  
라따나경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멧따경(자애경, Sn1.8), 

망갈라경(축복경, Sn2.4)를 외웠다. 이 세 개의 경은 테라와다불교에서 

예불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수호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망갈라타와 초전법륜경(S56.11)도 외웠다.  
  
빠알리경을 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생소하고 뜻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르고 또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이라는 말이 있듯이 

외우기로 마음 먹고 외다 보면 모두 다 외워진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오르고 또 오르면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듯이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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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경 역시 한게송 한게송 외우다 보면 어느 덧 다 외워진다. 처음 

도전하였을 때 라따나경이 그랬다. 네 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게송 

17 개를 언제 외울까 하고 아득하였으나 한게송 한게송 외우다 보니 

17 개의 게송 모두 다 외우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성취감을 맛보게 되자 어느 것이든지 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그 힘으로 멧따경, 망갈라경, 자야망갈라가타, 

초전법륜경을 외운 것이다. 이렇게 빠알리경을 외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여행이라 본다. 그렇다면 왜 또 빠알리경 외우기에 

도전하는가? 
  
왜 빠알리경을 외우는가 
  
일인사업자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시간뿐이다. 일이 있어서 바쁘면 

밤낮없이 주말없이 해야 하나 일이 없으면 시간이 철철 넘쳐 난다. 이때 

글을 쓴다. 글을 쓰더라도 길이 남을 글을 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경전적 근거를 들어 A4 로 10 페이지 가량 분량을 쓴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한편 더 쓴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은 ‘심심해’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즐길거리’를 찾는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놀이터로 삼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이다. 전철이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풍속이 되었다. 심지어 

명절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또 

어떤 이는 게임에 푹빠지기도 할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술상대를 요청할 지 모른다. 이처럼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다. 무료와 권태를 참지 못하여 끊임없이 두리번 

거린다. 이런 무료와 권태를 극복하기에 글쓰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일인사업자에게 있어서 사무실은 일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글쓰는 

공간이다. 일하는 것이 본업이라면 ‘돈도 안되는’ 글쓰기는 부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점차 역전이 되는 것 같다. 부업에 더 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업이 본업 하는 것 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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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으로도 수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공유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해당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콘텐츠는 돈으로 보상받지만 파일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부업에 해당되는 글쓰기는 

공유된다.  이렇게 글쓰기를 하여 인터넷에 올려 놓으면 공유가 된다. 

그래서 돈 되는 파일 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돈되는 

본업파일은 ‘일시적’이지만 돈안되는 부업파일은 ‘영원한’ 것이 

된다.  
  
나중에 남는 것은 결국 돈안되는 글쓰기만 남을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철철시간이 남아돌아 돈도 안되는 글쓰기를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글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빠알리경 외우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에 접착제를 붙여 놓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한번 써 놓은 글이나 한번 

외워 놓은 빠알리경은 끝까지 남는다.  
  
돈은 변화무쌍하여 있다고 없고 없다. 그러나 한번 써놓은 글과 한번 

외워놓은 빠알리경은 절대 도망가지 않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써 놓은 글이고 외워 놓은 

빠알리경이다. 따라서 이 보다 더 값진 ‘재산’이 없고, 이 보다 더 

확실한 ‘동반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글을 쓴다. 그리고 

빠알리경을 외운다. 이것이 빠알리경을 외는 주요한 목적이다.  
  
빠알리법구경외우기에 도전하며 
  
이제 빠알리법구경 외우기에 도전한다. 그동안 글을 쓰면서 법구경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게송이 어는 정도 익숙하다. 더구나 과거 빠알리경을 

외우면서 빠알어 문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구경은 매우 방대하다. 26 개의 왁가(품)와 423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큰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도전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8 만 4천법문에 대하여 네 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게송으로 

요약 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법구경이다. 그래서 어느 페이지를 

열어 보아도 모두 가슴을 울리는 주옥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은 내용이 뜬 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주와 같은 법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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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압축되어 그대로 

녹아 있다. 그것도 빠알리어로 외운다는 것은 가슴셀레이는 일이다. 

과연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빠알리경 외우기는 요령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이해하고 넘어 가는 것과 

다르다. 누구나 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외운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행’이라 본다. 경을 

외운다는 것 자체를 수행으로 보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외우고 또 외우다 보면 언젠가 다 

외워지는데 이렇게 다 외우고 나면 힘이 붙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무비스님은 ‘서장’ 강좌에서 화두를 드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화두에 몰두하여 수 개월을 

보내면 전에 볼 수 없는 마음의 근육이 생긴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마음의 힘’이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것도 글쓰기 근육이 붙는 것과 같은데 이는 다름 

아닌 ‘힘’이다. 글쓰기에 힘이 붙은 것이다. 이런 힘이 생겨 나면 

글쓰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마음먹은대로 생각나는대로 자판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름 아닌 글쓰기힘이다.  
  
빠알리경 외우기 역시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근육은 힘을 상징하기 

떄문에 외우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외우는 과정은 

‘고행’에 가깝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고 나면 강한 

성취감을 느낀다. 바로 이것이 경을 외우는데 있어서 힘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빠알리법구경을 다 외울 것인가? 
  
하루에 한게송만 외워도 
  
법구경은 모두 26 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423 개의 게송이므로 

한품당 평균 16 개의 개송이다. 16 개의 게송이라면 이제까지 외운 

라따나경과 비슷하다. 참고로 라따나경(보배경)은 17 개, 

멧따경(자애경)은 10 개, 망갈라경(축복경)은 12 개, 

자야망갈라가타(길상승리게)는 9 개, 초전법륜경은 문장으로 된 

수페이지에 달하는 긴 길이의 경이었다. 이렇게 이미 단련이 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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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도전한 것이다. 그것도 문장이 아니라 마치 시와 같은 네 구절로 

된 게송이고 가르침이 압축된 ‘엑기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매력을 끈다. 
  
네 구절로 된 게송은 외우기 쉽게 되어 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에 

한게송만 외워도 단순하게 계산하면 423 일이면 된다. 1 년 2 개월이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26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품으로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한달에 한품씩 왼다면 26 개의 품이므로 

2 년 2 개월 걸릴 것이다.  
  
 423 개의 게송을 모두 다 외웠다면 갖기 힘든 보물을 가진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와 고급승용차 등을 소유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돈이나 재물, 재산은 무상한 

것이지만 한번 외워놓은 빠알리법구경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죽기전에 꼭 해야할 ‘버킷리스트’라 본다.  
  
빠알리법구경 외우기 시동을 걸며 
  
빠알리법구경 외우기 시동을 걸었다. 첫번째 왁가인 

야마까왁가(Yamakavagga, 쌍의 품)를 정리 하였다. 빠알리원문은 “THE 

TIPITA (http://awake.kiev.ua/dhamma/tipitaka/ )”에서 참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말 음역 하였다. ‘Manopubbaṅgamā dhammā’라 하였을 

때 ‘마노뿝방가마 담마’식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ā 에 대하여 

장음표시는 무시하고 ‘아’로 하였다. 외우다 보면 로마나이즈화된 

빠알리문구가 사진처럼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전재성님의 담마파다-법구경을 참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 1야마까왁가의 20 개에 대한 게송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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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경고메세지 
  
이렇게 첫번째 품부터 외우기로 작정하고 20 개의 게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 번째 게송에서 매우 의미 있는 문구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치 빠알리법구경을 외우기로 작정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처럼 보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Bahum-pi ce sahitaṃ bhāsamāno,   바훔 삐 쩨 사히땅 바사마노 

Na takkaro hoti naro pamatto,  나 딲까로 호띠 나로 빠맛또 

Gopo va gāvo gaṇayaṃ paresaṃ, 고뽀 가워 가나양 빠레상 

Na bhāgavā sāmaññassa hoti.  나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소치기가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리. (dhp19)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두번째 구절에서 ‘Na takkaro’라는 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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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not doing that’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뜻일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부처님께서는 

계행을 지키고, 경전을 배웠지만,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새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새김을 잃고 사는 수행승에게 말한 

것이다. (DhpA.I.158)”이라고 주석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전을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알아차려야 함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 여겨진다. 
  
행하지 않는다면 
  
마하야나의 전통의 한국불교에서 신심있는 불자들은 천수경을 모두 다 

왼다. 그래서 늘 시간이 나면 집에서나 차에서나 독송테이프를 듣고 또 

법회에서 낭송한다. 특히 신묘장구대라라니의 경우 마치 주문하듯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불자들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사띠’가 없다면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어떤 가피를 바라고 기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남의 소를 

지키는 목동과도 같은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차리라고 

하였다.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인가? 현상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알아차림 없이 백날 경전을 

외워 보았자 남의 집 소 세는 것 밖에 되지 않음을 말한다.  
  
교학도 좋지만 실천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어지는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20. 
Appam-pi ce sahitaṃ bhāsamāno,   압빰 삐 쩨 상히땅 바사마노 

Dhammassa hoti anudhammacārī,  담맛사 호띠 아누담마짜리 

Rāgañ-ca dosañ-ca pahāya mohaṃ,  라간 짜 도산 짜 빠하야 모항 

Sammappajāno suvimuttacitto,   삼맙빠자노 수위뭇따찟또 

Anupādiyāno idha vā huraṃ vā,  아누빠디야노 이다 와 후랑 와 

Sa bhāgavā sāmaññassa hoti.   사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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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행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잘 마음을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집착 여의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리. (dhp20) 
  
  
경전을 꼭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행하면 그 뿐이라 하였다. 여기서 “여법하게 행하고”의 뜻인 

‘anudhammacārī’에서 ‘anudhamma(如法)’의 뜻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출세간적 원리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 네가지 

청정으로 이끄는 계행, 열세가기 두타행의 삶, 부정과 관련된 

명상주제를 실천하는 자”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주석에 따르면, 비록 조금 밖에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자라면 된다는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학적으로 

많이 아는 것 보다 실천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천하는 

자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이다. 
  
부처님은 교학도 좋지만 실천을 강조 하였다. 실천이 없는 경전외우기는 

남의 집 소를 세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실천하는 

자는 소주인과도 같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학이나 경전외우기 보다 

수행을 통한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야마까왁가(Yamakavagga, 쌍의 품) 
  
다음은 빠알리법구경외기 시동을 걸기 위한 야마까왁가이다.  
  
  
1. Yamakavagga(쌍의 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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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pubbaṅgamā dhammā,  마노뿝방가마 담마 
manoseṭṭhā manomayā,   마노셋타 마노마야 

Manasā ce paduṭṭhena   마나사 쩨 빠둣테나 
bhāsati vā karoti vā,  바사띠 와 까로띠 와  

Tato naṃ dukkham-anveti  따또 낭 둑캉 안웨띠 
cakkaṃ va vahato padaṃ.  짝깡와 와하또 빠당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바뀌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 (dhp1) 
  
  
2. 
Manopubbaṅgamā dhammā,  마노뿝방가마 담마 
manoseṭṭhā manomayā,   마노셋타 마노마야 

Manasā ce pasannena   마나사 쩨 빠산네나 
bhāsati vā karoti vā,  바사띠 와 까로띠 와 

Tato naṃ sukham-anveti  따또 낭 수캉 안웨띠 
chāyā va anapāyinī.   차야 와 아나빠이니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깨끗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듯. (dhp2) 
  
  
3. 
“Akkocchi maṃ avadhi maṃ 악꼿치 망 아와디 망 
ajini maṃ ahāsi me”,  아지니 망 아하시 메 

Ye taṃ upanayhanti   예 땅 우빠나이한띠 
veraṃ tesaṃ na sammati.  웨랑 떼상 나 삼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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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dhp3) 
  
  
4. 
“Akkocchi maṃ avadhi maṃ  악꼿치 망 아와디 망 
ajini maṃ ahāsi me”,  아지니 망 아하시 메 

Ye taṃ na upanayhanti  예 땅 나 우빠나이한띠 
veraṃ tesūpasammati.   웨랑 떼수빠삼마띠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진다. (dhp4) 
  
  
5. 
Na hi verena verāni   나 히 웨레나 웨라니 
sammantīdha kudācanaṃ,  삼만띠다 꾸다짜낭 

Averena ca sammanti,   아웨레나 짜 삼만띠 
esa dhammo sanantano.  에사 담모 사난따노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 
  
  
6. 
Pare ca na vijānanti   빠레 짜 나 위자난띠 
mayam-ettha yamāmase,  마얌 엣타 야마마세 

Ye ca tattha vijānanti  예 짜 땃타 위자난띠  
tato sammanti medhagā.  따또 삼만띠 메다가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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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 (dhp6) 
  
  
7. 
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수바누빳싱 위하란땅 
indriyesu asaṃvutaṃ,  인드리예수 아상위땅 

Bhojanamhi amattaññuṃ,  보자남히 아맛따늉 
kusītaṃ hīnavīriyaṃ,  꾸시땅 히나위리양  

Taṃ ve pasahati Māro   땅 웨 빠사하띠 마로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와또 룩캉와 둡발랑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 (dhp7) 
  
  
8. 
A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아수바누빳싱 위하란땅 
indriyesu susaṃvutaṃ,  인드리예수 수상위땅 

Bhojanamhi ca mattaññuṃ,  보자남히 맛따늉 
saddhaṃ āraddhavīriyaṃ,  삿당 아랏다위리양 

Taṃ ve nappasahati Māro  땅 웨 납빠사하띠 마로 
vāto selaṃ va pabbataṃ.  와또 셀랑 와 빱바땅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고 
감관을 잘 수호하여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 (dh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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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ikkasāvo kāsāvaṃ   아닉까사워 까사왕  
yo vatthaṃ paridahissati  요 왓탕 빠리다힛사띠  
apeto damasaccena   아뻬또 다마삿쩨나  
na so kāsāvamarahati.  나 소 까사와마라하띠.  
  
혼탁을 여의지 못하고 
가사를 걸치고자 한다면, 
자제와 진실이 없는 것이니 
가사를 입을 자격조차 없다. (Dhp 9) 
  
  
10, 
Yo ca vantakasāvassa   요 짜 완따까사왓사 
sīlesu susamāhito,   실레수 수사마히또 

Upeto damasaccena   우뻬또 다마삿쩨나  
sa ve kāsāvam-arahati.  사 웨 까사왐 아라하띠 
  
혼탁을 끊어 버리고 
계행을 잘 확립한다면, 
자제와 진실이 있는 것이니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dhp10) 
  
  
11.  
Asāre sāramatino   아사레 사라마띠노 
sāre cāsāradassino,   사레 짜사라닷시노 

Te sāraṃ nādhigacchanti  떼 사랑 나디갓찬티 
micchāsaṃkappagocarā.  밋차상깝빠고짜라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dhp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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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ārañ-ca sārato ñatvā  사란 짜 사라또 냐뜨와 
asārañ-ca asārato,   아사란 짜 아사라또 

Te sāraṃ adhigacchanti  떼 사랑 아디갓찬띠 
sammāsaṃkappagocarā.   삼마상갑빠고짜라 
  
핵심인 것을 핵심인것이라 여기고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올바른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바로 핵심적인 것에 도달한다. (dhp12) 
  
  
13. 
Yathāgāraṃ ducchannaṃ  야타가랑 둣찬낭 
vuṭṭhi samativijjhati,  윳티 사마띠윗자띠 
Evaṃ abhāvitaṃ cittaṃ  에왕 아바위땅 찟땅 
rāgo samativijjhati.   라고 사마띠윗자띠 
  
지붕이 잘못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dhp13) 
  
  
14. 
Yathāgāraṃ succhannaṃ  야타가랑 숯차낭 
vuṭṭhi na samativijjhati,  윳티 나 사마띠윗자띠 

Evaṃ subhāvitaṃ cittaṃ  에왕 수바위땅 찟땅 
rāgo na samativijjhati.  라고 나 사마띠윗자띠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이 
잘 닦여진 마음에 
탐역이 스며들지 않는다. (dhp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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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a socati pecca socati,  이다 소짜띠 뻿짜 소짜띠 

Pāpakārī ubhayattha socati,  빠빠까리 우바얏타 소짜띠 

So socati so vihaññati  소 소짜띠 소 위한냐띠 

Disvā kamma kiliṭṭham-attano. 디스와 깜마 낄릿탐 앗따노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 (dhp15) 
  
  
16. 
Idha modati pecca modati,  이다 모다띠 뻿짜 모다띠 

Katapuñño ubhayattha modati,  까따뿐뇨 우바얏타 모다띠 

So modati so pamodati  소 모다띠 소 빠모다띠 

Disvā kammavisuddham-attano.  디스와 깜마위숫담 앗따노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기뻐하니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한다. (dhp16) 
  
  
17. 
Idha tappati pecca tappati,  이다 땁빠띠 뼷짜 땁빠띠 

Pāpakārī ubhayattha tappati,  빠빠까리 우바얏타 땁빠띠 

“Pāpaṃ me katan”-ti tappati,  빠빵 메 까딴 띠 땁빠띠 

Bhiyyo tappati duggatiṃ gato. 비이요 땁빠띠 둑가띵 가또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괴로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한다. 
‘내가 악을 지었다’고 후회하고 
나쁜 곳에 떨어져 한층 더 고통스러워 한다. (dhp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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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a nandati pecca nandati,  이다 난다띠 뻿짜 난다띠 

Katapuñño ubhayattha nandati, 까따뿐뇨 우바얏타 난다띠 

“Puññaṃ me katan”-ti nandati, 뿐냥 메 까딴 띠 난다띠 

Bhiyyo nandati suggatiṃ gato. 비이요 난다띠 숙가띵 가또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 
‘내가 선을 지었다’고 환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한다. (dhp18) 
  
  
19. 
Bahum-pi ce sahitaṃ bhāsamāno,  바훔 삐 쩨 사히땅 바사마노 

Na takkaro hoti naro pamatto, 나 딲까로 호띠 나로 빠맛또 

Gopo va gāvo gaṇayaṃ paresaṃ,고뽀 가워 가나양 빠레상 

Na bhāgavā sāmaññassa hoti. 나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소치기가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리. (dhp19) 
  
  
20. 
Appam-pi ce sahitaṃ bhāsamāno,  압빰 삐 쩨 상히땅 바사마노 

Dhammassa hoti anudhammacārī, 담맛사 호띠 아누담마짜리 

Rāgañ-ca dosañ-ca pahāya mohaṃ, 라간 짜 도산 짜 빠하야 모항 

Sammappajāno suvimuttacitto,  삼맙빠자노 수위뭇따찟또 

Anupādiyāno idha vā huraṃ vā, 아누빠디야노 이다 와 후랑 와 

Sa bhāgavā sāmaññassa hoti.  사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경전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행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잘 마음을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집착 여의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리. (dh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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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구경 수레의 비유와 그림자 비유  
  
  
  
니까야 제 1장 제 1절은? 
  
빠알리니까야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부(四部)니까야를 말한다. 

일차결집후 송출된 순서에 따르면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이다. 이 사부니까야외 쿳다까니까야를 

하나 더 추가하여 오부(五部)니까야라 한다.  
  
쿳다까니까야에서 대표적인 경전을 들라면 숫따니빠따와 

담마빠다(법구경)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 사부니까야와 

숫따니빠따와 담마빠다는 매우 익숙하다. 그렇다면 이들 니까야에서 

제 1장 제 1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은 어떤  어떤 것일까? 
  
웅대한 구성 철학적 내용 
  
디가니까야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경은 ‘브라흐마잘라경(D1)’이다. 

‘하느님의 그믈의 경’이라 번역되어 있다. 긴길이의 경을 특징으로 

하는 디가니까야에서 이 경은 62 가지 사견(邪見)에 대한 것이지만 일부 

사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주적 스케일’이다. 부분적 영원주의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언제 어느 땐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세계가 생성되는 

때가 있다. 세계가 생성될 때에 텅 빈 하느님의 궁전이 나타난다. 그 때 

어떤 뭇삶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빛이 흐르는 하느님의 

세계에서 죽어서 텅 빈 하느님의 궁전에 태어난다. (D1) 
  
  
마치 유일신교의 창세기를 보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디가니까는 

웅대하고 철학적 내용으로 구성된 긴 길이의 경이다. 이처럼 소설적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홍보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심오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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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지마니까에서 첫번째로 등장하는 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뮬라빠리야야경(M1)’이라 하여 우리말로 ‘근본법문의 경’이라 번역 

되어 있다. 이처럼 교학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은 맛지마 니까야의 

특징이다. 그 중 한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은 보여진 것을 보여진 것으로 여기고 보여진 

것을 보여진 것으로 여기고 나서, 보여진 것을 생각하고 보여진 것 

가운데 생각하고 보여진 것으로부터 생각하며 ‘보여진 것은 내 

것이다.’고 생각하며 보여진 것에 대하여 즐거워 한다. (M1) 
  
  
인식작용에 대한 것이다. 사물을 보았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등 

다섯가지 감각기관이 다섯가지 감각대상과 부딫쳤을 때 인식과정이다. 

이처럼 첫번째 경에서부터 사유를 요하고 있는데 이는 맛지마니까야가 

수행을 위한 가장 심오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힘들이지 않고 윤회의 바다를  
  
사부니까야 중에서 가장 방대한 상윳따니까야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은 

어떤 것일까? 모두 56 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모음 가운데 제 1장 

제 1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흐름을 

건넜습니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흐름을 건넜던 것입니다.”(S1.1) 
  
  
게송에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흐름을 건넜다”라 

하였다. 여기서 거센흐름은 ‘윤회’를 뜻한다. 또 ‘머물고 애쓴다’는 

것은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함’을 뜻한다. 

따라서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상윳따니까야는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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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괴로움과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라 볼 수 

있다.  
  
재가자에 적합한  
  
앙굿따라니까야는 일반적으로 재가자를 위한 설법이 많은 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앙굿따라니까의  제 1장  제 1절에 해당되는 경은 어떤 

것일까?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여자의 형상처럼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하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A1.1) 
  
  
앙굿따라니까야를 열면 첫 스타트는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 된다. 경에서 

부처님은 “여자의 형상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A1.1)”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의 발간사에서 최훈동 교수는 

“앙굿따라니까야는 놀랍게도 남녀 간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라고 하면서 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성욕에 대한 성찰이라 

하였다. 또 마등가라는 여인이 나오는 능엄경이 이 앙굿따라니까야를 

모티브로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게 1 장 1 절에서부터 여인이 

등장하는 앙굿따라니까야는 기본적인 윤리, 수행, 바른 지혜를 강조 

하고 있어서 재가자에 적합한 경전이라 알려져 있다. 
  
단순하고 소박한 기르침 
  
이처럼 사부니까야의 제 1 장 또는 제 1장 제 1절에 해당되는 경은 

해당경전의 성격을 어느 정도 규정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첫번째 경의 내용만 보아도 어떤 내용이 전개 될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쿳다까니까야의 대표주자인 숫따니빠따와 법구경에서 

제 1장제 1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일반적으로 숫따니빠따가 가장 고층적인 경전이라 한다. 이는 부처님 

제세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교단이 성립 되기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하고 소박한 기르침으로 

돠어 있다.  또 고독한 수행자나 은둔자로서 내용도 보인다. 제 1 장 

제 1 절에 해당되는 첫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320 

 

  
  
“뱀의 독이 퍼질 때에 약초로 다스리듯,  
이미 생겨난 분노를 극복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stn1) 
  
  
게송에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유신견 등 다섯 가지 낮은 장애(오하분결)를 버리는 것을 

말하고, 저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의 분노등 다섯 가지 높은 

장애(오상분결)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어느 

세계도 바라지 않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조는 숫따니빠따 전반에서 

유지 되고 있다. 
  
단어 하나 하나에 심오한 의미가 
  
법구경은 모두 423 개의 게송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오부니까야에서 볼 

수 있는 게송과 중복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별하여 놓은 것처럼 보인다. 비록 네 개의 구절로 된 짤막한 게송으로 

되어 있지만 긴길이의 산문이 압축되어 표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어 하나 하나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법구경의 

제 1장 제 1절에 해당되는 게송은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심오한 

내용이다. 
  
  
Manopubbaṅgamā dhammā,  마노뿝방가마 담마 
manoseṭṭhā manomayā,   마노셋타 마노마야 

Manasā ce paduṭṭhena   마나사 쩨 빠둣테나 
bhāsati vā karoti vā,  바사띠 와 까로띠 와  

Tato naṃ dukkham-anveti  따또 낭 둑캉 안웨띠 
cakkaṃ va vahato padaṃ.  짝깡와 와하또 빠당 
  
정신이(*435) 사실들의(*436)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438)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439)이니 
만약에 사람이 오염된 정신(*44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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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바뀌가 황소의 발굽을(*443) 따르듯. (dhp1) 
  
  
Manopubbaṅgamā dhammā,  마노뿝방가마 담마 
manoseṭṭhā manomayā,   마노셋타 마노마야 

Manasā ce pasannena   마나사 쩨 빠산네나 
bhāsati vā karoti vā,  바사띠 와 까로띠 와 

Tato naṃ sukham-anveti  따또 낭 수캉 안웨띠 
chāyā va anapāyinī.   차야 와 아나빠이니 
  
정신이(*445)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깨끗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453)듯. (dhp2) 
  
  
첫번째 게송을 보면 다른 게송과 달리 여섯 구절로 되어 있다. 네 개의 

구절은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고 두 개의 구절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이후에 전개 되는 게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재성님의 담마파다-법구경에서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 이는 붓다고사의 법구의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단어 하나에도 

그 심오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주에서는 주석을 근거로 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구경 1 번과 2번 게송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 
  
법구경 1번 게송은 2번 게송과 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쌍으로 된 

게송을 묶어 놓은 것이 ‘쌍의 품(Yamakavagga)’이다. 1 번과 2 번 

게송은 악행과 선행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Manopubbaṅgamā dhammā)”라 하였을 때 ‘정신(mano)’에 대한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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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일때와 선행일 때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435) mano:  
  
DhpA.I.21 에 따르면, 정신은 네 가지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과 미세한 물질계의 마음과 

비물질계의 마음이다. 그리고 치유자에게서 일아나는 마음과 관련하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 가운데 특화 되고 

한정지어진 정신으로 불만에 수반되는 적대성과 연결된 마음을 말한다. 
  
(435 번 각주, 전재성님) 
  
  
마음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있어야 세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존재로 

태어나든지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1 번 게송에서의 마음은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 즉 불선한 마음에 대한 것이다. 이는 2번 게송에서의 

마노(마음)와 대비된다.  
  
착하고 건전한 마음 
  
2 번 게송의 마노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445) mano:  
  
DhpA.I.35 에 따르면, 정신은 네 가지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착하고 건전한 마음과 미세한 물질계의 마음과 

비물질계의 마음이다. 그리고 치유자에게서 일아나는 마음과 관련하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착하고 건전한 마음 가운데 특화 되고 

한정지어진 것으로서의 정신으로 특별히 만족에 수반되는 지혜와 연결된 

마음을 말한다. 
  
(445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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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 게송에서의 마노는 착하고 건전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지혜가 

수반하는 마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1번 게송에서의 마음은 악하고 불건전한 ‘악한 마음’이고, 

2 번 게송은 착하고 건전한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처럼 대조적인 

마음일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담마의 네 가지 의미 
  
게송에서 공통적으로 ‘사실’로 번역된 ‘담마(dhammā)’가 언급되어 

있다. 한자어로 ‘법’으로 번역된 담마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주에서는 주석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36) dhammā :  
  
DhpA.I.35 에 따르면, 이 법구경에서의 담마는 네 가지 용법이 있다. 
  
1) 덕성으로서의 담마(guṇadhammā) :  
  
여기에 담마는 덕성을 의미하지만, 아담마(dhammā, 非法)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근심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고, 담마는 안락으로 

이끈다.  
  
2) 가르침으로서의 담마(desanādhammā) : 
  
부처님께서 설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말한다. 
  
3) 경전구절로서의 담마(pariyattidhammā) :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sutta)이나 게송(geyya)을 제자가 공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말한다. 
  
4) 물질적 질료나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서의 

담마(nissattanijjivadhamm 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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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비물질적인 존재의 다발[蘊, khandha]이 있다. 즉, 

느낌(Vedanā), 지각(Saññā), 형성(Saṃkhārā)이 있다.  
  
(436 번 각주, 전재성님) 
  
  
일반적으로 법이라 불리우는 담마에는 네 가지 구분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네 번째 항목이 1번과 2번 게송에서 말하는 

사실(담마)에 해당된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느낌이나 지각, 형성에 

대하여 ‘쩨따시까’라 한다. 이를 ‘마음부수’ 또는 ‘심소’라 

하는데 전재성님은 ‘정신적 사실’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게송에서는 “Manopubbaṅgamā dhammā”라 하여 왜 마음이 앞서 가고 

마음부수가 뒤따라 간다고 하였을까? 
  
왜 마음이 앞서가는가? 
  
 “Manopubbaṅgamā dhammā”에서 pubbaṅgamā 는 ‘going at the head; 

preceding’의 뜻이다. 그래서 ‘마노가 담마를 이끈다’라는 뜻이 

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의 작용이라 볼 수 

있는 느낌, 지각, 형성등이 뒤따라 간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왕(마음)이 

앞서 가면 대신(쩨따시까)들이 뒤따라 가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길게 설명하였다.  
  
  
즉, 느낌(Vedanā), 지각(Saññā), 형성(Saṃkhārā)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아비달마에서는 정신적 사실, 즉 심소라 한다. 이러한 존재의 

다발들은 정신을 선구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 즉, 의식이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에 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과 정신적 사실들은 동일한 토대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선후가 없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정신이 정신적 사실들을 

앞서가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생성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답변이 

주어질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마을에서 함께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를 예로 들면, 그 

가운데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된 자, 그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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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자가 선구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은 생성조건으로서 

그러한 정신적 사실들에 앞서간다. 
  
정신[의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신적 사실들[심소: 느낌, 지각, 

형성]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 사실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정신은 깨어 있을 수 있다. 
  
(436 번 각주, 전재성님)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스님은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꽃(색)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수), 그 꽃이 장미꽃인지 국화꽃인지의 판별작업에 

들어가고(상), 그 꽃을 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행), 그 꽃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기억에 저장(식) 하는 식의 순서적인 인식과정 이다.  
  
그러나 오온은 ‘동시발생적’으로 본다. 이는 각주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토대를 갖기 때문이다. 마음은 ‘심장’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마음이나 마음부수 역시 심장토대이기 때문에 동시발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마음’으로 

보고 있다. 동네에서 싸움판이 벌어졌을 때 원인 제공자가 있듯이 

마음과 마음부수가 동시발생하지만 선두에서 이끄는 것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각주 말미에 “정신적 사실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정신은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마음만 있을 뿐 느낌 등 마음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열반’의 상태라 보여 진다.  
  
다른 번역을 보면 
  
두 번째 구절을 보면 ‘manoseṭṭhā manomayā’라는 빠알리구문이 있다. 

그런데 번역을 보면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되어 있어 매우 길다. 왜 이렇게 길게 

번역하였을까?  
  
두번째 빠알리구문과 관련하여 다른 번역자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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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心を主とし、心によってつくり出される(나까무라 하지메역) 
2)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법정스님역) 
3)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네.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간다. 

(거해스님역) 
4) ruled by the heart, made of the heart. (타닛사로 빅쿠역) 
  
  
네 개의 번역을 보면 비교적 짤막하게 번역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manoseṭṭhā 에 대하여 ‘心を主 (마음의 주인), 마음에서, 마음이 

그들의 주인, ruled by the heart(마음으로 지배된)’등으로 번역 되어 

있다. 이는 seṭṭhā 가 ‘foremost; excellent, 最上的, 最勝的’의미 

이기 때문에 manoseṭṭhā 는 ‘마음이 최상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유식학의 원류 
  
manoseṭṭhā 에 대한 각주를 보면 “정신적 사실들[심소: 느낌, 지각, 

형성]이 의식을 선구로 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DhpA.I.22)”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는 이어지는 문구인 

manomayā 에 대하여“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석적 

번역을 한 것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그렇다면 ‘마노마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439) manomayā :  
  
마음에 의해서 찰나적으로 포착된 것(심속행지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사실들을 찰나멸의 관점에서 인식론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알리법구경의 manomayā 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식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석에는 물론 이러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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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에서는 유식적 관점과는 달리 비정신적인 물질현상의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DhpA.I.23 에 따르면, 여러가지 목제상품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정신적인 사실들[심소: 느낌, 지각, 형성]은 정신에서 

생겨난 만큼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439 번 각주, 전재성님) 
  
  
manomayā 에서 mayā 는 fraud; deceit; magic; jugglery, 幻, 幻術’의 

뜻이다. 마술, 환술의 뜻이 마야(mayā)이다. 그래서 manomayā 라 하면 

‘마음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이는 

‘순간포착’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인식론적’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비담마에 따르면 ‘인식과정 17 단계’가 있다. 

대상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중 

순간포착에 해당되는 것이 ‘자와나’이다. 이를 ‘속행’이라 한다. 

이는 강한 인식대상에 대해서만 일어난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manomayā 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후대 마하야나의 

‘유식학’과도 비슷하다고 한다. ‘일체유심조’라 하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도 설명되는 유식학의 근원이 바로 법구경 1번과 

2 번 게송의  manomayā 에서 시작된 것이라 보여 진다. 
  
“물질현상의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 각주에서는 ‘목제상품’의 예를 들어 manomayā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비정신적인 물질현상의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이는 마음부수의 실재성을 

인정한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부파불교시대 당시 설일체유부의 경우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75 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실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국대 김종욱 교수는 

불교 TV 강좌에서 ‘영화필름’의 비유로 설명하였다.  
  
영화는 필름이 있어야 볼 수 있다. 그러나 필름이 다 감기면 영화는 

끝난다. 영화는 끝나지만 필름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의 필름과 같은 것이 75 법이라 하였다. 그러나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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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설일체유부의 75 법에 대하여 아공법유라 하여 

비판한다. 즉 아공법유는 “고립된 실체성은 없다(무자성)”주장하고, 

이를 ‘연기=관계성=무자성=공’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아공법공(我空法空)사상이다.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는 

빠라맛따담마 (paramatta dhamma)라 불리우는 ‘구경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진리로서 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궁극적진리로서의 

법은 몇개나 될까. 초기불교의 아비담마교학에 따르면 모두 82 가지이다. 

이를 82 법이라 한다. 82 법을 보면 크게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인 오온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12 처와 18 계로 

구분한 것이다.  
  
82 법에는 열반도 포함된다.  열반도 구경법인 82 법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경법은 설일체유부의 아공법유가 아닌 

아공법공으로 보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구경법이 고유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탐욕은 ‘거머쥐려’ 하는 특징이 

있고, 성냄은 ‘밀쳐내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제외한 71 법은 모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상(共相)’이라 하고, 또한 각자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상(自相)’이라 한다.  
  
이처럼 빠라맛따담마에는 공상과 자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승에서 말하는 아공법공과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각주에서 

“물질현상의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일어나고 

소멸되는 특징에 대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느낌, 지각, 

형성 등 마음부수 역시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물질현상의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바왕가란 무엇인가? 
  
세번째 구절에 paduṭṭhena 가 있다. 이는 paduṭṭha 는 ‘done wrong, was 

corrupted’의 뜻으로 ‘오염된’이라고 번역된다. 그래서 ‘Manasā ce 

pasannena’는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라고 번역된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충동적인 탐욕 등의 침투적인 번뇌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 설명되어 있다. 신구의 삼업에 따른 오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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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번 게송에서는 ‘Manasā ce pasannena’라 되어 있다. 여기서 

pasanna 는 ‘clear, bright’의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이 깨끗한 

정신으로”라고 번역된다. 이렇게 오염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각주에서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40) paduṭṭhena :  
  
충동적인 탐욕 등의 침투적인 번뇌에 의해 오염된 것을 말한다. 

자연스런 마음은 존재상속의 마음(bhavangacitta, 유분심)이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는다.  마치 맑은 물이 푸른 색과 같은 물감에 흘러들어 

물들고 푸른 물로서 구별되게 된다. 그러나 다른 맑은 물이나 물감이 

섞이기 전의 맑은 물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충동적인 탐욕 등의 침투적인 번뇌에 의해 오염된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nava citta)이나 존재상의 마음(bhavangacitta)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다가오는 

번뇌에 의해서 오염된다.(AN.I.10)’고 말씀 하셨다. 
  
(440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서는 ‘바왕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왕가란 

무엇인가? 아비담마에 따르면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굴이 죽을 때 까지 형태를 

유지하듯이 마음 역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타고난 성향은 

바뀌지 않음을 말한다. 또 소로 태어 났으면 소로 일생을 마칠 뿐이지 

도중에 개나 사람이 되지 않음을 말한다. 이처럼 한존재의 일생의 

마음에 대하여 바왕가의 마음이라 한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 난 순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춘기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하여 늙어 죽을 때 까지 탐욕, 성냄 등 온갖 

오염원으로 태어난 순간의 마음이 오염됨을 말한다.  
  
그럼에도 태어난 순간의 마음 즉, 일생의 마음이라 볼 수 있는 바왕가의 

마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 된다. 따라서 바왕가의 마음은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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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마음이나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나 죽는 순간의 마음이나 

한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바왕가의 마음이 생겨 

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소로 태어난다면 소로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바왕가의 마음은 일생의 마음이고 한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오염되었다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 악행을 지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2번 게송에서는 ‘Manasā ce pasannena’라 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여래장사상의 원류 
  
여기서 깨끗함을 뜻하는 pasanna 는 빛나는(bright)의 뜻도 있어서 

앙굿따라나까야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빛나는 마음’에 대한 

앙굿따라니까야의 경전구절은 다음과 같다. 
  
  
Pabhassaramidaṃ bhikkhave cittaṃ,  
tañca kho āgantukehi upakkilesehi upakkiliṭṭhan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다가오는 번뇌로 오염된다.(A1:49)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라 하였을 때 빛나는 것에 해당되는 

빠알리어가 Pabhassaramidaṃ이다. 이는 Pabhasa 가 ‘light; splendor, 

光輝,’의 뜻으로 빛남을 뜻한다. 이처럼 마음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탐진치와 같은 오염원을 제거 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얼룩진 거울을 

닦으면 깨끗하고 빛나는 거울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구절은 후대 마하야나의 여래장사상의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 

능가경에서 “여래장은 청정한 모습을 지녔지만, 객진번뇌에 의해 

오염되어 부정하다”라는 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라 한다. 여기서 

‘객진번뇌’라는 말은  게송에서 ‘다가오는 번뇌’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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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마음은 빛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때 빛나는 마음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심본정설이나 자성청정심과 다른 것이라 한다. 

빠알리 주석에 따르면 마음(citta)은 바왕가의 마음(bhavangacitta, 

유분심)를 말한다. 이를 ‘잠재의식’이라고도 하는데, 한 존재에 

있어서 존재를 특징지우는 마음의 흐름을 말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법구경 1번 게송과 2번 게송에서는 후대 

마하야나에 영향을 준 것이 두 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manoseṭṭhā manomayā 구절에서 manomayā 가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의 

뜻으로 후대 유식학의 근거가 된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는 Manasā ce 

paduṭṭhena 구절에서 paduṭṭhena 가 ‘마음의 오염’이라 하여 후대 

여래장사상의 기원이 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렇게 본다면 manoseṭṭhā 
manomayā 와 Manasā ce paduṭṭhena 에는 마하야나의 두 개의 핵심사상에 

대한 발원지와 같다고도 볼 수 있다. 
  
수레의 비유 
  
1 번과 2 번 게송에서는 전반부에 담마에 대한 교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구 후반부에는 비유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1 번 게송에서는 수레의 비유, 2 번에서는 그림자의 비유로 되어 있다. 

이 두개의 비유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레의 비유를 보면 cakkaṃ va vahato padaṃ라 되어 있다. 

Cakka 는 ‘a wheel, 輪, 車輪’으로 바퀴의 뜻이다. Vaha 는 carrying; 

leading, 運ぶ; 車’로 ‘이끈다’는 뜻이다. Pada 는 ‘foot; foot-

step, 足; 足跡’의 뜻으로 흔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cakkaṃ va 
vahato padaṃ’은 ‘바퀴의 흔적으로 이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빠알리 원문에는 그 어디에도 황소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재성님은 “수레바뀌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이라 

번역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번역자는 어떻게 하였을까?  

나까무라 하지메는 

“車をひく（牛）の足跡に車輪がついてゆくように”라 하여 역시 소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레를 이끄는 소의 족적에 차륜이 

따라 가듯이”라 하였다.  법정스님은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라 하였고, 거해스님은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라 



332 

 

하였다. 또 타닛사로 빅쿠는 “as the wheel of the cart the track of 

the ox that pulls it.”라 하여 the ox (황소)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번역자들이 원문에 소를 뜻하는 말이 

없음에도  ‘소’를 넣어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수레의 비유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443) cakkaṃ va vahato padaṃ :  
  
DhpA.I.25 에 따르면, 수레바퀴는 수레의 굴대에 연결된 견인용 황소의 

발을 따른다. 황소는 하루나 닷새나 열흘이나 보름이나 한 달 동안 

멍에를 져야 한다.  
  
황소는 수레를 거꾸로 돌리거나 거기서 벗어 날 수 없다. 황소가 앞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멍에가 황소의 목을 조른다. 뒤로 벗어나려고 하면, 

바퀴가 황소의 엉덩이 살을 도려 낸다.  
  
이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오염된 정신 때문에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 – 지옥 등,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 의 뒤를 따른다. 
  
(443 번 각주, 전재성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멍에를 매고 있는 황소를 보지 못한다. 농촌에 

있어도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황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각주에서 설명된대로 한번 멍에를 매면 뒤로 갈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황소의 비참한 운명이라 하였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을 지었을 때 그 악업에 

대한 과보가 마치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끄는 황소처럼 항상 따라다닐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실감나게 게송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자의 비유 
  
다음으로 선업을 하였을 때 받는 과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chāyā va anapāyinī 라 하여 ‘그림자의 비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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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 여기서 chāyā 는 ‘shade; shadow , 影, 日蔭’의 뜻이고, 

anapāyinī 는 ‘which does not leave’의 뜻이다. 따라서 chāyā va 

anapāyinī 는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453) chāyā va anapāyinī :  
  
DhpA.I.25 에 따르면, 그림자는 몸과 연결 되어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앉으면 앉는다.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모욕을 주는 어떠한 

명령으로도 그림자를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정한 정신이 앞서 가면, 열 가지의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와 관련된 즐거움 등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즐거움이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따라온다. 
  
(453 번 각주, 전재성님)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닌다. 단 빛이 있을 때만이다. 그것도 환한 대낮에 

더 선명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깨끗하다(clear )는 뜻의 빠알리어가 pasanna 인데, 이 단어는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빛나다 (bright)’의 뜻도 있다. 그래서 

오염원을 제거 하면 마음이 깨끗이 될 뿐만 아니라 빛나게 된다. 그래서 

선업공덕을 쌓으면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 다닌 다는 것이다.  
  
“돌이여 떠 올라라” “기름이여 가라앉아라” 

  

수레의 비유와 그림자의 비유를 보면 악행과 공덕행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빠알리니까야에서여기서 악행은 ‘빠빠(Pāpa)’로 표현 

되고, 공덕행은 ‘뿐냐(Puññā)’로 표시된다. 또 빠빠는 무거운 것, 

공덕행은 가벼운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아씨빤다까뿟다의 경(S42:6)’에서 돌과 기름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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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를 지키지 않고 악행만 일삼다가 죽은 자가 있다. 그의 가족들이 

천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천도기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돌의 비유를 들어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돌은 물에 가라 앉기 

때문에 아무리 천도재를 수십번 올려 준다고 해서 결코 선처에 태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반면 오계를 준수하고 공덕행을 지은 자가 죽었다. 이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 하는 자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며 저주기도를 

올렸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기름의 비유를 들어 “버터여, 기름이여, 

잠겨라, 버터여, 기름이여, 잠겨라”라고 저주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기름은 물에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기도를 해도 

절대로 물 아래로 가라 앉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악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돌과 같아서 물아래로 

가라 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 아래는 것은 인간아래의 

세상으로서 지옥과 같은 악처이다. 반면 공덕행을 하면 가벼운 기름과 

같아서 물위로 뜰 수 밖에 없다. 그 위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천상과 

같은 선처이다.  

  

돌은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고 기름은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뜬다. 

마찬 가지로 수레의 비유에서 악행은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멍에를 맨 

소와 같다고 하였다. 반면 그림자의 비유에서 공덕행은 가볍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옭아 매는 멍에는 물밑으로 가라 앉는 

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악행에 대한 과보를 뜻하고 동시에 아래 

세상의 악처로 이끈다. 반면 걸림없는 그림자는 물위로 뜨는 기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덕행에 대한 과보를 뜻하고 인간 이상의 선처로 

인도한다.  

  

두 개의 비유를 정리하면 

  

법구경 1번과 2번은 쌍으로 되어 있다. 악업과 선업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수레와 그림자로 바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레의 비유(dhp1) 그림자의 비유(dhp2) 
게송 수레바뀌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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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kkaṃ va vahato padaṃ) (chāyā va anapāyinī) 
설명 황소는 수레를 거꾸로 돌리거나 

거기서 벗어 날 수 없다. 황소가 

앞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멍에가 

황소의 목을 조른다. 뒤로 

벗어나려고 하면, 바퀴가 황소의 

엉덩이 살을 도려 낸다. 

그림자는 몸과 연결 되어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앉으면 앉는다.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모욕을 주는 어떠한 명령으로도 

그림자를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보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오염된 

정신 때문에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 – 지옥 등,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 의 뒤를 

따른다. 
  

청정한 정신이 앞서 가면, 열 가지의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와 관련된 즐거움 등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즐거움이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따라온다. 
요약 -악업을 하면 멍에를 맨 것 같음. 

-멍애때문에 벗어날 수 없음. 
-벗어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움. 

-선업을 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빛남. 
-빛이 나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님. 
-걸림이 없어서 부담이 없음. 

  

  

  

  

2014-03-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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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글쓰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가장 먼저 

블로그의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통계자료를 확인 한다. 그리고 올려진 

댓글을 본다. 다양한 견해의 댓글이 올라 오지만 ‘즉답’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따로 메모해 놓고 숙고의 기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 MS WORD 를 띄어 놓고 하얀 여백과 마주 한다. 이때 폰트는 

바탕체로 하고 사이즈는 12 로 세팅해 놓는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자판을 때린다. 서두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그 날의 

글이 술술풀리기도 하고 꽉 막히기도 한다. 그러나 서설이 너무 길면 

지루하므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전을 근거로 한 글을 올리면서 종종 지적을 받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와 ‘모든’에 대한 것이다. 왜 ‘나’와 ‘모든’인가? 그것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글에서 나라고 표현 하였을 때 어떤 이는 ‘아뜨만식 자아가 

아니냐?’고 비판한다. 또 어떤 이는 ‘모든’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하여 글을 쓸 때마다 

‘여기서 나는 오온으로서 나이다’ 라든가, ‘여기서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할까? 
  
글을 쓸 때마다 ‘나’와 ‘모든’에 대하여 일일이 해명하고 규정하고 

선언하는 일은 귀찮고 피곤한 일이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만일 누군가 경전에 쓰여 있는 ‘나’라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건다면 나에 대한 해명을 일일이 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전법륜경에서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akuppā me cetovimutti, S56.11)”라는 부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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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선언이 있다. 이때 나를 뜻하는 ‘메(me)’에 대하여 ‘이는 

자아로서의 나가 아니라 오온으로서 나이다’라고 문구마다 일일이 

선언해야 한다는 것은 문장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귀찮은 일이 

된다.  
  
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Evaṃ me sutaṃ)”라  하였을 때 메(me)에 

대하여 누군가 ‘불교에서는 오온을 말하는데 왜 아뜨만을 뜻하는 나로 

표현하였는가?’라고 시비건다면 이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한다는 것도 

역시 번거로운 일이 된다.  
  
이처럼 글을 쓸 때 ‘나’와 ‘모든’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이들이 종종있다. 먼저 ‘모든’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삽베(sabbe)에 대하여 
  
글을 쓸 때 ‘모두’ 또는 ‘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면 누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할 것이다. 누군가 “스님들이 고액의 

도박을 하고 밤샘술판을 벌였다”고 하였을 때 또 누군가는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누군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라 하였을 때 누군가는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 반박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행가 

중에 ‘남자는 다 그래’라 하였을 때 누군가 ‘남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all)’에 대하여 경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Sabbe tasanti daṇḍassa,  
sabbe bhāyanti Maccuno,  

Attānaṃ upamaṃ katvā, 
na haneyya na ghātaye.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 
모든 존재들에게 죽음은 두렵기 때문이다.(*939) 
그들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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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Dhp129,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모든’을 뜻하는 말이 ‘어느 누구나’와 ‘모든 

존재들’이다. 이 ‘누구나’와 ‘모든’에 대한 빠알리어가 

‘삽베(Sabbe)’이다. 이때 Sabbe 의 뜻은 빠알리서전 PCED194 에 따르면 

‘sabba 의 m. pl. nom. Acc’로 되어 있다. 이는 ‘남성명사, 복수, 

명사, 대격(목적격)’의 뜻이다.  
  
사전에서 sabba 는 ‘[adj.] all; every; whole; entire, 形】 

所有的，每一的，全部的’의 뜻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sabba 는 

말은 전체, 전부 등으로 표현 되어서 문자적으로 예외가 없음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 하거나 모든존재들이 죽음을 

두렵다고 볼 수 있을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게송에서는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고 하였다. 또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문구만 놓고 본다면 

누구 하나 예외 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마찬가지로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일까? 각주에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939) sabbe bhāyanti Maccuno : 
  
DhpA.III.49 에 따르면, 모든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어법은 

예외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모두 모여라.’라고 

북소리로 집합을 알리면, 왕자들과 대신들을 빼놓고는 모두 모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더라도, 

다음의 네 가지 즉, 혈통이 좋은 말, 혈통이 좋은 코끼리, 혈통이 좋은 

황소, 거룩한 님은 예외로 하고,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거룩한님[아라한]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에게는 자아에 

대한 실체적 관념이 사라져서 죽어야 하는 존재를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혈통이 좋은 존재들은 자아에 대한 관념이 매우 



339 

 

강해서 그들 자신에게 적대할 존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939 번 각주, 전재성님) 
  

  

 
  

an exception 
  
  

  
군대에서 ‘집합’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모두 

집합해!”라고 말하였을 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집합을 명령한  사람 보다 더 높은 사람도 집합대상에 

포함될까?  
  
누군가 “모두 집합해!”라고 하였지만 예외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게송에서”모두가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한다.”라 하였을 때 이는 

문자적인 선언일 수 있다는 말이다.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자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리 없다. 

따라서 모든 또는 모두라 하였을 때 이는 어법상에 해당됨을 말한다.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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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말에서 모두, 전체, 일체, 전부라고 표현 되어 있지만 이는 

어법상이고 실제로는 예외가 있음을 말한다. 누군가 ‘그 학교는 

깡패학교다’라 하였을 때 이는 어법상일 뿐 전체학생이 깡패라는 것은 

아니다. 또 ‘스님들이 도박을 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모든 스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스님들이나 학자들의 글보기가 가뭄에 콩나듯 하다.”라고 

글을 썼을 때  이에 대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는 어법상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시비 거는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은 어법상 예외가 없음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을 

무서워 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시비를 

예상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라고 가정법을 사용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일종의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글을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다음으로 자아에 대한 것이다. 
  
앗따(atta)에 대하여 
  
초기불교에서 나를 뜻하는 자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초기경전을 보면 종종 나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Evaṃ me sutaṃ)”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또 부처님은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Attadīpā attasaraṇā, S22.43)” 라 

하였다.  
  
여기서 자신에 대한 빠알리어가 atta 이다. 이 atta 에 대한 

빠알리사전을 보면 'self, ego, personality,soul; oneself, 我’로 

표현 되어 있다. 자기, 에고, 성격, 영혼, 자기자신의 뜻이다. 이렇게 

앗따(atta)로 표현된 문구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다. 불교는 

무아의 종교이고 자아는 오온에 대한 것이라고 아는 자들이다.  
  
마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교리에 대하여 맛을 본 자가 

앗따라고 표현된 문구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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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문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다면 경전 

자체가 성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초기경전을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Evaṃ me 
sutaṃ)”라든가 “자신을 섬으로 하고(attadīpā)”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빠알리사전에서는 atta 에 대하여 ‘self, ego’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장으로 부연 설명해 놓았다. 
  
  
Atta : 
self, ego, personality, is in Buddhism a mere conventional 

ｅxpression (voh±radesan±), and no designation for anything 

really existing 
  
(빠알리사전 PCED194) 
  
  
빠알리서전에 따르면, 불교에서는 ‘자기자신, 자아, 성격’이라고 

번역된 앗따(atta)에 대하여 단지 관습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이 나 또는 자신이라 말한 것은 진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지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로지 관례에 따라 부르는 것이네” 
  
빠알리사전에서 정의된 앗따(atta)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 아라한따경(S1.25)이 바로 그것이다. 경에서는 

하늘사람이  “나는 말한다(Ahaṃ vadā)”고 라고 아라한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번뇌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자아관념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대화하는 것을 들으니 ‘나 (Ahaṃ)’라는 주어를 

넣어 말을 한다는 것이다. 마치 오온에 대하여 막 알기 시작한 자가 

‘나’라는 말이 들어간 글을 보고서 시비를 거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Yo hoti bhikkhu arahaṃ katāvī 
Khīṇāsavo antimadehadhārī, 
Ahaṃ vadāmītipi so vadey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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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ṃ vadantītipi so vadeyya 
Loke samaññaṃ kusalo viditvā, 
Vohāramattena so vohareyyāti. 
  
[세존] 
“해야 할 것을 다 마치고 번뇌를 떠나 
궁극의 몸을 이룬 거룩한 수행승이 
‘나는 말한다.’고 하든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한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불리는 명칭을 잘 알아서 
오로지 관례에 따라 부르는 것이네.” (S1.25) 
  
  
부처님은 나라는 표현에 대하여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고 관습적으로 

부르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지는 자만(māna)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해 주었음에도 하늘사람은 시비를 계속 건다. 

그래서 번뇌 다한 아라한이 ‘나는 말한다’라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나를 붙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망상(Māna)’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망상이라 한 것은 

‘마나’를 말한다.  
  
마나는 ‘conceit, pride’의 뜻으로 우리말로 ‘자만’ 또는 

‘아만’으로 번역된다. 중생을 윤회하게 하는 열 가지 장애(samyojana, 

족쇄)가 있는데 마나는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아라한에게 “내가 아라한인데”라는 자만이 남아 있다면 결코 

그를 번뇌 다한 자라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늘사람은 아라한들이 “나는 말한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서 

아라한에게 아직도 ‘마나’가 남아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아라한에게 망상(마나)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거듭 시비를 건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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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īṇamānassa na santi ganthā 
Vidhūpitā mānaganthassa sabbe, 

So vītivatto maññanaṃ sumedho 
Ahaṃ vadāmītipi so vadeyya 
Mamaṃ vadantītipi so vadeyya, 
Loke samaññaṃ kusalo viditvā 
Vohāramattena so vohareyyā'ti. 
  
[세존] 
“망상을 버린 자에게 속박이 없으니 
망상의 모든 속박은 남김없이 부서졌네. 
개념지어진 것을 넘어서는 현자는, 
‘나는 말한다.’든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한다.’해도 
세상에서 불리는 명칭을 잘 알아서 
오로지 관례에 따라 부르는 것이네.” (S1.25) 
  
  
부처님은 먼저 아라한에 대하여 자만이 부서진 자라고 선언하였다. 

중생을 윤회하게 하는 열 가지 장애 중에서 아라한이 되어야 소멸되는 

것이 자만이다. 이렇게 자만이 소멸된 자에게 있어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는 “내가 아라한인데”라는 프라이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번뇌 다한 자가 ‘나는 말한다’하였을 때, 

이 때 나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관습적인 명칭에 불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말꼬리붙잡고 늘어지기 
  
글을 쓸 때 ‘가정법’이나 ‘예외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이라든가, ‘일부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비판이나 비난을 두려워 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 것이나 

다름 없다. 법구경에서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dhp129)”라고 되어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한다면 속된말로 멋대가리 없는 말이 되어 게송으로서 가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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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가 말한다’등과 같이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무아의 

종교인 불교에서 아뜨만식 표현을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오온으로서 나를 말한다’라고 

부연설명한다면 이 또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오온으로서 나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 문장이 될까. 

  

초기불교에서 마음이라 하였을 때 이는 조건지어진 마음을 뜻한다. 또 

식이 윤회한다고 하였을 때 이는 조건되어진 식이 윤회함을 뜻한다. 

십이연기를 삼세양중인과로 설명할 때 식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재생연결식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일체(sabbe)’ 또는 

‘자아(atta)’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여 부연설명하거나 별도로 

선언하는 것은 문장의 흐름에 큰 방해가 된다.  

  

이처럼 ‘삽베(모든 것)’ 와 ‘앗따(나)’라는  말이 단지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고 관습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거는 자가 

있다면 이는 말꼬리붙잡고 늘어지기식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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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 인간이 아무리 밉기로서니 
  
  
  
하루 한게송 외우기 
  
게송외우기를 하고 있다. 하루에 한 게송을 목표로 한다. 법구경을 

외우기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천이다. 
  
 법구경에서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소치기가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리. (dhp19)”라는 시가 있다. 여기서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 ‘실천’과 관련이 있다. 경전을 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음을 말한다. 이를 ‘남의 소’를 

세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마찬가지로 법구경의 아름다운 게송을 단지 

책을 통해서 이해만 하고 그친다면 이 역시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언제든지 책을 보지 

않고도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 소’를 세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게송외우기는 실천이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이다. 그리고 습관 

들이기이다. 매일 하루 한게송 외운다고 하였을 때 단지 하루에 한게송 

외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법구경 1 품인 ‘쌍의품’을 

외운다고 하였을 때 모두 20 개의 게송이므로 20 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되새김 하는가? 
  
되새김하며 외우기 
  
되새김이란 소나 염소 같은 동물이 한 번 삼킨 먹이를 게워 내어 다시 

씹는 것을 말한다. 옛날 농촌에 산 사람들이라면 소가 일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게송외우기도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1 번 게송을 다 외우고 2 번 게송을 새로 외운다고 할 때, 2 번 게송을 

외우기에 앞서 이미 외운 1 번 게송 부터 되새김 해야 한다. 또 5 번 

게송을 외울 때 이전의 외웠던 1번부터 4 번 게송을 되새김질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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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 외우기로 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5 번 게송을 다 외웠을 때 

1 번부터 5 번까지 모두 다 외게 되는 것이다. 만일 5 번 게송외울 때 

이전 게송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전 것을 

모두 다 외기 전에는 5번 게송으로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벽돌쌓기식 외우기를 하여 마지막 20 번 게송에 이르렀을 때 이전 

게송을 되새김 하기 때문에 20 번 게송을 외움과 동시에 전게송을 전부 

다 외게 된다. 그때 “아, 다 외웠구나”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 또 

“해냈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게 된다. 외우고 못외우고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되새김의 장점은 이전에 외웠던 것을 잊어 버리지 않는 것이다. 

만일 되새김질 없이 외운다면 이전 것은 잊어져 가면서 현재것만 외우는 

식이 된다. 이렇게 해서는 20 개의 게송을 모두 다 외울 수 없다. 그래서 

20 번째 게송을 외울 때는 이미 이전 것을 되새김하여 기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 개의 게송을 모두 다 외우게 된다.  

  

이전에 이런 돠새김방법으로 1300 여자의 천수경, 32 품 5249 자의 

금강경을 외웠다. 그리고 17 게송의 라따나경, 10 개송의 멧따경, 

12 개송의 망갈라경, 9 개송의 자야망갈라가타, 수 페이지에 달하는 

초전법륜경을 외웠다. 

  

뜻을 알고 외우면 

  

빠알리어로된 게송 외우기는 쉽지 않다. 한문으로 된 것은 그나마 뜻을 

대충 알 수 있지만 빠알리어의 경우 생소하기 때문에 ‘생짜’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 마치 익히거나 말리거나 삶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짜배기로 외우다보니 기억해 내기 힘들다. 

수십번을 반복하여 외우지만 몇 시간 후에는 잘 기억 나지 않는다. 다시 

들여다 보고 또 외우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외워진다. 

그러나 생짜로 외우는 것 보다 뜻을 알고 외우면 더 외우기 쉽다. 

이렇게 뜻을 알고 외우고자 빠알리어 분석을 해 보았다.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법구경 3번과 4번게송 그리고 5번과 6번은 증오와 원한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성냄을 뿌리로 한 마음이 법구경 첫 부분에 언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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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성냄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알려 주기 위함이라 보여 

진다. 먼저 3 번과 4 번 게송이다.  

  

  

3. 

“Akkocchi maṃ avadhi maṃ  악꼿치 망 아와디 망 

ajini maṃ ahāsi me”,   아지니 망 아하시 메 

Ye taṃ upanayhanti    예 땅 우빠나이한띠 

veraṃ tesaṃ na sammati.   웨랑 떼상 나 삼마띠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dhp3) 

  

  

4. 

“Akkocchi maṃ avadhi maṃ  악꼿치 망 아와디 망 

ajini maṃ ahāsi me”,   아지니 망 아하시 메 

Ye taṃ na upanayhanti   예 땅 나 우빠나이한띠 

veraṃ tesūpasammati.   웨랑 떼수빠삼마띠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진다. (dhp4) 

  

  

3 번과 4 번이 같은 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적의를 

품는다면(dhp3)”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dhp4)” 식으로 되어 있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3 번 게송에서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Akkocchi maṃ avadhi 
maṃ)”라 되어 있다. 이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대한 것이다. 

오계중에서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에 해당된다.  신구의 삼업 

중에 신체적으로 지은 악행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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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다’뜻의 빠알리가 Akkocchi 이다. Akkocchi 는 과거분사로서 

‘[aor. of akkosati] abused; reviled; scolded.。已臭骂’ 의 뜻이다. 

욕설, 학대등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심한 모욕이나 수모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학대받고 욕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 

아마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나를 때렸다고 한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  

  

때리다는 뜻의 빠알리어는 avadhi 이다. Avadhi 는  ‘[m.] boundary; 

limit, 边界，界限’라 되어 있다. 경계, 한계라는 뜻인데 ‘때리다’는 

말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Avadhi 는  ‘a + 

vadhati + I’로 구성되어 있다. vadhati 는 ‘vadh’를 뿌리로 하는데, 

vadh 는 hiṁsa 의 의미라 한다. 여기서 hiṁsa 는 ‘teasing; injury; 

hurting’의 뜻으로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Avadhi 는 신체적 폭력을 

뜻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자신을 비난하면 싫어 한다. 더구나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는 현실에서나 넷상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신체적 폭력까지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Upanayhanti 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일어난 분노가 증오가 되고 원한으로 발전되어 폭발일보 

직전까지 다다른다. 이때 부처님은 적의를 품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 

적의라는 말이 upanayhanti 이다. Upanayhanti 는 ‘To tie or wrap 

up’이라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묶는 것’을 말한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을 

Upanayhanti 라 한 것이다. 이를 전재성님은 ‘적의’라 번역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이라 하였다. 그러나 직역한다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묶여 있다면”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번역자의 것을 보았다. 

  

  

Ye taṃ upanayhanti(dhp3) 
  

1)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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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という思いを抱く人には-(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나까무라 하지메역) 

3)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법정스님역) 

4) 快意從者-(한문) 

5) for those who brood on this-(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자는, 

타닛사로 빅쿠) 

  

  

괄호안의 번역은 편의상 번역해 놓은 것이다. 각 번역을 보면 대부분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생각에 묶여 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까무라 하지메는 ‘사로잡힌 사람’이라 

하였고, 타닛사로 빅쿠는 ‘골똘히 생각하는 자’라 하여 비교적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였다고 보여 진다. 

  

증오와 원한의 대상 그 인간 

  

나를 욕하고 때린 자를 생각하면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화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반복적 원한’을 품는 것이라 하였다.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증오의 감정이 일어날 때 원한에 사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진다.”라 하였다. 

이때 원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vera’이다. Vera 는 ‘[nt.] enmity; 

hatred, 怨, 怨心, 怨恨, 敵意’의 뜻이다. 이는 적대감으로서 원한, 

적의 등으로 번역 된다.  

  

나를 욕하고 때린자에게 적대감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적대감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나에게 언어적 

신체적 타격을 가한 자를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남편의 학대에 못이겨 여성의 집으로 피신한 사람은 남편을 ‘그 

인간’이라 부른다고 한다. 인간이라는 말이 증오와 원한의 대상으로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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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red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5 번과 6 번 게송이다. 

  

5. 

Na hi verena verāni   나 히 웨레나 웨라니 

sammantīdha kudācanaṃ,  삼만띠다 꾸다짜낭 

Averena ca sammanti,   아웨레나 짜 삼만띠 

esa dhammo sanantano.  에사 담모 사난따노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 

  

  

6. 

Pare ca na vijānanti   빠레 짜 나 위자난띠 

mayam-ettha yamāmase,  마얌 엣타 야마마세 

Ye ca tattha vijānanti  예 짜 땃타 위자난띠  

tato sammanti medhagā.  따또 삼만띠 메다가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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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 (dhp6) 

  

  

  

때때로 그 인간이 생각 날 때 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같은 반복적인 원한을 그칠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5번 게송을 보면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Na hi verena verāni sammantīdha kudācanaṃ)”라 하였다. 

여기서 sammantīdha 는 앞 게송에서 sammatī 가 있는데 이는 ‘ceases; 

is appeased, 静まる, 寂止す’로 ‘그치다’의 뜻이다. 따라서 

kudācanaṃ은 ‘sometimes; at any time, 有时’의 뜻이다.  

  

‘Na hi verena verāni sammantīdha kudācanaṃ’에 대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때때로 그 인간이 생각 날 때 마다 원한에 사무쳐 화가 

치민다고 하여 그인간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번역자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Na hi verena verāni sammantīdha kudācanaṃ(dhp5) 
  

1)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전재성님역) 

2)実にこの世においては、怨みに報いるに怨みを以てしたならば 

-(실로  이세상에서는 원망을 갚으려고 원망으로써 하려 한다면, -

나까무라 하지메역) 

3)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위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법정스님역) 

4) 不可怨以怨 終以得休息-(한역) 

5) Hostilities aren't stilled through hostility regardless -

(적개심과 상관없이 적개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타닛사로 빅쿠역) 

  

  

괄호안의 번역은 편의상 번역해 놓은 것이다. 빠알리 원문에 세상을 

뜻하는 말은 없지만 전재성님이과 나까무라하지메, 그리고 

법정스님역에는 공통적으로 ‘세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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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송의 요지는 적개심은 적개심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적개심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적개심을 내면 낼수록 적개심은 더욱 더 강화 

되어 마음속에 더욱 더 견고 하게 자리 잡게 됨을 말한다.  

  

그 인간이 아무리 밉기로서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마음속에서 일아나는 적개심을 없앨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 (Averena ca 

sammanti)”라 하였다. 여기서 Averena 는 Avera + ena 로서, 이때 Avera 

는‘friendly. (nt.) kindness, 無怨(恨)的’의 뜻이다. 원한을 

뜻하는 vera 에 부정을 뜻하는 a가 붙어 Avera 는 무원(無怨)이 된다. 

그래서 증오나 원한과는 정반대로 우호적이고 친절한 뜻이 된다.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아나는 원한을 그만 두는 것이라 하였다. 이 ‘그만 

두다’라는 말이 sammanti 이다. 이는 sammati + anti 로서 sammati 에 

대한 것을 보면 ‘ceases, 静まる, 寂止す, 休息す, 住む’의 뜻이다. 

따라서 ‘Averena ca sammanti’는 “원한없음에 머문다”라 볼 수 

있다. 더 이상 증오의 감정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인간이 아무리 밉기로서니 그 인간의 좋은 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입가에 ‘미소’를 지을 지 모른다. 이렇게 안좋았던 일 보다 좋았던 

일을 떠 오르게 하였을 때 극적인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 연민과 자애의 

마음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이처럼 원한의 여읨으로 

그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esa dhammo 

sanantano)”라 하였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번 

바꿈으로써’ 실현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원한은 원한의 여윔으로써 실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모든 부처님, 연기법을 깨달은 님, 거룩한 님이 걸었던 

길이다.(DhpA.I.51)”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dhamma)라는 

것이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과거부처님, 연각승, 

성문제자들이 모두 연기법으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빠알리원문과 동떨진 의역 

  



353 

 

dhp6 은 ‘다툼 (medhagā)’ 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연담에는 

‘꼬삼비비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논쟁과 같은 다툼을 멈출 수 있을까?  

  

게송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 (mayam-ettha yamāmase)”라 

되어 있다. 그러나 빠알리 원문을 보면 번역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번역자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mayam-ettha yamāmase(dhp6) 

  

1)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 –(전잭성님역) 

2) “われらは、ここにあって死ぬはずのものである” –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 –나까무라하지메역) 

3)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 – (법정스님역) 

4) 務自省身-(한역) 

4) “we're here on the verge of perishing” –(우리는 여기 고통을 

초래하는 가장자리에 있다, -타닛사로빅쿠역) 

  

  

Mayam 은 인칭대명사로서 ‘we’의 뜻이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는’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yamāmase 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  

  

Yamāmase 는 ‘yamā + āmase’로서, Yamā 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dead’의 뜻으로 ‘죽음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āmase 는 

‘āmasi + e’로서,  āmasi 는 ‘touched; pated; rubbed’의 뜻이다. 

그래서 yamāmase 는 ‘죽음의 왕이 강탈해 가다’의 뜻이 된다. 전체문장 

mayam-ettha yamāmase 를 직역한다면 “우리를 죽음의 왕이 

강탈해간다”라는 뜻이 된다.  

  

mayam-ettha yamāmase 의 의미 1,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mayam-ettha yamāmase 구절에 대하여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본다. 

첫번째는 우리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말한다. 

그래서 나까무라하지메는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고, 법정스님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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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존재”라 하였다. 그러나 타닛사로 빅쿠는 “우리는 여기 고통을 

초래하는 가장자리에 있다”라 하여 의역하였다.  

  

이구문과 관련하여 전재성님은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여 빠알리원문과 동떨어지게 의역하였다. 그러나 각주에서는 '우리는 

사라진다. 우리는 괴멸한다. 즉, 항상 틀림없이 죽음에 다가선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 그 죽음이 내일이 될지 1 년후가 될지 

10 년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마치 한여름밤에 “웽~”하고 

날아다니는 모기가 “딱” 하고 맞았을 때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누구나 죽는 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적개심이나 

증오, 원한의 감정이 부질없다는 것이다.  

  

mayam-ettha yamāmase 의 의미 2, 악처로 이끄는 반복적 원한 

  

두번째는 반복적인 원한을 품으면 악처에 떨어짐을 말한다. 이는 

야마라는 말이 죽음의 대왕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악처임을 뜻한다. 증오의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해로운 마음으로서 이 

해로운 마음을 대상으로 재생의 마음이 일어나 악처에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또 원한에 사무치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악업을 저지를 수 있다. 

이는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의 특징이다. 아미담마에 따르면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1) 불만족이 함께 하고, 적의와 결합되고 자극없는 마음 하나 

2) 불만족이 함께 하고, 적의와 결합되고 자극있는 마음 하나 

  

  

여기서 불만족(domanassa)은 성냄에 뿌리박은 정신적인 느낌에 대한 

것이다. 또 적의(patigha)는 불만족한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적대감이나 

악의, 그리고 짜증내는 마음으로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적의가 

반복되면 원한(vera)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법구경에서는 주로 

vera(원한)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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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가지 마음에서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자극과 관련된 

것이다. 자극 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으로 설명되고, 

자극있는 마음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설명된다. 중요한 사실은 반복적인 

원한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mayam-ettha yamāmase 라 하여 “우리는 죽음의 왕이 강탈해간다”뜻이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악처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6번 게송 mayam-ettha yamāmase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우리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부질없는 원한의 마음을 그치자는 것이다. 두번째로 반복적인 원한은 

악처로 이끌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데 

  

네 개의 게송을 보면 공통적으로 빠알리어 ‘웨라(vera)’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적개심이나 증오 또는 원한으로 번역된다. 마음속에서 

문듣문득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되는 성냄과는 다르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에스컬레이트(상승)되어 어떻게 발전 

될지 모른다. 분노가 상승되면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 

  

종종신문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표현을 본다. 무언가 심사가 

뒤틀려 성냄으로 표출 된 것이다. 그런데 보통사람도 아니고 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최고통치자가 분노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보통사람이 분노하면 “그인간”에 대한 것으로 그칠지 모른다. 

그럼에도 적개심이 반복되면 어떤 일을 저지를 지 모른다. 만약 

회사사장이 분노 했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사장이 격노하였다면 회사직원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일국의 통치자가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통치자의 격노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수 많은 인명이 

희생 되고 그 동안 이루어 왔던 것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분노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다. 대화를 하다 화를 낸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을 본다. 이제까지 맺어 왔던 인관관계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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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거래선이 있는데 자꾸 짜증나게 한다고 

하여 화를 벌컥 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 길로 다시는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화를 내면 이제까지 지은 공덕이 모두 파괴된다.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격노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시가 격노하여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설은 초토화 되었다. 

이렇게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다. 전쟁이 일어난 요인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통치자의 분노도 한몫 했을 것이다. 

  

따귀치기놀이 

  

반복적인 원한은 증오를 키운다. 그리고 증오는 증오를 먹고 자란다. 

이전에 올린 ‘베트남참전기념탑을 바라보며’라는 글에서 어느 

남쪽베트남 장교는 “증오심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마치 ‘따귀치기놀이’와 같은 것이다.  

  

따귀치기놀이는 처음에는 재미로 할지모른다. 그러나 반복되면 증오가 

생겨나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동료가 죽어 

나갈 때 증오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보복을 한다. 그래서 증오심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을 것이다. 

  

증오가 증오를 낳고 반복적인 원한은 결국 악처에 떨어지게 말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송에서는 “mayam-ettha yamāmase(우리는 죽음의 

왕이 강탈해간다)”라 하였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지금 여기서 멈출 

것이다.  그래서 “Averena ca sammanti(원한의 여읨으로 그친다)”라 

하였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이다.(esa dhammo sanantano)” 

  

지금 그 인간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라 

하였다. 사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오래된 

진리 (esa dhammo sanantano)”라 하였다.  이처럼 싱거워 보이고 

밋밋해 보이는 말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 

  



357 

 

부처님이 진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진리는 다름 아닌 ‘연기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기법은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대한 것이다. 누군가 지금 반복적인 원한으로 

악업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틀림 없이 악처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180 도 돌려서 더 이상 원한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틀림 없이 선처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을 아는 것이다. 과거의 

부처님들도, 연각승도, 부처님의 성스런제자들도 모두 이 연기법으로 

깨달았다가. 그래서 게송에서 “이것이 오래된 진리이다.(esa dhammo 

sanantano, dhp5)”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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