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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무엇이든지 써 놓으면 남는다. 블로그에 써 놓은 글을 말한다. 요즘은 웹이 하

드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웹에 보관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개

인 PC에 보관할 수 있지만 의외로 손실되기 쉽다. 가장 좋은 방법은 씨디에 담

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 쓰다시피 하는 글은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에 별도

로 보관하지 않는다. 

 

웹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장담하지 못한다. 개인용 PC에 보관된 글이 손상되거

나 손실될 수 있듯이, 웹에 올려진 글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좋은 방법은 책으

로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출판사에 의뢰하여 출간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소장

용으로 소량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수집해야 한다.  

 

니까야번역비교 두 번째 책을 만들었다. 첫번째 책은 2013년에 쓴 것을 대상으

로한 것이다. 이번에 만든 것은 2014년 1년 동안 쓴 것을 모은 것이다. 2014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총 56편의 글이 수집되었다. 매주 한편 쓴 꼴이다. 페

이지수로 따져 보니 582쪽에 이른다. 종이사이즈는 B5(182x257mm)이고 폰트사이

즈는 10으로 했다. 책처럼 목차와 서문을 반드시 싣는다. 

 

지금까지 다섯 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소에 썼던 것을 수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

부터 책을 만들기 위하여 글을 쓰지 않는다. 글을 쓰다보니 책이 만들어진 것이

다. 글을 쓸 때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책을 낼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

이다. 책을 내기 위하여 별도로 시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쓰는 글이 나중에 

책으로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그랬다. 

 

니까야번역비교 두 번째는 ‘사가타상윳따 번역비교2’라고 이름 붙였다. 앞으

로 3권까지 나올 것이다. 3권은 2015년에 쓴 글이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책은 

상윳따니까야 ‘나산띠경’(S1.34)에서부터 악마의 ‘올가미에 대한 경1’(S4.4)

까지 번역비교한 것이다. 빠알리원문과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역, 초기불전연구원

역, 그리고 빅쿠보디 영역을 비교한 것이다.  

 

번역비교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을 들라면 폭넓

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번역서에만 의존하는 것과는 다르다. 번역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번역을 참고하면 확연하게 드러난

다. 더구나 주석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진다.  

 

아직까지 한국불교에서 니까야번역비교에 관한 책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

비교가 가능한 것은 두 종류의 번역서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역서만 있다면 오

로지 그 번역서에만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행스럽게 두 종

류의 번역서가 있어서 독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역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의미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독자들



은 축복받은 셈이다. 

 

책을 내면서 5년전에 쓴 글을 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글쓰는데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하루 일과 중에 반은 글쓰기로 보낸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런데 글을 보니 2014년의 시국에 대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일상에 대한 것도 

있다. 번역비교도 일상적 글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써 놓은 글을 책으로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달에 한권 내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일없이 글을 수집해야 한다. 다행

스럽게도 블로그에 올린 글은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작업

하지 않아도 된다. 수십개의 글이 한 개의 파일에 실리면 그 다음 단계는 목차

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사실 이 작업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글의 

제목을 손보고 줄이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내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은 공유를 전제로 하

는 것이다. 한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책을 pdf로 만들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 주는 것이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온데간데 없다. 그러나 글쓰기만큼은 남는다. 5년전에 써 

놓은 글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글쓰기에 있어서 오류가 없지 않을 수 없다. 글

은 써 놓으면 남는 것이 때문에 오류도 그대로 남아 있다. 오자, 탈자와 같은 

사소한 오류를 말한다. 이렇게 남아 있으니 글쓰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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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지 마음의 해탈  

 

  

부처님의 두 번째 게송 

  

나산띠경(S1.34)에서 부처님은 세개의 게송을 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게송은 다음과 같다. 

  

  

Kodhaṃ jahe vippajaheyya mānaṃ  

saṃyojanaṃ sabbamatikkameyya, 

Taṃ nāmarūpasmimasajjamānaṃ  

akiñcanaṃ nānupatanti dukkhā. 

  

(Nasantisutta, S1.34)  

  

  

[세존]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 남김없이 건너야 하노라. 

 정신ㆍ물질 집착 않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160) 

 괴로움은 그를 결코 덮치지 못하노라.   

  

(있는 것이 아님 경, 상윳따니까야 S1.34, 각묵스님역) 

  

  

[세존] 

분노를 떠나고 또한 망상도 버려  

일체의 결박을 뒤어넘어야 하리. 

정신-신체적 과정에 집착하지 않아  

아무 것도 없는 님에겐(*264) 괴로움이 따르지 않네.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4, 전재성님역) 

  

  

[The Blessed One:] 

  

"One should discard anger, cast off conceit, 

Transcend all the fetters.  

No sufferings torment one who has nothing,  

Who does not adhere to name -and-form. (*73) 

  

(There Are No, CDB 1.34, 빅쿠 보디) 



  

  

이 게송은 하늘사람(Devata) 사뚤라빠 무리 중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덧

없음을 노래 하자 부처님이 시로서 읊은 것이다.  

  

각주를 보면 

  

게송에 대한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0)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akincana)’란 탐욕ㆍ성냄ㆍ어리석음이  

라는 그 무엇이 없는 자(raga-kincanadi-virahita)이다.”(SA.i.63) 이것은  

아라한의 동의어이다. 본서 제 4 권 「고닷따 경」(S41:7) §12 와 주해를 참 

조할 것. 

(각주, 초불연 각묵스님 

  

  

(*264)  akiñcana : Srp.I.63 에 따르면, 탐욕등의 번뇌를 떠난 자

(rāgakiñcanadi virahitaṃ)를 이른다. 즉, 탐진치(貪-瞋-痴)가 없는 아라한을 

이른다.  

(각주, 성전협 전재성님) 

  

  

(*73) akiñcana in pada c is a common epithet of the arahant. Spk explains 

it as devoid of the "something" (or impediments) of lust, hatred, and 

delusion (see 41:7; IV 297,18 -19 = MN I 298,~-15). 

(각주, CDB, 빅쿠 보디) 

  

  

c 구절에서 akiñcana 는 일반적으로 아라한의 별칭이다. 이를 주석에서는  갈망, 

증오, 망상 등의 “어떤 것(something, 또는 장애들)”이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41:7; IV 297,18-19 = MN I 298,~-15 을 보라). 

(빅쿠 보디 각주 번역) 

  

  

번역서의 각주를 보면 ‘아낀짜나(akiñcana)’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아낀짜나

는 ‘탐진치가 소멸된 자’라는 뜻으로 ‘아라한’의 다른 이름이라 하였다. 빅

쿠 보디는 lust, hatred, delusion 의 어떤 것이 없는 자가 아라한이라 하였다. 

갈망의 뜻인 Lust 가 탐욕에 해당되고, 증오의 뜻인 hatred 가 성냄에 해당되고, 

망상의 뜻인 delusion 이 어리석음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빅쿠 보디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delusion(망상, 현혹, 기만)이라 하였는데 

41:7 을 보라고 하였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S41:7 을 보라는 것이다. 초불연 각



주에서도 S41:7 을 보라고 하였는데 ‘고닷따경(S41:7)’이라 한다. 고닷따경에

서는 아낀짜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S41:7 을 찾아 보

았다. 

  

세가지 마음의 해탈이 있는데 

  

‘고닷따의 경’은 마음의 해탈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한량없는 마음의 해탈,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해탈, 텅 비어 있는 마음의 해탈 이렇게 세 가지가 설명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마음에 해탈에 대한 이야기는 맛지마까야 ‘교리

문답의 작은 경(M43)’에도 병행적으로 설명 되어 있다.  

  

경에서 세가지 마음의 해탈이 언급 되어 있다. 경을 참고 하여 표를 만들면 다

음과 같다. 

  

  

구   분 설    명 비고 

한량없는 마음의 해탈 

(appamāṇā cetovimutti, 

무량심해탈)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채

우고…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

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의 마음으

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채웁니다. 

(S41.7) 

자애, 연

민, 기뻐

함, 평정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해

탈 

(ākiñcaññā cetovimutti,  

무소유심해탈) 

수행승이 한량없는 의식을 뛰어넘어 

이와 같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

는다.’라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듭니다. (S41.7) 

  

텅 비어 있는 마음의 해

탈 

(suññatā cetovimutti,  

공심해탈) 

수행승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텅 빈 집으로 가서 이와 같이 

‘이것은 나로 보나 나의 것으로 보

나 텅 빈 것이다.’라고 사유합니다. 

(S41.7) 

  

  

  

  

세 가지 마음의 해탈에 대한 빠알리어는 appamāṇā cetovimutti, ākiñcaññā 
cetovimutti, suññatā cetovimutti 이다. 이 중 두 번째인 ākiñcaññā 

cetovimutti 가 위 게송에서 언급된 것이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님에겐 

괴로움이 따르지 않네. (akiñcanaṃ nānupatanti dukkhā, S1.34)”라 하였

디.  이때 ‘akiñcana’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ākiñcaññā 

cetovimutti 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해탈’로 번역되고 한자어로는 ‘무소

유심해탈’이라 한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고닷따경에 설명되어 있는 세 가지 마

음의 해탈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각주 설명 

한량없는 마음의 해탈 

(appamāṇā cetovimutti, 

무량심해탈) 

12 가지 한량없는 마음의 해탈이 있다. 네가지 청

정한 삶(사범주)과 참사람의 길과 경지(사향사과)

이다. 네 가지 청정한 삶은 무량하게 퍼져 나가

기 때문이고 참사람의 길과 경지는 오염을 제거

하여 한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해

탈 

(ākiñcaññā cetovimutti, 

무소유심해탈) 

아홉가지 종류의 해탈이 있다. 무소유처 해탈과 

사향사과해탈이다. ‘무소유처는 대상으로 아무것

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소유이고, 사향사

과는 무언가 고통을 주거나 방해하는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이다.’ 

텅 비어 있는 마음의 해탈 

(suññatā cetovimutti, 

공심해탈) 

문맥상으로는 사실의 무실체성을 통찰을 통한 해

탈을 말한다. 그러나 숲이나 나무 밑이나 빈 집

에서 명상이라는 실천적 수행과 결합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각주를 보면 ‘무소유심해탈’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는 무소유

처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무것도 대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아무것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무소유심을 닦으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들

어감을 말한다.  

  

그런데 경의 각주를 보면 아홉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아홉가지란 무엇일까? 

그것은 무소유처 해탈과 사향사과해탈이라 한다. 무소유처해탈 한가지와 사향사

과해탈 여덟 가지를 말한다. 여기서 사향사과해탈은 오염원이 없기 때문이라 하

였다. 탐진치와 같은 오염원이 소멸 되었을 때 더 이상 소유하려는 마음이 일어

나지 않아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다. 그런자를 아라한이라 하였다. 

그래서 게송에서 ‘akiñcana’라 하였는데, 이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뜻

으로 아라한과 동의어라 한다. 

  

마음의 해탈이 하나 더 있는데 

  

고닷따 경에서는 세 가지 마음의 해탈과 더불어 하나 더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해탈’이라 한다. 이를 ‘animittaṃ cetovimutti’라 

하고 한자어로 ‘무상심해탈’이라 하였다. 이렇게 경에서는 총 네 개의 마음의 

해탈이 언급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해탈’이란 무엇일

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찟따] 

존자여,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존자여, 세상에 수행승이 

모든 인상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삼매를 성

취합니다. 존자여, 그것을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Godattasutta-고닷따의 경, 상윳따니까야 S41.7, 전재성님역) 

  

  

고닷따경은 ‘고닷따’와 ‘찟따’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고닷따가 물어 보면 

찟따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경을 보면 놀랍게도 고닷따는 존

자라 되어 있고, 찟따는 장자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무슨뜻일까? 빅쿠가 의문

나는 것에 대하여 물의면 재가의 장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말한

다.  

  

하지만 경의 각주에 찟따장자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의 초반을 보면 “한 때 존자 고닷따는 맛치까산다 마을

에 있는 암바따까 숲에 있었다.(S41.7)”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찟따가 

맛치가산다 마을의 장자, 즉 그 마을의 촌장이자 존경받는 재가불자임을 간접적

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병행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맛지마니까야 ‘교리문답의 작은 경(M43)’에

서는 대화자가 다르다. ‘꼿띠따’와 ‘사리뿟따’의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렇게 똑 같은 내용이 상윳따니까야에서는 장자가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사리뿟따존자가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상상으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려 즐길 때 

  

경에서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해탈’에 대하여 “모든 인상에 정신활동을 기

울이지 않음으로써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삼매를 성취합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지금 어떤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을 빠알리어로  ‘니

미따(nimitta)’라 하였다. 이를 전재성님은 ‘인상’이라 번역하였다. 초불연 

각묵스님은 ‘표상’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니미따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 

(amanasikārā)’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개념화 하지 않는 것을 말한

다. 대상을 보았을 때 “저것은 여자다” “저것은 남자다” “저것은 아름답

다” 등 대상에 대하여 ‘순간포착’하여 한눈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개념화 하

는 작업을 말한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그쳐야 함을 말한다.  

   

그럼에도 개념화 하였을 때 대상이 사라졌을 지라도 니미따(인상 또는 표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니미따를 떠 올려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아 표상(니미따)을 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될까? 

앙굿따라니까야 ‘성적교섭의 경(A7.50)’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바라문이여, 또한 세상에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가 완전히 청정한 삶을 선언하여 

여인과 함께 서로 교합하지 않고, 여인의 맛사지, 지압, 세욕, 안마를 즐기지 않

고, 여인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응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장 너머

나 성벽 너머 들려오는, 웃거나, 이야기 하거나, 노래하거나, 우는 여인의 소리

를 듣지 않더라도, 예전에 여인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유희했던 기억을 떠올

립니다. 그는 그것에 유혹되고 그것을 욕망하고 마침내 쾌락에 빠집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이 파괴되고 균열되고 잡되고 더럽혀지고 

때묻는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성적교섭의 굴레에 묶인, 청정하지 못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불만,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Methuna sutta- 성적교섭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7.50, 전재성님역) 

  

  

‘성적교섭의 경(A7.50)’에는 모두 일곱 가지 사례가 소개 되어 있다. 여인과 

직접적인 접촉, 엿보는 것, 몰래 상상하는 것 등 모두 일곱가지에 대한 것을 보

면 공통적으로 ‘청정하지 못한 행위’라 하였다. 특히 여인과의 과거 경험을 

떠 올리면서 상상하면서 즐기는 것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경

에서 “유희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라 하였다.  이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만

이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행위 역시 업을 짓는 것을 말한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신적 업을 짓는 것이 더 업을 짓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행위는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 

  

상상으로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은 니미따를 취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개념

화 된 것이다.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으로서 표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토끼뿔, 거북

털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실재하지 않는 여인의 얼굴을 떠 올려 이를 즐기는 

것은 경에 따르면 정신활동을 올바로 기울이지 않는 것에 해당된다.  

  

올바른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맛지

마니까야의 '모든번뇌의 경(M2)'에서는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일 것을 강

조하였다. 이를 ‘요니소 마나시까라(yoniso manasikara)’라 한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M2)” 라고 하였다. 생각이 생각을 유발하여 생



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일어남이 결국 번뇌를 유발하고 말것이라는 것이

다.   

  

지금 누군가 어떤 여인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번뇌가 치성하여 더욱 더 괴로울 뿐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

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M2)”라고 하셨다.  

  

그런데 고닷따경에서는 “모든 인상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S41.7)”라 하였다. 어떤 표상(니미따)도 취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어떤 대상에도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록 그것이 선

법에 해당되는 것일지라도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않을 때 인상을 여읜 삼매를 

성취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해탈

(animittaṃ cetovimutti, 무상심해탈)’이라 하였다. 

  

네 가지 마음의 해탈의 교집합은? 

  

고닷따경에 따르면 총 네 가지 마음의 해탈이 설명되어 있다. 이를 한자식으로 

표현 하면, 무량심해탈, 무소유심해탈, 공심해탈, 무상심해탈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 그런데 경에서는 이 네 가지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것이라 하였

다. 모두 마음의 해탈에 대한 것이지만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말한다. 이

렇게 표현 하는 것으로 본다면 네 가지 마음의 해탈에는 공통집합이 없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 네 가지의 

‘교집합’이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찟따]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의한 해탈에는 탐욕이 텅 비고 미움이 텅비고 

어리석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Godattasutta-고닷따의 경, 상윳따니까야 S41.7,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네 가지 마음에 대한 해탈에 대하여 각기 ‘최상’이라 하였다. 모

두 다 훌륭함을 말한다. 그러나 네 가지 해탈을 보면 모두 공통적인 ‘교집합’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라는 세 가지 오염

원이 텅비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의 해탈에 대한 교집합은 탐진치

가 모두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가 소멸 되었을 때 마음의 해탈을 이룬 것으로 본다. 

설령 그 마음의 해탈이 무량심해탈, 무소유심해탈, 공심해탈, 무상심해탈 등 다



른 표현으로 불리우지만 탐진치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 네 가지 마음의 해탈에 대하여 “이 개념들이 의미는 같은

데 표현만 다른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S41.7)”이라 하였다. 따라서 네 가

지 해탈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성취하더라도 모두 마음의 해탈로 보는 것이다.  

  

마음의 해탈을 성취하였을 때 

  

그렇다면 마음의 해탈을 성취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는 부처님이 초전

법륜경에서 다음과 같은 아라한 송을 읊은 것에서 알 수 있다. 

  

  

akuppā me cetovimutti,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S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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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숨기고 싶은 것까지 기록된 니까야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해탈과 열반이라 한다. 해탈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열반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 또는 ‘불사’로 설명한

다. 탐진치 등으로 대표 되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더 이상 재생의 원인이 되

는 업을 짓지 않았을 때 마지막 죽음의식 다음에 일어나는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로 설명되는 

연기의 고리가 끊어진다. 그래서 열반은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로

도 설명된다. 이런 연기의 고리와 유사한 게송이 있다. 나산띠경(S1.34)에서 부

처님의 세 번째 게송이 그것이다. 

  

  

Pahāsi saṅkhaṃ na ca mānamajjhagā  

acchecchi taṇhaṃ idha nāmarūpe, 

Taṃ chinnaganthaṃ anīghaṃ nirāsaṃ 



 pariyesamānā nājjhagamuṃ 

Devā manussā idha vā huraṃ vā  

saggesu vā sabbanivesanesūti.  

  

(Nasantisutta, S1.34)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린 그는 

 여기 [이 세상에서] 정신ㆍ물질에 대한 갈애 자르고 

 매듭 끊고 근심이 없이 바라는 것 없으니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너머서나 

 천상서나 그 모든 거처에서나 

 그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도다.”(*161)   

  

(있는 것이 아님 경, 상윳따니까야 S1.34, 각묵스님역) 

  

  

헤아림을 버리고 망상을 부리지 않고(*266) 

세상의 명색에 대한 탐착을 없애 

속박을 끊고 동요하지 않고 욕심이 없다면  

하늘사람이든 사람이든 금생에나 내생에나  

하늘에서나 모든 존재의 세계에서나  

널리 찾더라도 그를 발견할 수 없다네”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4, 전재성님역) 

  

"He abandoned reckoning, did not assume conceit;  

He cut off craving here for name -and-form. 

Though devas and humans search for him  

Here and beyond, in the heavens and all abodes,  

They do not find the one whose knots are cut,  

The one untroubled, free of longing."  

  

(There Are No, CDB 1.34, 빅쿠 보디) 

  

  

  

  

이 게송에 대한 특별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짤막하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각주만  있다. 

  

  

(*161) 본 게송은 본서 「사맛디 경」(S1:20) {49}와 동일하다. 그곳의 주 

해들을 참조할 것. 



  

(각주, 각묵스님) 

  

  

(*266) 위의 모든 시들은 가이거에 의하면, 아마도 여러 다른 하늘사람들이 각

각 읊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 전재성님) 

  

  

각묵스님은 사밋디경에 있는 49 번 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곳에 쓰여 있는 

각주를 참고하라고 하였다. 이는 상윳따니까야에 동일 게송이 여럿 있기 때문이

다.  

  

고디까의 경(S4.23)에서 

  

게송에서는 재생의 원인이 되는 갈애를 일으키지 않아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 

나지 않으면 명색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늘에서나 모든 존재의 

세계에서나 널리 찾더라도 그를 발견할 수 없다네.(S1.34)”라 하였다.  이 대

목은 상윳따니까야 ‘고디까의 경(S4.23)’과 유사하다. 고디까의 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빠삐만] 

“위와 아래와 옆과 

사방과 팔방을 찾아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네. 

고디까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세존] 

“결단을 갖춘 현자는 

항상 선정을 즐기며 참선하네. 

목숨에 얽매이지 않고 

밤과 낮으로 정진하네. 

  

죽음의 군대를 쳐부수어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갈애를 뿌리째 뽑아서 

고디까는 완전한 적멸에 들었네.” 

  

(Godhikasutta-고디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3,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마라상윳따(S4)에서 악마 빠삐만과 부처님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인 고디까 빅쿠가 자결하자 악마 빠삐만은 그의 식(윈냐나)를 찾

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냐나는 고대 인도에서 아뜨만 또는 영혼의 개념이

라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죽

으면 49 일 동안 중유의 존재로 머물다가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삐만은 사방과 팔방을 찾아도 영혼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디까의 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고

디까는 완전한 적멸에 들었네.”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말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죽음의

식에서 더 이상 재생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재생연결식이 일

어날 수 없다.  

  

재생의 원인이 되는 마지막 마음은 아비담마에 따르면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을 말한다. 아라한은 악업이든 선업이든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지은 

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 날 수 없고, 또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연

결의 마음이 일어날 리 없다. 이는 마음은 오로지 한순간에 한가지 일을 하고,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죽음

의 마음에서 그 어떤 표상도 떠 오르지 않으니 그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

결식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재생연결식이 없으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라는 과정이 성

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연명색과 명색연식의 과정이 성립 되지 않아 어떤 존

재로도 태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결한 

고디까에 대하여 “고디까는 완전한 적멸에 들었네.(S4.23)”이라 하신 것이다. 

  

고디까는 왜 자살하였을까? 

  

경에 따르면 고디까빅쿠는 자결하였다. 칼로 자신의 동맥을 끊어 자살한 것이

다. 그렇다면 고디까는 왜 자살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일시적 마음

의 해탈’ 때문이라 하였다.  

  

고디까는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나 매번 일시적 마음의 해탈에 그

쳤다. 이 일시적 마음의 해탈에 대하여 각주에 따르면 집중에서 나오는 마음의 

해탈이라 하였다. 각묵스님의 각주에 따르면 “본삼매에 들어 있는 순간에만 억

압된 오염원으로부터 해탈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선정삼

매에서 일시적으로 오염원이 억눌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선정삼매에서 



벗어나면 또 다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번뇌를 뿌리 뽑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그래서 고디까는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한다. 그러기를 무려 여섯 번이나 반복하

였다. 일곱 번째 마음의 해탈에 이르렀을 때 고디까는 결심한다. 여기서 퇴전하

면 또 다시 일시적 마음의 해탈로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이다. 그래서 해탈

의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결하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가지고 있는 

칼로 자신의 동맥을 끊는다.  

  

고디까는 세속적인 마음의 해탈이라 불리우는 선정삼매 상태에서의 일시적 마음

의 해탈만 이룬 것이다. 이런 일시적 마음의 해탈에 대하여 경에서는 sāmāyika 

ceto-vimutti 라 한다.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가 뿌리 뽑히지 않은 선정삼매

에서 일시적 해탈을 말한다. 그러나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가 완전히 뿌리 뽑

혀 다시는 퇴전 하지 않는 해탈이 있다. 이를 경에서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

탈(akuppā cetovimutti, 不動心解脫)’이라 한다. 초전법륜경의 아라한 선언에서 

언급된 “akuppā me cetovimutti.(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

다. S56.11)”이라는 문구이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과 일시적 마음의 해탈은 다른 것이다. 따라서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을 이룬 자는 아라한이라 볼 수 있고 다시는 태어남이 

없다. 그래서 아라한송에서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이것

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S56.11)”라고 선언할 수 있

는 것이다. 

  

고디까는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다 자결하였지만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렇

게 죽음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 열반을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사마시시

(samasisi)’라 한다. 사마시시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고디까의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라한의 자살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다. 이는 오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 되고 있는 사항

이다. 그래서 타인은 물론 자신을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중죄를 짓는 것으로 간

주한다. 그렇다면 고디까의 자결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최근 교계신문에 발표된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허 교수는 “밧칼리·고디카·찬나 비구의 자살은 현대에서의 자발적 안락사와

도 유사하다”면서도 “주의해야할 것은 붓다는 자살을 직접 권유하거나 안내하

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허남결 교수 “불교라면 생명윤리, 자살에 대한 태도 재확립을”, 불교닷컴 

2013-10-25) 



  

  

허남결 교수에 따르면 고디까의 자살은 ‘자발적 안락사’와도 유사하다고 하였

다. 이는 중병을 앓던 박칼리 빅쿠나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한 고디까 빅쿠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자살을 권유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

실이다. 만일 빅쿠가 자살하려 한다면 막았을 것이라 한다. 이는 고디까의 경에

서 악마 빠삐만이 고디까의 자살하려는 것을 눈치 채고 부처님에게 알려 주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경에서는 “그때 악마 빠삐만이 존자 고디까가 품은 생

각을 알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 왔다.(S4.23)” 라고 말한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악마 빠삐만이 고디까에게 제지하라고 한다고 하여 그만 두지 않

겠지만 부처님이 금한다면 그만 둘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디까는 자살하고 만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디까가 자

결한 이씨길리 산 중턱에 있는 검은 바위로 올라 간다. 이씨길리산은 라자가하

에 있는 다섯 산 중의 하나이다. 라자가하 근교에 있는 다섯 산은 빤다바, 깃자

꾸따(Gijjakuta), 베바라(Vebhara), 이시길리(Isigili), 베뿔라(Vepulla)산이

다.  거기에 고디까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양가의 아들 고디까는 의식이 머

무는 곳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S4.23)”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생을 스스로 마감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대부분 ‘악처’라 한다.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생업에 해당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번뇌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자살은 재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몸과 마음에 탐착 하지 않아 살아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떄문이라 한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마치 월급쟁이가 월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죽음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라 한다. 따라서 지금 죽으나 수명을 다하여 죽으나 

아라한의 죽음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아라한의 죽음에 대하여 죽어도 죽지 않

는 ‘불사’라고도 한다. 이는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육체적 죽음과 다

른 것이다.  

  

니까야가 조작된 경전이 아닌 이유 

  

빠알리니까에서 아라한의 자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고디까. 박

칼리. 찬나 빅쿠이다. 이런 아라한의 자살이 경전에 실려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자살하였다는 것은 그리 자랑할만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것도 아라한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숨기고 은폐하기에 바쁠 것이다.  

  



그럼에도 빠알리 니까야에서는 아라한의 자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전에 올린 글 ‘아라한의 자살과 사마시시, 불리한 내용까지 

기록된 니까야의 위대성, 2012-05-04)’이 있다. 아라한의 자살에 대하여 전재

성님의 강연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아라한의 자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니까야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부처님을 따르겠습니

까? 솔직히 말해서 다 덮어 놓았을 것입니다. 기록에 안 남겼을 거라구요!  

  

그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작된 경전이 아닙니다.” 

  

(전재성박사, 동국대정각원 토요법회 2012-3-10 일자) 

  

  

니까야가 위대한 이유는 불리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예는 전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전세계의 모든 경전이 

미사여구에다 화려하고 장엄한 묘사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자가 자살하였

다는 내용은 보기 힘들다. 대승경전에서도 보살이 자살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니까야에서 제자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것은 니까야가 

조작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한다. 이렇게 빠알리니까야의 경우 숨기고 

싶은 사항들도 솔직하게 기록 되어 있 EK.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니까야가 위

대한 경전이고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 원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4-01-06 

진흙속의연꽃 

  

 

 

 

3. 진정으로 뉘우칠 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받아 준다. 설령 죽을 죄

를 지었더라도 받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받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증오하고 원한에 사무칠 것이다. 

  

허공에서 말하는 하늘사람 



  

상윳따니까야에 특이한 경이 있다. 허공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천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웃자니쌍니까의 경(S1.35)이 있다. 부처님 면전에서 공손

하게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보다 더 높은 허공에서 마치 아래로 내려 

보듯이 게송으로 넌지시 물어보는 천신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 먼저 어떤 

하늘 사람이 다음과 같이 게송을 읊는다. 

  

  

Aññathā santamattānaṃ aññathā yo pavedaye, 

Nikacca kitavasse'va bhūttaṃ theyyena tassa taṃ. 

  

(Ujjhānasaññisutta, S1.35)  

  

  

“자신의 원 모습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내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168)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은 도둑질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허점을 찾는 자 경, 상윳따니까야 S1.35, 각묵스님역) 

  

  

[어떤 하늘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나타내는 사람(*274)은 

도박사가 사기를 치는 것처럼, 

그가 향유하는 것은 도둑질이네.”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If one shows oneself in one way  

While actually being otherwise,  

What one enjoys is obtained by theft  

Like the gains of a cheating gambler."  

  

(Faultfinders,  S1.35, 빅쿠보디) 

  

  

왜 허공에서 말하였을까?  

  

경의 각주에 따르면 하늘사람은 허공에서 게송을 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태도에 대하여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67) “’허점을 찾는 천신(ujjhanasannika devata)’이라 불리는 천상 세계

(devaloka)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천신들이 여래께서 네 가지 필

수품을 수용하는 것(catu-paccaya-paribhoga)을 두고 허점을 찾으러 왔기 때문

에 법을 결집한 장로(dhamma-sangahaka-tthera)들이 허점을 찾는 천신이라고 명

명한 것이다.” 

  

(SA.i.64)이 천신들은 사문 고따마는 비구들에게는 분소의를 입고 탁발음식을 

먹고 나무아래 머물고 썩은 오줌으로 만든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칭송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호사스럽게 산다고 비난을 하고, 매일 법을 설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서로 어긋난다고 비난하였다고 주석서는 적고 있다.(Ibid) 그

들이 세존 앞에 나타나지 않고 허공에 서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세존을 존경하

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167 번 각주, 각묵스님) 

  

  

각주에 따르면 천신이 부처님 면전이 아닌 부처님 보다 더 높이 허공에서 부처

님을 바라보면서 게송을 읊은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위라 한다. 이는 천신이 부

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인간들 가운데 좀 더 뛰어난 사람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자들을 거느리고 탁발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헛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전재성님의 각주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그들은 부처님이 제

자들과 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부처님이 스스로 행하는 것 사이에 어떤 모순

이 있다고 거기에 반대하는 신들이다.”라고 각주를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혹시 언행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무언가 헛점을 잡기 위하여 면전이 아닌 허공에서 내려다 보면

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경의 제목이 말하듯이 ‘Ujjhānasaññisutta’ 이다. 이

를 초불연에서는 ‘헛점을 찾는 자의 경’이라 하였고, 빅쿠 보디는 

Faultfinders 라 하여 ‘허물을 찾는 자’의 뜻으로 제목을 하였다. 그러나 전

재성님은 빠알리원어 그대로 ‘웃자니쌍니까의 경’이라 하였다. 

  

게송에서 ‘사기꾼(kitava)’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주석에 따르면 새 사냥

꾼은 나뭇가지나 잎사귀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새가 나타나면 잡듯이, 사

기꾼도 분소의로 자신을 감추고 교묘한 말로 대중들을 속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필수품을 가져 가는데 이를 사기치는 것 내지 도둑질 같은 것으로 비유

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말한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아니냐는 식으

로 말한 것이다.  

  

부처님의 헛점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하늘사람들은 부처님의 헛점을 찾기 위하여 허공에서 이모저모 살펴 보

면서 게송으로 넌지시 말하고 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하늘사람이 게송으로 읊

었다. 

  

  

Yaṃ hi kayirā taṃ hi vade yaṃ na kayirā na taṃ vade, 

Akarontaṃ bhāsamānānaṃ1 paṭijānanti paṇḍitāti. 
  

(Ujjhānasaññisutta, S1.35)  

  

  

[다른 천신]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되리.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를 

지자들은 분명하게 알아본다네.”   

  

(허점을 찾는 자 경, 상윳따니까야 S1.35, 각묵스님역) 

  

  

[다른 하늘사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하지 못할 것을 말한다면, 

슬기로운 자는 곧 알아차리네.”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Another devata:]  

"One should speak as one would act; 

Don't speak as one wouldn't act.  

The wise clearly discern the person  

Who does not practise what he preaches."  

  

(Faultfinders,  S1.35, 빅쿠보디) 

  

  

이 게송에 대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미 앞 게송에서 설명 되었기 때

문이다. 다만 언행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

다.  

  

현자들은 이치를 알기에 



  

이렇게 허공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헛점을 찾아 언행일치기 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 하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Nayidaṃ bhāsitamattena ekantasavaṇena vā, 
Anukkamitave2 sakkā yāyaṃ paṭipadā daḷhā, 
Yāya dhīrā pamuccanti jhāyino mārabandhanā. 

 

 

Na ve dhīrā pakubbanti viditvā lokapariyāyaṃ, 

Aññāya nibbutā dhīrā tiṇṇā loke visattikanti. 

  

(Ujjhānasaññisutta, S1.35)  

  

  

[세존] 

“단지 말한 것이나 일방적으로 들은 것만으로 

이 굳건한 도닦음으로 나아갈 수 없노라. 

현명한 자들은 올곧게 참선하여 

마라의 속박에서 해탈하여 머물도다.  {110} 

  

현자들은 이 세상의 형태를 잘 알기에 

그것 두고 더 이상 논하지 않노라. 

구경의 지혜로 알아 완전한 평화 얻은 뒤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모두 다 건넜도다.”169)  {111} 

  

(허점을 찾는 자 경, 상윳따니까야 S1.35, 각묵스님역) 

  

  

[세존] 

“단지 말하는 것이나 오직 듣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이 길을 좇아갈 수 없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선정을 닦으면, 

악마의 속박에서 해탈하네. 

  

슬기로운 님은 세상이 방편임을 알아 

참으로 흔들리지 않으니 

지혜로써 열반에 들어 

세간에서의 집착을 건넜네.”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The Blessed One:] 

"Not by mere speech nor solely by listening  

Can one advance on this firm path of practice  

By which the wise ones, the meditators, 

Are released from the bondage of Mara.  

  

 "Truly, the wise do not pretend,  

For they have understood the way of the world.  

By final knowledge the wise are quenched:  

They have crossed over attachment to the world."  

  

(Faultfinders,  S1.35, 빅쿠보디) 

  

  

이 두 개의 게송은 하늘사람들의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한 게송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빅쿠 보디의 번역을 보면 “현자들은 세상의 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하늘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일도 하

지 않고 무위도식이나 하는 것처럼 또는 사기치고 도둑질이나 하는 것처럼 보일

지 모르지만 현자들은 이미 세상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결코 천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행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자들은 일어나

고 사라지는 원리를 잘 알아 오염원을 소멸 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집착도 남아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네 가지 필수품을 마치 도둑질 하여 얻은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부처님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자 그제서야 하늘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 보았음을 고백

한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하늘사람들은 허공에서 땅으로 내려 온다. 그리고 부

처님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잘못이며 허물입니다.”라

고 말하며 잘못 본 것에 대하여 용서를 빈다.  

  

더 큰 헛점을 찾고자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만 짓는다. 이는 하늘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잘

못을 빌면 한마디 말이라도 해 줄줄 알았으나 일언반구도 없이 미소만 짓는 부

처님에게 화가 난 것이다. 그래서 더 큰 헛점을 찾고자 다시 허공으로 올라 갔

다. 이전 보다 더 높은 허공에서 부처님을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게송을 읊는다.  

  



  

Accayaṃ desayantīnaṃ yo ce7na paṭigaṇhati, 
Kopantaro dosagaru sa veraṃ paṭimuccati. 
  

(Ujjhānasaññisutta, S1.35)  

  

  

“잘못을 드러내는 자들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자는 

안으로 분노 품어 성냄 휩싸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 있다네.”   

  

(허점을 찾는 자 경, 상윳따니까야 S1.35, 각묵스님역) 

  

  

[어떤 하늘사람]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 들이지 않고 

울화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이네.”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If one does not grant pardon  

To those who confess transgression, 

Angry at heart, intent on hate,  

One strongly harbours enmity."  

  

(Faultfinders,  S1.35, 빅쿠보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

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부분 발끈 

할 것이다. 경에서 하늘사람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자신의 용서를 받아 들

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하늘사람은 더 높은 허공으로 올라가 더 큰 헛점을 발

견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하여 울화를 품고 원한에 묶인 자라 하

였다. 부처님에 대하여 속 좁은 보잘 것 없는 인간으로 폄하 한 것이다.  

  

왜 미소로서 답하였을까? 

  

그렇다면 부처님은 용서를 바라는 하늘사람에게 왜 미소로서 답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70) “’미소를 지으셨다(sitam patvakasi).’라고 했다. 왜 미소를 지으셨

는가? 그 천신들이 [세존께] 어울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간인 여래를 세속의 

요직에 있는 사람(lokiya-mahajana)과 같은 경지쯤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

서 세존께서는 ‘다시 더 이야기를 계속하여 부처의 위력(Buddha-bala)을 드러

낸 뒤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리라.’라고 생각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신 것

이다.”(SA.i.66) 

  

(170 각주, 각묵스님) 

  

  

(*282) sitaṃ pātvākāsi : Srp.I.66 에 따르면, 하늘사람들이 부처님의 진심에 

맞도록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시람들과 부처님 사이에 차

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그래서 미소를 지은 것이다. 

  

(282 각주, 전재성님) 

  

  

(78) Spk: Why did the Buddha display a smile? It is said that those devas 

did not apologize in a way that accorded with the Buddha's true nature 

(sabhavena); they acted as if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the 

Tathagata, the supreme person in the world, and ordinary worldly people. 

The Blessed One smiled with the intention: "When disc ussion arises from 

this, I will show the power of a Buddha and thereafter I will pardon 

them." 

  

(78 각주, 빅쿠 보디) 

  

  

부처님이 미소를 지은 이유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빅쿠 부디에 따르면 “When discussion arises from this,”라 하였는데, 이는 

“이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 났을 때”라는 뜻이다. 미소를 지음으로서 하늘사람

들의 오해 한 것을 말한다. 단지 미소 지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자신들의 

참회를 받아 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며 또 다른 

헛점을 찾아 더 높은 허공으로 올라 간 것이다. 하늘사람들은 진실로 용서와 참

회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속 좁은 인간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이런 비난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Accayo ce na vijjetha no cidhāpagataṃ siyā, 

Verāni ca sammeyyuṃ tenīdha kusalo siyā. 

  

(Ujjhānasaññisutta, S1.35)  

  

  

[세존] 

“여기 이 경우에는 잘못이란 없었고 

죄과(罪過)를 범한 것이 본래부터 없었으니 

증오 역시 이미 만일 가라앉아 버렸다면 

이 경우에 그는 결코 비난받지 않도다.”(*171) 

  

(허점을 찾는 자 경, 상윳따니까야 S1.35, 각묵스님역) 

  

  

[세존] 

“세상에 잘못도 없고 

허물이 없다면, 

그리고 원한이 그치면, 

세상에서 착하고 건전한 님이리.”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The Blessed One:]  

 "If there was no transgression,  

If here there was no going astray,  

And if enmities were appeased,  

Then one would be faultless here."(*79) 

  

(Faultfinders,  S1.35, 빅쿠보디) 

  

  

하늘사람의 비난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떻게 이해 시켰을까? 마치 하늘사람을 도

발하게 만든 것처럼, 낚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였을까? 

이에 대한 부처님의 게송을 보면 두 한글 번역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함 

  

전재성님의 번역을 보면 잘못과 허물이 없고 원한이 그친다면 “세상에서 착하

고 건전한 님이리.”라 하였는데 이는 부처님은 허물이 없는 자이므로 원한을 

품을 리가 없다는 뜻으로 본다. 이미 번뇌가 소멸 된 부처님에게 옹졸한 미움의 



마음이 남아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마치 주석

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번역

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 하였다. 

  

  

(*171) ‘이 경우에 그는 잘못이 없도다.’는 보디 스님이 채용한 Se 의 

‘tenidha kusalo siya’를 따라서 옮긴 것이다. Ee1&2 와 Be 에는 kenidha 

kusalo siya 로 의문문으로 나타나는데 주석서를 참조해도 의미가 통하게 옮기

기가 힘들다. ‘비난받지 않도다.’로 옮긴 원어는 kusala(유익함)인데 복주서

는 이것의 동의어로 anavajja(비난받지 않음)를 들고 있어서(SAT.i.96) 이렇게 

옮겼다. 주석서도 본 게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

고 있다. 

  

(171 번 각주, 각묵스님) 

  

  

 각주에 따르면 kusala 에 대하여 비난받지 않음의 뜻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빅쿠 보디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빅쿠 보디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79)In pada d, I follow Se in reading tenidha, as against kenidha in Be 

and Eel and ko nidha in Ee2. Neither Spk nor Spk -pt offers any help with 

the meaning of the verse. I translate kusala here in accordance with Spk -

pt's gloss, anavajja. At KS 1:35 this verse has been overlooked.  

  

(79 번 각주, 빅쿠 보디) 

  

  

빅쿠 보디의 79 번 각주를 보면 kusala 에 대하여 anavajja 의 의미로 번역하였

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Then one would be faultless here”라 번역하였는

데 이는 “그때 그는 여기서 비난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kusala 의 의미는 ‘비난받지 않는 자’ ‘결점이 없는 자’라는 뜻이 된다. 이

는 다름 아닌 번뇌 다한 아라한이다. 번뇌 다한 아라한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

한을 가질 리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 들이네” 

  

이렇게 부처님은 번뇌 다한 자는 결코 원한을 가지지 않는 허물없는 자임을 말

한다. 그러자 하늘사람은 “누구 잘못이 없습니까? 누가 허물이 없습니까? 누가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항상 슬기롭게 새김이 깊습니까?(S1.35)”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한다. 

  



  

Tathāgatassa buddhassa sabbabhūtānukampino, 

Tassaccayā na vijjanti tassa natthi apāgataṃ, 

So na sammohamāpādi sova1 dhīro sadā sato. 

 

 

Accayaṃ desayantīnaṃ yo ce na paṭigaṇhati, 
Kopantaro dosagaru sa veraṃ2 paṭimuccati, 
Taṃ veraṃ nābhinandāmi patigaṇhāmi voccayanti. 

  

(Ujjhānasaññisutta, S1.35)  

  

  

[세존] 

“여래요 깨달은 자요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자 

그에게는 잘못도 없고 허물 또한 없노라. 

실로 그는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가 바로 항상 마음챙기는 현자이니라.  

  

잘못을 드러내는 자들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자는 

안으로 분노 품어 성냄에 싸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 있도다. 

나는 그런 증오를 즐기는 자 아니니 

그러므로 그대들의 잘못을 섭수하노라.”   

  

(허점을 찾는 자 경, 상윳따니까야 S1.35, 각묵스님역) 

  

  

[세존] 

“모든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여래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고 어떠한 허물도 없네. 

그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슬기롭고 항상 새김이 깊다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지 않고 

울화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원한에 묶이네. 

나는 원한을 즐겨하지 않기에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 들이네.”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The Blessed One:] 

 "The Tathagata, the Enlightened One,  

Full of compassion for all beings:  

For him there are no transgressions, 

For him there is no going astray;  

He has not fallen into confusion,  

And he is the wise one, ever mindful.  

  

 "If one does not grant pardon  

To those who confess transgression,  

Angry at heart, intent on hate,  

One strongly harbours enmity. 

  

(Faultfinders,  S1.35, 빅쿠보디) 

  

  

첫 번째 게송에서 허물 없는 자가 부처님임을 밝힌다. 그래서 ‘따타가따

(Tathāgata)’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따타가따는 한자어로 여래라고 번역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렇게 오신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번 게송에

서는 한자어인 ‘여래’로 번역한 것이 눈에 띈다. 

  

두 번째 게송에서는 부처님이 하늘사람의 참회를 받아 준다. 하늘사람의 참회에 

대하여 미소로서 응답하여 한번 테스트 한 후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자 참회

를 받아 준 것이다.  

  

진정으로 뉘우칠 때 

  

잘못을 하여 뉘우치면 받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럴 경우 테스트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경에서는 잘못을 뉘우

치는 하늘사람에게 부처님은 미소로서 응답한다. 이를 오해한 하늘사람은 화가 

나서 다시 더 큰 결점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아닌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하늘사람은 부처님에 대하여 단지 인간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신

과 인간의 스승임을 알고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인다. 

부처님은 이를 받아 들인다. 이렇게 진정하게 뉘우쳤을 때 받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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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상의 행복 빠라마수카(parama sukha) 



  

  

보통불자가 감히 번역비교를 

  

상윳따니까야 번역비교를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갖는다.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님도 아닌 보통불자가 감히 

번역비교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번역비교

를 함으로써 ‘구업’을 짓고 있다. 구업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히 번역비교를 하는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다. 어느 

한 번역서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번역서를 접하여 서로 크로스 첵크 함으로써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번역비교는 상윳따니까야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부니까야 중에서 

상윳따니까야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또 고층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방

대하고 간단한 게송에서부터 심오한 교리까지 총 망라 되어 있다. 그래서 상 상

윳따니까야 하나만 소화 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의 다 접하였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라 본다. 이렇게 사부니까야 중에서 상윳따니까야가 차지 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이 가장 먼저 번역한 것이 상윳따니까야라 본

다.  

  

순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상윳따니까야 번역비교는 제 1 장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1 장에는 주로 짤

막한 게송으로 되어 있지만 심오한 뜻이 내포 되어 있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

록 맛이 나는 것처럼 보면 볼수록 의미가 살아 난다. 그리고 다른 경들과 연계 

되어 있어서 짤막한 게송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녹아 들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서는 상윳따니까야 1 권의 내용이  법문

이나 교육용으로 널리 활용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 1 장 제 1 절 식으로 처음부

터 차례로 순차적으로 번역비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교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게 된다. 

논쟁중인 사항과 맞아 떨어졌을 때 마치 ‘오비이락’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글

을 쓰게 된 것처럼 오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

문에 마치 자신을 향하여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때문이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지 소개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삿다숫따(Saddhāsutta, S1.36)에서 

  

‘사뚤라빠 무리의 품’에서 ‘웃자니쌍니까의 경(S1.35)’에 이어지는 것은 

‘믿음의 경(S1.36)’이다. 빠알리어로 ‘삿다숫따(Saddhāsutta)’ 라 하는데, 



전재성님은 믿음의 경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믿음 경, 빅쿠 보디는 Faith 라 

하였다. 먼저 하늘사람이 부처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는다. 

  

  

Saddhā dutiyā purisassa hoti  

no ce assaddhiyaṃ avatiṭṭhati 
Yaso ca kittī ca tatvassa hoti 

Saggañca so gacchati sarīraṃ pahāyāti. 

  

(Saddhāsutta, S1.36)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 버린 뒤 천상에 가게 됩니다.”   

  

(믿음 경, 상윳따나까야 S1.36, 각묵스님역) 

  

  

[하늘사람] 

믿음은 인간의 참다운 벗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명예와 칭찬이 생겨나고, 

몸을 버리면 하늘나라에 이른다네.” 

  

(믿음의 경, 상윳따나까야 S1.36, 전재성님역) 

  

  

"Faith is a person's partner;  

If lack of faith does not persist,  

Fame and renown thereby come to him, <54>  

And he goes to heaven on leaving the body."  

  

(Faith, CDB S1.36, 빅쿠 보디) 

  

  

경의 제목이 삿다(Saddhā)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믿음(信, Faith)’이라 번역

한다. 그렇다면 삿다는 어떤 믿음을 말할까? 

  

‘묻지마’ 믿음 

  



믿음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믿을 信(신)자 앞에 수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데 그 중에 하나가 ‘맹신(盲信)’이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한다. 마치 눈

을 감고도 믿는 ‘묻지마’ 믿음이 이에 해당된다.  

  

맹신은 주로 유일신교에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일신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치로 따지고 조건으로 비교하여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가 있다고 하였을 때 이를 믿어야만 종교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맹목적 믿음, 묻지마 믿음 중에는 마하야나의 믿음도 해당된다고 본다. 특히 

‘견성성불’식 믿음을 말한다. 본래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

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 될 수 있다. 이는 

초기불교와 다르다.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초기불교에서 정견이 바로 서야 한다. 이때 정견은 사

성제를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마하야나에서의 정견은 ‘본래 내가 

부처다’라는 ‘본래불’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이렇게 초기불교와 마

하야나는 정견부터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정견이 다르니 그 다음 단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정견이 다르면 목적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사성제를 정견으로 갖는 초기불

교에서는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이지만, 본래불을 정견으로 갖는 마하야나

에서는 ‘견성성불’이 된다.  

  

왼쪽 길로 가지 말고 오른 쪽 길로 

  

두 개의 길이 있을 때 바른 쪽 길이 초기불교이다. 이는 다름 아닌 정도이고 또 

다른 말로 팔정도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바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

런데 두개의 길 중에 왼쪽 길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띳싸여, 두가지 길이 있다는 것은 의혹을 지칭한 것이다. 왼쪽 길은 여덟가지

의 잘못된 길을 지칭한다. 곧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새김, 잘못된 집중을 말한다. 

  

(Tissa sutta-띳싸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4,전재성님역) 

  

  

등산하다 보면 두 개의 길을 만난다. 이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진리의 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지금 두 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

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때는 



‘오른 길’로 가야 한다. 이때 오른 길은 오른쪽 방향의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

만 ‘바른 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른쪽 길이 있다면 ‘왼쪽 길’도 있을 것이다. 진리의 길로 따졌을 때 

왼쪽 길은 길이 아니다. 물론 왼쪽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경에서도 “왼쪽 길은 여덟가지의 잘못

된 길을 지칭한다. (S22:84)”라고 하였다. 바른쪽 길로 가면 팔정도의 길이고, 

왼쪽 길로 가면 팔정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자라면 바른 길로 가

야한다. 그 길이 ‘팔정도’의 길인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 삿다(Saddhā) 

  

여기 두 개의 길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가야 한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할까? 그것은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한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사성제를 알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 없다는 사실

을 알았을 때 비로소 가르침을 받아 들인다.  

  

예로 들어 고성제가 있다. 고성제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 하여 “태어남

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

다.(S56.11)”라 하였다.  

  

이런 사실을 과연 누군가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그것은 진리가 아닙

니다”라고 자신있게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고성제이다.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도 마

찬가지이다.  

  

이처럼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틀림 없는 사

실임을 알게 된다. 이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합리에 바탕을 둔 믿음이다. 그리고 이성적 믿음이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

적인 믿음에 대하여 ‘삿다(Saddhā)’라 한다.  

  

출세간적 이야기 

  

게송에서는 특별한 각주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믿음은 인간의 참다운 벗 

(Saddhā dutiyā purisassa hoti)’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빠알리어 ‘dutiyā’

에 대하여 친구로 번역하였다. Dutiyā 는 원래 ‘두 번째의 것’이라는 뜻인데, 

게송에서는 ‘두 번째의 자기자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참다운 

친구라 한 것이다.  

  



그런데 하늘사람의 첫 번째 게송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하늘나라에 이른다

네”라 되어 있다. 이는 믿음과 지계와 보시의 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

다는 ‘시계생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초심자나 재가자에게 해당되는 가르

침이다. 따라서 첫 번째 게송에서 말하는 믿음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간의 재가자에 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늘사람 게송을 보면 이를 뛰어 넘는다. 다음과 같은 출세간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Kodhaṃ jahe vippajaheyya mānaṃ  

saṃyojanaṃ sabbamatikkameyya, 

Taṃ nāmarūpasmimasajjamānaṃ  

akiñcanaṃ nānupatanti saṅgāti. 
(Saddhāsutta, S1.36)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 끊고서 건너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에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173) 

  

(믿음 경, 상윳따나까야 S1.36, 각묵스님역) 

  

  

[다른 하늘사람] 

“분노를 떠나서 망상을 버리고 

일체의 결박을 뛰어넘어야 하리. 

정신-신체적 과정에 집착하지 않아 

아무 것도 없는 님에겐 애착이 따르지 않네.” 

  

(믿음의 경, 상윳따나까야 S1.36, 전재성님역) 

  

  

 "One should discard anger, cast off conceit,  

Transcend all the fetters.  

No ties torment one who has nothing,  

Who does not adhere to name -and-form."(*81) 

  

(Faith, CDB S1.36, 빅쿠 보디) 

  

  



또 다른 하늘사람의 두 번째 게송을 보면 첫 번째 게송과 비교하여 진전된 형태

이다. 이는 니까야의 특징이다. 먼저 세속적인 견해가 나오면 이어서 출세간적 

견해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 형식이다. 이는 마라가 등장하였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마라(악마)가 주로 세속적인 삶의 흐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이어

지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를 뛰어 넘는 출세간적 가르침을 제시하여 차별하고 있

기 때문이다.  

  

같은 게송인데 단어만 차이 나는 경우 

  

두번째 게송은 이전의 나산띠경(S1.34)에 실려 있는 게송이 그대로 나와 있다. 

나산띠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삿다경(S1.36)에서는 

하늘사람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다르다.  

  

이렇게 같은 게송을 놓고 어느 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경에서는 부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니까

야의 특징이다. 진리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유명한 게송을 보면 이곳 저곳에서 수 없이 인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본다. 좋은 문구가 있으면 외우고 이사람 저사람이 인용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에서 인용된 게송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 백프로 똑같지 않다는 말

이다. 한단어가 차이가 난다. 게송의 네 번째 구절 마지막 부분의 saṅgāti 가 

그것이다. 이를 초불연 번역에서는 ‘매듭’이라 하였고, 성전협 번역에서는 

‘애착’이라 번역하였다. 그런데 성전협 전재성님은 이 게송에 대하여 294 번 

각주에서 “앞에 나온 시 103 과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류’

이다. 나산띠경에 실려 있는 게송 103 번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있는 단어가 

saṅgāti 대신 dukkha 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173) 본서 「있는 것이 아님 경」(S1:34){104}에서는 세존이 읊으신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거기서는 제 4 연의 ‘매듭(sanga)’ 대신에 괴로움(dukkha)이 나

타난 것만 다르다. 

  

(173 각주, 각묵스님) 

  

  

차이는 saṅgāti 와 dukkha 이다. 이는 매듭과 괴로움이다. 똑 같은 형식의 게송

이지만 단어 한 개의 차이로 인하여 백프로 똑같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산띠

경에서는 “괴로움은 결코 그를 덥치지 못하노라(akiñcanaṃ nānupatanti 

dukkha, S1.34)”라고 되어 있지만, 삿다경에서는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akiñcanaṃ nānupatanti saṅgāti , S1.36)”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빅쿠 보디도 다음과 같이 똑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81) This verse is identical with v. 104 except that in pada d sanga 

replaces dukkha. On the five ties, see n. 12.  

  

(81 번 각주, 빅쿠 보디) 

  

  

하늘사람의 두 번째 게송은 오취온에 대한 것이다. 오온이 내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이런 오취온이 떨어져 나갔을 때 더 이상 괴로움에서 해방될 것

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정신-신체적 과정에 집착하지 않아”라 하였다.  

  

오온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게송에는 괴로움이

라는 둑카(dukkha) 대신 매듭을 뜻하는 상가(saṅgā)를 집어 넣었다. 오온을 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마치 단단히 묶여져 있는 매듭과도 같은 것이라 본 것이

다. 그래서 빅쿠 보디는 “No ties torment one who has nothing”라 하였다. 

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고통으로 묶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는 

‘akiñcanaṃ nānupatanti saṅgāti.’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

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라

고 하여 길게 번역하였다. 전재성님은 saṅgā 에 대하여 애착으로 번역하여 “아

무 것도 없는 님에겐 애착이 따르지 않네.”라 하였다. 같은 번역이라도 한편에

서는 길게 두 줄로 번역하고 또 한편에서는 한줄로 짧게 번역하였다. 이런 번역 

차이는 무엇일까? 

  

왜 ‘사구게(四句偈)’라 하였을까? 

  

게송번역이 어렵다고 한다. 산문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 누구나 번역할 수 

있지만 시와 같은 운문체는 상징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심오하여 번역하

기가 난해 하다고 한다. 그래서 시어를 번역할 때는 언어학적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부분 게송을 보면 네 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구게’라 하였을 것

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게송은 네 개의 구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게송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초불연 번역을 보면 ‘akiñcanaṃ nānupatanti 

saṅgāti.’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사구절의 원칙을 어겼다. 이를 원어와 타번역

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빠알리 akiñcanaṃ nānupatanti saṅgāti.   

초불연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두 개의 구절로 

됨 

성전협 아무 것도 없는 님에겐 애착이 따르지 않네.   



CDB No ties torment one who has nothing   

  

  

초불연의 번역이 사구절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주석적 번역 때문이라 

본다. 주석에서 설명되어야 할 내용이 종종 본문에 실린 경우 마치 설명식의 딱

딱한 번역이 되기 쉽다.  

  

시어는 상징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설명이 필

요하면 각주에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번역서를 보면 주석적 번역

을 다수 볼 수 있는데 초불연 번역도 그 중의 하나라 본다. 대괄호치기 역시 주

석적 번역의 범주로 본다. 

  

누가 읊은 게송인가? 

  

두 명의 하늘사람 게송에 이어 부처님이 역시 게송을 답하였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게송이다. 

  

  

Pamādamanuyuñjanti  

bālā dummedhino janā 

Appamādañca medhāvī  

dhanaṃ seṭṭhaṃ'va rakkhati. 

 

 

Mā pamādamanuyuñjetha  

mā kāmaratisanthavaṃ 

Appamatto hi jhāyanto  

pappoti paramaṃ sukhanti. 

  

  

[세존](*174)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방일에 몰두하지만 

현자는 불방일을 최상의 재산으로 보호하노라.  

  

방일에 몰두하지 말고 

감각적 욕망과 내통하지 말지니 

방일하지 않고 참선하는(*175) 자 

궁극적인 행복(*176)을 얻기 때문이로다.”   

  

(믿음 경, 상윳따나까야 S1.36, 각묵스님역) 

  

  

[세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는 

방일에 탐닉하고 

슬기로운 자는 값비싼 재물을 보호하듯,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하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거나 

방일에 탐닉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정을 닦으면,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리.” 

 

(믿음의 경, 상윳따나까야 S1.36, 전재성님역) 

  

  

[Another devatā] 

  

"Foolish people devoid of wisdom  

Devote themselves to negligence.  

But the wise man guards diligence  

As his foremost treasure. 

  

 "Do not yield to negligence,  

Don't be intimate with sensual delight.  

For the diligent ones, meditating,  

Attain supreme happiness."  

  

(Faith, CDB S1.36, 빅쿠 보디) 

  

  

두 한글 번역을 보면 부처님이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빅쿠 보디의 번

역을 보면 [Another devatā]로 되어 있어서 또 다른 하늘사람이 읊은 것으로 되

어 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오로지 초불연의 각주만 보이는데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74) 내용상으로나 문맥상으로 다음 게송들은 세존의 말씀으로 간주해야 할듯

하다. 미얀마어 번역본도 세존의 말씀으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보디 스

님은 이 두 게송을 다른 천신이 읊은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한편 이 게송은 

『맛지마 니까야』「앙굴리말라 경」(M86) §18 과 『장로게』(Thag) {883}에는 

앙굴리말라 존자가 읊은 것으로 나타나고, 『법구경』(Dhp) {26~27}에는 세존께

서 읊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4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의 각주에 따르면 문맥상 부처님의 말씀으로 간주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CDB 에서 빅쿠 보디는 ‘하늘사람(devatā)’이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미얀마본에서는 분명이 부처님이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맛지마 

니까야 등 다른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전재성님도 부처

님이 읊은 것으로 하였다 

  

빅쿠 보디는 왜 하늘사람이 읊었다고 하였을까?  

  

그럼에도 빅쿠 보디는 하늘사람이 읊은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빅쿠 보디가 

실수한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TPS 본이 실려 있는 ‘TIPITAKA’ 사이트

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기 때문이다. 

  

  

Atha kho aparā devatā bhagavato santike imā gāthāyo abhāsi: 

  

Kodhaṃ jahe vippajaheyya mānaṃ saṃyojanaṃ sabbamatikkameyya, 

Taṃ nāmarūpasmimasajjamānaṃ akiñcanaṃ nānupatanti saṅgāti. 
Pamādamanuyuñjanti bālā dummedhino janā 

Appamādañca medhāvī dhanaṃ seṭṭhaṃ'va4 rakkhati. 

Mā pamādamanuyuñjetha mā kāmaratisanthavaṃ 

Appamatto hi jhāyanto pappoti paramaṃ sukhanti. 

  

(TIPITAKA 사이트에서 PTS 본) 

  

  

TPS 본을 보면 ‘Atha kho aparā devatā bhagavato santike imā gāthāyo 

abhāsi:’라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연속하여 세 개의 게송이 소개 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두 개의 게송은 첫 번째 게송에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송에 대

한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사람이 세 개의 게송을 모두 읊은 것으

로 되어 있다.  

  

이렇게 TPS 본을 기준으로 한다면 빅쿠 보디의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초불연의 경우 이번에는 빅쿠 보디의 견해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

이 게송을 읊은 것으로 번역해 놓았다. 

  

빠라마수카(parama sukha)에 대하여 

  

게송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 

‘paramaṃ sukhanti.’이다. 이는 ‘빠라마수카(parama sukha)’에 대한 것이

다. 이 빠라마수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궁극적 행복’이라 번역하였다. 전재

성님은 ‘최상의 행복’이라 하였고, 빅쿠 보디는 ‘supreme happiness’라 하



였다. 그렇다면 빠라마수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

면 다음과 같다. 

  

  

(*176) “여기서 ‘궁극적인 행복(parama sukha)’이란 아라한과의 행복

(arahatta sukha)을 말한다.”(SA.i.67) 

  

(176 번 각주, 각묵스님) 

  

  

초불연 각주에 따르면 빠라마수카(parama sukha)는 ‘아라한과의 행복(arahatta 

sukha)’이라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왜냐

하면 궁극적 행복이라는 것은 열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각묵스님이 

그동안 각종 기고문과 강연에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에 대하

여 말하였는데, 이때 궁극의 행복을 열반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궁극적 행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행복은 궁극적 행복(parama-sukha, 至福)이며 이

것은 열반이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은 세상

의 어떤 가치체계나 신념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이 제시하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스님들은 이러한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 출가하여 수행을 하며, 재

가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로 받아들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 『니까야 강독 II』 들어가는 말 2. 궁극적 행복과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 

2013-12-16, 각묵스님) 

  

  

학인스님들을 위한 교재로서 초불연에서 출간된 ‘니까야 강독’에 따르면 궁극

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각묵스님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 따르

면 “궁극적 행복(parama-sukha, 至福)이며 이것은 열반이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똑 같은 단어에 대하여 삿다경(S1.36)에서는 “‘궁극적인 행복(parama 

sukha)’이란 아라한과의 행복(arahatta sukha)을 말한다.”라고 주석을 인용하

여 설명해 놓았다. 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빠라마수카가 열반일 수도 있고 아라한의 행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뉘앙스는 

매우 다르다. 열반은 시설 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이는 그 어느 것으로도 표

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반에 대하여 행복이다라고 정의 해 버



리면, 막말로 열반이라는 것은 ‘느낌’이 되어 버리기 쉽다. 열반이 최상의 궁

극의 행복한 느낌이 되는 것을 말한다.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궁극적 행복에 대하여 

열반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 열반은 행복한 느낌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열반은 

무상, 고, 무아인 것이어서 알아차릴 대상이 되어 버린다. 이는 모순이다. 따라

서 빠라마수카에 대하여 열반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라한의 삶은 축복 그 자체 

  

그러나 주석의 견해대로 빠라마수카에 대하여 ‘아라한과의 행복’이라고 정의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라한과를 증득한 아라한의 삶에 있어서 그 삶 

자체가 축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갈라경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Tapo ca brahmacariyañca   따뽀 짜 브라흐마짜리얀짜 

ariyasaccānadassanaṃ,   아리야삿짜나닷사낭 

Nibbānasacchikiriyā ca   닙바나삿치끼리야 짜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7) 

  

(Maṃgalasutta- 위대한 축복의 경, 숫따니파타 Sn 2.4, 전재성님역) 

  

  

망갈라경(길상경, Sn2.4)에서는 열반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 여기서 경의 제목인 ‘망갈라(maṅgala)’는 행복을 뜻하는 수카(sukha)

가 아니다. 망갈라는 ‘상서로운 조짐, 길상, 행운,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행복한 것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라는 뜻

이다. 그래서 영문제목도 일반적으로 ‘Blessings(축복)’ 이라고 번역 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행복감, 즉 일시적 행복감과는 엄연하게 다른 것

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망갈라경에 대하여 행복경이라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종종 본다. 

  

빠라마수카(parama sukha)와 아라한의 삶 

  

초불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행복은 궁극적 행복(parama-

sukha, 至福)이며 이것은 열반이다”라 하였는데 이는 모순이다. 또 “스님들은 

이러한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 출가하여 수행을 하며”라 하였는데 마치 열반이

라는 행복을 얻기 위하여 출가한 것처럼 보인다.  

  



열반은 결코 행복이라는 말로 시설될 수 없다. 설령 ‘tesaṃ vūpasamo 

sukhoti.(寂滅爲樂, S1.11)’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는 열반 그 자체를 말

하기 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이치를 알아 마음의 고요함으로 얻어지는 

현상을 노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그 

현상의 적멸이야말로 지복일세.”라 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이들의 가라

앉음 진정한 행복일세”라 하여 행복을 강조하였다.  

  

행복은 행복을 누리는 자의 느낌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빠라마수카에 대하여 

시설할 수 없는 열반이라고 정의한 것은 지나치다. 차라리 주석의 견해대로 

‘아라한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빠라마수카에 대하여 ‘아라한과의 행복’으로 본다면 “Uppajjitvā 

nirujjhanti  tesaṃ vūpasamo sukhoti (生滅滅已 寂滅爲樂, S1.11)”라는 말은 

쉽게 해석된다.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는 것을 아는 아라한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지 집착할 것이 없다.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괴로움이 소멸된 그 

상태가 아라한의 삶이다. 따라서 궁극적 행복(초불연) 또는 광대한 지복(성전

협)의 뜻으로 번역되는 빠라마수카(parama sukha)는 아라한과를 이룬 아라한의 

삶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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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불의 길과 아라한의 길  

  

  

매일 부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달리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가르침을 접한다. 시간이 없으면 일부로 시간을 내서라도 접한다. 가르침을 

접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전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다행히도 우리말로 번역된 초기경전에 있어서 어느 때나 꺼내 본다. 작업하는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책장에서 아무 경이나 꺼내 보는 식이다.  

  

속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 

  

경전은 아무곳이나 열어도 금새 마음의 변화가 일어 난다. 지금 여러 모로 혼란 

스런 마음도 문구를 잡하는 순간 이전의 마음이 되어 버린다. 마음은 한순간에 

한가지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라고 한다. 

지금 현재의 마음을 알아 차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아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아는 마음이 따로 있어서 알아차리는 마음을 안다면 이는 마하야나의 발상

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오로지 한순간에 하나 밖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후회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려야 함을 

강조한다. 

  

보통불자의 글쓰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누가 무어라 하든 말든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다만 경전을 근거로 하여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

인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는다. 설령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주석등의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비난 받을 일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일까 종종 격

려의 글도 받는다. 어느 법우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주셨다. 

  

  

마음이 속상한 하루가 되면, 연꽃님 블러그 속의 내처지와 비슷한 부분에 대해 

부처님이 설하신 원음을 읽어 보고, 마음속에 새겨보며, 두카를 조금씩이나마 

녹여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추운 겨울날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__()__ 

  

  

(B 법우님) 

  

  

종종 격려의 글을 주시는 법우님이다. 마음이 속상할 때 올려진 글을 보면 마음

의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

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 이야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차라리 경전의 한구절이라도 말해 주는 것이 더 나음을 말한다.  

  

불자들은 가르침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절에 가

는 것이지 스님의 신변 이야기 듣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가

장 훌륭한 법문은 경전에 근거해야 된다고 본다.  

  

보통불자의 글쓰기는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글쓰기가 법문

은 아니다. 보통불자가 능력껏 쓰는 글에 지나지 않는다. 학자나 스님 등 주류

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B 급 삼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B 급 삼

류 글쓰기를 지향한다.  

  

사마야경(S1.37)에서 

  

상윳따니까야 번역비교를 하고 있다. 제 1 장부터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첫 부분

을 보면 간단한 게송이나 짤막한 경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 긴 길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윳따니까야만의 특징이라 본다. 맛지마니까

야처럼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강도를 높여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마야경(S1.37)의 경우 산문과 운문이 복합화 되어 있는 중간 

길이의 경이다. 그래서 번역비교를 할 때 모두 대상으로 하면 엄청난 양이 되어 

버린다. 일반적으로 열 페이지가 넘어 가면 지루 하다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은 

경우 쉽게 싫증 날 것이다. 그래서 산문의 경우 전재성님 번역을 기본으로 하고 

상징어로 되어 있는 심오한 게송에 대해서만 번역 비교를 하는 것이 나을 듯 하

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끼야(*298) 족이 살고 있는 까삘라밧

투시의 마하 숲에서 모두 아라한인 약 오백 명의 수행승들의 참 모임과 함께 계

셨다.  

  

그 때 시방세계에서도(*302) 또한 하늘사람들이 세존과 수행승들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모여들었다. 

  

마침 청정한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303)의 하늘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늘사람들] '지금 세존께서 싸끼야 족이 살고 있는 까삘라밧투시의 마하 숲에

서 모두 아라한인 약 오백 명의 수행승들의 참 모임과 함께 계신다. 시방세계에

서도 또한 하늘사람들이 세존과 수행승들의 참 모임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모여 

있다. 우리들도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자. 가까이 가서 세존의 앞에서 각

각 시를 읊어보자' 

  

그래서 그 하늘사람들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정거천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늘사람들은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 쪽으로 물러나섰다. 한쪽으로 

물러나 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Samayasutta-모임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7, 전재성님역) 

  

  

사마야경 도입부이다. 일종의 배경설명에 해당 된다. 경에서 298 번에 싸끼야라

는 말이 나온다. 이는 빠알리 원문에서는 ‘sakkesu’라 표기 되어 있다. 그러

나 전재성님은 싸끼야(sakyā)라 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삭까(sakka)라고 표

기 하였다. 빅쿠 보디는 the Sakyans 라 하였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보인다. 

  

시방세계에 대하여 

  

302 번을 보면 시방세계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열군데 세계’

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ten world systems’라 하였다. 이에 대한 원문을 보



면 ‘Dasahi ca lokadhātūhi’라 되어 있다. 이 시방세계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302) Dasa lokadhātūyo : Srp.I.74 에 따르면, 로까다뚜(lokadhātū)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철위산(cakkavala)과 동의어이다. 시방세계는 동-서-남-북-사유

(동북-동남-서남-서북)-상-하의 열군데이다. 

  

(302 번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이 시방세계라 번역한 Dasa lokadhātūyo 을 의역한 것이다. 빅쿠 보디

는 이를 ‘ten world systems’라 하였는데 직역한 것이다. 각묵스님 역시 ‘열

군데 세계’라 하여 직역한 것이다. 열군데 세계는 ‘동서남북사유상하’를 뜻

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시방세계’라 한다. 

  

숫다와사(suddhāvāsa, 淨居天) 

  

303 번은 ‘청정한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를 한자어로 말하

면 정거천(淨居天)이다. 빠알리어 suddhāvāsa 의 한역이다. suddhāvāsa 는 

Suddhā(청정함)+ vāsa(거주)의 합성이다. 따라서 깨끗한 자들이 머무는 천상이

라는 뜻으로 정거천이라 한다. 빅쿠 보디는 ‘the Pure Abodes’라 하였다. 

Abode 는 ‘주소, 체류, 거처’ 라는 뜻이다. 그래서 ‘the Pure Abodes’는 

‘순수한 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우리말로 풀어

서 ‘청정한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라고 길게 이름 하였다. 각묵스님은 한역 

그대로 ‘정거천’이라 번역하였다. 

  

그들은 왜 참석하지 못하였을까? 

  

그런데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보인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주가 있다. “그 때 시방세계에서도 또한 하늘사람들이 세존과 수행승들

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모여들었다.(성전협)”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열군

데 세계의 신들도 세존과 비구 승가를 친견하기 위해 대부분(*181) 다 모였

다.(초불연)”라고 하였다. 여기서 큰 차이가 ‘수없이’ 와 ‘대부분’이다. 

빅쿠 보디는 the most part 라 하였다. 각묵스님이 ‘대부분’이라고 한 것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1) “’대부분(yebhuyyena)’이라고 한 것은 지혜가 느린(manda) 무상유정

천의 신들(asanni)과 무색계 신들(arupavacara-devata)은 제외 되었기 때문이

다.”(SA.i.73) 

  

(181 번 각주, 각묵스님) 



  

  

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법문하면 인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관심의 대상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의 십호 중에 천인사라는 말이 있듯이 부

처님은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yebhuyyena 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mostly

의 뜻이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렇다면 무상유정천과 무색계의 중생들은 왜 참석하지 못하였을까?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 무상유정천의 경우 삶과 죽음을 거꾸로 사는 존재와 같

다. 평소에 인식하는 것을 혐오하여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으로 보아 무

념, 무상 등의 선정수행을 닦아 그 과보로 태어 난 곳이 무상유정천이라 한다.  

  

무상유정천은 문자 그대로 지각(想)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오로지 몸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마치 혼수상태처럼 나무토막과도 같은 삶을 사는 존재를 

말한다. 마치 청동상 처럼, 목각 인형처럼 아무 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죽

어야만 의식이 돌아 온다. 죽어야 사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법문이 있어도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색계 존재는 몸이 없다. 다만 정신 기능만 있는 존재라 한다. 그럼에도 회합

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석에 따르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

다. 아마도 몸을 혐오 하여 선정수행을 닦은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몸이 없이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선정삼매의 즐거움만 누리고 있다면 회합에 참석할 수 없

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처님 게송이 없는 이유 

  

사마야경에서는 정거천의 하늘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경을 보면 하늘사람들

의 게송만 있을 뿐이지 부처님의 게송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아 왔던 것

과 다른 양상이다. 이전에는 하늘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게송으로 말하면 부처님

이 이를 뛰어넘는 출세간적 가르침에 대한 게송으로 답하는 것이 일반적 형식이

었다.  

  

그러나 사마야경에서는 모두 정거천사람들이 게송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는 정거천의 하늘사람들이 다른 천상의 존재와는 다르기 때문이라 본다. 정거

천은 불환자들이 가는 곳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부처님이 추

인하는 형식이라 보여진다. 

  

첫번째 게송에서 

  



먼저 첫 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Mahāsamayo pavanasmiṃ  

devakāyā samāgatā, 

Āgatamha imaṃ dhammasamayaṃ  

dakkhitāye aparājitasaṅghanti. 
  

  

“이 숲에는 큰 회합이 개최되어 있으니 

신들의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고 

법다운 이 회합에 우리도 왔으니 

패하지 않는 승가를 친견하기 위함이라.”   

  

(각묵스님역) 

  

  

[하늘사람] 

 “숲가운데 큰 모임에  

하늘사람 무리가 함께 모였네. 

무패의 승리자를 보고자 (*304) 

우리도 고귀한 참모임에 왔네” 

  

(전재성님역) 

  

  

"A great concourse takes place in the woods,  

The deva hosts have assembled.  

We have come to this Dhamma concourse  

To see the invincible Sangha."  

  

(빅쿠 보디역) 

  

  

이 게송에 대하여 특별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번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빠알리 원문 세 번째 구절에 dhammasamaya 가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담마모

임’이다. 이를 빅쿠 보디는 ‘Dhamma concourse’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법

다운 이 회합’이라 하였다. 전재성님은 ‘고귀한 참모임’이라 하였다. 이렇게 

번역어가 다르다 보니 달라 보인다.  

  



더구나 ‘dakkhitāye aparājitasaṅghanti’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무패의 승리

자를 보고자’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패하지 않는 승가를 친견하기 위함이

라’이라 하였다. 그리고 빅쿠 보디는 ‘To see the invincible Sangha’라 하

였다.  

  

aparājitasaṅghanti 에서 aparājita 는 ‘unconquered(정복되지 않음)’의 뜻이

다. 따라서 aparājitasaṅghanti 는 정복되지 않은 상가의 뜻이다. 이를 전재성

님은 의역하여 ‘무패의 승리자’라 하였다. 그런데 전재성님의 304 번 각주에 

따르면 Dakkhitāye 에 대하여 ‘베다어적인 부정사이다’라 하였다. 영어의  to 

용법과 같은 것이라 본다. 그래서 Dakkhitāye 는 ‘to see’의 뜻이 된다. 이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To see the invincible Sangha 라 하여 ‘정복되지 않는 상

가를 보기 위하여’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좀 더 나가 “패하지 

않는 승가를 친견하기 위함이라”라 하여 ‘친견’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 의역

하였다. 

  

마지막 게송을 보면 

  

사마야경은 부처님의 상가에 대한 찬탄이다. 그래서 네 게의 게송이 등장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송이 결론적이다. 이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Ye keci buddhaṃ saraṇaṃ gatāse  

na te gamissanti apāyaṃ,  

Pahāya mānusaṃ dehaṃ  

devakāyaṃ paripūressantīti. 

  

“누구든지 부처님께 귀의한 자들은 

 악처로는 가지 않는 수승한 존재이니 

인간의 몸 버린 뒤에 신의 무리 성취하리.”(*186) 

  

(각묵스님역) 

  

  

[다른 하늘사람]  

“누구라도 깨달은 님께 귀의하면  

비천한 존재(*313)로 떨어지지 않네. 

죽어서 사람의 몸을 버리면,  

하늘사람의 몸을 성취하리라.” 

  

(전재성님역) 

  

  

"Those who have gone to the Buddha for refuge  



Will not go to the plane of misery.  

On discarding the human body,  

They will fill the hosts of devas." (*85)  

  

(빅쿠 보디역) 

  

  

이 게송은 saraṇa(귀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buddhaṃ saraṇaṃ’이라 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깨달은 님께 귀의하면”라 하여 buddha 에 

대하여 ‘깨달은 자’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buddha 에 대하여 ‘부

처님’이라 하여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듯한 번역을 하였다. 빅쿠 보

디는 ‘the Buddha’라 하였다. 그러나 문맥상 상가에서 깨달은 자는 모두 붓다

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깨달은 자로 번역한 것 같다. 

  

게송에서는 buddha 에 귀의하면 ‘비천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na te gamissanti apāyaṃ 에 대한 번역이다. 여기서 비참한 존재를 뜻하는 

말이 apāya 이다. Apāya 에 bhumi 가 붙으면 apāyabhumi 가 되는 데 이는 고처를 

말한다. 즉, 지옥, 축생, 아귀의 세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악처라 한다. 그래

서 각묵스님은 악처라 번역하였고, 빅쿠 보디는 the plane of misery 라 하였

다. 

  

출세간적 귀의와 세간적 귀의 

  

부처님에게 귀의하면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귀의한 자들을 보

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출가자도 있을 것이고, 재가자도 있을 것이

고, 또 사쌍팔배의 성자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85) Spk: This verse refers to those who have gone for refuge by the 

definitive going for refuge (nibbematika -saranagamana). Spk-pt: By this 

the supramundane going for refuge is meant (i.e., by the minimal 

attainment of stream-entry). But those who go for  refuge to the Buddha by 

the mundane going for refuge (i.e., without a noble attainment) will not 

go to the plane of misery; and if there are other suitable conditions, on 

leaving the human body they will fill up the hosts of devas.  

  

(85 번 각주, 빅쿠 보디) 

  

  

이에 대한 해석은 각묵스님의 각주를 참조 해도 된다. 

  

  



(*186) “’부처님께 귀의한 자들(ye keci buddham saranam gatase)’이란 이견

이 없이 전적인 귀의를 한(nibbematika-sarana-gamana) 사람들을 말한다.”

(SA.i.77)  “확고한 귀의를 하였기 때문에(parinitthita-sarana-gamanatta) 출

세간적인 귀의를 한 자들(lokuttara-sarana-gamana, 즉 예류자 이상의 성자들을 

말함)을 말한다. 그들은 필연적 결과로(niyama) 악도(apaya)에는 가지 않고 신

들의 몸(deva-kaya)을 받기 때문이다. 세간적인 귀의(lokiyasarana-gamana)를 

통해 부처님께 귀의한 자들도 악도에는 가지 않고 다른 조건이 성숙하면 인간의 

몸을 버리고 신들의 몸을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SAT.i.100) 

  

(186 번 각주, 각묵스님) 

  

  

두 가지 귀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출세간적 귀의와 세간적 귀의를 말

한다. 출세간적 귀의는 출가자들을 말하고 세간적 귀의는 재가자를 말한다. 부

처님께 귀의한 출가자들은 필연적으로 출세간의 진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류자가 되면 일곱생 이내에 완전한 열반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악처에 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수다원이 되어야만 안심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속에 사는 재가자의 경우 삼보에 대하여 피난처로 삼지만 출세간적 진

리를 모두 실천하여 도와 과를 이루기가 힘이 든다. 그럴 경우 삼보에 대한 믿

음과 지계하는 삶, 보시하는 삶 만으로도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류자’가 되는 것이다. 한번 수다원이 되면 그 

길로 죽 가게 되어 궁극적으로 완전한 해탈을 이루어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기 

때문이다.  

  

예류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런데 부처가 되기 위하여 예류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도 있다. 일단 한번 수

다원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살의 길을 걷기로 

서원한 경우이다. 그럴 경우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부처님이 전생에

서 보살로서 삶을 살 때 동물로서 태어나 살신하는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라 한

다. 이렇게 아라한의 길로 갈 것인가 보살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법문을 들

었다. 아잔 브람의 수행기법으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아울러 새로운 통합불

교를 시도하고 있는 각산스님의 법문이다. 각산스님은 법문에서 다음과 말하였

다. 

  

  

16 단계 지혜중에 평등심을 얻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성불의 길

로 가는 것이 있고, 아라한도의 길로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든 안맞든 

경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부처가 되려 하면 저

는 지금 아라한이 되면 안됩니다. 아라한이 되면 이 생에서 이 몸을 마치면 무

여열반 그냥 이대로 생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가 되는 길에는 보살



행을 해야 합니다. 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덕을 쌓을려면 중생의 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3 회 깨달음의 실제, 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 

 

 

  

각산스님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로에 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행을 더 진행

하여 수다원이 되어 버리면 최대 일곱생 이내에 아라한이 되어 무여 열반에 들

어 가버리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자는 수다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다.  

  

두 갈래의 길의 갈림목 

  

불교방송 사이트에서 본 각산스님의 법문은 참으로 신선하기도 하고 놀라웠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성불의 길과 아라한의 길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스님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독특한 자신의 견해를 

내 놓았다.  

  

스님에 따르면 지금 여기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그 ‘갈림목’이 ‘평등의 지

혜’라 한다. 이는 청정도론에서 16 단계 지혜를 설명할 때 11 번 째 단계에 해

당되는 것이다. 이 평등의 지혜를 빠알리어로 ‘상카루뻭카냐나(saṅkhārupekkhā 
ñāna)’라 한다. 참고로 상카루뻭카냐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표로 보면 다음

과 같다. 

  

  

칠청정과 16 단계 지혜 

칠청정 16 단계 지혜 

1 계(sīla visuddhi)   네 가지 청정한 계 

2 마음(citta visuddhi)   근접삼매와 본 삼매 

3 견 

(diṭṭhi visuddhi) 

1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nāmarūpa pariccheda ñāna) 

4 의심을 극복함 

(kaṅkhāvitaraṇa visuddhi) 

2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 

(paccaya pariggha ñāna) 

5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

(maggamāggañādassana 

visuddhi) 

3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sammāsana ñāna) 

6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 

(patipadā-ñāṇadassa 
visuddhi) 

4 생멸의 지혜(udayabbaya ñāna) 

5 무너짐의 지혜(bhaṅga ñāna) 
6 공포의 지혜(bhaya ñāna) 

7 위험의 지혜(ādīnava ñāna) 

8 역겨움의 지혜(nibbidā ñāna) 



9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muñcitukamyatā ñāna) 

10 깊이 숙고하는 지혜(paṭisaṅkhā ñāna) 
11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saṅkhārupekkhā ñāna) 
12 수순하는 지혜(anuloma ñāna) 

6 과 7 사이에 13 종성의 지혜(gotrabhu ñāna) 

7 지와 견 

(ñāṇadassa visuddhi) 

14 도의 지혜(magga ñāna) 

15 과의 지혜(phala ñāna) 

16 회광반조의 지혜(paccavekkhaṇa ñāna) 
  

  

상카루뻭카냐나는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 번역 된다. 표에서와 같이 다음 

지혜의 단계는 도와 과이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것인지 갈림목에 있는 지혜라 

볼 수 있다. 만일 계속해서 닦아 나가면 도와 과의 지혜를 증득하여 예류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아라한의 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와 과를 증득 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길 

  

도와 과를 이루면 가기 싫어도 완전한 열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라따나경에서도 보인다.  

  

  

Ye ariyasaccāni vibhāvayanti   예 아리야삿짜-니 위바-와얀띠 

Gambhīrapaññena sudesitāni   감비-라빤녜나 수데시따-니 

Kiñcāpi te honti bhusappamattā   낀짜-삐 떼 혼띠 부삽빠맛따 

Na te bhavaṃ aṭṭhamaṃ ādiyanti,   나 떼 바왕 앗타망 아-디얀

띠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런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여덟 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 stn230) 

  

(Ratanasuttaṃ-보배경-寶石經, 숫따니빠따-Sn 2.1, 전재성님역) 

  

  

초기경을 보면 수다원이 되면 최대 일곱생이내에 윤회가 끝나게 되어 있다. 이

것이 아라한의 길이다. 따라서 수다원이 된다는 것은 돌아 오지 않는 다리를 건

너는 것과 같다. 한번 수다원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의 길



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류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16 단계 지혜중

에 11 번째인 평등의 지혜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스톱’ 한다는 것이다. 그래

서 보살의 길로 가기를 서원하였다면 그 이상의 지혜를 닦지 않음을 말한다.  

  

“저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살도’를 닦아야 한다.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4 아승지 겁 이상의 보살행을 하여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수행의 갈림목에 해당되는 상카루뻭카냐나(평등심의 지혜)단계에서 멈추어야 한

다는 것이 각산스님의 이야기이다. 이에 대하여 각산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아라한의 길로 가는 것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 버리면 내 의지하고 관계 없이.. ‘저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불교에 태어나서 저는 대승불교를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 전생에 제나름대

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승려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전생에 인

연이 있어서 초기불교 하는 나라를 여러 오랫동안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기본

적 제 마인드는 옳든 그르든 대승적 마인드가 들어 있습니다. 진화발전인 것, 

더 효율적인 것.  

  

(제 13 회 깨달음의 실제, 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 

 

 

  

각산스님은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초기불교를 접하고 나서 자신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일 초기불교를 몰랐더라면 자

신이 믿고 있었던 것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였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초

기불교를 접하고 나서 교리와 수행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스님은 아잔 브람을 만나 더욱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대승에서 시

작하여 초기불교를 경험하고 아잔브람의 수행법을 알게 되었을 때 좀 더 발전적

인 불교수행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요지는 한국의 간화선과 초기

불교, 특히 아잔 브람의 수행불교와 접목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혼합불교’를 시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존재로 태어나든 상관없다고 

  

이렇게 스님은 초기불교를 접하고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이

론에 대하여 알게 되자 자신이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

래서 이어지는 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완전하게 여기서(상카루뻭카냐나) 공부를 멈추고 지난 번에 수기 조건에 여덟 

가지 길만 닦아 나갈 뿐이다 이말입니다. 

  

(제 13 회 깨달음의 실제, 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 

 

 

 

각산스님이 말하는 여덟 가지 길은 보살행을 말한다. 수기를 받는 등의 보살행

이다. 이렇게 스님은 수다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보살의 길, 부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는 보살도를 닦기로 서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 

태어나든 상관 없다고 한다. 부처님도 과거전생에 동물로 태어나 살신 하는 모

습을 많이 보여 주었기 때문에 동물로도 태어 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스

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멈추고 다음에 태어날 때 내 업에 의해서 또 동물로 태

어납니다. 축생으로. 부처님께서도. 나름대로 공부하여 이렇게 11 단계 까지 올

라 갔지만 전생의 업에 의해서 다시 축생의 몸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평등심을 얻고 사

선정을 이것을 능숙하게 닦아 나가는 거죠. 다음생에 여자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하지만 사람일 것, 남자 일 것, 비구일 것 서원을 가져 갑니다. 어떻

게 바뀔지 모르니까 저는 계속 서원을 세우고 있죠.  

  

(제 13 회 깨달음의 실제, 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 

 

 

  

비록 동물로 태어날지라도 서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다면 서원대로 된다고 한

다. 그리고 복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부처님의 은혜, 시주의 은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상카루뻭카 단계를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멈추고 있다고 한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지금 여기 두 개의 길이 있다. 아직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 하였을 때 어

느 길로 가야 할까? 이럴 때 부처님은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였다. 이는 왼

쪽 길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왼쪽길은 바른길과 반대 되는 

개념으로서 길을 말한다. 

  



지금 여기 두개의 길이 있다. 하는 성불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아라한의 길이다. 

그런데 성불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4 아승지 이상 보

살도를 닦아야 하고 또 살아 있는 부처로부터 수기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라한의 길은 이미 닦여져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대로 죽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아라한의 길은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예류자가 되면 일곱생이내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 생사를 초월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부처가 되고자 다시 

중생으로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

게 성불의 길과 아라한의 길이 있다. 불자들은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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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처님도 아픔을 느낀다  
  
  

“스님도 아프세요?” 

  

언젠가 들은 말이 있다. 불교방송인지 불분명 하지만 어느 스님이 “스님도 아

프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스님들이 

아프지도 않는 줄로 알아요”라고 말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님들이 도를 닦

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은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

서 스님이 병원에 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본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은 화장실에도 가지 않는 줄 알았다. 한번도 화장실에 가

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스님들은 도를 닦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줄 알았다. 아마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도 화장실에 가고 스님도 병원에 간다. 모두 똑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아픔을 느낀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이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초월적이고 신격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 중생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묘사 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경전

을 보면 다르다. 부처님도 우리와 똑 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

끼고 병이 나기도 한다. 그런 예가 하나 있다. 사깔리까경(Sakalikasutta, 

S1.38)이다. 이를 ‘돌 조각의 경’, ‘돌조각 경’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Stone Splinter’라 한다. 경의 도입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rājagahe viharati maddakucchismiṃ 

migadāye. 

  

Tena kho pana samayena bhagavato p ādo sakalikāya khato hoti, bhusā12 

sudaṃ bhagavato vedanā vattanti sārīrikā vedanā dukkhā tibbā kharā kaṭukā 
asātā amanāpā. Tā sudaṃ bhagavā sato sampajāno adhivāseti avihaññamāno. 

  

(Sakalikasutta, S1.38)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맛다꿋치의 녹야원에 머

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돌조각에 부딪혀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

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마음챙기고 알

아차리시면서[正念正知]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돌조각 경, 상윳따니까야 S1. 38, 각묵스님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하 시의 맛다꿋치 숲에 있는 미가

다야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세존께서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세존께서는 몸이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끼셨다. 그

러나 세존께서는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상처받지 

않으면서 참아내셨다. 

  

(돌 조각의 경, 상윳따니까야 S1. 38, 전재성님역) 

  

  

Thus have I heard. On one occasion the Blessed One was dwelling at 

Riijagaha in the Maddakucchi Deer Park.  

  

Now on that occasion the Blessed One's foot had been cut by a stone 

splinter.(*86) Severe pains assailed the Blessed One -bodily feelings that 

were painful, racking, sharp, piercing, harrowing, disagreeable. But the 

Blessed One endured them, mindful and clearly compreh ending, without 

becoming distressed.  

  



(The Stone Splinter, CDB S1.38, 빅쿠 보디역) 

  

  

경을 보면 분명히 부처님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는 초월적이고 신격화 된 대

승불교의 부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인간적인 부처님은 아픔과 고통

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돌조각이 튀어 다리에 맞았을 때 경에 따

르면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고 언짢은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이 발을 다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발을 다친 이유는 데와닷따가 부처님을 살해 하려고 맛다꾸치 숲에서 

가까운 깃자꾸따 산에서 돌을 굴려 떨어 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 그 돌

은 중간에 다른 돌에 부딪쳐 멈추었으나 그 충격으로 작은 돌조각이 부처님 발

에 날아 들었다. 부처님께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자 제자들은 들 것으로 

맛다꾸치 숲으로 옮기고 다시 지바깜바바나로 옮겨서 거기서 의사 지바까에게 

치료를 받도록 했다. 

  

(각주, 전재성님) 

  

 

제 2 의 화살 

  

이렇게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꼈다. 그런데 범부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꼈

지만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상처받지 않으면서 

참아내셨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름 아닌 ‘제 2 의 

화살’을 맞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이 비록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인 화살을 맞았지만 범부들에게서 볼 수 있

는 정신적인 화살을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sato sampajāno’라

는 표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마음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正念

正知]”라 하였고, 전재성님은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라 하였

다. 빅쿠 보디는 “mindful and clearly comprehending”이라 하였다. 그래서 

위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또 삼빠자노(sato sampajāno)이다. 

  

사띠와 삼빠잔나는 어떤 관계일까? 

  

사또 삼빠자노와 유사한 말이 있다. 그것은 사념처에서 ‘sampajāno satimā’라

는 말이다. 순서가 서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해석도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면

서(초불연)’ 또는 ‘알아차리고 새김을 확립하여(성전협)’이라고 번역된다 사

띠에 대하여 ‘마음챙김(초불연)’과 ‘새김(성전협)’으로 번역되어 있고, 삼

빠잔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알아차림’으로 번역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돌조각 경에서는 ‘sato sampajāno’라 하였다. 사띠가 앞에 나오고 삼빠잔나가 

뒤따르는 순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띠와 삼빠잔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실려 있는 참고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띠의 확립은 분명한 앎(sampajañña)을 일으킨다. 사띠가 대상에 마음을 보내

서 대상을 포착하고 기억하는 마음작용이라면, 사띠의 확립은 대상을 포착하여 

기억하는 작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대상의 일어남과 머묾

과 사라짐을 아는 분명한 앎이 생긴다. 

  

(염처의 의미) 

  

  

신수심법 사념처에서 사띠를 확립하면 분명한 앎(sati-sampajaññāya)을 일으키

고, 분명한 앎은 대상의 생멸을 통찰할 수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통이 일

어 났을 때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린다. 지금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

고 아리고 불쾌하고 언짢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고통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고통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어날 만한 조건이 형성되었

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소멸하면 고통 역시 소멸하게 되어 있

다. 그것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몹시 아플 때 

단지 “아프네”하면 그 뿐이다. 그러나 아픔을 참지 못하여 “아이구 아파 죽

겠네!”하고 소리 지르면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다. “아프네”하면 육체적 고통으로 그치지만 “죽겠네!”라고 하면 정신적 고

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살을 한방 더 맞았다고 한다.  

  

부처님은 돌조각에 다리를 다치셨지만 참아 내었다. 고통이라는 것이 단지 조건

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림(sato sampajāno)’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난해한 문장이 있는데 

  

사깔리까경에서는 고통을 참아 내는 부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 하였다. 

사뚤라빠 무리의 하늘사람들이 고통을 참아 내는 부처님을 지켜 보면서 코끼리, 

사자, 준마, 큰 소, 황소 같다고 찬탄하였다. 그런데 경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

이 있다. 하늘사람이 읊은 게송중에 그 뜻이 난해한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를 보면 다음과 같다. 

  

  

Passa samādhiṃ subhāvitaṃ cittañca suvimuttaṃ nacābhinataṃ nacāpanataṃ 

na ca sasaṃkhāraniggayhavāritavataṃ 



  

(Sakalikasutta, S1.38)  

  

  

잘 닦은 삼매와 잘 해탈한 그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은] 앞으로도 

기울지 않고 뒤로도 기울지 않았으며 [그분의 삼매는]억지로 노력하여 억압하고 

억누른 것이 아닙니다.(*196) 

  

(돌조각 경, 상윳따니까야 S1. 38, 각묵스님역)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기울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계행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233) 

  

(돌 조각의 경, 상윳따니까야 S1. 38, 전재성님역) 

  

  

See his concentration well developed and his mind well liberated -not bent 

forward and not bent back, and not blocked and checked by forceful 

suppression!(*88) 

  

(The Stone Splinter, CDB S1.38, 빅쿠 보디역) 

  

  

이 구절은 하늘사람이 마치 코끼리, 사자 등과 같이 고통을 참아 내고 있는 부

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매우 ‘난해한 문장’이라 한

다. 문장이 왜 난해 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이 구절은 

모든 판본이 불완전 한데, AN.I.254 에도 등장하는 난해한 문장이다. .(*233)”

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은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

문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어가 잘못 들어 갔거나 한줄이 빠진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왜 난해한 문장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문법적인 설명을 곁들여 길게 설명

되어 있다.  

  

각묵스님의 각주에서 

  

각묵스님의 각주 에서도 역시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달아 놓았다.  

  

  

(*196) 보디스님은 여러 판본을 비교하면서 ‘억누른’으로 옮긴 vāritavata 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다. 그의 학문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보디 스님 371-374 쪽의 주해 88 번을 참조할 것. 



  

(196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보디 스님의 학문적 태도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 그

러면서 자세한 것은 빅쿠 보디의 CBD 1 권의 주해를 참조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빅쿠 보디의 88 번 주해를 찾아 보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88) I read with Se: Passa samddhil?~su bhduitam cittaii ca suuirnuttam  

na cdbhinatam na cdpanatanz nu ca sasarikhdraniggayhavdritavatam.  

Be is identical except that the final word in the  

compound is read as -gatam; Eel -cdritavatam is clearly an  

error, rectified in PED, s.v. vdritavata. Ee2 reads as in Se,  

but with niggayha taken as uncompounded, which leaves  

sasarikhdra dangling. The same expression occurs elsewhere:  

at AN IV 428,9-10 th'e full formula is used to 

describe a samddhi called afiridyhala, the fruit of final  

knowledge (or perhaps, "having final knowledge as its  

fruit"); sasarikhdraniggayhaairitauata, at AN I 254,3i, 
describes a samddhi developed as the basis for the six  

abhiiiiin (probably the fou rth jhiina); and at AN I11 24,9, 

DN 111 279,4, and Vibh 334,15, it characterizes a "right concentration  

of fivefold knowledge" (paficaiidnika sanzmd  

samadhi). In the present cantext, it seems, the expression  

qualifies cittam, mind, though the mirid has the se qualities 

by virtue of the samddhi in which it is absorbed. At  

AN IV 428,9-10 and elsewhere the phrase clearly qualifies  

the samtidhi. 

Spk (Se): The concentration is that of the fruit of arahantship  

(arahattaphalasamddhi). The mind is said to be iuell 

liberated (suvimuttam) because it is liberated by the fruit.  

Not bent forward and not bent back: the mind accompanied  

by lust is said to be "bent forward" (abhinatam), that  

accompanied by hate to be "bent back" (apanata~z).  

Rejecting both, he speaks thus. Not blocked and checked by  

forceful suppression: It is not blocked and checked, having  

suppressed the defilements forcefully, with effort; rather,  

it is checked because the defilements have been cut off.  

The meaning is that it is concentrated by the concentration  

of fruition (na ca ~asa~khdranigga~havnritavat tai nn a 
sasarikhtirena sappayogena kilese nig@ ., hetvd vdritavatay; 

kilesdnarn pana chinnattri vatam, phalasamddhinri sam&itan ti  



attho). (N.B. While Spk (Be) reads -gatam in the lemma, it  

reads -vatam twice in the explanation.)  

Spk-pt: This is not achieved, not fixed, forcefully, with  

effort, by way of abandoning in a particular respect or by  

way of abandoning through suppression as is the mundane - 

jhana mind or insight; but rather (it is achieved)  

because the defilements have been completely cut off  

(lokiyajjhnacitfam viya vipassana viya ca sasarikharena sappayogena  

tadangappahiina-vikkhambhanappahrinavasena ca 
vikkhambhetvii nu adhigatam nu thapitam, kiAcarahi kiies anam 

sabbaso chinnatiiya).  

The Pgli phrase is extremely difficult and the exact reading  

uncertain. Indeed, in the Central Asian Skt ms corresponding  

to DN I11 279,4 (Waldschmidt, Sanskrittexte aus  

den Turfanfunden IV, p. 70, V.8 (3)), it is conspicuously 

absent. A Skt version in S~BV -b(hp. 444,~-21)r eads vririvad 

dhytam, "maintained like water," which seems to me  

unlikely to correspond to the original reading.  

Eel puts a hiatus after niggayha, and Ee2 separates it off  

entirely; the other eds. integrate niggayha into the long  

compound. There is no way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grammar alone, which is correct. Each attempt to resolve  

the expression into its elements gives rise to its own special  

problems, and even the affhakathrls and filals offer conflicting  

explanations, e.g., Sv 111 1060,11 -13 and Vibh-a 421,13-15 

take niggayha to be absolutive (as does Spk) and turn viirita  

into the absolutive varetva; their respective tikas, Sv -pt 

I11 284,24-27 (Be) and Vibh-mt 205,1618 (Be), take niggayha 

as the gerundive niggahetabba and v6rita as the gerundive  

vriretabba. Since niggayha occurs elsewhere unambiguously  

as an absolutive (e.g., at MN I11 118,4, interestingly, as  

here, without a direct object), whle there seem to be no  

instances in canonical Pgli of the word occurring as a  

gerundive, the affhakathas are more likely to be right.  

~o r r n a nqu estions this interpretation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other known instance in P ~ loif an absolutive  

occurring as the second member of a com pound (~ersonal 

communication), but perhaps we shoul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we have such a construction here. I trans - 

late, however, in compliance with natural English idiom  

rather than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syntax of the Pali.  

Readings of the last part of the compound vary among  

the different traditions: in general vlfritavata prevails in the  



Sinhalese tradition, vdritagata in the Burmese, with  

Burmese vv.11. varivrivata and vririvdvafa also recorded.  

Varita here is a past participle o f the causative vareti, to  

block, to restrain. The terminal member of the compound  

could then be either vata or gata. Gafa is clearly a past participle.  

Vatu is more problematic. At KS 1:39, vdritavatam is 

rendered "having the habit of self-denial." Apparently 

C.Rh.D understands vata as equivalent to Skt vrata.  

However, Spk's gloss, chinnattri vatam phalasarnridhinri  

sumahitam, suggests that we have a past participle here,  

and I would propose that vatu represents Skt vyta, which  

according to MW can mean "stopped, checked, held  

back." I cannot cite other occurrences of the simple participle  

vata in Pali, but prefixed forms are common enough:  

samvuta, nibbuta, vivafa, avafa, etc. Thus we would have  

here two past participles from the  same root, one 

causative, the other simple, so that the compound vliritavatu  

would mean "blocked and checked" (unfortunately  

two distinct English verbs are needed to capture the  

nuances). Although this construction is certainly unusual,  

it need not be rejected out of hand, as it may have been  

used for special emphasis. If the reading gata is accepted,  

vfiritagata could mean "gone to (attained to) control," with  

varita taken as a noun of state. This certainly sounds more  

natural than vdritavata, but the pre valence of vata in the  

textual tradition lends strong support to its authenticity.  

  

(88 번 각주, 빅쿠 보디) 

  

  

  

빅쿠 보디의 88 번 각주는 무려 4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캔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빅쿠보디는 번역하기 난해한 문장에 대하여 여러 판본을 대조해 가며 학문적으

로 접근한 것이다. 이런 빅쿠 보디의 태도에 각묵스님은 경의를 표하고 필요하

면 참고하라고 하였다. 

  

“학생은 왜 내 얼굴만 빤히 쳐다 보지요?” 

  

경전을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무리 읽어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가 있다. 특히 한역 된 대승경전의 경우가 그렇다. 대표

적으로 ‘금강경’을 들 수 있다.  



  

금강경을 처음 접한 불자들은 한글로 번역 되어 내용을 잘 이해 하지 못한다. 

너무 심하게 축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유정법’이라 하였을 때 

‘달리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해석되는데 이 것이 무슨 뜻인지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른다.  

  

또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

人行邪道 不能見如來)’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이후의 문장과 연결이 잘 되

지 않는다. 그래서 한 없이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난해하고 심지어 심오해지

는 것은 무슨이유일까? 그것은 전승과정에서 한줄이 빠졌기 때문이다.그래서 彼

如來妙體 卽法身諸佛 法體不可見 疲識不能知’를 집어 넣어 해석하면 뜻이 들어 

온다. 이는 상윳따니까야의 왁깔리경에서 “박깔리여,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 

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느냐? 박깔리여,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

는 자는 진리를 본다. (S22:87)”라는 문구와 같은 내용이다. 이는  몸이나 음

성과 같은 외형으로 진리를 찾지 말고 진리의 몸(법신)을 보고서 진리를 찾으라

는 뜻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다. 지금 어느 남학생이 있는데 미모의 여선생님의 강

의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선생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업시간 

내내 선생의 얼굴만 빤히 쳐다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선생이 분명히 학생에

게 “학생은 왜 내 얼굴만 빤히 쳐다 보지요?”라고 말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제자에게 몸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볼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S22:87)”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한줄이 빠져 버리면 

  

그래서 전재성님은 동국대 정각원 법회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티베트대장경, 빠알리대장경, 산스크리트대장

경을 다 진열해 놓고 봐요. 그런데 보니까 한문도 한줄이 빠진거에요. 산스크리

트나 빠알리에 있는데 한문이 한줄이 없어요. 이건 사경사가 졸다가 빼 먹은 거

에요.  

  

한문대장경이라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한문이 너무 심오해지는 

거에요. 앞뒤가 해석이 안되니까. 한줄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심오하게 해석해 

버린다고.  

  

(전재성님, 2012 년 3 월 31 일 정각원 토요법회, 미디어붓다 2012-05-16) 

  

  



한줄이 빠지면 경이 난해하고 심지어 심오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할 

때 일일이 판본을 대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돌조각 경에서도 판본 

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번역에 혼란이 생긴 것이다.그래서 빅쿠 보디는 매우 길

게 설명하였다. 

  

대체 누가 읊은 것인가?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돌조각 경에 소개 되어 있는 네 개

의 게송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첫 번째 게송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Pañcavedā sataṃ samaṃ 

Tapassī brāhmaṇā caraṃ, 

Cittañca nesaṃ na sammā vimuttaṃ 

Hīnattarūpā na pāraṅgamā te 
  

(Sakalikasutta, S1.38) 

  

  

[세존](*197) 

다섯 베다를 잘 배운 바라문들이 있어 

백 년 동안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들 마음 바르게 해탈하지 못하나니 

저열한 성품으로는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노라. 

  

(돌조각 경, 상윳따니까야 S1. 38, 각묵스님역) 

  

  

[하늘사람] 

다섯 가지 베다에 정통한 백 명의 사람이 

한결같이 바라문의 고행을 닦았지만 (*325) 

마음을 올바로 해탈하지 못하고 

성품이 저열해서 피안에 이르지 못했네. 

  

(돌 조각의 경, 상윳따니까야 S1. 38, 전재성님역) 

  

  

Though brahmins learned in the five Vedas  

Practise austerities for a hundred years, 

Their minds are not rightly liberated:  

Those of low nature do not reach the far shore.89  

  



(The Stone Splinter, CDB S1.38, 빅쿠 보디역)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이 게송을 읊었느냐는 것이다. 전재성님은 ‘하늘사람’이 

읊은 것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부처님’이 읊은 것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

는 네 게송 모두 ‘하늘사람’이 읊은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각묵스님은 왜 

부처님이 읊은 것으로 보았을까?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 여기에 나타나는 {125-128} 의 네 개의 게송들은 누가 읊은 것인지 문맥

이나 내용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디 스님은 경을 합송하여 결집한 분들

이 앞의 신들의 감흥어를 게송으로 추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런데 본경의 {127}과 {128}은 위의 본서 ‘자만에 빠진 자의 경(S1.9)의 {15}

와 {16}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곳에서 {15}={127}은 천신이 읊은 것으로 나타

나고, {16}={128}은 세존이 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본경에서도 이 두 게

송을 이렇게 간주하여 옮겼으며, {125-126}은 세존께서 읊은 것으로 옮긴다. 미

얀마어 번역본에는 이 네 개의 게송들이 모두 세존께서 읊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97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에 따르면 부처님이 읊은 것으로 보는 이유는 미얀마본의 번역서에 근

거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빅쿠 보디의 견해를 존중하는 입장에 있는 초불연의 

번역태도와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 게송은 초불연의 번역에 따르면 부처님이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백년’으로 해석하면 틀리다고 

  

그런데 번역의 내용을 보면 또 하나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sataṃ 에 

대한 번역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백 년 동안’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

도 ‘a hundred years’라 하여 ‘백년’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백 명’이라 하여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325) Srp.I.81 은 sataṃ samaṃ 을 ‘백년’으로 해석했지만, Ggs.I.45 에 의

하면 분명히 틀린 해석이다. samaṃ 은 ‘(a)caraṃ(3rd.pl.맥)’의 목적어이다. 

그 뜻은 ‘고행을 닦는다.’라는 의미로 그 예는 Dhp.142 에도 나온다. 그러나 

고행이라는 말은 tapassi’란 단어로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samaṃ 을 원래

의 뜻대로 ‘한결같이’로 번역한다. 

  



(325 번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에 따르면 ‘sataṃ samaṃ’에 대하여 백년으로 번역한 것은 명백히 잘

못된 번역이라 하였다. 이는 주석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 Ggs.I.45 에 따르

면 틀린 해석이라는 것이다. 옛날 주석서에 오류가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문법

적 설명을 곁들여 법구경 142 번 게송에서의 사용례를 들고 있다.  

  

법구경 142 번 게송에서 첫 번째 구절에 Alaṅkato ce pi samaṃ careyya 가 있는

데 이는 “치장을 했어도 평정하게 행하고”라고 번역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각

주를 보면 “좋은 옷과 장식물로 치장을 했어도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정

신적 행위는 안온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무리 사치하

여도 신구의 삼업이 깨끗하면 안온한 것임을 말한다. 이 구절에 대하여 거해스

님역을 보면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났고”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samaṃ 에 대하여 법구경 142 번 게송 첫번째 구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samaṃ’에 대하여 ‘한결같이’로 번역한다고 하였다. 그

러나 법구경에서는 ‘평정하게’ 로 번역 되어 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러나 거의 같은 의미로 본다.  

  
너무나 다른 번역 

  
문제는 돌조각 경의 게송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의 해석이 번역자마다 너

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빠알리 Pañcavedā sataṃ samaṃ 

Tapassī brāhmaṇā caraṃ 

sataṃ 

각묵스님역 다섯 베다를 잘 배운 바라문들이 있어 

백 년 동안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백 년 동안 

전재성님역 다섯 가지 베다에 정통한 백 명의 사람이 

한결같이 바라문의 고행을 닦았지만 

-백 명의 사람이 

빅쿠 보디역 Though brahmins learned in the five 

Vedas 

Practise austerities for a hundred 

years, 

a hundred years, 

  

  

  

차이는 sataṃ 에 대한 해석이다. 빅쿠 보디와 각묵스님은 ‘백 년’이라 하였

고, 전재성님은  ‘백 명’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sataṃ 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각묵스님은 ‘잘 배운 바라문들’이라 하였

고, 전재성님은 ‘베다에 정통한 백 명의 사람’이라 하여 바라문이 백명임을 



말하고 있다. 또 각묵스님은 ‘백 년 동안’이라 하였는데, 전재성님은 ‘한결

같이’라 하였다. 이런 차이는 전통적인 주석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해석

에 따르냐의 차이로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번역 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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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각강당(重閣講堂)에 대하여 

 

  

그저 그려려니 하고 

  

초기경전을 접하다 보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특히 상윳따니까

야 1 권이 그렇다. 그렇다고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여 무시 한다면 가르

침을 제대로 접할 수 없다. 단지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무시하지 않는다. 또 부정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월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였을 때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자신의 견해로 단지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다

고 주장한다면 정중하지 못한 태도로 본다.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한다고 하여 가르침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초월적인 이야기, 신통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하여 무시해 버린다면 가르침

은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초월적인 이야기, 신통이야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가르

침을 훨씬 더 풍요롭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초월이나 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였을 때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려려니”하며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본다. 삼보에 대

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불자라면 설사 경에서 초월적이거나 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빳준나경(Pajjunna dhītusutta, S1.39)에서 

  

니까야 중의 니까야라 볼 수 있는 상윳따니까야에서는 하늘사람(데와따)와 부처

님의 대화에 대한 게송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하늘사람이 등장할 때

는 항상 ‘한밤중’이다. 이는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라 불리우는 ‘천인사’로

서 부처님 역할 때문이라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낮에는 인간을 교화하고 밤중

에는 하늘사람을 교화한다는 뜻에서 하늘사람이 등장하는지 모른다.  



  

상윳따니까야 1 권 1 상윳따 39 번째 경은 빳준나경(Pajjunna dhītusutta)이라 

한다. 이를 전재성님은 ‘비구름 신의 딸의 경’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빳

준나의 딸 경’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원어 그대로 ‘Pajjunna's Daughter’ 

라 하였다.  

  

빳준나경은 경의 제목에서 표현 되어 있듯이 여성신이 등장하였다. 이제까지 남

성신만 등장하였으나 여성신이 등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송을 읊고 있다.  

  

빳준나경을 보면 장소가 웨살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되어 있다.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vesāliyaṃ viharati mahāvane 

kūṭāgārasālāyaṃ.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웨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

셨다.  

(각묵스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존께서 베쌀리 시의 미하 숲에 있는 꾸따가라 강당에 

계셨다. 

(전재성님) 

  

  

Thus have I heard. On one occasion the Blessed One was dwelling at Vesali 

in the Great Wood in the Hall with the Peaked Roof.  

(빅쿠 보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장소는 여러 곳이다. 주로 아나타삔디까승원이

라 되어 있다. 기원정사를 말한다. 그런데 웨살리에서 설법하는 경우 

‘kūṭāgārasālāya’로 되어 있다. 이를 각묵스님은 ‘중각강당’이라 하였고, 

전재성님은 ‘꾸따가라 강당’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the Hall with the 

Peaked Roof’라 하였다. 한역에서는 ‘重閣講堂 (중각강당)’이라 한다.  

  

중각강당(重閣講堂)에 대하여 

  

kūṭāgārasālāya 에 대하여 빠알리 사전(PCED194)을 찾아 보았다. 먼저 꾸따가라

(kūṭāgāra)에 대하여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kūṭāgāra 
  

1) [nt.] a pinnacle building, or such a temporary construction; a 

catafalque.。 

2) 【中】 小尖塔般耸立的建筑物，或如此的暂时建筑物，灵柩台。 

  

  

영어를 보면 a pinnacle building 이라 되어 있다. 이는 ‘작은 뾰족탑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건물 중간에 첨탑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일것

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서 ‘temporary construction’으로 되어 있다. ‘임시

로 지은 건물’ 또는 ‘가건물’이라는 뜻이다. 한역을 보면 ‘小尖塔般耸立的

建筑物’라 되어 있어서 작은 첨탑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꾸따가라 승원은 건물에 첨탑이 있는 것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빅쿠 보디는 ‘the Hall with the Peaked Roof’라 하여 뾰족한 지붕을 

가진 건물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 하였다. 그런데 한역경전에서는 ‘중각강당 

(重閣講堂)’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중각(重閣)이라는 뜻은 건물이 누각이 중첩 

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여 뾰족한 첨탑을 한문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여 진다. 

  

웨살리는 어떤 지역이었나? 

  

이번에는 kūṭāgārasālāya 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 보았다. 그러자 꽤 길고 자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었다. kūṭāgārasālāya 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hall in the Mahāvana near Vesāli. The Buddha stayed there on several 

occasions, and in the books are found records of various eminent persons 

who visited him there and of his conversations with them.  

(PCED194)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웨살리 근처 마하와나에 있는 건물. 부처님이 거기에서 여러 차례 머무셨다. 그

리고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방문한 다양한 부류의 적대적 사람들과의 대화에 대

한 이야기가 기록 되어 있다.  

(번역) 

  

  

사전에 따르면 웨살리라는 지역이 다른 인도 지역과 달리 대단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 사



람, 심지어 적대적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들과 대화하여 교화 하였

다는 내용이 경전에 기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자병동이 있었는데 

  

PCED194 에 따르면 kūṭāgārasālāya 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접할 수 있다. 이

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According to Buddhaghosa (DA.i.310; MA.i.450), there was a monastery 

(sanghārāma) built for the monks in the Mah āvana. Part of it consisted of 

a storeyed house, with a hall below surrounded only by pillars. These 

pillars held the gabled room which formed the main part of the Buddha ’s 

Gandha-kuti there. The hall lay from north to south and faced east 

(DA.i.311), and from this hall the whole monastery came to  be known as the 

kūṭāgārasālāya. There was a sick ward attached to the monastery, where the 
Buddha would often visit the patients and talk with them (E.g., S.iv.210f; 

A.iii.142). 

  

(kūṭāgārasālāya, PCED194)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붓다고사(AD310-450)에 따르면, 마하와나(大林)안에 승려들을 위하여 세워진 승

원(sanghārāma)이 있다. 승원은 단지 기둥들에 의하여 둘러 쌓여진 홀과 함께  

승원의 일부는 삼층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둥들은 박공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

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간다꾸띠(Gandha-kuti)의 주요부분을 형성

하고 있다. 이홀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놓여 있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

고 이 홀로 인하여 승원전체가 꾸따가라살라야(kūṭāgārasālāya)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승원에는 환자를 위한 병동도 있었다. 거기에서 부처님은 종

종 환자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들려 주시곤 하였다. 

(번역) 

  

  

사전에 실려 있는 설명에 따르면 큰 홀을 중심으로 하여 ‘삼층집 구조’로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자어로 ‘重閣(중각)’이라 하였을 것이다. 그

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홀안에 ‘환자병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처

님이 환자들을 찾아 법문도 해 주었다고 한다. 

  

질병의 경(Gilānasutta, A5.121)에서 

  



PECD194 사전에는 ‘(E.g., S.iv.210f; A.iii.142)’라는 코멘트를 해 놓았다. 

여기에서 ‘A.iii.142’를 찾아 보았다. 이는 PTS 본 앙굿따라니까야 3 권에 에

는 142 번째 페이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찾아 보니 ‘질병의 경(Gilānasutta, 

A5.121)’이다. 

  

질병의 경이 설해진 장소가 웨살리의 중각강당으로 되어 있다. 중각강당에는 환

자병동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다. 질병의 경에서 부처님은 부

처님은 병약한 수행승을 보고나서 수행승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들려 주었

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병약한 자라도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를 버리지 않

으면, 그는 머지 않아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

한 해탈을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신체에 대한 부정을 관찰하고, 음식에 대한 혐

오를 지각하고, 일체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음을 지각하고, 모든 조

건 지어진 것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안으로 죽음에 대한 지각을 잘 정립하는 것

이다. 수행승들이여, 아무리 병약한 자라도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를 버리지 

않으면, 그는 머지 않아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Gilānasutta- 질병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21, 전재성님역) 

  

  

중병에 걸린 자라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나을 수 있음을 말한다. 환자를 위

한 법문의 요지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1) 신체에 대한 부정관, 2) 음식에 대한 

혐오, 3) 일체개고, 4) 제행무상, 5) 죽음에 대한 지각 이렇게 다섯 가지이다. 

이는 다름 아닌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라는 것과 같다. 사실 

이런 통찰은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언젠가 과식하여 뱃속에서 ‘핵전쟁’이 난 듯이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

래서 앉아도 괴롭고, 서도 괴롭고, 누워도 괴롭고 온통 고통 뿐이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리고 불쾌하였다. 어서 시간이 가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왜냐하면 복통과 같은 고통은 시간이 해결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부

처님 말씀하신대로 무상, 고, 무아를 떠 올렸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

는 고통에 대하여 주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관찰 하였더니 견딜만 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 되지 않는 괴로움 

  



괴로움은 두 가지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있는 가 하

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괴로움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복통이나 감기, 외상과 같은 고통이다. 사실 이런 고통은 고통축에도 들어 

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 이는 생노병사와 같은 근

원적인 괴로움이라 볼 수 있다. 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고통은 자신의 범주를 벗어나 버린다. 바로 이런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였을 때 겪는 고통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

리 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

았을 때 부처님은 병을 치유하는 ‘의사’와 같다. 

  

부처님은 병을 치유하는 의사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있다. ‘까라나빨린의 

경’이다. 역시 웨살리의 중각강당이 배경이다. 부처님이 웨살리 중각강당에 머

무를 때 바라문 삥기야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 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있다. 

  

  

 [삥기야닌] 

존자여, 예를 들어 사람이 아프고 괴롭고 중병이 들었는데, 유능한 의사가 즉시 

질병을 치유하듯이, 존자여, 이와 같이 경이든, 응송이든, 수기이든, 미증유법

이든, 존자 고따마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언제나 슬픔과 비탄과 고통

과 불만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까라나빨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94, 전재성님역) 

  

  

말 한마디에도 고무 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생활 할 때의 일이다. 중요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자네만 믿네”라는 

격려를 받았다. 그 격려의 말에 크게 고무 받았다. 그래서 밤낮없이 주말없이 

휴가없이 매진하여 크게 성과를 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

게 만든다고 한다. 전장에 임하는 장수에게 “그대만 믿네”라고 격려 하였을 

때 충성을 맹세한다. 이렇게 지도자 또는 존경받는 분으로부터 한마디 격려의 

말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32 상을 갖춘 부처님이 환자동에 나나타서 법문을 하였을 때 그 감

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과 법문을 듣는 순간 ‘엔돌

핀’이 돌아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이든, 응송이든, 수기이

든, 미증유법이든, 존자 고따마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언제나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불만과 절망이 사라집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다름아닌 부처님

이 병을 치유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빳준나경에서 네 게송을 보면 

  

빳준나경(Pajjunna dhītusutta)에서는 오로지 하늘사람의 부처님의 찬탄에 대한 

게송만 보인다. 비구름의 신의 딸인 쭐라꼬까나다가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

로 마하 숲을 두루 밝히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 읊은 게송은 다음과 같다. 

  

  

1. 

Vesāliyaṃ vane4 viharantaṃ 

Aggaṃ sattassa sambuddhaṃ, 

Kokanadāhamasmi abhivande 

Kokanadā pajjunnassa dhītā. 

 

 

2. 

Sutameva me pure āsi 

Dhammo cakkhumatānubuddho, 

Sāhaṃdāni sakkhī jānāmi 

Munino desayato sugatassa. 

  

3. 

Ye keci ariyadhammaṃ1 

Vigarahantā caranti dummedhā, 

Upenti roruvaṃ ghoraṃ 

Cirarattaṃ dukkhamanubhavanti 

 

 

4. 

Ye ca kho ariyadhamme  

Khantiyā upasamena upetā, 

Pahāya mānusaṃ dehaṃ 

Devakāyaṃ paripūressantī'ti. 

  

  

1. 

웨살리의 큰 숲에 머물고 계신 

중생 가운데 최상이신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꼬까나다라는 제가 이제 예배드리오니 



이런 저는 빳준나의 딸 꼬까나다이옵니다. 

  

2. 

눈을 가지신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을 했습니다. 

선서이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3. 

성스러운 법을 두고 비방하며 다니는 

지혜없는 가엾은 자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무서운 곳 규환[지옥] 떨어질게 분명하니 

오랜 세월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리. 

  

4. 

그러나 참으로 성스런 법에 귀의하여 

묵묵히 따르고 고요히 따르는 자들 

인간의 몸 버린 뒤애 신의 몸을 성취하리.” 

  

(각묵스님역) 

  

  

[쭐라 꼬까나다] 

1. 

뭇삶 가운데 위없는 님 

올바로 깨달은 님께서 베쌀리 시의 숲에 계시니 

꼬까나다가 인사드리네. 

비구름 신의 딸 꼬까나다가 예배드리네. 

  

2. 

지혜로운 님께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전에 내가 듣기만 했지만 

깨달은 님, 해탈한 님의 가르침을 

지금 나는 눈으로 확인 하네. 

  

3. 

누구라도 고귀한 가르침을 헐뜯고 

어리석어 방황하는 사람은 

공포의 규환지옥에 이르러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으리. 

  

4. 

누구라도 참으로 고귀한 가르침을 수용하여 



평화로운 사람은 

죽어서 사람의 몸을 버리면 

하늘사람의 몸을 성취하리.” 

  

 (전재성님역) 

  

  

1. 

"I worshp the Buddha, the best of beings,  

Dwelling in the woods at Vesali.  

Kokanada am I, 

Kokanada, Pajjunna's daughter.  

  

2. 

 "Earlier I had only heard that the Dhamma  

Has been realized by the One with Vision;  

But now I know it as a witness  

While the Sage, the Fortunate One, teaches.  

  

3. 

 "Those ignorant people who go about  

Criticizing the noble Dhamma 

Pass on to the terrible Roruva hell 

And experience suffering for a long time.  

  

4. 

 "But those who have peace and acquiescence  

In regard to the noble Dhamma,  

On discarding the human body,  

Will fill the host of devas."  

  

(빅쿠 보디역) 

  

  

  

번역에서 차이 나는 것 하나 

  

번역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2 번 게송의 네번째 구절이다. 빠알리어로 

‘Munino desayato sugatassa’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수

가따(sugata)’이다. 여래 십호에서 수가따는 한자어로 ‘善逝(선서)’라 번역

된다.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이 수가따를 ‘선서’로 번역하여 “선서이신 성인께서 [법

을] 설하실 때에”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깨달은 님, 해탈한 님의 

가르침을”이라고 번역하여 수가따에 대하여 ‘해탈한 님’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While the Sage, the Fortunate One, teaches.”라 하여 ‘Fortunate 

One’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 “운이 좋은 자, 현자가 가르칠 동안

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가따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번역하였지만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왜 아비지옥인가? 

  

게송에서 비구름 신의 딸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찬탄하고 있다. 그런데 세 

번째 개송을 보면 “누구라도 고귀한 가르침을 헐뜯고”라는 말이 보인다. 그리

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공포의 규환지옥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다.  

  

근거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면 악처에 떨

어질 것이라 하였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삿된 견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부처님 당시 유물론, 운명론, 단멸론 등의 외도를 말한다.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가졌을 때 악처로 떨어 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끔찍한 곳이

‘roruva’라 하였다. 이는 ‘규환지옥’을 말한다. 각주에 따르면 두 개의 규

환지옥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연기의 규환지옥이고, 또 하나는 화염의 규환지

옥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비지옥(avici-niraya)’이라 한다.  

  

왜 아비지옥인가? 그것은 중생들이 불에 탈 때 ‘비명’을 지르기 때문이다. 더

구나 그 비명소리가 끊임 없이 들려 오기 때문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고 

한다. 그래서 끔찍한 장면을 묘사할 때 아비지옥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

을 가르침을 수용하였을 때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신 몸이 파괴

되어 죽으면 하늘나라에 태어 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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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8. 방편과 실제 

  

  

비구름신의 딸 꼬까나다의 찬탄 

  



사뚤라빠 무리의 품 마지막 경은 ‘비구름신의 딸의 경 2(S1.40)’이다. 1 번 경

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찬탄 게송이 네 개 있었다. 2 번 경에서도 역시 부처님의 

찬탄 게송만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Idhāgamā vijjupabhāsavaṇṇā 
Kokanadā pajjunnassa dhītā, 

Buddhañca dhammañca namassamānā 

Gāthā cimā atthavatī abhāsi. 

 

 

2. 

Bahunāpi kho naṃ vibhajeyyaṃ 

Pariyāyena tādiso dhammo, 

Saṃkhittamattaṃ lapayissāmi 

Yāvatā me manasā pariyattaṃ. 

  

3. 

Pāpaṃ na kayirā vacasā manasā 

Kāyena vā kiñcana sabbaloke, 

Kāme pahāya satimā sampajāno 

Dukkhaṃ na sevetha anatthasaṃhitanti. 

  

(Cullapajjunnadhītusutta, S1.40) 

  

  

1.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아름다운 

빳준나의 딸 꼬까나다는 

부처님과 법에 예배하면서 

이제 뜻있는 게송들을 읊습니다. 

  

2.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206)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들어 외운 대로 

이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서도 악 행하지 말지라. 

감각적 욕망 끊고 마음챙기고 알아차려 



고통주고 이익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지라.” 

  

(각묵스님역) 

  

  

1. 

“번개의 불빛 같은 미모를 지닌 

비구름 신의 딸 꼬까나다가 여기에 와서 

깨달은 님과 그 가르침에 귀의하고, 

이익을 가져 오는 이 시를 읊네. 

  

2. 

참으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많은 방편으로 설명하지만, 

제가 마음으로 파악한 

그대로 간략히 그 뜻을 말하옵니다. 

  

3. 

온 누리 어떠한 세계에서도 

언어와 정신과 신체로 악을 짓지 말지니,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 

무익한 괴로움을 좇지 말아야 하리.” 

  

(전재성님역) 

  

  

1. 

"Here came Kokanada, Pajjunna's daughter, 

Beautiful as the gleam of lightning.  

Venerating the Buddha and the Dhamma,  

She spoke these verses full of meaning.  

  

2. 

"Though the Dhamma is of such a nature  

That I might analyse it in many ways,  

I will state its meaning briefly  

To the extent I have learnt it by heart.(*95)  

  

3. 

"One should do no evil in all the world,  

Not by speech, mind, or body.  

Having abandoned sense pleasures,  



Mindful and clearly comprehending,  

One should not pursue a course  

That is painful and harmful."  

  

(Pajjunna's Daughter2, 빅쿠 보디역) 

  

   

 세 개의 게송에서 첫 번째 게송을 보면 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있다. 

전재성님은 ‘번개의 불빛 같은 미모’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번개의 섬광과

도 같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하였다. 또 빅쿠 보디는 ‘Beautiful as the 

gleam of lightning’라 하여 “번개의 섬광처럼 아름다운”이라는 뜻으로 번역

하였다. 대체 천인들은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표현 하였을까? 

  

천녀들의 치명적인 아름다움 

  

사뚤라빠 무리의 품에서 첫 번째 경의 각주를 보면 어떻게 ‘삽십삼천’에 태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불법승 삼

보에 귀의한 과보로 뱃사람 칠백명 전원이 삼십삼천에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

이다.  

  

그런데 이번 경의 경우 여성으로서의 천인이다. 아마도 칠백명 중의 일부가 여

성천인으로 태어난 듯 하다. 그런데 그 미모가 매우 뛰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번개의 불빛 같은 미모’라 하였다. 이는 천인의 용모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법구경 ‘난다테라 이야기’가 실려 있는 13 번 14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이복동생인 ‘난다’가 출가 하였지만 약혼한 전처를 잊지 못하자 부

처님은 삼십삼천의 천인을 보여 준다. 이를 보고 난다는 부처님에게 “세존이시

여, 자나빠다깔리야니는 귀와 코를 잃은 탐욕스런 원숭이만큼이나 못났습니다. 

(법구경 13 번 인연담, 전재성님역)”라 하였다. 자신의 전처의 미모가 이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으나 천인을 보자 마치 암원숭이를 보는 듯하다는 것

이다. 이렇게 천상의 여인은 지상의 여인과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미모

를 가진 것으로 묘사 되고 있다. 그래서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치명적인’ 아

름다운 여인으로 묘사 하고 있다.  

  

‘tādiso dhammo’에 대한 번역의 차이 

  

두 번째 게송에 대한 번역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 마치 전혀 다른 말처럼 보

인다. 이는 ‘tādiso dhammo’에 대한 번역의 차이이다. 이를 직역한 전재성님

은 “이와 같은 진리를”이라고 번역하였지만, 각묵스님은 주석을 참고하여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라고 번역하여 전혀 다른 말이 되어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the Dhamma is of such a nature’ 라 하여 “담

마는 그러한 본성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전재성님과 빅쿠 보디는 직역



하였지만 각묵스님은 ‘의역’을 하였다. 그렇다면 각묵스님은 왜 이렇게 두 번

역자와 차이가 나는 번역을 하였을까?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6) ‘그러하신 분[세존]은 tādiso dhammo 를 옮긴 것이다. tādiso dhammo 는 

법이란 그러한 것으로 직역할 수 있다. 그러나 주석서와 복주석서에서 “tādiso 

dhammo 는 그분 세존이라는 법이다(ayam bhagava dhammo).” (SA.i.82)라고 분

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역자는 주석서를 따라 이렇게 옮겼다. 그러나 보디 스님

은 “The Dhamma is of such a nature”로 문자 그대로 옮기고 있다. 

  

(206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의 206 번 각주에 따르면, 각묵스님은 주석서의 견해를 중시하였다고 

하였다. 주석서에 분명히 tādiso dhammo 에 대하여 “그분 세존이라는 법이다

(ayam bhagava dhammo)”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빅쿠 보디가 직

역하였음에도 자신은 주석의 견해를 중시하여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라

고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tādiso dhammo 에 대한 전재성님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빅쿠 보디의 

각주가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The Dhamma is of such a nature ( tādiso dhammo).  

  

Spk: "For such is the nature of the Dhamma, 0 Blessed One, it has 

such a structure, such divisions, that it lends itself to analysis in many 

ways."  

  

Spk-pt: "It is such that one who has penetrated the truths as they are, 

skilled in the meaning and the doctrine, might explain, teach, proclaim,  

establish, disclose, analyse, and elucidate it, bringing forth examples, 

reasons, and conclusions."  

  

(95 번 각주, 374p,CDB,빅쿠 보디)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담마는 그러한 성품이다(tādiso dhammo).  

  



주석(Spk): “오 축복받은자, 담마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구

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구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됨

으로써 그것 자체를 도와 준다.” 

  

  

복주석(Spk-pt): 의미와 교설에 있어서 능숙한 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설정하고, 발표하고, 분석하고, 해명하고, 비유를 들고, 

이유를 대고 결론을 내는 것처럼 진리를 통찰하는 자가 그러한 것이다.  

 

(95 번 각주 번역) 

  

  

빅쿠 보디는 tādiso dhammo 에 대하여 “담마는 그러한 성품이다” 라고 번역하

였다. 그리고 주석과 복주석의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영문을 번역하는데 있어

서 매끄럽지 않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차이를 비교해 보면 

  

주석과 복주석의 내용을 보면 각묵스님이 언급한 것처럼 tādiso dhammo 에 대하

여 ‘부처님’으로 묘사 하고 있다. 담마와 붓다를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

래서 각묵스님은 ‘법이란 그러한 것’이라는 의미의 ‘tādiso dhammo’에 대하

여 주석의 견해를 존중하여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라고 하여 담마에 대

하여 세존으로 치환하여 번역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되

었다. 마치 ‘억지로 꿰어 맞춘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빠알리 Bahunāpi kho naṃ vibhajeyyaṃ 

Pariyāyena tādiso dhammo, 

tādiso dhammo 

각묵스님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하실 수 있

습니다. 

그러하신 분 [세존]

께서는 

전재성님 참으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많은 방편으로 설명하지만, 

이와 같은 진리를 

빅쿠 보디 "Though the Dhamma is of such a 

nature 

That I might analyse it in many 

ways, 

the Dhamma is of 

such a nature 

  

  

이 구절은 사뚤라빠 무리 중에 여성천인 ‘꼬까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

한 찬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꼬까나다는 붓다와 담마에 귀의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게송에서 “깨달은 님과 그 가르침에 귀의하고”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가에 귀의 하였다는 말은 없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천인 

꼬까나다는 삼귀의가 아니라 ‘이귀의’ 한 것이다.  

  

세 번역자의 번역이 모두 다르다 

  

꼬까나다는 붓다과 담마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다. 그런데 게송을 보면 분명히 

‘Pariyāyena tādiso dhammo’로 되어 있다. 이는 직역하면 “이와 같은 진리를 

많은 방편으로(전재성님)”이 된다. 이 구절에 대한 온전한 번역을 보면 “참으

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많은 방편으로 설명하지만”으로 되어 있어서 주

어가 ‘사람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석의 견해를 중시한 초불연 번역을 보

면 주어가 부처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빅쿠 보디의 번역을 보면 주어가 I(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Though 

the Dhamma is of such a nature That I might analyse it in many ways”라 하

였는데, 이를 번역하면 “비록 내가 여러가지 방법(방편)으로 그것(법)을 분석

하였을지 모를 그러한 성품을 가진 담마일지라도”의 뜻이 된다. 주어가 나인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 will state its 

meaning briefly”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간략하게 이것(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역자의 번역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차

이는 주어이다. 전재성님은 ‘사람들’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세존’, 빅쿠 

보디는 ‘나 (I)’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체 누구 번역이 맞는 것일까? 

  

방편과 실제 

  

게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게송은 꼬까나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묘사이고, 두 번째 게송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알기 쉽게 설명

한 ‘방편’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의 게송은 그 방편이 의미하는 것을 직접적

으로 표현한 실제에 대한 것이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자들이나 또는 출재가자들에게 믿음과 보시와 지계의 생활

을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이 방편이다. 그런데 이 방편에서 핵심을 가

로 지르는 말은 세번째 게송에서와 같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satimā 

sampajāno’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사념처 수행에서 강조한 것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도처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수행의 가르침, 즉 실제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처음에는 

믿음, 지계, 보시의 생활에 따라 천상에 태어난다는 방편(Pariyāyena)을 펴지

만, 근본 가르침은 항상 ‘사띠를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satimā 



sampajāno)’신구의 삼업에 따른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각묵스님의 두 번째 게송에 대한 번역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번역에 무리가 있어 보여 

  

각묵스님의 두 번째 게송은 이렇다.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들어 외운 대로 

이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구절과 세번째와 네번째 구절에 대한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이는 tādiso dhammo 에 대하여 주석의 견해를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라 본다. 그

러다 보니 부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버렸다. 여기서 ‘방법’은 ‘Pariyāyena’를 번역한 것이다. Pariyāyena 는 

‘방편’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빅쿠 보디는 ‘ways’라 하여 ‘방법’의 뜻으

로 번역하였다. 이런 영향이어서인지 각묵스님 역시 ‘방법’으로 번역한 것 같

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양한 방편으로 법을 분석하였다’라는 뜻으로 비치어

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꼬까나다 가 말한 “제

가 마음으로 받들어 외운 대로”와도 매칭이 안된다. 보통불자의 이런 번역비교

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2014-01-17 

진흙속의 연꽃 

 

 

 

 

9. 불사의 삶을 주는 자 

  

  

머리를 숙이게 하는 보시 

  

  

무언가 베푼다는 것은 청정하고 고귀한 행위이다. 아무리 원한에 사무친 관계일

지라도 정성이 담긴 선물을 건넸을 때 봄눈 녹듯이 풀어질 수 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에서 누군가 선물을 건냈을 때 이 선물을 매개로 하여 두 사람의 관

계가 회복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청정도론의 게송에서는 “보시는 조어되지 않은 사람을 조어하고 보시는 모든 

이로움을 성취시킨다. 보시와 상냥한 말씨를 통해 [시주자는] 편안해지고 [시물

을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인다. (청정도론, 9 장 39 절)”라고 하였다. 보시를 받

은 자는 머리가 숙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한 맺힌 사이일지라도 

정성들여 준비한 작은 선물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말한다. 

  

재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보시공덕에 대해서는 금강경에서 알 수 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시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보시를 하되 상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좀더 쉽게 

말하면 티내지 말고 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의 핵심은 

법보시이다. 이를 우주적 스케일로 표현 하고 있다. 그래서 ‘滿爾所恒河沙數 

三千大千世界 以用布施’와 ‘於此經中乃至受持四句偈等 爲陀人說 而此福德 勝

前福德’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항하의 모래수 만큼이나 삼천대천세계에 가

득찬 칠보를 가지고 그것으로 보시를 한다해도 이 경 가운데서 사구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 없이 뛰

어나리라”는 뜻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재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수승함을 

말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보시에 있어서 금강경의 오리지널 버

전을 보는 듯한 게송은 다음과 같다. 

  

  

(Devatā:) 

 Kiṃdado balado hoti kiṃdado hoti vaṇṇado. 
Kiṃdado sukhado hoti kiṃdado hoti cakkhudo. 

Yo ca2 sabbadado hoti taṃ me akkhāhi pucchitoti. 

  

(Bhagavā:) 

Annado balado hoti vatthado hoti vaṇṇado, 
Yānado sukhado hoti dīpado hoti cakkhudo 

So ca sabbadado hoti yo dad āti upassayaṃ, 

Amataṃdado ca so hoti yo dhammamanus āsatīti. 

  

  

[천신] 

“무엇을 베풀면 힘을 주는 것이 되고 

무엇을 베풀면 아름다움 줍니까? 

무엇을 베풀면 안락함 주고 

무엇을 베풀면 눈을 줍니까? 

누가 모든 것을 베푸는 자인지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소서.” 



  

[세존]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는 것이 되고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 주게 되고 

탈 것을 베풀면 안락함 주는 것이며 

등불울 베풀면 눈을 주는 것이라네. 

  

거처를 베푸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지만 

법을 가르치는 자 불사(불사)를 주는 자라네.” 

  

(무엇을 베풂 경, S1.42, 각묵스님역) 

  

  

[하늘사람] 

“무엇을 베풀어 힘을 줍니까? 

무엇을 베풀어 아름다움을 줍니까? 

무엇을 베풀어 안락을 줍니까? 

무엇을 베풀어 밝은 눈을 줍니까? 

무엇을 베풀어 모든 것을 줍니까?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요.” 

  

[세조] 

“먹을 것을 베풀어 힘을 주고 

옷을 베풀어 아름다움을 주고 

탈 것을 베풀어 안락을 주고 

등불을 베풀어 밝은 눈을 주네. 

  

살집을 베푸는 자는 

모든 것을 주는 자이지만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불사의 삶을 주는 자이네.” 

  

(무엇을 베풂의 경, S1.42, 전재성님역) 

  

  

[A devata:] 

"Giving what does one give strength? 

Giving what does one give beauty?  

Giving what does one give ease?  

Giving what does one give sight?  

Who is the giver of all?  

Being asked, please explain to me." <67>  

  



[The Blessed One:] 

"Giving food, one gives strength;  

Giving clothes, one gives beauty; 

Giving a vehicle, one gives ease;  

Giving a lamp, one gives sight.  

  

"The one who gives a residence  

Is the giver of all.  

But the one who teaches the Dhamma  

Is the giver of the Deathless."  

  

( Giving What?, S1.42,빅쿠 보디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보시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 

본다. 쌀이 떨어진 자에게 쌀만큼 귀중한 것이 없듯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보

시는 것이 보시하는 자나 보시 받는 자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탁발수행자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의약품, 와좌구 등 이른바 사대필

수품이 보시의 대명사이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은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

은 것으로 본다. 청정범행을 닦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사람의 질문에 부처님은 개별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 먹을 것을 베풀면 힘

을 주고,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을 주고, 탈것을 베풀면 안락함을 주고, 등불을 

베풀면 밝은 눈을 줄 것이라 한다. 그런데 아예 살집을 제공하면 모든 것을 주

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하늘사람이 “무엇을 베풀면 모든 것을 줍니까?”에 

대한 답이라 본다.  

  

불사(Amata)로 이끄는 법보시 

  

그러나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질문자 보다 뛰어넘는 가르침을 항상 제시한다. 

그것은 출세간적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불사의 삶을 주는 자이네.”라 하였다. 이 세상 그 어떤 베푸는 삶 보다도 담마

를 베푸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임을 말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사(Amata)’

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로 본다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보시의 수승함과도 일치 

하는 내용이다. 다만 금강경에서는 법보시함에 따라 ‘무량복덕’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초기경전에서는 불사로 이끌게 한다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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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뿐냐(功德行)와 빠빠(惡行) 

  

   

어느 스님이 쓴 책이 있다. 책의 제목은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져가지?’이

다. 이 책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제목이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는다. 또 언제 어떻게 죽을 지 아무도 알 수 없

다. 지금 살아 있어도 기대수명 만큼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기대수명은 

단지 기대일 뿐이다. 그렇다면 저 세상에 갈 때 무엇을 가져 가야 할까? 

  

  

Annamevābhinandanti ubhaye devamānusā,  

Atha ko nāma so yakkho yaṃ annaṃ nābhinandatīti. 

  

(Bhagavā:)ye naṃ dadanti saddhāya vippasannena cetasā,  

Tameva annaṃ bhajati asmiṃ loke parambhi ca, 

Tasmā vineyya maccheraṃ dajjā dānaṃ malābhibhū 

Puññāni paralokasmiṃ patiṭṭhā honti pāṇinanti. 
(Annasutta, S1.43) 

  

  

[천신] 

“신과 인간은 모두 음식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약카이기에 

음식을 즐기지 않나이까?” 

  

[세존]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먹을 것이 절로 생기리.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여야 하나니 

[인색의] 더러움을 정복한 자는 

보시를 받들어서 실천하노라. 

그가 짓는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 생명들의 의지처가 되노라.” 

  



(음식 경, S1.43, 각묵스님역) 

  

  

  

[하늘사람] 

“모든 하늘사람과 사람들은 

먹을 것을 즐기지만 

먹을 것을 즐기지 않는 

야차는 참으로 누구입니까?” 

  

[세존] 

“믿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먹을 것이 따르네. 

  

인색함을 반드시 이겨서 마음의 

티끌을 극복하고 보시해야 하리. 

이러한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삶들에게 의지처가 되리.” 

  

(먹을 것의 경, S1.43, 전재성님역) 

  

  

"They always take delight in food,  

Both devas and human beings.  

So what sort of spirit could it be  

That does not take delight in food?"(*97)  

  

"When they give out of faith  

With a heart of confidence,  

Food accrues to [the giver] himself  

Both in this world and the next.  

  

"Therefore, having removed stinginess,  

The conqueror of the stain should give a gift.  

Merits are the support for living beings  

[When they arise] in the other world."  

  

( Food, S1.43, 빅쿠 보디역) 

  

 

왜 야차라 하였을까? 



  

데와따(하늘사람)가 읊은 게송을 보면 yakkha(약카)가 나온다. 이를 한자어로 

야차( 夜叉) 라 한다. 영어로는 ‘a kind of ghost’ 또는 ‘a demon’으로 설

명 되어 있다.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이 게송에서 야차의 의미는 ‘낯선 사람의 이미지’

로 쓰였다고 하였다. 이는 하늘사람이 부처님을 보고서 하는 말이다. 처음 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 정도의 의미로 본

다. 이 게송에서 지칭되고 있는 야차에 대하여 빅쿠 보디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97) 

Yakha in pads c is glossed by Spk -p;t as satta. Although ko is an 

interrogative, it seems that the sentence is declarative in force. The 

verse may be echoing the Taittiriyaka Upanisad, II.2, II I.2, 7-10. 

  

(97 번 각주, 빅쿠 보디)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복주석에 따르면 c 구절에서의 야카는 삿따(중생)이라고 주해 되어 있다. 비록 

ko 가 의문을 나타내는 것일지라도 이것은  문장을 강렬하게 서술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이 게송은 우파니사드 II.2, III.2, 7-10 에 나오는 타잇띠리야카

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7 번 각주 번역) 

  

  

빅쿠 보디에 따르면 하늘사람이 야차라고 지칭한 것은 ‘강한 효과’를 얻기 위

해서 라고 한다. 아마도 하늘사람은 부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어떤 야차이냐?”는 식으로 말한 것은 좀더 주의를 끌

기 위한 화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화법은 요즘도 통용 된다. “너는 뭐하는 

물건이냐?”처럼 일종의 충격요법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빠알리 원문에서는 

“Atha ko nāma so yakkho” 라 하였다. 여기서 ko 는 의문사로서 ‘who?’의 

뜻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야차는 참으로 누구입니까?”라 하였고, 각

묵스님은 “어떤 약카이기에”라 하였고, 빅쿠 보디는 “what sort of spirit”

라 하였다. 

  

뿐냐(Puññā)와 빠빠(Pāpa) 

  



하늘사람은 게송에서 먹을 것을 즐기지 않는 부처님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한

다. 그래서 대체 “어떤 야차이길레 먹을 것을 즐기지 않는 것이냐?”식으로 말

한다. 중생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자 삶의 의미임에도 부처님

이 음식에 대하여 즐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하늘사람이 잘못 짚은 것이다. 탁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수행자에

게 있어서 음식을 즐기며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탁발수행

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걸식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주는 대로 먹는다. 

따라서 누군가 음식 보시를 해 주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

님은 음식을 베푸는 사람에 대하여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삶들에게 의지처가 

되리”라고 하여 보시 공덕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게송에서 키워드는 ‘뿐냐(Puññā)’이다. 이를 두 번역자는 

‘공덕’이라 하였고, 빅쿠 보디는 ‘Merits’라 하였다. 공덕이라고 번역되는 

뿐냐와 항상 대비 되어 쓰이는 용어가 악행이라 번역되는 ‘빠빠(Pāpa)’이다. 

이 뿐냐와 빠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선과 악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두 가지 다른 술어는 뿐냐(punna, 福)와 빠빠

(papa, 惡)이다. 이것들은 간혹 공덕(功德, merit)과 죄(罪, sin)로 번역되기도 

했다.  

  

주석자 담마빨라(Dhammapala)는 뿐냐(punna)를 '마음을 정화하고 가득 차게 한 

것'(santanam punati, visodheti)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술어를 다룬 팔리성

전협회(PTS) 사전에서 뿐냐(punna)는 언제나 천상의 재생과 미래의 축복 받는 

상태의 기초와 조건, 과거생에 쌓여진 공덕에 의존하여 즐김과 지속기간으로 묘

사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빠빠(papa)는 '불행의 상태에서의 고통의 기초와 조

건'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 , 위라라트네(W.G. Weeraratne) 지음/ 마성스님 옮김)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덕행에 속한다. 이런 공덕이 쌓이

고 쌓이면 큰 무형의 재산이 된다. 그런데 게송에 따르면 이런 공덕행은 저 세

상에 갈 때 큰 ‘의지처’가 된다고 하였다. 그 동안 베푼 공덕행에 대한 과보

는 저 세상에 갈 때 든든한 ‘노자돈’과 같은 것으로 본다.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 호주머니에 들어 온 돈은 함부로 나가는 

법이 없다. 아끼고 아껴서 30 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런데 더 욕심을 50 평 

아파트를 목표로 한다. 마침내 50 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돈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50 평 아파트에 입주 하게 되



었다. 그러나 매월 내야 하는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어질 정도이다. 더구나 집

값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세이다. 이렇게 50 평형 대의 집을 가지게 되었지

만 그는 여전히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시를 해 본적도 없고 기

부를 해 본적도 없다.  

  

또 어떤 사업가가 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을 확장한다. 돈이 부족하니 은

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이자 갚기도 버겁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보시한 

번 해 보지 못하고 기부한 번 못해 보았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온 것이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덕을 쌓을 기회는 별로 없다. 

앞만 보고 달릴 뿐 옆을  볼 여유가 없고 뒤돌아 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

이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산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아 놓은 재산을 죽어서 가져 갈 수 있을까?  

  

기대수명이 늘어 남에 따라 불과 이삼십년전에 비하여 배 이상 오래 살게 되었

다. 그러다보니 각종 질병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의료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동안 모아 놓은 재산중 상당부분

이 암치료에 쓰여 진다고 한다. 오로지 앞만 보고 모아 놓은 재산을 병원에 몽

땅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져가지?” 

  

돈이 많다고 하여, 재산이 많다고 하여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

서 게송에서도 “인색함을 반드시 이겨서 마음의 티끌을 극복하고 보시해야 하

리.”라 하였다. 또 게송에서는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삶들에게 의지처가 되

리.”라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의지처는 재산이 아니라 ‘공덕

(Puññ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져가지?”에 대

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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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교의 세계관과 세상도표 
  
  
  
카페테리아에서 
  



수백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다. 손님이 직접 날라다

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식당을 말한다. 그런데 메뉴를 보면 고기가 빠지

지 않는다. 매일 매끼 마다 고기가 등장하지 않은 때가 없다. 고기가 빠지면 손

님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렇

게 매일 고기를 먹으니 매일 잔칫날이고 매일 파티 하는 것과도 같다. 
  
거의 매일 고기를 먹다시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방식인 것 같

다. 그러나 돼지와 닭, 소가 어떻게 사육되는지 안다면 고기좋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TV에서 가축의 ‘똥’에 대한 프로를 보았다. 이제까지 전에 보지 못하던 내용

이다. 광우병이나 AI 등이 이슈 될 때마다 산업화된 축산농가를 보여 주었으나 

이번 프로를 보면 ‘똥’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대규모로 사육되는 소나 돼지, 닭을 보면 온통 ‘똥범벅’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좁은 사육장에서 똥을 제때에 치워 주지 않다 보니 바닥에는 똥이 질펀

하다.  
  
이렇게 ‘똥범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똥을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없

는 것이다. 그래서 똥을 별도로 모아 저장해 두는 탱크가 생겨나고 그것 마저 

넘쳐 나서 이제 똥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축산업

을 하는 농촌에 가면 똥냄새로 가득하고 파리, 모기 등 온갖 해충들이 창궐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이 똥천지가 된 것은 가축의 숫자만 늘리는 데만 열중한 탓이다. 사

료를 주면 일부는 고기로 변환되지만 나머지는 똥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임

에도 똥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런 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축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카페테리아에서 즐겨 먹는 돼지고기는 똥범벅이 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매일 잔칫상을 받듯이 고기를 즐긴다. 그러나 

똥범벅이 되고 잔뜩 스트레스 받은 생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얼마나 될까?  
  
불살생계가 무력화 되고 있는 현실 
  
산업화된 축산농가를 보면 생명의 존엄함이 느껴 지지 않는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출하되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보면 인간이 엄청난 일을 저지

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불

살생계’가 무력화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닭이나 돼지도 하나의 생명이고 유정체이다. 그런 유정체를 ‘중생’이라 하고, 

심지어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중



생도 성불이 가능함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축생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산업화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축생들은 태어나자 마자 인간의 먹이가 될 비참한 운명을 태어난 

것이다. 대체 축생은 어떤 운명을 타고 났길레 살코기가 되는 것일까? 
  
인간과 축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에서는 육도윤회한다고 한다. 그래서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천

상 이렇게 여섯 단계로 나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감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축생’뿐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축생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는 도올 김용옥교수의 강연에서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발성의 체계를 반복해서 그 발송의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키죠. 그 발성의 체계를 의미의 체계와 결합시킨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막지하게 어린 영아가 서

너살 때 이걸 다 해냅니다. 
  
(도올 김용옥, 생각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축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유하는 능력이다. 이는 언어로써 표현 되는

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경우 불과 서너 살 때 발성체계를 의미체계와 결합시

킨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물에게서 전혀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인간만이 갖고 있

는 능력이라 한다. 이처럼 사유하고 말을 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오늘날 놀라운 문명을 이루어 내었다.  
  
축생은 사유하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당연히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그것은 먹고 싸는 것이다.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배설함으

로써 몸집이 커져 가는데, 바로 이런 것 역시 기적이라면 기적일 것이다. 
  
소를 키우는 장면을 보면 끊임 없이 먹이를 준다. 그 먹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

이 아니다. 풀이나 건초 같은 것이다. 풀을 먹고서 뼈도 만들어 내고 장기도 만

들어 내고 살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 살코기로 변한 것이다. 물론 

일부는 똥으로 나온다. 이렇게 풀이 소의 입으로 들어 가면 단백질과  똥 이렇

게 두 가지로 변한다. 이런 변화의 과정 자체가 신비롭기만 하다. 마치 기적과

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밥이든 고기이든 입으로 들어 가면 뼈와 살이 되고 똥이 되기 때문이

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축생이나 인간이나 하등의 다를 바 없다.  
  
축생과 인간이 다른 것은 사유능력이다. 이는 곧 말하는 능력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말을 할 수 없는 축생은 천지차이 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까 축생은 인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는지 모른다.  



  
먹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면 
  
초기경전을 보면 유난히 음식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법구경에서도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Dhp8)”라 하였고, 숫따니빠따에서도 라훌라에게 

“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stn337)”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처에서 음식절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부처님이 음식절제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식에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축생과 다름 없는 삶이라는 것을 뜻한다. 오로지 먹기만 하는 축생에게 있

어서 먹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다. 먹고 싸고 살찌우고 발정기가 되면 

후손을 남기는 것, 이것이 동물들의 살아 가는 방식이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축생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싸는 행위를 해야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인간 역시 동물에 속한다. 더구나 먹는 것

에 행복을 느낀다면 더욱 더 동물의 본성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

님이 식사절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축생들은 어떻게 그런 비

참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부모는 하느님이고” 
  
불교에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 이를 삼계라 한다.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 까지 도표로 설명되어 있다. 그 중에 가장 안전지대가 천상

이라 볼 수 있다. 천상에 태어나면 축생과 같은 비참한 운명은 면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천상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래

서 욕계천상, 색계천상, 무색계천상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 이를 세분화 하면 

무려 28천이 된다. 이렇게 천상이 많다 보니 천상이라도 같은 천상이 아닌 것이

다. 마치 과장이라도 같은 과장이 아닌 것과 같다. 지은 업에 따라 적합하게 나

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천상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앙굿따라니까

야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Brahmāti mātāpitaro pubbācariyāti vuccare, 
Āhuneyyā ca puttānaṃ pajāya anukampakā. 
  
부모는 하느님이고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라 하니 
자식들에게 존귀한 님, 
자손들을 어여삐 여기는 님이네. 
  
(Sabrahmasutta-하느님과 함께 경, A3.31, 전재성님역) 
  



  
이 게송에 대한 번역을 보면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용어이다. 하느님이라는 말이 우리민족 고유의 용

어임에도 기독교에서 선점함에 따라 이제는 생소하게 보이는 용어가 되었다. 그

럼에도 전재성님의 경우 빠알리니까야를 번역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하느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브라흐마(Brahma)’에 대하여 한역경전에서는 ‘범천’이라 번역하였다. 그러

나 전재성님의 경우 하느님이라 한 것이다. 마치 새술은 새부대에 넣는다는 속

담이 있듯이 빠알리니까야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한역경전의 용어를 답

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런 번역태도를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주번역’의 의지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똑 같은 브라흐마

에 대하여 초불연의 경우 “아들들에게 부모는 범천이요(A3.31, 초불연)”라고 

번역함에 따라 기존 한역경전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하느님을 재해석하여” 
  
그렇다면 전재성님은 브라흐마에 대하여 왜 하느님이라 번역하였을까? 이에 대

한 이유를 각주에서 보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Sabrahmakāni bhikkhave tāni kulāni : 하느님은 브라흐마[梵天:brahma]라고 하

는데, 바라문교에서 우주의 창조자이자 제의의 대상으로 숭배되는 최고신을 지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하느님을 재해석하여 미세한 물질의 세계와 비

물질적 세계에 사는 신들의 부류에 바라문교의 신들을 집어 넣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梵天界]라고 한다. 이 신들의 하느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차원에 그에 상응하는 정신세

계가 있다. 이 책의 부록 ‘불교의 세계관’을 참고하라.  
  
하느님들은 그들의 동료와 함께 그들의 차원의 세계에 살며 위대한 하느님

(Mahabrahma)이 그들의 지배자이다. 이 하느님의 모음에서 하느님은 자기자신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영원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뭇삶들과 마찬가지로 윤회

의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이다. 
  
하느님들의 세계에 태어나는 길은 미세한 물질계나 비물질계의 특수한 차원과 

일치하는 선정에 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때로는 청정한 삶이라고 번역되는 하느님의 삶[梵住]이 있는데, 그것은 자애

(metta)와 연민(karuna)과 기쁨(mudita)과 평정(upekkha)의 삶을 말한다. 
  
(각주, 전재성님) 
  



  
문단은 편의상 나눈 것이다. 각주에서 눈여겨 본 것은 첫번째 문단에 있는 브라

흐마에 대한 재해석이다. 부처님 당시 최고신 브라흐마를 불교의 세계관에 편입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천계라 불리우는 하느님의 세계는 미세한 물질의 세

계(색계)와 비물질적 세계(무색계)에 사는 신들의 부류라 한다.  
  
사실 이런 분류 방식은 니까야를 보고서 알았다. 이전에는 단지 욕계, 색계, 무

색계 삼계가 있고 그에 합당한 세계에 태어나는 것으로 알았으나 부처님이 새롭

게 재해석한 세계관에 따르면 색계와 무색계에 사는 신들은 모두 하느님으로 본

다는 것이다. 그러나 욕계천상의 신들은 하느님이 아니다. 천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천상이 아닌 것이다.  
  
하늘사람과 하느님 
  
인간과 똑같이 남녀 구분이 있고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욕계천상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재해석한 세계관에 따르면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다. 단지 천상

의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일까 상윳따니까야 1권에서 데와따상윳따나 데와뿟따

상윳따에 등장하는 존재를 하느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사람’ 또는 ‘하늘아

들’이라 불렀다고 본다. 이렇게 욕계천상의 존재에 대하여 하느님 취급을 안해 

주는 것은 그들이 인간과 똑같이 남녀구분이 있고 또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나라라 불리우는 색계와 무색계는 남녀구분이 없다. 모두 ‘중성’

이라 볼 수 있다. 또 욕심이 없는 곳이다. 이는 선정삼매의 경지와 똑같기 때문

이다. 선정삼매에 들면 오장애가 극복 된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감각적 쾌

락의 욕망(kāmarāga)’이 극복 된다. 따라서 색계와 무색계에 사는 존재들은 남

녀구분이 있을 수 없고 욕망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천상은 욕계천상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색계와 무색계를 ‘하느님의 세계[梵天界]’라 한 것

이다. 
  
불교의 세계관 
  
부처님이 새롭계 해석한 것이 브라흐마이다. 이를 전재성님은 하느님이라고 초

지일관 모든 니까야 번역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니까야를 처음 접한 사람들

은 왜 하느님이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불교의 세계관을 잘 이

해 하지 못함에 따른 혼란으로 본다.  
  
부처님이 재해석한 세계관에 따르면 브라흐마(범천)는 색계와 무색계를 모두 아

우른다. 색계와 무색계에 사는 존재를 브라흐마(범천, 하느님)라 하는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세상도표를 다음과 같다. 
  

  



불교의 세계관 

  

형성 

조건 

생성 

방식 

명   칭 수명 분류 No 

무형

상 

화생 비상비비상처천 

(非想非非想處天)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신들의 

하느님 세계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 

84,000 

겁 

범 

천 

계 

무 

색 

계 

천 

상 

계 

선 

업 

보 

계 

33 

무소유처천 

(無所有處天) 

아무것도 없는 신들의 하느

님 세계 

ākiñcaññāyatana 

60,000 

겁 

32 

식무변처천 

(識無邊處天) 

무한의식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viññāṇañāyatana 

40,000 

겁 

31 

공무변처천 

(空無邊處天) 

무한공간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ākāsānañcāyatana 

20,000 

겁 

30 

형상 또는 물질의 소멸 



불환

자 

의 

청정 

(四

禪) 

화생 색구경천 

(色究境天) 

궁극적인 미세한 물질로 이

루어진 하느님 세계 

akaniṭṭhā 

16,000 

겁 

범 

천 

계 

색 

계 

천 

상 

계 

선 

업 

보 

계 

29 

선견천 

(善見天) 

관찰이 잘 이루어지는 하느

님 세계 

sudassī 

8,000 겁 28 

선현천 

(善現天) 

선정이 잘 이루어지는 하느

님 세계 

sudassā 

4,000 겁 27 

무열천(無熱天) 

타는 듯한 고뇌를 여읜 신들

의 하느님 세계 

atappā 

2,000 겁 26 

무번천(無煩天) 

성공으로 타락하지 않는 신

들의 하느님 세계 

avihā 

1,000 겁 25 

四禪 화생 무상유정천 

(無想有情天) 

지각을 초월한 신들의 하느

님 세계 

assañña-satta 

500 겁 24 



광과천(廣果天) 

위대한 경지로 얻은 신들의 

하느님 세계 

veha-pphalā 

  

500 겁 23 

복생천(福生天) 

Puññappasava 

공덕이 생겨나는 하느님 세

계 

大乘 22 

무운천 

(無雲天) 

Anabhaka 

번뇌의 구름이 없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大乘 21 

三禪 화생 변정천 

(遍淨天) 

영광으로 충만한 신들의 하

느님 세계 

subhakiṇhā 

64 겁 20 

무량정천 

(無量淨天) 

한량없는 영광의 신들의 하

느님 세계 

appāmāṇasubhā 

32 겁 19 

소정천 

(小淨天) 

작은 영광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parittasubhā 

16 겁 18 



二禪 화생 광음천 

(光音天)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ābhassarā 

8 겁 17 

무량광천 

(無量光天) 

한량없이 빛나는 신들의 하

느님 세계 

appamā ābhā 

4 겁 16 

소광천(小光天) 

작게 빛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Parittābhā 

2 겁 15 

初禪 화생 대범천 

(大梵天) 

위대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mahā-brahma 

1 겁 14 

범보천 

(梵輔天) 

하느님을 보좌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brahma-purohitā 

1/2 겁 13 

범중천 

(梵衆天) 

하느님의 권속인 신들의 하

느님 세계 

brahma-pārisajjā 

1/3 겁 12 

다섯 가지 장애의 소멸 



믿음 

보시 

지계 

화생 타화자재천 

(他化自在天) 

남이 만든 존재를 지배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paranimmita-vasa-vatti 

16,000 

천상년 

(9216백

만년) 

천 

상 

의  

욕 

계 

욕 

계 

천 

상 

계 

선 

업 

보 

계 

11 

화락천 

(化樂天)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nimmāna-rati 

8,000 천

상년 

(2304백

만년) 

10 

도솔천 

(兜率天)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

라 

tusitā 

4,000 천

상년 

(576백만

년) 

9 

야마천(耶麻天) 

축복받는 신들의 하늘나라 

yāmā 

2,000 천

상년 

(144백만

년) 

8 

삼십삼천 

(三十三天) 

서른 셋 신들의 하늘나라 

tāvatiṁsa 

1,000 천

상년 

(36백만

년) 

7 

사천왕천 

(四天王天)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 

cātu-māha-rajikā 

500 천상

년 

(9백만년) 

6 

오계 태생 인간 

(人間) 

manussa 

비결정   인 

간 

5 



성냄 화생 아수라 

(阿修羅) 

Asura 

비결정   수 

라 

악 

업 

보 

계 

4 

우치 

탐욕 

  

태란 

습화 

축생 

(畜生) 

tiracchāna 

비결정   축 

생 

3 

인색 

집착 

  

화생 아귀 

(餓鬼) 

peta 

비결정   아 

귀 

2 

잔인 

살해 

화생 지옥 

(地獄) 

niraya 

비결정   지 

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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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전재성님이 번역한 상윳따니까야 권말 부록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참고로 성전협의 니까야에는 각권마다 권말 부록에 33개의 세상도표가 실려 있

다. 
  
하늘나라에 태어나려면 
  
표를 보면 모두 33개의 세상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로 지옥에서부터 

위로 비상비비상처천에 이르기 까지 모두 33개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세히 보면 모두 ‘수명’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 천상의 존재들은 수명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명은 인간 바로 위에 있는 하늘나

라인 ‘사대왕천(cātu-māha-rajikā)’이다. 이 하늘나라의 경우 인간으로 따졌

을 때 무려 9백만년을 산다. 이렇게 9백만년의 수명이 보장 되어 있기 때문에 9

백만년동안 천상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 

욕계천상의 정점이라 볼 수 있는 ‘타화자재천 (paranimmita-vasa-vatti)’의 

수명은 9216백만년이다. 이는 92억년에 달한다.  
  
이렇게 수명이 오랫동안 보장되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천상락을 누리리면 어

떻게 해야할까? 그것은 형성조건을 보면 알 수 있다. 믿음과 지계와 보시의 생

활을 하면 이와 같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때 하늘나라는 ‘욕계천

상’을 말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형성조건을 보면 ‘오계’라고 되어 있

다. 오계를 준수하면 인간으로 태어날 조건이 성립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명은 

비결정이다. 수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인간 이하의 세계는 모

두 공통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업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는 수명이 보장 되어 

있는 천상과 다르다.  
  
믿음, 지계, 보시의 삶을 사는 자들은 천상행이 보장 되어 있어서 수명 대로 살

지만, 오계준수만으로 인간이 된 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인간과 천

상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적

합하다고 한다. 비록 수명이 보장 되어 있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희로애락을 겪음에 따라 더 빨리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상

에 나는 것 보다 인간으로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형성조건을 보면 ‘우치’와 ‘탐욕’

으로 되어 있다. 오로지 먹을 것 밖에 모르고 쌀 줄 밖에 모르는 자들이 축생으

로 태어나는 것이다. 동물처럼 사는 자들은 동물과 같은 업을 짓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 아귀계에 태어나는 자들은 인색하고 집

착이 강한 자들이다. 지옥에 태어나는 자들은 잔인하고 살해를 많이 하는 자들

이다. 이들 역시 수명이 결정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한번 악처에 떨어지면 좀처럼 빠져 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왜 그럴까? 

축생을 예를 든다면 부처님이 거기에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 있는 실천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서로가 서

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이 있다.(M129)”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축생의 세계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살생업을 지었을 때 빠져 나오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에 목을 끼워 넣는 것이 수행승들이여, 한 번 타락

한 곳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빠르다.(M129)”

라 하여 ‘맹구우목’의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한 번 악처로 타락하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오계를 준수하고, 

믿음과 지계와 보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신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최소

한 인간으로는 태어난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되려 한다면 
  
표를 보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범천계(梵天

界)이다. 대승불교의 세계관을 보면 범천에 대하여 색계초선천으로 한정 지은 



듯하다. 그래서 범천 하면 색계초선천인줄 알았다. 그러나 빠알리니까야에 따르

면 범천은 더 확장 된다. 그래서 색계와 무색계를 아우르고 있다. 이를 노랑면

칠로 표기 하였다.  
  
색계 초선천인 범중천에서부터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천 까지를 범천계로 본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존재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하느님’이라 번역하였다. 

이는 ‘브라흐마(brahma)’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초불연 번역을 

보면 한역경전을 그대로 답습하여 ‘범천’이라 하였다.  
  
그런데 선정삼매를 닦으면 누구나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믿음, 보

시, 지계의 삶을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사람’이 되지만, 선정삼매를 닦

거나 불환자가 되면 누구나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사람

이 되는 것과 하느님이 되는 길이 다르다.  
  
믿음, 보시, 지계의 삶을 살면 욕계천상에 태어나 ‘하늘사람’이 될 수 있고, 

선정수행을 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불환자가 되면 그에 대한 과보

로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사람과 하느님은 어떻게 다른가?  
  
천상이라고 하여 같은 천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욕계천상과 범천계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 상윳따니까야 해제를 보면 다

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초기불전에서 신으로 언급이 되는 범천(Brahma,브라흐마)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

재를 뜻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주석서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DPPN은 범천을 범천의 세상(brahma-loka)에 사는 자들로 정리하고 있다. 
  
주석서에서는 색계초선천부터 삼선천까지의 9가지 천상과 4선천의 무상유정천과 

광과천과 다섯 가지 정거천과 네 가지 무색계 천상- 이 20가지 천상을 모두 범

천의 세상(brahma-loka)으로 부르고 있다. (VibhA.521 등)   
  
마라는 욕계의 가장 높은 천상인 타화자재천에 거주하는 신인데 반해, 범천은 

이러한 마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색계 이상의 천상에 거주하는 신인 것이다. 
  
(상윳따니까야 1권 해제, 각묵스님) 
  
  
각묵스님의 해제 글에 따르면 범천계가 색계와 무색계를 아우르고 있는 것에 대

하여 주석서의 근거한다고 하였다. 색계 초선천에 대하여 범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석서에 따르면 색계이상의 천상에 머무는 신들을 통칭하여 브라흐마라 

칭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말로 ‘범천’ 또는 ‘하느님’으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재미 있는 사실은 욕계천상의 정점에 있는 타화자재천신이 ‘마라’라는 

사실이다. 이를 악마로 번역한다. 부처님과 대척점에 있고 대조적인 견해를 제

시하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 악마를 말한다. 이런 하늘사람과 하느님(브라흐

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한다.  
  
하느님이 나타날 때 전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디가니까야에서는 하느님이 나타나는 전조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석천] 
  
벗들이여, 광대한 빛이 생겨나고 광명이 생겨나는 징조들이 보이면, 하느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대한 빛이 생겨나고 광명이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이 나타

나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D18) 
  
  
제석천은 욕계천상인 도솔천(뚜시따)의 왕이다. 이 제석천은 하느님의 지배를 

받는다. 천상이라도 같은 천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타날 때 전조

가 있다는 것이다.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일출이 먼저 성립 하는 것처럼, 하느

님이 출현하기 전에 먼저 광대한 빛이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위력인데 경에서는 devānubhāvanti로 표현 되어 있다.  
  
하느님 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이렇게 욕계천상의 존재와 브라흐마는 격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출현할 때 예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하느님이 나타날 때 빛으로 전조를 보이지만 이를 뛰어 넘는 빛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광대무변한 빛이 구석구석을 비춘다고 하

였다. 특히 아직까지 한번도 빛이 들어 가지 않았던 아비지옥에 까지 빛이 도달

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이 부처가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하느

님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다. 이런 빛이 출현 할 때가 있는 부

처님이 모태에 들 때, 그리고 모태에서 나왔을 때, 또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

렸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 한다.  
  
하느님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색계와 무색계를 총칭하여 ‘브라흐마로까’라 하였다. 이를 범천계 또는 하느



님의 세계라 한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자들을 ‘브라흐마’라 하고, 이를 범천 

또는 하느님이라 한다. 그런데 이들 하느님들은 욕계천상처럼 남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의 구분이 없으므로 중성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이

루어진 세계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아간냐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세존] 
바쎗타여, 언제 어느 때인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세계가 괴멸하는 시기가 있

다. 세상이 괴멸할 때에 대부분 뭇삶들은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들은 거기서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로서, 기쁨을 먹고 지내고, 스스

로 빛을 내고, 허공을 날며, 영광스럽게 오랜 세월을 산다. 
  
(아간냐경-Aggaññasutta-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디가니까야 D27, 전재성님역) 
  
  
불교의 33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천상 역시 제행무상의 법칙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래서 성주괴공하게 되는데 불에 의하여 색계 초선천까지 주기적

으로 파괴 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이 1겁이라 한다. 이는 색계 초선천의 수

명 1겁과 일치 한다. 그런데 청정도론에 따르면 물에 의하여 색계 2선천까지 파

괴 되고, 바람에 의하여 색계 3선천 까지 파괴된다고 한다. 불환자들과 사선정

을 닦은 자들이 가는 색계 4선천은 파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주가 주기적으

로 파괴 되는 것은 겁화가 일어 나기 때문이라 한다. 겁화는 탐진치가 치성하였

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  
  
세상이 파괴 되어 텅비게 되었을 때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 

(ābhassarā)’에 한 존재가 태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는 색계 2선천으로서 광음천 또는 극광천을 말한다. 이 존재가 

하느님이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쁨을 먹고 살고 빛을 내고 

날아 다닌다고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브라흐마(범천, 하느님)은 기쁨이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기쁨, 희열, 행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라 본다. 그리고 빛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타나면 동

트기 전의 하늘처럼 전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욕계천상의 신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느님은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자애의 마음을 닦은 과보로 
  
경에 따르면 누구나 하느님(브라흐마)이 될 수 있다. 선정삼매 수행을 하거나 

불환자가 된다면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사람

이 되기 보다 하느님이 되려 한다면 선정삼매를 닦거나 불환자가 되면 된다. 그

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재성님의 각주에 “때로는 청정한 삶이



라고 번역되는 하느님의 삶[梵住]이 있는데, 그것은 자애(metta)와 연민(karuna)

과 기쁨(mudita)과 평정(upekkha)의 삶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무량심을 닦으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앙굿따라

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Sattavassāni mettaṃ cittaṃ bhāvetvā sattasaṃvaṭṭavivaṭṭakappe  nayimaṃ 

lokaṃ punarāgamāsiṃ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칠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았는데, 칠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고 나서 일곱 파괴의 겁과 생성의 겁 기간 동안 이 세계에 돌아 오지 않았

다.”  
  
(Māpuññabhāyi sutta-공덕에 두려워 하지 않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7.62, 전

재성님역)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자애의 마음을 닦았다고 하였다. 

그 과보로서 우주가 파괴 될 때에는 ‘빛이 흐르는 하느님의 세계(극광천 또는 

광음천)’에 있었다고 한다. 이는 색계 이선천을 말한다.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닦은 과보로 우주의 성주괴공으로부터 벗어난 안전지대에 있었음을 말한다.  
  
위대한 하느님, 승리자, 정복되지 않는 자, 널리 관찰하는 자, 자재한 자 
  
그런데 우주가 생성 될 때 텅빈 공간이 하나 생겨 났다고 하여싸. 그래서  그곳

에서 최초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

사하고 있다. 
  
  
Tatra sudaṃ bhikkhave, (sattakkhattuṃ) brahmā homi mahābrahmā abhibhū 

anabhibhūto aññadatthu daso vasavatt ī. Chattiṃsakkhattuṃ kho panāhaṃ 

bhikkhave sakko ahosiṃ devānamindo. Anekasatakkhattuṃ rājā ahosiṃ 

cakkavatti dhammiko dhammar ājā cāturanto vijitāvi janapadatthāvariyappatto 

sattaratanasamannāgato. 
  
수행승들이여, 거기서 나는 일곱 번이나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승리자, 정복

되지 않는 자, 널리 관찰하는 자, 자재한 자이었다. 수행승들이여, 서른 여섯 

번이나 나는 신들의 제왕인 제석천이었고, 수백번이나 나는 전륜왕, 정법자, 법

왕, 사방의 정복자, 왕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 일곱 가지 보물을 갖춘 자이었

다. 
  
(Māpuññabhāyi sutta-공덕에 두려워 하지 않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7.62, 전



재성님역) 
  
  
부처님의 전생담을 보면 동물로도 태어나 스스로 먹이가 되었다는 보살행에 대

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경에 보여지는 전생담은 하느님으로서 이야기이다. 

이는 자애의 마음을 닦은 과보이다. 칠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은 과보로 ‘일곱 

번이나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승리자, 정복되지 않는 자, 널리 관찰하는 자, 

자재한 자’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자애의 마음을 내

는 것이 얼마나 큰 과보를 가져 오는지 알 수 있다. 
  
믿거나 말거나 불교? 
  
부처님이 재해석한 불교관을 보면 모두 33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 천상

의 경우 수명까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모두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사대왕천에 대한 것을 보면 “수행승들이여, 인간의 

오십년이 네 위대한 왕의 하늘나라 신들의 하루 밤낮이고, 그러한 서른 밤이 한 

달이고,…(A8.42)”라고 되어 있어서 표의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33가지 세상에 대한 

도표가 작성된 것이다.  
  
이런 도표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믿거나 말거나’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삼

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도표 하나가 

모든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도표에는 하늘사람이 되는 방법이나 하느님이 되는 방법이 설명 되어 있다. 믿

음과 보시와 지계의 삶을 살면 하늘나라, 즉 욕계천상에 태어나지만 하느님 나

라(범천계, brahma loka)에는 태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느님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정수행을 하거나 불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하느님과 하

늘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도표를 보면 모두 윤회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33개의 새

상을 돌도 도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자애수행을 하여 하느님이 되었다고 

하였다.  
  
수수께끼 같은 게송 
  
돌고 도는 곳이 ‘삼사라(윤회)’이다. 따라서 그 어디에도 영원히 머무는 곳이 

없다. 가장 오래 산다는 비상비비상처정도 8만4천겁이라는 수명이 있다. 그렇다

면 8만4천겁은 오랜 기간일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십년이 하루 같

다’는 말이 있듯이 선정삼매 상태에서 8만4천 겁은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 있

다. 반면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듯이 매우 짧은 생을 사는 지옥에서의 

삶이 8만4천 겁이나 될 정도로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축복일 수 없다. 즐겁고 행복한 것은 단지 느낌으

로서 순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계라는 것은 숨을 곳

이 못 된다. 특히 영원주의자나 허무주의자에게 그렇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에

서 어느 하늘사람은 부처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게송을 읊었

다. 
  
  
(Devatā:) 
 Ekamūlaṃ dvirāvaṭṭaṃ timalaṃ pañcapattharaṃ, 

Samuddaṃ dvādasāvaṭṭaṃ pātālaṃ atarī isīti. 
(Ekamūlasutta, S1.44) 
  
  
[천신] 
“하나의 뿌리와 두 개의 회오리와 
세 개의 더러움과 다섯 개의 바윗덩이와 
열두 개의 소용돌이 품고 있는 큰 바다- 
그 심연을 선인(仙人)은 건넜습니다. 
  
(하나의 뿌리 경, S1.44,각묵스님역) 
  
  
[하늘사람] 
“한 뿌리, 두 회오리, 
세 티끌, 다섯 돌맹이, 
열두 소용돌이의 큰 바다, 
선인은 그 지옥을 건넜네.” 
  
(한뿌리의 경, S1.44, 전재성님역) 
  
  
[A devata:] 
"The seer has crossed over the abyss  
With its one root, two whirlpools,  
Three stains, five extensions,  
An ocean with twelve eddies."  
  
(One Root, S1.44,빅쿠 보디역) 
  
  
게송에서 ‘한뿌리’는 ‘무명(avijja)’를 말한다. ‘두 회오리’는 영원한 자

아에 기초를 둔 ‘영원주의’와 죽으면 그만이라는 ‘허무주의’의 극단적 견해

를 말한다.  



  
‘세 티끌’은 ‘탐진치 삼독’을 말한다. ‘다섯 돌맹이’는 ‘다섯 가지 감각

적 쾌락의 종류’를 말한다. ‘열 두 소용돌이’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를 말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에 대하여 pātāla라 하였는데, 이를 전재성님은 ‘지옥’이

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심연’, 빅쿠 보디는 abyss(심연)이라 하였다. 

PECD194에 따르면 pātāla는 지옥(地獄)과 심연(深渊)의 뜻이 있다. 따라서 하늘

사람은 부처님에 대하여 삼계를 뛰어 넘는 위대한 선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삼계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축생의 삶은 비참하다. 특히 산업화 된 축생들은 말로가 비참하다. 마치 전자조

립공장에서 콘베이어 벨트 돌아 가듯이 생명이 상품화 되어 나온다. 그것을 도

시사람들은 매일 먹는다.  
  
오로지 먹고 싸는 일만 하여 살만 찌는 축생은 더 이상 불성을 가진 중생이 아

니라 하나의 기호식품일 뿐이다. 이처럼 생명 있는 것이 생명 있는 것을 잡아 

먹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고 보면 공장식 축산을 하는 농가나 이를 소비하는 

도시사람들이나 모두 살생하는 데 있어서 공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계가 무력화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계를 준수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더 좋

은 곳에 태어나려면 믿음, 보시, 지계의 삶을 살면 된다고 한다. 하느님이 되고

자 한다면 선정수행을 하거나 불환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계준수도 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으로 나기도 힘들 것 같다. 요즘 같이 대량으로 사육되고 상품

화 되고, 전염병이 돌면 수십만,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시대에 모두 공범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천상에 태어나면 안심일까?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8만4천 겁을 살아도 ‘순간’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악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삼계 어느 곳을 보아도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다. 그렇다

면 어떻게 해야 삼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 들이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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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스센스의 반전을 능가하는 수마나 천인이야기 



  

   

영화 식스센스(The Sixth Sense, 1999)가 있다. 영화를 보면 극적인 반전장면이 

있다. 주인공 자신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자신이 이미 오래 전에 죽은 것을 안 것이다. 주인공은 산사람이 아니라 유령이

었던 것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아동 심리학자인 크로우 박사(브루스 윌리스)는 필라델피아 주지사에게 아동을 

위해 기여했다는 공로로 상을 받는다. 그날 밤, 부인과 함께 2 층에 올라간 말

콤 박사는 낯선 침입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 침입자는 몇 년 전 말콤 박사가 치

료를 맡았던 '빈센트 그레이'라는 환자인데, 박사는 그에게 총상을 입고 그는 

자살한다.  

 

 

이듬 해 가을, 총상에서 회복한 크로우 박사는 '콜 시어'라는 자폐증에 걸린 8

살 된 소년의 정신 치료를 맡게 된다. 콜은 처음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다가 박

사의 계속된 노력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말한다. 즉 콜은 항상 귀

신들이 보이며, 귀신들은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이야기한다. 박사는 쉽게 믿으려 하지를 않고 마침 부인의 외도를 목격한 후 콜

의 치료를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박사는 옛 환자였던 빈센트와의 상담 녹

음 테잎에서 귀신의 소리인 듯한 소리를 듣게 되고 콜을 찾아가 콜이 귀신에 대

한 공포를 이겨내는 걸 돕게 된다. 

  

(식스센스-The Sixth Sense, 1999)  

  

 

영화속의 주인공은 유령이었다. 너무 급작스럽게 죽어서 자신이 죽은지도 모른 

것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초기경전에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 

  

  

Accharāgaṇasaṅghuṭṭaṃ pisācagaṇasevitaṃ 

Vanantaṃ mohanaṃ nāma kathaṃ yātrā bhavissatīti. 

  

(Accharāsutta, S1.46) 

  

  

[천신]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의 무리들이 출몰하는 곳 

이런 숲을 미혹이라 부르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나리까?”(*215) 

  

(요정 경, S1.46, 각묵스님역) 

  

  

[하늘사람]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은(*368) 

무명의 숲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 

  

(요정의 경, S1.46, 전재성님역) 

  

  

"Resounding with a host of nymphs, 

Haunted by a host of demons!  

This grove is to be called 'Deluding':  

How does one escape from it?"(*100)  

  

(Nymphs,  S1.46, 빅쿠 보디역) 

  

  

하늘사람이 읊은 게송에서 Accharā 가 있다. 이는 여성명사로서 ‘A nymph, A 

celestial, 仙女, 水精’의 뜻이다. 양번역자는 공통으로 요정이라 번역하였고, 

빅쿠 보디는 nymph(님프)라 하였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pisāca 라는 말도 있다. 

이는 남성명사로서 ‘goblin or sprite, 鬼, 悪鬼, 食人鬼’라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양번역자는 공통적으로 ‘유령’이라 번역하였고, 빅쿠 보디는 

‘demon(악마, 귀신)’이라 번역하였다. Accharā 와 pisāca 가 모두 초월적 존재

이지만 Accharā 에 대해서는 요정으로, pisāca 에 대해서는 유령으로 번역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각주에 따르면 Accharā 와 pisāca 모두 선한 것들

이라 한다. 왜냐하면 배경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다. 

  

너무 열심히 고행을 한 나머지 

  

게송에서는 숲에서 벗어나라고 하였다. 그런 숲은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무명의 숲이다. 그렇다면 왜 숲에서 벗어나라고 하였을까? 

이는 각주의 인연담을 보면 알 수 있다.  

  

  

(*368) 

Accharāgaṇasaṅghuṭṭaṃ pisācagaṇasevitaṃ : Srp.I.85 에 따르면, 살아 있을 

때 수행승이었던 한 하늘사람의 아들에게 첫 번째 시가 귀속된다. 그는 잠자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을 무시하고 고행을 닦다가 풍병(風病)을 만나 갑자기 죽



게 되어 도리천에 태어나 새로운 거처가 될 천궁의 문 앞에서 깨어났다. 하늘나

라의 정원에 사는 요정(accharā)들이 음악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전생의 

승려생활을 기억하며 천상의 즐거움에 실망하고 무시한다. 요정들에 둘러싸여 

그는 부처님께 이 윤회하는 존재의 숲[무지의 숲]에서 벗어나는 길을 묻는 것이

다. 유령들(pisāca)은 악마의 존재이지만 여기서는 요정과 동의어로 쓰인 것이

다. 

  

(368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 따르면 어느 수행자가 숲속에서 너무 열심히 고행을 하다 죽어 도리천

(삼십삼천)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혀 바라지 않던 것이다. 고행자

가 욕계천상에 태어나 천상락을 즐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사람이 된 전 고행자는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지의 숲에서 

벗어 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자신이 죽은 지도 모르고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고행자가 죽긴 죽었지만 자신이 죽은지 조차 모른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

어 있다. 

  

  

(*215) 

주석서는 본 게송에 얽힌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러하

다. 

  

전생에 이 천신은 부처님의 교법에 충실하여 명상주제에 몰입하여 먹고 자는 것

도 잊고 과도한 열정으로 숲에서 정진하던 비구였다. 그는 너무 열심히 정진하

다가 풍병에 걸려 죽어서 삼십삼천의 압사라 요정들의 수행원으로 태어났다. 그

는 너무 급작스럽게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죽었는지도 몰랐으며 

아직도 자신을 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압사라들이 유혹을 했지만 거

절하고 수행을 계속하였다.  

  

압사라들이 거울을 가져다 주자 그는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나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한과를 증득하기 위

해서 수행했다.’라고 여기면서 압사라들에 둘러싸여 세존을 찾아 뵙고 첫 번째 

게송을 읊었다. 

  

(215 번 각주, 각묵스님) 

  

  



고행자가 천상에 태어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고행자는 잠

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아라한 과를 목표로 고행을 하였지만 풍병에 걸려 죽

었다고 하였다. 이런 풍병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a wind ailment’라 하였는

데 아마 ‘뇌졸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뇌졸증을 일으켜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

으로 본다.  

  

그런데 이 고행자는 자신이 죽은 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바라지 않던 천상에 태

어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고행을 닦는 비구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

다면 고행자는 유령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식스센스에서와 같이 자신이 살아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나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게 된다. 죽자마자 삼십삼천에 화생하여 하늘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이와 같은 유령이야기는 빅쿠 보디의 각주에서도 볼 수 있다. 

  

  

(*100) 

Spk relates the background story: In his previous life this deva had been 

an overzealous bhikkhu who had neglected sleep and food in order to attend 

to his meditation subject. Because of his excessive zeal, he died of a 

wind ailment and was immediately reborn in the Tavatimsa heaven amidst a 

retinue of celestial nymphs (acchara).  

  

The change occurred so quickly that he did not even know he had expired 

and thought he was still a bhikkhu. The nymphs tried to seduce him, but he 

rejected their amorous advances and tried to resume his meditation 

practice. 

  

Finally, when the nymphs brought him a mirror, he realized he had been 

reborn as a deva, but he thought: "I did not practise the work of an 

ascetic in order to take rebirth here, but to attain the supreme goal of 

arahantship." Then, with his virtue still intact, surrounded by the 

retinue of nymphs, he went to the Buddha and spoke the first verse.  

  

The verse revolves around a word play between Nandana, the garden of 

delight, and Mohana, the garden of delusion. The garden was "resounding 

with a host of nymphs" because the nymphs were sing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Spk paraphrases the question by way of its i ntent: "Teach me 

insight meditation, which is the basis for arahantship."  

  

(100 번 각주) 

  



  

빅쿠 보디의 각주에서 “The change occurred so quickly that he did not even 

know he had expired and thought he was still a bhikkhu.”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그는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여전히 그는 비구라고 생각하였다.”라는 뜻이다.  

  

수마나 천인 이야기  

  

급작스럽게 죽어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산 이야기가 또 있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 실려 있는 ‘수마나 천인 이야기’이

다. 이 이야기를 보면 위 게송에서 고행자의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행자가 집제集諦인 갈애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도, 도의 지

혜(막가 냐나, magga-ñāṇa)를 완벽하게 계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갈애가 남아

서 재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마나 천인의 이야기에서 잘 드

러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젊은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신심이 나서 출가하였습니다. 그

리하여 다섯 안거동안 스승을 모시고 지냈습니다. 수마나는 스승님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고 비구가 지켜야 할 계목(戒目, 빠띠

목카. Pa-timokkha) 중에서 두 가지(dve matika-)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큰 것

에서부터 사소한 계율에 이르기까지, 계율로 자신을 지키고 청정하게 하는 과정

을 통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주제를 선택한 후, 숲속의 외진 곳으로 가

서 부단히 명상수행에 매진하였습니다.  

  

수마나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밤중에는 휴식하고 잠

을 자도 된다고 하셨지만 자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매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자 몸이 쇠진해져서, 갑자기 

칼로 베는 듯한 고통과 함께 마비성 일격으로 척추신경이 끊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경행을 하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비구의 의무를 지키면서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비구가 경행대經行臺를 오가며 경행하는 중이거나, 기둥에 기

대어 서있거나 혹은 경행 복도의 앞부분에서, 머리에 가사를 두 겹으로 두르고 

앉거나 누워있을 때 사망하는 경우, ‘의무를 다하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비구가 설법, 특히 윤회에서 벗어남을 주제로 설법을 하던 중 사망한다면 

이 또한 ‘의무를 다하다 죽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비구는 경행대를 오가며 경행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염처경念處經의 가르침에 따라 몸의 자세 중에서 정신과 물질을 지

켜보는 동안에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상수행에 대단한 공을 



들였지만, 아라한의 도를 얻는데 필요한 바라밀 공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아라한 도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라한의 도를 얻기 못하면 갈애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비구는 수

다원의 과도 아직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중에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

마나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갈애 때문에 삼십삼천三十三天에 재생하였습니

다. 명상수행을 해서 얻은 공덕의 과보로 웅장한 하늘의 궁전이 기다리고 있었

습니다. 마치 잠에서 방금 깨어난 것처럼 완전히 성장盛裝한 천인의 모습으로 

궁전 문 앞에 화생化生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궁정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천 여명의 천녀들이 소리쳤습니

다. 

  

“우리들의 주인님이 오셨다! 그 분을 환영하도록 하자!”  

  

천녀들은 수마나를 에워싸고 손에 악기를 들고서 기쁘게 환영하였습니다. 하지

만 정작 궁전의 주인인 천인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마나는 자신이 아직도 인간세계의 비구라는 생각 속

에 있었습니다. 천녀들을 보고는 자기 사원을 찾아온 여성방문객으로 생각하였

습니다. 그는 맨 왼쪽 어깨를 상의로 가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아주 근엄하고 

조용한 자세를 취하며 앉아있었습니다.  

  

새로 온 천인이 전생에 비구였음이 틀림없다고 곧바로 알아차린 천녀들은 그에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곳은 천인의 세계입니다. 비구의 계율을 지키실 때가 아니고 천상

의 즐거움을 누리실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근엄한 침묵과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인은 천상의 천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환락을 

베풀어 환영하여 천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도록 해주자.”  

  

천녀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

자 천인은 여성 방문객들이 자신의 숲속 거처까지 와서 실없는 환락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더 조용히 성품을 추스르고 위엄을 갖추고 품위를 유지하

였습니다.  

  

그러자 천녀들은 몸 크기의 거울을 갖다가 천인 앞에 놓았습니다. 거울에 비춘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비구의 생을 마감하고 천상계에 재생했음을 알았습니다. 

수마나 천인은 크게 당황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상계에 재생하려고 수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목표는 가장 유익한 아라

한과를 얻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금메달 우승컵을 노리고 권투경기장에 들

어섰지만 오직 무 다발만을 받은 권투선수와도 같다.” 

  

극도로 마음이 어지러워진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천상의 즐거움 따위는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등각자正等覺者께서 세상

에 계시는 시기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성스러운 도를 얻

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천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있으면 부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천인은 천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구였을 때 지켰던 절제의 계를 고스란히 지

키며 서둘러 부처님께로 갔습니다. 천녀들도 천인을 보지 못할까봐 그를 쫓아갔

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자 천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 낙원樂園을 피하고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

원은, 이곳을 찾아오는 천인들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리석

음의 정원이라고도 부르며, 수많은 천녀들이 노래와 합창에 빠져있고, 무수한 

야차와 도깨비, 귀신들이 출몰합니다.” 

  

천인이 여기서 천녀들을 야차와 도깨비라 하고, 기쁨의 동산을 어리석음의 정원

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위빠사나 수행에 쏟은 강한 정진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상태를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비껴

갈 수 있는지요?’라는 천인의 질문에 대한 주석서의 해석은, 이 천인이 부처님

에게 아라한과에 이를 수 있는 위빠사나의 지침을 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하시 사야도의 초 전 법 륜 경,행복한 숲)  

  

  

이 내용은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에서 집성제를 설명할 때 예를 든 이야기

이다. 앗차라경( S1.46)에 실려 있는 각주의 인연담에 대하여 뼈와 살을 붙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만든 것이라 보여진다. 

  

이 수마나천인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 낙

원(樂園)을 피하고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는 게송에서 

“무명의 숲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전재성님역)”과 일치하

는 내용이다. 천상의 즐거움에 대하여 ‘무명의 숲’이라 본 것이다.  

  

환희의 정원 난다나(nandana)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하여 수행을 한 것이 아니었

다. 만을 천상에 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출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재



가의 삶을 살면서 삼보에 대한 믿음과 오계를 준수하고, 또 보시의 생활을 하면 

누구나 하늘나라, 즉 욕계천상에 태어 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게송에서는 욕계 천상중에서도 경전에서는 따와띰사라 불리우는 천상에 태어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삼십삼천 또는 도리천이라 불리운다. 그곳 삼십삼천

에는 ‘난다나(nandana)’라는 환의의 정원이 있어서 압사라라는 무희의 시중과 

함께 온갖 감각적 욕망을 마음껏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환희동산 이야기

는 난다나의 경(S1.11)에서 언급된 바(오욕락과 적멸락, 환희의 경(S1.11))가 

있다.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늘사람이 된 전 고행승은 부처님 면전에 섰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희의 동

산(nandana)에서 벗어 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답한다. 

  

  

Ujuko nāma so maggo abhayā nāma sā disā,  

Ratho akūjano1 nāma dhammacakkehi sa ṃyuto. 

 

 

Hiri tassa apālambo satassa2 parivāra ṇaṃ, 

Dhammāhaṃ sārathiṃ brūmi sammādiṭṭhipurejavaṃ, 

 

 

Yassa etādisaṃ yānaṃ itthiyā purisassa vā, 

Sa ve etena yānena nibbāṇasseva santike. 

  

(Accharāsutta, S1.46) 

  

  

[세존] 

“그 길을 일러서 올곧음이라 하고 

그 방향은 두려움 없음이라 하며 

마차는 삐걱거리지 않음이라 하고 

그것에는 법의 바퀴가 달려 있노라. 

  

양심있어 그것의 버팀목이고 

마음챙김 그것의 장비가 되며 

바른 견해가 앞서 가는 법이 되나니 

그런 법을 일러 나는 마부라 하네. 

  

이 마차에 탄 사람은 여자·남자할 것 없이 

이 마차에 올라타고 열반으로 가느니라.”(*219) 



  

(요정 경, S1.46, 각묵스님역) 

  

  

[세존] 

“길은 올바름이라 불리고 

방향은 두려움 없음이라 불리며 (*371) 

진리의 바퀴로 이루어진 수레는 

고요함이라고 불리네. 

  

부끄러움은 제어장치이고 

바른 새김은 휘장이며 

올바른 견해가 앞서 가는 가르침을 

나는 마부라 부르네. 

  

여자나 또는 남자나 

이와 같은 수레에 탄 모든 사람은 

그 수레에 의지해서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네.” 

  

(요정의 경, S1.46, 전재성님역) 

  

  

“ ‘The straight way' that path is called,  

And 'fearless' is its destination. 

The chariot is called 'unrattling,'  

Fitted with wheels of wholesome states.  

  

“The sense of shame is its leaning board,  

Mindfulness its upholstery;  

I call the Dhamma the charioteer,  

With right view running out in front.  

  

“One who has such a vehicle- 

Whether a woman or a man- 

Has, by means of this vehicle,  

Drawn close to Nibb~na.” (*l02) 

  

(Nymphs,  S1.46, 빅쿠 보디역) 

  

  

첫 번째 게송에서 “길은 올바름이라 불리고”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길은 

팔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올바름은 굽어 있지 않음을 말하는데, 이는 신체적으



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굽은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 “방향은 두려움 없

음”이라 하였는데, 이는 팔정도를 닦으면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전 고행자에게 사성제를 설하자 

  

이렇게 부처님은 전 고행승에게 세 개의 게송을 말씀 하셨다. 이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102 번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l02) 

  

Spk: Having completed the discourse (the verse), the Buddha taught the 

Four Noble Truths, and at the end of that discourse the deva was 

established in the fruit of stream -entry; the other beings present 

attained the fruits that accorded with their own supporting conditions.  

  

(102 번 각주, 빅쿠 보디) 

  

  

부처님은 하늘나라에 태어난 전 고행자에게 사성제를 설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수행이 무르 익었기 때문이라 본다. 부처님이 처음에는 시계생천의 

설법을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보다 더 높은 단계의 가르침을 펼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고행자는 사성제의 설법을 듣고 성자의 흐름에 들

어 갔다고 하였다. 더구나 함께 설법을 듣던 다른 존재들도 예류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세 번째 게송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219) 

“세존께서는 이처럼 [게송을 통해서] 설법을 마치신 뒤 사성제를 설하였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천신은 예류과에 안주하였다. 예를 들면 왕이 식사시간에 자신

의 입에 맞게 음식덩이를 만들어 입에 넣지만 무릎에 앉아 있는 그의 아들은 또 

자신의 입에 맞게 [조그만] 음식덩이를 만들어서 먹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세

존께서는 아라한 과를 정점으로 하는 가르침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각자 자신

의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에 따라 예류과 등을 얻는 것이다. 이 천신도 예류과를 

얻은 뒤 세존께 향 등을 공양올리고 떠났다.”(SA.i.88) 

  

(219 번 각주, 각묵스님) 

  

  

식스센스의 반전을 능가하는 수마나 천인이야기 

  



급작스럽게 죽은 경우 자신이 죽은 줄 조차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유령이었더라’ 하는 식의 이

야기가 영화의 단골소재이다. 영화 식스센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초기경전에도 식스센스의 반전을 묘사하는 듯한 이야기가 보인다. 앗차

라경(S1.46)이 대표적이다. 또 이를 각색한 것으로 보이는 ‘수마나 천인 이야

기’가 있다. ‘수마나 천인이야기’를 보면 식스센스의 반전을 능가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앗차라경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한 것은 궁극적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계생천(施戒生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성제와 같은 가르

침을 접하여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게송에서 “여자나 또는 

남자나 이와 같은 수레에 탄 모든 사람은 그 수레에 의지해서 마침내 열반에 이

른다네.(S1.46)”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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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니까야 반복구문 뻬얄라(peyyala) 

   

  

불교의 생명중시사상 

  

불교는 유일신교와 다른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중시사상이다. 유일신

교의 경우 인간을 신의 창조물로 보아 살인을 하지 말라 하였다. 이처럼 인간중

심으로 본 것이 유일신교에서 생명중시사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 뿐만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는 모든 생류에 대하여 살생하지 말라고 하였다. 왜 부처

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을까? 그것은 불교에서 볼 수 있는 윤회사상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윤회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옥, 축생, 아수

라, 인간, 천상 이렇게 여섯 가지 길로 윤회한다고 하여 ‘육도윤회’한다고 한

다. 초기경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윤회이야기도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Dīgharattaṃ vo bhikkhave, gunnaṃ sataṃ gobhūtānaṃ si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로 태어나 소가 되어 목이 잘려 흘리

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Tiṃsamattasutta-삼십 명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3,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 하셨다. 왜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하였을까? 경에서는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속박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창조신에 의하여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알 수 없으면 끝 역시 알 

수 없다. 무명이 원인이 되어 갈애로 유전하는 뭇삶들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삼계와 육도를 윤회 한다. 그래서 한량없는 기간동안 윤회하면서 소로도 태어났

을 것이라 한다. 

  

전형적인 반복구문 

  

소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뼈빠지게 일하다가 결국 도살장으로 가게 된다. 목

이 잘려 죽게 되는데 그 때 흘린 피의 양이 사대양의 물보다도 더 많다고 하였

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소로 태어나서 죽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였음을 말한

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소, 양, 염소,  사슴, 닭, 돼지 등으로 태어났음을 말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동물로 태어날 때 마다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때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 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

다. 

  

  

Dīgharattaṃ vo bhikkhave, mahisānaṃ sataṃ mahisabhūtānaṃ 

si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Dīgharattaṃ vo bhikkhave, ajānaṃ sataṃ ajabhūtānaṃ sī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Dīgharattaṃ vo bhikkhave, urabbhānaṃ sataṃ urabbhabhūtānaṃ 

sī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Dīgharattaṃ vo bhikkhave,migānaṃ sataṃ migabhūtānaṃ sī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Dīgharattaṃ vo bhikkhave, sūkarānaṃ sataṃ sūkarabhūtānaṃ 

sī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Dīgharattaṃ vo bhikkhave, kukku ṭānaṃ sataṃ kukkuṭabhūtānaṃ 

sī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소로 태아나 물소가 되어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양으로 태아나 양이 되어 목이 잘려 흘

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염소로 태아나 염소가 되어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슴으로 태아나 사슴이 되어 목이 잘

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돼지로 태아나 돼지가 되어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닭으로 태아나 닭이 되어 목이 잘려 흘

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Tiṃsamattasutta-삼십 명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3, 전재성님역) 

  

  

  

이와 같은 구문은 초기경전에서 보는 전형적인 반복구문이다. 이런 반복구문을 

싣는 것은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뜻을 강조하는 목적도 있다.  

  

초불연의 생략구문 

  

그러나 일부 번역서를 보면 반복구문이 생략된 경우도 있다. 초불연 번역이 대

표적이다. 위 부분과 관련된 초불연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소가 되어 소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 뿜는 피와…. 

물소가 되어 물소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양이 되어 양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염소가 되어 염소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사슴이 되어 사슴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닭이 되어 닭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돼지가 되어 돼지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삼십 명 경, 상윳따니까야 S15:13, 각묵스님역) 

  

  

초불연 번역을 보면 반복구문이 생략 되어 있다. 이는 “…흘리고 내뿜은 피가 

더 많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생략 된 것이다. 

하지만 생략된 구문만을 보면 어떤 말인지 알 수 없다. 이전의 문장을 보아야 

알 수 있다.  

  

생략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초불연에서는 왜 이와 같이 반복구문을 생략하였을까? 이는 해제글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복구문 생략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방침을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간하는 ‘상윳따니까야’ 전 6 권을 번역하면서 고수한 원

칙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밝히고자 

하는 점은 반복되는 구문과 정형구들은 생략하여 옮겼다는 것이다. 왜?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각묵스님, 상윳따니까야 1 권 해제) 

  

  

상윳따니까야 번역자 각묵스님에 따르면 반복구문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고 하

였다. 가장 큰 이유는 생략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PTS 본을 보면 반복 구문이 모두 실려 있다.  

  

각묵스님이 말한 전통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 이어지는 해제글에서 합송

(sangati)을 들고 있다. 초기경전은 합송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각

묵스님은 “일종의 합창대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합송으로 인하여 경의 도

입 부문과 전개 부문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구로 정착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정형구를 모두 다 외게 되면 그 분량이 엄청 나게 커질 것이라 한

다. 그래서 기원전 1 세기 스리랑카 알루위하라에서 삼장이 문자로 정착될 때 

정형구가 생략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후 현존하는 모든 필사본들은 생략

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PTS

본의 경우 반복 구문이 생략이 되어 있지 않다.  

  

반복구문생략 이유 세 가지 

  



이와 같은 반복구문 생략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또 다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

다. 

  

  

거듭말하지만 이것은 역자가 임으로 생략한 것이 결코 아니다. Ee, Be, Se 에서 

모두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다 살려 독송하거나 편집하거나 번역한다

면 기력도 소진되고, 전체 뜻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고, 많은 종

이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모든 판본은 이렇게 생략하여 편집하

고 있고, 영역본을 비롯한 모든 번역서에서도 생략하고 있다. 

  

(각묵스님, 상윳따니까야 1 권 해제) 

  

  

각묵스님은 반복구문 생략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엿장수 마

음대로’ 라는 말이 있듯이 스님 자신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생략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래서 Ee(PTS 본), Be(미얀마본), Se(스리랑카본)에서도 생략구문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실린 PTS 본에는 반복구문이 실려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각묵스님은 반복구문생략 이유로서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1) 기력소진, 2)

전체 뜻 파악에 장애, 3)종이낭비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방대한 니까야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부처님 원

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기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다. 또 전체 뜻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거꾸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복구문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처님이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다. 끝으로 종이낭비라 하였는데 이 것 역시 중

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반복구문이 실리면 권수가 늘어 나는 것은 맡

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참고로 성전협의 전재성님의 번역방침은 반복구문을 빠짐 없이 실었다. 심지어 

원본에서 생략된 반복 구문을 복원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 결과 상윳따니까야 

개정판의 경우 7 권으로 되었다. 이는 반복구문을 생략하여 번역한 초불연의 상

윳따니까야 6 권과 1 권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종이낭비라고 말한 것

은 큰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각묵스님은 반복구문 생략과 관련하여 또 중요한 말을 하였다. 그것은 “영역본

을 비롯한 모든 번역서에서도 생략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자칫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영역본에서 생략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생략한



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해의 논란이 있는 말을 실제로 하였

다. 다음과 같은 글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경을 번역하면서 이러한 정형구를 모두 복원해서 번역할 

까 고민하였다. 그러나 Ee, Be, Se 와 태국본과 여러 나라에 남아 있는 필사본

들 등 전통적인 모든 판본에서 예외 없이 생략해서 편집한 이런 입장과 이런 태

도를 존중하는 것이 후학의 태도라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판본에서 생

략한 정형구는 대부분 생략하여 옮기기로 하였다.  

  

(각묵스님, 상윳따니까야 1 권 해제) 

  

  

각묵스님의 글을 보면 마치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비추어진다. 특히 영역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다라 하였는데 이는 빅쿠 보디의 영역본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는 경의 제목

과 관련하여 “보디스님의 제안을 따른 경우기 많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해제글의 맺는 말에서 빅쿠 보디에 대한 감사의 글을 올려 놓았는

데 다음과 같다.   

  

  

역자가 꼭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본서 번역에 있어서 보디 스님이 10

여 년간 노력하여 번역 출간한 ‘상윳따 니까야’ 영역본인 The Connected 

Discourses of the Buddha(vol. 1&2)를 많이 참조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보디 

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달아 놓은 주옥 같은 주해들은 역자의 번역과 주해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각묵스님, 상윳따니까야 해제 ‘맷는 말’) 

  

  

각묵스님은 빅쿠 보디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상윳따니까야 영역본 

CDB(The Connected Discourses of the Buddha)의 저자 빅쿠 보디에게 신세를 많

이 졌음을 밝히고 있다. 또 영역본을 많이 참조 하였다고 했다. 이렇게 빅쿠 보

디에 대한 감사의 글은 해제 글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보디스님께 절을 올리

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하여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 

“보디스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영역본이 큰 위안과 안심이 되었다.”라

고 밝히면서 빅쿠 보디의 CDB 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빅쿠 보디의 생략구문을 보면 

  



빅쿠 보디의 영역본 CDB 에서 삼십명의 경(Tiṃsamattasutta, S15:13)을 찾아 보

았다. 초불연에서 크게 의존한 CDB 에서는 동물들이 윤회하며 흘린 피에 대하여 

어떻게 영역되어 있을까?  

  

  

For a long time, bhikkhus, you have been cows, and  

when as cows you were beheaded, the stream of blood that you  

shed is greater than the waters in the four great oceans.  

  

For a long time you have been buffalo, sheep, goats, deer, chickens,  

and pigs.. ..  

  

(Thirty Bhikkhus, S15:13, CDB, 빅쿠보디역) 

  

  

  

빅쿠 보디의 영역을 보면 반복구문이 생략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동물

들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소에 대해서만 완전한 문장이 구성되어 있을 뿐 이

어지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단지 “buffalo, sheep, goats, deer, chickens, and 

pigs.. ..”라 하여 이름만 나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우 간결한 구성이

다. 그렇다면 빅쿠 보디는 왜 이렇게 단어 나열식으로 끝내 버린 것일까? 

  

반복구문을 부정적으로 본 빅쿠보디 

  

이와 같은 반복구문의 생략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CDB 해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The Repetitions 

  

Readers of the Pali suttas are invariably irked, and sometimes  dismayed, 

by the ponderous repetitiveness of the texts. In SN these are more blatant 

than in the other Nikayas, even to the extent that in whole vaggas the 

suttas might differ from one another only in regard to a single word or 

phrase.  

  

Besides this type of reiterative pattern, we also come across the liberal 

use of stock definitions, stereotyped formulas, and pericopes t ypical of 

the Niksyas as a whole, stemming from the period when they were 

transmitted orally.  

  

It is difficult to tell how much of the repetition stems from the Buddha 

himself, who as an itinerant teacher must have often repeated whole 



discourses with only slight variations, and how much is due to zealous 

redactors eager to ring every conceivable change on a single idea and 

preserve it for posterity.  

  

It is hard, however, not to suspect that the latter have had a heavy hand 

in the redaction of the texts . To avoid excessive repetitiveness in the 

translation 1 have had to make ample use of elisions. In this respect I 

follow the printed editions of the Pali texts, which are also highly 

abridged, but a translation intended for a contemporary reader requires 

still more compression if it is not to risk earning the reader's wrath.  

  

On the other hand, I have been keen to see that nothing essential to the 

original text, including the flavour, has been lost due to the 

abridgement. The ideals of considerateness to the reader and fidelity to 

the text sometimes make contrary demands on a translator  

  

The treatment of repetition patterns in which the same utterance is made 

regarding a set of items is a perpetual problem in translating Pali 

suttas. When translating a sutta about the five aggregates, for example, 

one is tempted to forgo the enumeration of the individual aggregates and 

instead turn the sutta into a general statement about the aggregates as a 

class. To my mind, such a method veers away from proper translat ion 

towards paraphrase and thus risks losing too much of the original text.  

  

My general policy has been to translate the full utterance in relation to 

the first and last members of the set, and merely to enumerate the 

intermediate members separated by el lipsis points. Thus, in a sutta about 

the five aggregates, I render the statement in full only for form and 

consciousness, and in between have "feeling . . . perception . . . 

volitional formations . . .," implying thereby that the full statement 

likewise applies to them. With the bigger sets I often omit the 

intermediate terms, rendering the statement only for the first and last 

members. 

  

This approach has required the frequent use of ellipsis points, a practice 

which also invites criticism. Several consulting readers thought I might 

improve the aesthetic appearance of the page (especially in Part N) by 
rephrasing repetitive passages in a w ay that would eliminate the need for 

ellipsis points.  

  

I accepted this suggestion in regard to repetitions in the narrative 

framework, but in texts of straight doctrinal exposition I adhered to my 

original practice. The reason is that I think it an impor tant 



responsibility of the translator, when translating passages of doctrinal 

significance, to show exactly - where text is being elided, and for this 

ellipsis points remain the best tool at hand.  

  

(The Repetitions 41-42P, General In froduction, CDB, 빅쿠 보디) 

  

  

문단은 편의상 나눈 것이다. 빅쿠 보디는 반복구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

로 보고 있다. 이는 ‘The Repetitions’ 서문에서 “빠알리경을 읽는 독자들에

게 다루기힘든 반복구문은 항상 괴롭히고, 때로 낙담하게 한다”라고 하였기 때

문이다. 심지어 반복구문에 대하여 부처님이 진짜 반복구문으로 말씀 하셨는지 

의문이라 하였다.  

  

또 빅쿠보디는 반복구문에 대하여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 하였다. 스승에서 제자

에게 구전으로 전승할 때 반복구문을 만들어 외우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구문이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복구문을 과감하

게 생략하였다고 한다. 

  

뻬얄라(peyyala) 처리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해제에서 반복구문에 대한 예를 제시 하였다. 오온에서 물질에 대

한 설명은 완전한 문장으로 써 주지만 반복구문이 들어간 나머지에 대해서는 

"feeling . . . perception . . . volitional formations . . .,"로 하여 ‘점

점점’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더. 이런 ‘점점점…’처리에 대한 각묵스님

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생략된 정형구는 전통적으로 빼얄라(peyyala)라는 전문술어로 표현하는

데 줄어서 ‘pe’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불전 즉 빠알리삼장 전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전의 편집방법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 빼얄라 를 

모두 ‘…’라는 생략부호로 표기하고 있다. 

  

(각묵스님, 상윳따니까야 1 권 해제) 

  

  

‘점점점’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뻬얄라(peyyala)’라 한다. 이런 방식은 기

록된 빠알리삼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원본에 충실하고

자 반복구문을 생략하고 ‘…’ 방식으로 처리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초불연의 ‘점점점…’처리 

  

초불연 번역서에서 ‘점점점…’처리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태어남 경 등(S12:72~82)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태어남을(S12:72)…존재를(S12:73)…

취착을(S12:74)…갈애를(S12:75)…느낌을(S12:76)…감각접촉을(S12:77)…여섯감

각장소를(S12:78)…정신-물질을(S12:79)… 알음알이를(S12:80)…[130]의도적 행

위들을(S12:81)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의도적 행위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로 인

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사문들 가운데는 사

문이라 불릴 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는 바라문이라 불릴 수 없다. 그 존자들은 

사문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지금 여기

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지 못한다. 

  

(S12:72~82, 각묵스님역) 

  

  

이 경은 인연상윳따(S12)에서 72 번경 부초 시작하여 82 번경까지에 대하여 모두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경의 제목이 ‘태어남 경 등(S12:72~82)’라 

되어 있다.  

  

72 번 경을 보면 ‘태어남을(S12:72)…’라고 표현 하였다. 여기서 ‘점점점’

으로 표현한 것은 후반부 반복구문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십이연기에서 지루하

게 반복되는 문구에 대하여 “태어남을(S12:72)…존재를(S12:73)…취착을

(S12:74)…”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간략화 한 것이다. 이런 방식이 문자로 기록

되어 전승된 빠알리삼장에서 보는 뻬얄라(peyyala)라 한다.  

  

빅쿠보디의 뻬얄라 처리를 보면 

  

이와 같은 빼얄라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어떻게 영역하였을까? 동일경에 대하여 

CDB 를 보면 다음과 같다. 

  

  

72 (2)-81 (11) Birth, Etc. 

  

"Bhikkhus, those ascetics or brahmins who do not understand birth ... 

existence ... clinging ... craving ... feeling ... contact ... the six 

sense bases . . . name-and-form . . . consciousness [I301 . . . volitional 

formations, their origin, their cessation, and the way leading to their 

cessation: these I do not consider to be ascetics am ong ascetics or 

brahrnins among brahmins, and these venerable ones do not, by realizing it 

for themselves with direct knowledge, in this very life enter and dwell in 

the goal of asceticism or the goal of brahrninhood.  



  

(빅쿠 보디역, CDB 1 권 619 페이지) 

  

  

경의 제목을 보면 ‘72 (2)-81 (11) Birth, Etc’라  되어 있다. 이는 초불연에

서 제목을 붙인 ‘태어남 경 등(S12:72~82)’라 한 것과 동일한 형식이다. 또 

번역을 보면 ‘birth ... existence ... ~”로 뻬얄라처리 하였는데 이런 방식 

역시 초불연의 ‘태어남을(S12:72)…존재를(S12:73)…’라고 한 것과 역시 동일

하다.  

  

번역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이와 같이 CDB 와 초불연 번역에서는 반복구문에 대하여 점점점(…)으로 표시된 

뻬얄라 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전협의 전재성님은 S12:72~82

에 대하여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S12:72 에 대한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Ye hi ke 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jātiṃ nappajānanti, 

jātisamudayaṃ nappajānanti, jātinirodhaṃ nappajānanti, 

jāti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nappajānanti. Namete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samaṇesu vā samaṇasammatā, brāhmaṇesu vā brāhmaṇasammatā, na 
ca pana te āyasmanto sāmaññatthaṃ vā brahmaññatthaṃ vā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an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태어남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태어남의 원인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태어남의 소멸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태어

남의 소멸에 이끄는 길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수행자

나 성직자는 내게 있어서 수행자로서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며 성직자로서 올바

른 성직자가 아니다. 또한 이 존자들은 수행자의 목표나 성직자의 목표를 바로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지 못한다. 

  

(Jātisutta-태어남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72, 전재성님역) 

  

  

사성제의 진리를 모르는 자는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사성제를 

모르는 자들은 결코 현세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태어

남(jāti)’에 대하여 사성제의 네 개의 구절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십이연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데, 전재성님의 경우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래서 태어남의 경(S12.72), 존재의 경(S12.73), 집착의 경

(S12.74) 등 과 같이 여러 개의 단독 경으로 번역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다.  

  



그러나 뻬얄라를 적용하면 ‘태어남을(S12:72)… 존재를(S12:73)… 취착을

(S12:74)…~’이나 ‘birth ... existence ... clinging ...~’로 되어 단 두 

줄로 끝난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기 하면 번역하는데 있어서 기력의 

낭비나 인쇄후에 종이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가 보기에는 반

복구문이 실려 있더라도 지루하긴 하지만 한눈에 내용이 들어 온다. 번역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독자들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반복구문삽입과 반복구문생략, 어느 것이 좋은가? 

  

초기경전을 보면 수 많은 반복구문을 볼 수 있다. 오온이라면 색수상행식에 대

하여 다섯 번 반복된다. 칠각지라면 일곱번 반복 된다. 이런 반복구문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번역서가 있다. 성전협과 초불연에서 발간된 것들

이다. 그런데 번역의 내용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반복구문을 

들 수 있다. 성전협의 경우 반복구문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실려 있다. 반면 

초불연 번역을 보면 반복구문이 생략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번역 방침은 나름대

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성전협 번역에서는 왜 반복구문이 모두 실려 있을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맛지마니까야 일러두기에서 “구전 되어 온 빠알리 문헌의 특성상 문장의 반복

과 유사한 용어의 반복이 많다. 그러나 말 하나하나가 고유한 철학적 의미를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함부로 고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반복구문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 없이 실었다고 하였다. 심지어 “모든 경에서 

생략된 내용들은 모두 복원해서 독자가 알기 쉽게 했다.”라고 하였다. 반복구

문을 모두 실은 것은 전승된 내용을 고스란히 보전하기 위함이고 또 독자가 이

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반면 초불연에서는 반복구문을 생략하였다. 생략한 이유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생략하였다”고 하였다. 전승된 판본에는 모두 생

략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후학의 태도’라 강조 하였다. 또 반복구

문이 들어가면 전체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성전협에

서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더구나 각묵스님은 반복구문을 넣는 것에 대하여 

‘기력소모’와 ‘종이낭비’로 보았다. 결정적으로 “영역본을 비롯한 모든 번

역서에서도 생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복구문생략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 

하였다. 이런 번역 방침은 ‘자주불교’를 강조하는 초불연의 방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주불교는 ‘자주번역’에서 시작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반복구문삽입과 반복구문생략, 이렇게 두 개의 빠알리니까야 번역서

를 가지고 있다. 어느 것이 좋을지는 독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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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티내지말고 보시하라고 했는데 

  

   

불교중앙박물관 가는 길에 

  

3 월 1 일이다. 아직까지 추위는 여전하지만 마음만은 이미 봄이다. 더구나 개학

일이 다가 옴에 따라 진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3 월 1 일이 새

해 같은 느낌이 든다. 

  

오랜 만에 조계사로 향하였다.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 되어 있는 특별전을  보

기 위해서이다. 삼국유사 저자인 일연스님이 머물렀다는 인각사에서 출토된 국

보급 유물이다.  

  

전철과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종각역에 도착하였다. 이번 조계사에 갈 때 생각해 

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걸인에게 빵과 음료를 사다 주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하여 꼭 해 보고 싶었다. 

  

종각역 지하 로비에서 

  

조계사 가는 길에 보면 걸인들이 유독 많다. 아마 종교시설이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지하철 계단에서부터 조계사에 이르는 조계사에는 항상 걸인들을 볼 수 있

는데 대부분 지나친다. 그래서 돈통을 놓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이 아닌 빵과 

음료를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바뀌었다. 전문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아

닌 노숙인 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종각역 지하에 대형서점이 있다. 그 앞에는 매우 넓직한 로비가 있어서 사람들

이 앉아서 쉬기도 한다. 그런데 마치 걸인처럼 보이는 사람 둘이 앉아 있다. 그

러나 걸인 같아 보이지 않았다. 돈통도 보이지 않고 구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지하로비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걸인 같기도 하지만 걸인도 아니다. 그렇다

면 노숙인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이 있었기 때문이

다. 그 옆에는 종이박스로 된 짐도 있었다.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한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또 한사람은 무릎에 고개를 묻고 있다. 잠을 자

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마치 도를 닦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다. 갈곳이 없어서 하염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

다.  

  

  

 
  

  

  

앉아 있는 두 사람은 외국사람 같기도 하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뭐가 

잘 못되어 갈 곳이 없어서 앉아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말을 걸어 보니 

한국말을 알아 듣는다. 그런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 인 것 같지만 또 한편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중국에서 온 중국동포 같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이 갈곳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표정을 보니 수심이 가득하다.  

  

구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본래 계획은 조계사길에서 돈통을 앞에 놓고 구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사주려 하였다. 그러다 계획을 바꾸었다. 전문구걸인은 돈통을 놓고 구걸

하기 때문에 당장 사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햄버거를 두 개 사서 

  

그런데 지하철 역 로비에서 본 사람들은 갈곳도 없고 연고도 없는 것처럼 보였

다. 더구나 돈통 같은 것도 없고 구걸을 하지도 않고 마치 도 닦듯이 마냥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전문구걸인 보다 더 안되어 보였다. 더구나 표정이 너무 어두

워 보여 거의 삶의 의욕을 상실한 듯해 보인다. 이왕 빵을 줄 것이라면 이런 사

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햄버거를 두 

개 샀다. 그리고 뜨거운 캔커피 두 개를 샀다. 그리고 준비된 봉지에 햄버거와 

캔커피를 넣었다.  

  

빵과 음료를 노숙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에게 주었다. 처음에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더 이상 긴 이야기 하지 않고 힙징히며 빠

져 나왔다. 

  

거리에 나가서 도와 주는 것이 더 

  

이렇게 빵과 음료를 주기로 마음 먹게 된 것은 몇 일 전 댓글을 보았기 때문이

다. 누군가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글이 있는데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거리의 걸인이나 도와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자비를 말하며 실천이 따르지 않음을 꼬집어 이야기 

한 것이다.  

  

글로서 소통하는 것도 보시를 하는 것이고 자비의 실천이다. 보시라는 것이 반

드시 물질적인 것이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능이 있다면 무

상으로 재능을 보여 주는 것도 일종의 보시이고 정 줄 것이 없으면 부드러운 미

소 한 번 지어 주는 것도 보시이다. 그럼에도 하루 종일 글쓰는 것에 대하여 시

비를 걸며 그 시간에 차라리 거리에 나가서 걸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다

는 취지로 말하였을 때 언젠가 한 번 실천해 보리라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래

서 조계사 가는 길에 처음으로 해 본 것이다. 

  

걸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은 걸인을 만날 때 몇 가지 반응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무시하며 

지나치는 것이다. 돈통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인을 모르는 척 하고 지나

치는 것이다. 또 한 부류는 돈을 주고 가는 것이다. 대부분 동전 몇 개이다. 돈

통에는 종종 지폐도 보인다.  

  

알고 지내는 법우님에 따르면 걸인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하였다. 왜냐하

면 돈을 주어 보았자 걸인에게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배후

가 있기 때문에 배후에서 다 가져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걸인을 볼 때 

돈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김밥이나 빵을 준비해서 준다고 하였다. 걸인에게 진

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먹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실천해 보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티내지말고 보시하라고 했는데 

  



금강경에 “무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無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이라는 

말이 있다. “상에 머물지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수 없을 것 

이다”라는 말이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무주상(無住相)은 어떤 뜻일까? 쉽게 

말해서 ‘티내지 말라’는 것이다. 보시를 해도 티내지 않고 하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처자식 부양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큰 보시라고 한다. 또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일종의 보시라고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의무사항에 해당

된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세금 

내는 것은 국민의 사대 의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식에게 맛있는 빵을 사 주었다. 이것에 대하여 일기장에 “나는 오늘 

참 착한 일 하였다”라고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주기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티를 낼 수 없는 것이

다. 그래서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사주는 행위에 대하여 큰 공덕

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무주상’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는 타인에게 보시할 때도 티내지 않고 보시하라고 하였다. 그래야 그 복덕에 대

한 과보가 헤아릴 수 많을 것이라 하였다.  

  

노숙인 처럼 보이는 두 사람에게 빵을 사주었다고 넷상에 올리는 행위는 분명 

티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될 수 없다. 바이블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에 알리는 행위는 분명 티

내는 것에 해당 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티를 내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이다.  

  

보시하는 삶을 살았을 때 

  

초기경전에는 수 없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애, 연민 등 사무량심과 

함께 불자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상윳따니까야에서 보시하는 삶, 

실천하는 삶에 대한 게송이 있다. 나무심기경에서 하늘사람이 “어떠한 사람들

에게 밤낮으로 공덕이 항상 늘어납니까”라고 부처님께 물어 본다. 이어서 “진

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갑니까?”라고 물어 본

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하신다. 

  

  

[세존] 

“동산과 숲에 나무를 심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건네주며 

우물을 파 목마른 이를 적셔주고 

우물가에 정자를 세우는 사람이 있네. 

  

그들에게 밤으로나 낮으로나 

공덕이 항상 늘어난다.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간다네.  

  

(나무심기의 경, 상윳따니까야 S1:47, 전재성님역) 

  

  

[세존] 

“원림을 가꾸면서 숲을 가꾸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네주는 자 

물 마시는 곳 짓고 우물 파는 자 

지낼 거처 장만하여 보시하는 자 

  

이들에게 공덕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두루 증장하여 즐어들지 않나니 

이들이 법에 안주하고 계를 곧게 구족하여 

그 목숨 다한 뒤에 천상에 가노라.” 

  

(숲 가꾸기 경, 상윳따니까야 S1:47, 각묵스님역) 

  

  

“Those who set up a park or a grove,  

The people who construct a bridge,  

A place to drink and a well,  

Those who give a residence” 

  

“For them merit always increases,  

Both by day and by night 

Those are the people going to heaven,  

Established in Dhamma, endowed with virtue. ” 

  

( Planters of Groves,CDB  S1:47, 빅쿠 보디역) 

  

  

성전협의 번역서에는 각주가 보이지 않는다.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숲, 다리, 

우물, 거처에 대한 보시는 ‘승가’에 하는 것이라고 짤막하게 설명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재가자가 출가자에게 머물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는 것

은 매우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시를 하긴 하된 반드

시 계행이 따라야 함을 말한다. 재가자의 경우 오계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성제를 뜻한다. 이

렇게 계행을 지키고 진리를 추구하며 보시하는 삶을 살았을 때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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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님들과 학자들의 인터넷글쓰기,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에 올려진 글은 쓰레기라는데 

  

인터넷시대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이전에는 오로지 특별한 사람만 글을 쓰

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보통신시대가 도래 하면서 블로그나 카페, 또는 게

시판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신’도 많다. 글을 전문으로 쓰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도 건질 것

이 없는 ‘쓰레기’로 본다. 왜곡된 정보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기법이나 지식은 무시하라고 

  

어느 카페에서 어떤 이가 질문을 하였다. 블로그에 실려 있는 ‘인연과’에 대

한 것이다. ‘헤뚜-빠띳자-팔라’라 불리우는 인연과에 대하여 카페지기 스님은 

어원분석과 함께 매우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 주었다. 그런데 글의 말미에 다음

과 같이 써 놓았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 떠돈다는 이러한 두루뭉술한 내용을 가지

고는 저의 능력으로는 빠알리 삼장에 의거한 정확한 표기법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경전적인 근거가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표기법이나 지식은 무시하는 것

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hetu paticca phala'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인터넷글쓰기에 대한 불신이라 보여 진다. 그래서 “두루뭉술한 내용”이라 하

였는데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학자나 기자나 작가 등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

들이 늘 주장하듯이 인터넷에 올려진 글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카페지기 스님은 “경전적인 근거가 없

이 인터넷에 떠도는 표기법이나 지식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  

  



인터넷 진주가 되고자 

  

대부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 특히 불교와 관련된 글은 경전적 근거가 없이 

작성된 것이 많다. 그러다 보니 경전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인터넷시대의 사생아라 볼 수 있는 단멸론자의 견해가 그렇

다.  따라서 불자라면 철저하게 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래야 정견(正見)이 되는 것이다.  

  

경전을 근거로 작성된 글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면으로 본다면 인터넷

에 올려진 글은 모두 쓰레기는 아닐 것이다. 쓰레기통속에서 장미를 발견하는 

것이 여렵다고 하지만 쓰레기글로 넘쳐 나는 인터넷의 바다에서 잘 하면 진주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따와나경(Jetavanasutta) 첫 번째 게송 

  

상윳따니까야 데와따상윳따에 제따와나경(Jetavanasutta)이 있다. 아나타삔디까

가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세 개의 게송이 있는데 모두 아나타삔디까가 읊고 

있다. 먼저 첫 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Idañhi taṃ jetavanaṃ  

isisaṅghanisevitaṃ 

Āvutthaṃ dhammarājena  

pītisañjananaṃ mama. 

  

  

[하늘사람] 

  

여기 과연 제따 숲은 

거룩한 님들의 모임이 있으며, 

가르침의 제왕이 살고 

나에게 기쁨이 생겨나는 곳이네. 

  

(제따숲의 경, 상윳따니까야 S1.48, 전재성님역) 

  

  

[급고독 천신] 

  

이것이 바로 제따 숲 

선인의 승가가 머물고 

법왕께서 거주하니 

내게 희열이 생기는 곳이랴. 

  



(제따숲 경, 상윳따니까야 S1.48, 각묵스님역) 

  

  

[The devata Aniithapindika:]  

  

This indeed is that Jeta's Grove,  

The resort of the Order of seers,  

Dwelt in by the Dhamma King,  

A place that gives me joy.'  

  

(Jeta's Grove, 상윳따니까야 S1.48, 빅쿠 보디역) 

  

  

각주에 따르면 제따와나경(Jetavanasutta)은 아나타삔디까가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나타삔디까는 살아 생전에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에게 보시하였다. 

그런 공덕 등 으로 인하여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사람이 되어 부

처님과 가르침과 사리뿟따를 찬탄하는 게송을 읊고 있다.  

  

isisaṅgha 에 대하여 

  

게송에서 번역어 차이가 나는 것이 두 개 눈에 띈다. 먼저 isisaṅgha 에 대한 

것을 보면, 전재성님은 ‘거룩한 님들의 모임’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선인

의 승가’라 하였다. 

  

isisaṅgha 에서 isi 는 ‘a saint, a sage, a holy man, 仙, 仙人, 仙者, 佛, 聖

者’의 뜻이다. 성인, 선인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isisaṅgha 라 하였으므로 상가를 수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사쌍팔배의 성자의 모임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초불연의 경우 

‘신선 선(仙)’자를 사용하여 ‘선인의 승가’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the 

Order of seers’라 하였는데, 여기서 seer 는 영어사전에 따르면 ‘(문어) 예

견하는[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선각자; 예언자; 손금쟁이, 점쟁이’라 설명되

어 있다. 이 중에 고른다면 선각자가 될 것이다. 

  

Dhammarāja 에 대하여 

  

게송에서 dhammarājena 가 있다. 이는 dhammarāja+ena 형이다. 여기서 

dhammarāja 는 ‘King of Dhamma, Buddha; king of justice or righteousness’

의 뜻이다. 우리말로 담마의 왕, 법의 왕의 뜻이다. 이는 바로 부처님을 뜻한

다. Dhammarāja 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가르침의 제왕’이라 하였고, 각묵스님

은 한자어로 ‘법왕’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Dhamma King’이라 하였다. 

  

아나타삔디까가 기증한 제따와나는 부처님이 머물던 곳이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부처님에 대하여 dhammarāja 라 하여 간접적으로 지칭하였다. 그렇다면 담마라



자라는 말이 이 게송에서만 보이는 것일까? 숫따니빠따에서도 담마라자라는 말

이 보인다. 

  

  

Rājāhamasmi sela     라자하마스미 셀라 

dhammarājā anuttaro,   담마라자 아눗따로 

Dhammena cakkaṃ vattemi   담메나 짝깡 왓떼미 

cakkaṃ appativattiyaṃ.   짝깡 압빠띠왓띠양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stn554)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셀라경에서 ‘담마라자(dhammarājā)’ 라는 말이 보인다. 이는 부처님이 스스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위없는 가르침의 왕 (dhammarājā anuttaro)’ 이라 

하였다. 

  

제따와나경(Jetavanasutta) 두 번째 게송 

  

제따와나경(Jetavanasutta) 두 번째 게송은 다음과 같다. 

  

  

Kammaṃ vijjā ca dhammo ca  

sīlaṃ jīvitamuttamaṃ, 

Etena maccā sujjhanti  

na gottena dhanena vā. 

  

  

바른 행위, 밝은 지혜 

가르침, 계행과 올바른 생활로 

시람은 청정해지네. 

가문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네. 

  

(제따숲의 경, 상윳따니까야 S1.48, 전재성님역) 

  

  

의도적 행위와 명지가 있고 

법과 계와 최상의 삶 갖춰있으면 

이것으로 인간들은 청정해지지 



가문-재산 때문이 아니라네. 

  

(제따숲 경, 상윳따니까야 S1.48, 각묵스님역) 

  

  

Action, knowledge, righteousness,  

Virtue, an excellent life:  

By this are mortals purified,  

Not by clan or wealth.  

  

(Jeta's Grove, 상윳따니까야 S1.48, 빅쿠 보디역) 

  

  

게송에서는 가문이나 재산 때문에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 당시 요새말로 하면 ‘재벌’이나 다름 없었던 아나타삔디까는 

무엇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아나타삔디까는 부처님의 가

르침으로 예류과를 얻어 천상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천상은 욕계 천

상이 아니라 범천이다.  

  

여기서 범천이라고 말한 것은 색계와 무색계를 아우르는 곳으로 부처님이 새롭

게 해석한 천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바라문 처럼 태생이 좋다고 하여 범천에 나

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다고 범천에 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왜 부자가 천상에 태어나기 어려운가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하여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지은 행위 때문일 것이다.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불법, 탈법, 편법 

등 온갖 부정적 수단이 동원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재산이 많다는 것은 현생에서 천상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지 몰라도 그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로 가기 쉬울 것이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

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

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깨끗하고 연꽃과 같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습

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

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

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고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

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

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전재성님역) 

  

  

제따와나경(Jetavanasutta) 세 번째 게송 

  

제따와나경(Jetavanasutta) 세 번째 게송은 다음과 같다. 

  

  

Tasmā hi paṇḍito poso  
sampassaṃ atthamattano, 

Yoniso vicine dhammaṃ  

evaṃ tattha visujjhati.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유익함을 생각하여 

이치에 맞게 가르침을 사유하여, 

그곳에서 청정한 삶을 찾으리. 

  

(제따숲의 경, 상윳따니까야 S1.48, 전재성님역) 

  

  

그러므로 여기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을 꿰뚫어 보아 

지혜롭게 법을 깊이 검증할지라. 

이와 같이 그곳에서 청정해지리. 

  

(제따숲 경, 상윳따니까야 S1.48, 각묵스님역) 

  

  

Therefore a person who is wise,  

Out of regaid for his own good,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Dhamma:  

Thus he is purified in it.  

  



(Jeta's Grove, 상윳따니까야 S1.48, 빅쿠 보디역) 

  

  

세번째 게송은 가르침의 실천에 대한 것이다. 가르침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안다면 이를 이치에 맞게 사유하여 자신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곳

이 바로 ‘제따와나’임을 말한다.  

  

  

Vici 에 대하여 

  

세번째 구절에 ‘Yoniso vicine dhammaṃ’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

치에 맞게 가르침을 사유하여”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지혜롭게 법을 깊이 검

증할지라.”라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문장처럼 보인다. 이는 vicine

에 대한 해석차이라 보여진다.  

  

PCED194 에서 vicine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vi+ci+nā+ti’라 되어 있다. Vici 에 대하여 검색하면 ‘a wave; an 

interval, 波, (時間の)間隔’라 되어 있다. 또 vicikiccha 라는 말이 있는데 

‘의심’이라는 뜻이다. 라따나경(Sn2.1)에서는 ‘vicikicchitañca’라 하여 전

재성님은 ‘매사의 의심’이라 번역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vici 라는 뜻은 ‘매순간’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Yoniso vicine dhammaṃ 라 하였을 때 ‘매순간 담마를 주의깊게 또는 지혜롭게 

살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지혜롭게 법을 깊이 검증할지라”

라 하여 ‘검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빅쿠보디는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Dhamma”라 하였는데, 여기서 examine 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시험하다’의 뜻이다. 

  

요니소마나시까라(yonisomanasikāra) 

  

Yoniso vicine dhammaṃ 문구에서 yoniso 가 있다. 이 요니소는 마나시까라와 함

께 쓰여 요니소마나시까라(yonisomanasikara)가 된다. 이를 한자어로 ‘여리작

의’라 한다. 요니소마나시까라가 들어간 문장이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의 

경(M2)’에 나온다. 빠알리원문과 두 개의 한글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

이다.  

  

  

Yoniso ca manasikāraṃ ayoniso ca manasikāraṃ. Ayoniso bhikkhave 

manasikaroto anuppannā ceva āsavā uppajjanti uppannā ca āsavā pavaḍḍhanti.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올이는 

것이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 

나지 않는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  

  

(M2, 성전협 전재성님역)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함과 지혜없이 마음에 잡도리함이다. 비구들이여,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도리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M2, 초불연 대림스님역) 

  

  

Yoniso ca manasikāraṃ 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

는 것”이라 하였고, 대림스님은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함”이라 번역하였

다. 여기서 Yoniso 는 ‘wisely; properly , 根源より, 根本的に ‘의 뜻이고, 

Manasikāra 는 ‘ideation; consideration, 作意, 思念, 注意’의 뜻이다. 따라

서 Yoniso manasikāra 는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초불연 번역을 보면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함’이라 하여 ‘잡도리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는 선가에서 사용할 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이렇게 Yoniso 가 manasikāra 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아 게송의 세번째 문구인 

Yoniso vicine dhammaṃ 에서 Yoniso 는 Yoniso manasikāra 의 뜻으로 볼 수 있

다. 그래서 “매순간 담마를 지혜롭게 관찰한다”라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제따와나경(Jetavanasutta) 네 번째 게송 

  

제따와나경(Jetavanasutta) 네 번째 게송은 다음과 같다. 

  

  

Sāriputtova paññāya  

sīlenupasamena ca, 

Yopi pāragato bhikkhu  

etāva paramo siyā'ti. 

  

  

싸리뿟따가 지혜와 

계행과 적정(寂靜)으로 최상인 것처럼 

저 언덕에 도달한 수행승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수승하리라. 

  



(제따숲의 경, 상윳따니까야 S1.48, 전재성님역) 

  

  

사리뿟따께서는 통찰지와 계 

고요함을 두루 구족했나니 

저 언덕에 도달한 비구 있다면 

잘해야 그분과 동등할 정도. 

  

(제따숲 경, 상윳따니까야 S1.48, 각묵스님역) 

  

  

Sgriputta truly is endowed with wisdom,  

With virtue and with inner peace.  

Even a bhikkhu who has gone beyond  

At best can only equal him. (*72)  

  

(Jeta's Grove, 상윳따니까야 S1.48, 빅쿠 보디역) 

  

  

네 번째 게송은 사리뿟따존자에 대한 찬탄이다. 이 네번째 게송으로 보아 부처

님 당시 대부호 아나타삔디까가 사리뿟따 존자에게 ‘헌신(獻身)’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한다.  

  

위대한 지혜를 지닌 자 가운데 제일(mahāpaññānaṃ aggaṃ), 사리뿟따존자 

  

죽어서 범천에 태어난 이전의 아나타삔디까는 사리뿟따를 극찬하고 있다. 사리

뿟따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위대한 지혜를 지닌 자 가운데 제일(mahāpaññānaṃ aggaṃ)’이다.  

  

게송에서는 네번째 구절에서 사리뿟따에 대한 극찬으로서 etāva paramo siyā'ti 

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참으로 가장 수승하리라.”라 

하였고, “잘해야 그분과 동등할 정도.”라고 하여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인다. 

이는 etāva paramo siyā 에 대한 번역의 차이라 보여 진다. 

  

etāva 에서 etā 는 ‘that; this’의 뜻이다. Parama 는 ‘superior; best; 

excellent, 最高的, 最上的’으로 ‘최상’이라는 뜻이다. Siyā 에 대한 영문설

명은 보이지 않으나 일본어에는 ‘atthi ① の opt. あるであろう, あれかし’

라 되어 있다. 굳이 해석하자면 “있을까?”라는 뜻이다. 따라서 etāva paramo 

siyā 의 구문은 “이처럼 최상이 있을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etāva paramo siyā 구문에 대한 번역을 보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단서로 초불연 각주를 들 수 있

다. 이 구절에 대한 각주를 보면 “열반을 증득한 비구라 할지라도 ‘그와 동등



할 뿐이지(etāva paramo siyā)’장로를 넘어서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

이다. (SA.i.89)”라고 주석을 인용하여 설명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초불연에서 “잘해야 그분과 동등할 정도.”라고 번역한 것은 주석을 참고한 

‘주석적 번역’이라 보여 진다. 그래서 성전협의  “참으로 가장 수승하리

라.”와 비교하였을 때 전혀 다른 말차럼 보이는 보이는 것이다.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시대가 도래 하면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전에는 상

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다. 그럼

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다. 재가자 주제에 글을 쓴다는 것이다.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도 함부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고 또 불교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도 함부로 글을 쓰지 않는데 재가자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글을 쓰냐는 것이다.   

  

수행의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교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노느니 염불한다고 이왕이면 남는 시간에 또는 일부로 시간을 내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런 글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츄어로 보일 것이다. 그러건 

말건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실려 있는 정보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로 보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숨겨 놓고 내놓지 않는다고 말

한다. 그래서일까 어느 카페지기 스님은 “정확한 경전적인 근거가 없이 인터넷

에 떠도는 표기법이나 지식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

한 것이라 본다.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써서 ‘단행권’으로 출간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려 놓으면 누군가 감명 받을지 모른다. 학문을 연

구하는 학자 역시 글을 써야 한다. 학회나 학술지에 올릴 ‘논문’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담마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불자들에게나 후학들에게 훌륭한 법보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

리는 경우는 극히 드믈다. 설령 인터넷공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 볼 

수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인터넷글쓰기에 대하

여 '시간낭비'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돈도 되지 않는 글쓰기에 시간투자할 이

유를 찾지 못해서 일 것이다. 또 하나는 모두 ‘바빠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년 내내 바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돈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알아 

주지도 않는 인터넷 글쓰기에 귀중한 시간을 투자할 스님과 학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스님들과 학자들의 10% 정도 만이라도 최소한 일주일 한 번, 

한달에 네 번 정도만 올려 주어도 십자가가 넘치는 세상에서 불자들의 갈증을 

풀어 줄 것이다.  

  



스님들이나 학자들의 글보기가 가뭄에 콩나듯 하다. 그 많은 스님들과 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인터넷공간에서 인터넷 불사를 한다면 

불자들이 환호 할 텐데 왜 안하는 것일까 아니면 못하는 것일까? 안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못한다면 ‘한국불교 망신’에 해당될 것이다. 스님

과 학자,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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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돌이표 인생 

  

   

“차한잔 하러 가도 될까요?” 

  

종종 문자를 받는다. “차한잔 하러 내려가도 될까요?”라는 문자이다. 같은 빌

딩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현재 직원 두명과 함께 보안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늘 쩔쩔맨다. 일로 인하여 알게 된지 벌

써 사오년 된다.  

  

그 사장이 내려 오면 늘 커피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주로 불교관련 이야기를 한다.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글을 쓰는 것을 알

고 나서부터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블로그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

도 종종 글을 본다고 한다. 아마 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살기가 팍팍해요” 

  

그 사장이 최근 이전에 세들어 있었던 빌딩 주인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 서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이전 빌딩주인은 “요즘 살기가 팍팍해요”라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자 “부자가 엄살부린다”라고 하였다. 빌딩을 소

유하여 임대수입으로 살아가는 부자가 서민들이나 쓰는“팍팍하다”라는 말을 

하였을 때 가당치도 않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팍팍하다’는 말은 ‘물기나 끈기가 적어 목이 멜 정도로 매마르고 부드럽지 

못하다’의 뜻이다. 그래서 주로 서민들의 삶에 대한 표현을 팍팍하다라고 표현 

한다. 그런데 부자가 팍팍하다는 말을 하였을 때 “아마도 임대수입이 반으로 

줄어서 팍팍하다고 말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임대수입자에게 있어

서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빌딩소유자는 매우 근검절약하는 사람이라 한다. 심지어 자신의 빌딩에 입주

한 회사에서 나오는 폐지를 직접 모아 팔 정도라 한다. 일반적으로 폐지가 나오

면 폐지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가나하고 불쌍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돌아 

간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채기라도 하듯이 주인이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폐지를 

수거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그 빌딩임대사업자는 절대 기부나 자

선행위 같은 것을 할리 없다고 단언하였다. “팍팍하다”라고 말하는 부자에 대

하여 구두쇠의 엄살로 보았던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말은 누구나 엄살로 생각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되었다. 왜냐하면 빌딩을 소유하느라 빚이 많이 졌을 경우 임대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면 당연히 팍팍한 삶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깡통아파트이다. 부동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침에 따라 수입의 대

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는 소위 ‘하우스푸어’가 탄생하였다. 이런 하우스

푸어의 삶은 팍팍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빌딩을 소유한 자 역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역시 

“사는 것이 팍팍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빌딩을 소

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 사무실의 폐지를 수거하여 파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

게 삶이 팍팍하였을 때 자선이나 기부, 보시 등 돕고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 여겨 진다. 

  

인색한 자의 경, 맛차리경(Maccharisutta, S1.49) 

  

초기경전에서는 보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보시하는 삶 자체가 

선한 행위로서 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덕행을 많이 하면 반드

시 좋은 결과가 있으라 보는 것이다. 이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연기법에 따

르는 것이다.  

  

상윳따니까야에 ‘맛차리경(Maccharisutta, S1.49)’이 있다. 이를 ‘인색함의 

경’, 또는 ‘인색 경’이라 한다. 인색한 자의 과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표현 되어 있다. 

  

경에서 하늘사람이 세상에 인색하여 제물을 아끼고 걸식자를 꾸짖는 자가 있음

을 말한다. 그리고 인색한 자의 과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부처님에게 묻는

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Ye'dha maccharino loke kadariy ā paribhāsakā, 

Aññesaṃ dadamānānaṃ antarāyakarā narā. 



  

Nirayaṃ tiracchānayoniṃ yamalokañcupapajjare,  

Sace enti manussattaṃ daḷidde jāyare kule, 
Coḷaṃ piṇḍo ratī khiḍḍā yattha kicchena labbhati. 
 

 

Parato āsiṃsare bālā tampi tesaṃ nalabbhati, 

Diṭṭhe dhamme savipāko samparāye ca duggatīti. 
  

(Maccharisuttaṃ, S1.49) 

  

  

[세존] 

  

“이 세상에서 인색하여  

재물을 아끼고 걸식자를 꾸짖으며 

베풀고자 하는 다른 이를  

베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지옥과 축생과  

아귀의 세계에 떨어지며 

인간의 세계에 이르더라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네. 

  

먹고 입고 즐기고 노는 그와 같은 것은 구하기 어렵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얻어지지 않네. 

현세에도 그 과보를 받으며  

내생에는 나쁜 곳으로 간다네.” 

  

(Maccharisutta- 인색함의 경, 상윳따니까야 S1.49, 전재성님역) 

  

  

[세존]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쩨쩨하기도 하고 

[걸식하는 자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저들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여 베풀려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지옥과 축생의 모태와 

죽음의 세상에 태어나리로다. 

   

그들이 다시 만일 인간 세상 온다면 

가난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니 



의복과 음식과 즐거움과 오락을 

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일세. 

  

어리석은 자들조차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그들은 얻지 못하리니 

이것이 인간세상 현재의 과보이며 

미래에는 악처에 [태어날 것이로다.]" 

  

(Maccharisutta- 인색 경, 상윳따니까야 S1.49, 각묵스님역) 

  

  

[The Blessed One:] 

  

“Those who are stingy here in the world,  

Niggardly folk, revilers,  

People who create obstacles  

For others engaged in giving alms:  

They might be reborn in hell, 

In the animal realm or Yama's world.  

  

If they come back to the human state  

They are born in a poor family  

Where clothes, food, pleasures, and sport  

Are obtained only with difficulty.  

  

Whatever the fools may expect from others,  

I Even that they do not obtain.  

I This is the result in this very life;  

And in the future a bad destination.” 

  

(Maccharisutta- Stingy, 상윳따니까야 S1.49, 빅쿠보디역) 

  

  

걸식자를 꾸짖는 자 

  

첫번째 게송을 보면 ‘걸식자를 꾸짖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paribhāsakā

에 대한 번역어이다. Paribhāsakā 는 ‘[adj.] one who abuses or reviles; 

abusive, 悪口の, 誹謗の’의 뜻이다. 학대하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

다. 그래서 경에서는 인색한자에 대하여 걸식자를 욕하는 자와 동급으로 놓았

다.  

  



인색한 자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 오면 절대 나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걸식수행

자가 밥을 빌어 먹으로 올 때 ‘귀찮아’ 하는 것이다. 욕설과 함께 쫓아 내어 

버리는데 이런 장면이 초기경전 몇 곳에 등장한다.  

  

초기경전에 걸식수행자를 천대하는 장면이 있다. 부처님이 어느 날 탁발을 나갔

는데 바라문 악기까 바라문이 저 멀리서 오는 부처님을 보고서 “까까중아, 거

기 섯거라. 가짜 수행자여, 거기 섰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Sn1.7)”라 

말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 고대 인도에서 걸식수행자는 늘 볼 수 있는 것이었지

만 이처럼 ‘천한놈’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교단에 

천민도 수행승으로 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바라문계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처님의 교단에 대하여 ‘천민집단’

으로 본 것이다. 

  

걸식수행자는 얻어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다. 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청정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단 뿐만 아니라 육사

외도 등도 걸식에 의존하며 살았다. 이런 걸식 전통은 정통바라문 시절에도 있

었다. 인생사주기라 하여 할일을 다 해 마친 바라문이 손자가 태어날 때쯤 해서 

집을 나가 유행하며 보낸다. 그리고 걸식에 의존한다. 그래서 걸식자에게 음식

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인색한 자는 보시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아깝게 생각했을 것이다. 더구나 보시는 커녕 욕설을 퍼붓고 내 쫓기도 

한 자가 있었던 것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꼬드겨 보시하지 말도록 하

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걸식자를 학대하는 자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스쿠루지 못지 않은 아딘나뿌바까(Adinnapubaka) 

  

첫 번째 게송에서 각묵스님은 ‘쩨쩨하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 말은 ‘속

어’에 가깝다. 이는 빠알리어 kadariyā 에 대한 해석인데, kadariyā 는 

‘[adj.] miserly; stingy,. 卑鄙的’의 뜻이다. 인색하다의 뜻이다. 그래서 전

재성님은 “재물을 아끼고”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Niggardly folk’라 하였

는데 ‘인색한 족속’이라 하였다.   

  

게송에서 인색한 자의 특징에 대하여 1) macchari(구두쇠), 2) kadariyā(인색한

자), 3) paribhāsakā(비난하는자), 4) antarāyakarā narā(방해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구두쇠는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지

나치게 인색한 사람’을 말한다. 동화속에 나오는 스쿠루지 영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스쿠루지 영감 못지 않게 인색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다. 법

구경 2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인 ‘맛타꾼달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 중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바라문 학생 맛타꾼달리(Matthakundali)의 아버지 아딘나뿌바까(Adinnapubaka)

는 아주 인색하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주는 법이 없었다. 자신의 외아

들에게 줄 금 장식품조차도 일꾼에게 줄 세공비를 절약하려고 자신이 손수 만들

어 주었다.  

  

그 아들이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에 황달병에 걸렸다. 그의 아내는 의사를 찾아

가 치료를 서두르라고 하였으나 돈이 아까워서 손수 의사를 찾아 다니며 황달의 

치료법을 배워 여러가지 약을 손수 지어서 아들에게 먹였다. 그러나 약효가 나

지 않고 아들의 병이 점점 깊어만 갔다. 그러자 인색한 아딘나뿌바까는 이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았으나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뒤였다.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들이 죽게 되면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문밖 

난간에 내어 놓았다. 아들이 죽게 되면 닌간에서 바로 화장시켜버릴셈이었다.  

  

(법구경 2 번 인연담 맛타꾼달리(Matthakundali)이야기, 전재성님역) 

  

  

인연담을 보면 ‘인색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인색한 자의 이름

을 보면 인색한자라 쓰여 있다. 아딘나뿌바까(Adinnapubaka)라는 이름에서 

‘Adinna’가 바로 ‘인색’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Dinna 는  ‘given; 

granted’의 뜻으로 ‘보시한 것’을 말한다. 거기에 부정을 뜻하는 A 가 붙어

서 Adinna 가 되는데 이는 ‘베푼적이 없는자’가 되어 ‘인색한 자’의 뜻이 

된다. 따라서 맛타꾼달리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이름 아딘나뿌바까

(Adinnapubaka)는 ‘이름 자체가 인색한 자’가 된다.  

  

근검절약이 미덕이긴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근검절약은 미덕이다. 그래서 칭찬하고 권장한다. 그러나 이 

것이 지나쳐서 한번 들어 온 것은 빠져 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였을 때 인색한

자, 심하게는 ‘구두쇠’라 한다. 이에 대한 대명사가 서양에서는 ‘스쿠루지’

가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아딘나뿌바까’라 볼 수 있다.  

  

근검하고 절약하는 것에 대하여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인색하다고 하여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인색한 자가 걸식

자에 대하여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보시하지 못하다록 방해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1) macchari(구두쇠), 2) kadariyā(인색

한자), 3) paribhāsakā(비난하는자), 4) antarāyakarā narā(방해하는 자) 이렇

게 네 가지로 말하였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 과보를 받을 것

이라 하였다. 그 과보는 지옥, 축생, 아귀와 같은 악처에 나는 것이고, 설령 인

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궁핍하게 살 것이라 하였다.  



  

공덕행에 대한 과보 

  

세번째 게송 마지막 구절에 ‘Diṭṭhe dhamme savipāko samparāye ca duggatīti’
가 있다. 이에 대하여 “현세에도 그 과보를 받으며 내생에는 나쁜 곳으로 간다

네.”라고 번역 되어 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Diṭṭhe dhamme) 가난

한 자는 이전 생에서 인색함에 대한 과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쁜 곳으로 가

는 것은 지옥, 축생, 아귀의 세계에 태어남을 말한다. 이처럼 인과응보로 설명

된 것은 초기경전의 특징이다.  

  

그래서 하늘사람이 사람의 몸을 얻어 자비심이 깊고 인색함을 떠나 삼보에 귀의

한 자의 과보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는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Ye'dha laddhā manussattaṃ vadaññū vītamaccharā, 

Buddhe pasannā dhamme ca saṅghe ca tibbagāravā, 
Ete sagge pakāsenti yattha te upapajjare. 

 

 

Sace enti manussattaṃ aḍḍhe ājāyare kule, 
Coḷaṃ piṇḍo ratī khiḍḍā yatthākicchena labbhati. 
Parasambhatesu bhogesu vasavatt īva modare, 

Diṭṭhe dhamme savipāko samparāye va suggatīti. 
  

(Maccharisutta- 인색함의 경, 상윳따니까야 S1.49, 전재성님역) 

  

  

[세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얻어  

자비심이 깊고 인색함을 떠나며 

부처님을 믿어 기뻐하고  

가르침과 참모임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밝히며 거기에 태어난다네. 

  

인간의 세계에 이르더라도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먹고 입고 즐기고 노는  

그와 같은 것을 얻기 쉽다네. 

  

다른 사람이 모아놓은 재물을  

자유로운 하늘사람처럼 즐기며 

현세에서 그 공덕을 받고  



내생에는 좋은 길로 간다네” 

  

(Maccharisutta- 인색 경, 상윳따니까야 S1.49, 각묵스님역) 

  

  

[세존] 

“여기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색함을 건넜고 항상 두루 친절하며 

부처님과 법에 대한 청정한 믿음 있고 

승가를 지극하게 존중한다면 

그들은 천상을 밝히는 자 되리니 

분명히 그들은 그곳(천상)에 태어나리. 

  

그들이 다시 만일 인간 세상 온다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니 

의복과 음식과 즐거움과 오락을 

구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일세. 

  

그들은 자재천의 신들과 같이 

남들이 모은 재물 즐길 것이니 

이것이 인간세상 현재의 과보이며 

미래에는 선처에 [태어날 것이로다.]” 

  

(Maccharisutta- 인색 경, 상윳따니까야 S1.49, 각묵스님역) 

  

  

[The Blessed One:] 

“Those here who, on gaining the human state,  

Are amiable and generous,  

Confident in the Buddha and the Dhamma  

And deeply respectful towards the Sangha,  

These brighten up the heavens  

Where they've been rebom.  

  

If they come back to the human state  

They are reborn in a rich family 

Where clothes, food, pleasures, and sport  

Are obtained without difficulty.  

  

They rejoice like the devas who control  

The goods amassed by others. (*108)  

This is the result in this very life;  

And in the future a good destination.” 



  

(Maccharisutta- Stingy, 상윳따니까야 S1.49, 빅쿠보디역) 

  

  

이 게송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과보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설령 인간으로 태어나더라

도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 안락하게 살 것이라 한다. 이처럼 부귀와 안락을 누리

는 자들은 이미 공덕행에 대한 과보로 본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무르익은 과보(Ditthe dhamme savipako) 

  

게송에서는 ‘Diṭṭhe dhamme savipāko’라 하여 “현세에서 그 공덕을 받고”라

고 번역 되어 있다. 여기서 savipāka 는 ‘異熟ある, 有異熟, 報果ある’의 뜻

으로 ‘업에 대한 과보가 익는 것’을 말한다.  

  

이 savipāka 에서 vipāka 는 ‘kamma-result’라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업에 

대한 과보’의 뜻이다. 따라서‘Diṭṭhe dhamme savipāko’에서 Diṭṭhe dhamme 는 

‘지금 여기’라 번역 되므로 이문장은 “지금여기에서 과보가 무르익는다”는 

뜻이 된다.  

  

초기불교를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라는 말이다. 이를 빠알

리어로 ‘Diṭṭhe dhamme’라 한다. Diṭṭhe 는 ‘Diṭṭha+e’로서, Diṭṭha 는 ‘[pp. 

of passati] seen; found; understood. (nt.), vision. 見られたる, 見’의 뜻

이다. 과거분사형으로 보여진, 발견된, 이해된의 뜻이다. 그리고 dhamme 는 

‘dhamma+e’로서, dhamma 는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 진리, 사실 

등으로 번역 된다. 그래서 ‘Diṭṭhe dhamme’는 ‘보여진 법’이라는 뜻이 된다. 

이는 무슨말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진 것’이라는 말이

다.  

  

현재 이 모습이 바로 ‘Diṭṭhe dhamme’인 것이다. 그래서 이를 우리 말로 번역

할 때 ‘지금 여기’라 하고, 영어로는 ‘here and now’라 하고, 한자어로는 

‘現法(현법)’이라 한다. 이처럼 ‘Diṭṭhe dhamme’는 초기불교에서 매우 중요

한 술어이다.  

  

지금 나의 이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런데 지금 나의 이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당연히 이전의 나의 모

습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에 내가 신체적으로 언

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의도적 행위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어 지금 나의 모습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kamma vipāka, 즉 업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게송에서 표현 된 것처럼 ‘Diṭṭhe dhamme savipāko 
(S1.49)’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현세에서 그 공덕을 받



고”라 하였다. 이는 선업공덕에 대한 것이다. 각묵스님은 “이것이 인간세상 

현재의 과보이며”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This is the result in this very 

life”라 하였는데 이를 번역하면 “이것이 바로 이 인생에서 받는 과보이다”

라 할 수 있다.  

  

이렇게 ‘Diṭṭhe dhamme savipāko (S1.49)’문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모

습을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전에 행한 의도적 행위가 

익은 것이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안락하다면 역시 이전 행위에 대하여 열매가 

익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게송에서 인색하고 더구나 걸식자를 욕하고 베푸는 것을 방해 하는 자가 

받는 과보를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하

게 사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지금 여기에서 부귀를 누리고 있다면 

이전에 삼보에 귀의 하여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게송에서 이런 설명이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것

이 무슨죄냐?”고 항변할 지 모른다. 그러나 원인과 조건과 결과의 연기법에 따

르면 가난한 것은 업에 대한 과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계를 준수하고 십선행을 하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

으로 청정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어둠의 세계에서 빛

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였듯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을 바

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왜 항상 지금 여기에서인가?  

  

살다보면 항상 어려움속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뜨거운 여름에는 너무 더워

서 괴로운데 그때 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

다. 또 추운 겨울날 살을 에는 추위와 맞닥뜨렸을 때 역시 결국 지금 여기에 있

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플 때 

결국 ‘지금 여기’라는 것을 절감한다.  

  

그런데 괴로움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를 실감’하는 것은 초기경전에서도 보인

다. 꼬깔리야의 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Nabhi nassati kassaci kammaṃ 

Iti ha taṃ labhate va suvāmi, 

Dukkhaṃ mando paraloke 

Attani passati kibbisakāri. 

  

결코 어떤 행위도 없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발견한다. (stn665) 

  

(Kokālika sutta-꼬깔리야의 경, 숫따니빠따 Sn3.10, 전재성님역) 

  

  

마지막 구절에서 ‘Attani passati kibbisakāri’가 있다, 이는 Attani 는 

‘Oneself, himself’의 뜻이고, passati 는 ‘sees; finds; understands.’의 

뜻이고, kibbisakāri 는  ‘a criminal’의 뜻이다. 따라서 ‘Attani passati 

kibbisakāri’에 대하여 직역을 하면 “범죄행위를 내가 스스로 본다”의 뜻이 

된다.  

  

이에 대하여 나까무라하지메는 “来世にあってはその身に苦しみを受ける(내세에 

그 몸의 괴로음 받는다)”라 하였다. 법정스님은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내

세에서 그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라 하였다. 나까무라하지메역과 법정스님역

을 보면 단지 내세에서 과보를 ‘받는다’라고 만 되어 있을 뿐 자신이 괴로움

을 ‘발견한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받는다’와 ‘발견한다’는 

그의 의미가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크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서’의 일이기 때문이다.  

  

도돌이표 인생 

  

어느 개그맨이 늦게 결혼하였다. 식장에서 하는 말이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

았지”라고 하며 미소짓는 장면을 TV 에서 보았다. 개그맨의 그 말이 이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그 개그맨은 몇 년 지나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

었다. 그때에도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라고 말을 했을까? 

  

누군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고통스러워 하며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

할 수 있다. 또 아파서 중병에 걸린자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할 수 있다. 또 누군가 임종을 맞이 하면서 “내 이날이 올 줄 알았다”라

고 말할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즐거울 때 보다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느낄 

때 “내 이날이 올 줄 알았다”라는 말이 더 실감 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거나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라

고 느낀다면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 가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서 늘 고통

스런 것이 본질임에도 잠시 외출 갔다가 되돌아 온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결국 원점으로 회귀 하기를 되풀이 하는 ‘도돌이표 

인생’과 같은 것이다.  

  

도돌이표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지금 여기서 고통을 맛볼 때라 볼 수 있다.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고통스러워 할 때, 병에 걸려 괴로워 할 때, 임종직전에 

이르렀을 때,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항상 ‘지금 

여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경에서는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내세에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발견한다. (Attani passati 

kibbisakāri,stn655)”라 하였을 것이다. 

  

인정사정없이 표현된 초기경전 

  

지금 여기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스스로 자기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래서 게송에서‘Attani passati kibbisakāri’라 하여 passati 가 ‘sees’의 

뜻으로 ‘본다’는 뜻이다. 고통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지금 여기

에서’ 가능한 일이다.  

  

만일 고통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매년 여름마다 ‘열대야’의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고통 

받는 순간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통은 항

상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가난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 가난은 실재하는 것

이다. 그 가난이라는 고통을 보게 된 것은 이전에 행위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경에서는 “Diṭṭhe dhamme savipāko(S1.49)”라 하여 직역

하면 “지금 여기에서 과보를 받는다”가 된다.  

  

이렇게 초기경전에서는 직설적으로 ‘인정사정없이’ 표현 되어 있다. 가난한 

원인이나 장애의 원인등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연기의 법칙에 어느 것 하나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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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섹스리스와 브라흐마짜리야 

  

  

가띠까라의 경(S1.50) 

  

상윳따니까야 아딧따왁가의 마지막 경은 ‘가띠까라의 경(S1.50)이다. 이렇게 

사람 이름이 경의 제목으로 될 수 있다.  

  

경에서 ‘가띠까라(Ghaṭīkārasutta)’라는 이름은 맛지마니까야에서도 나온다. 

81 번째 경인 ‘가띠까라의 경(M81)’이 그것이다. 각주에 따르면 도기장이 가

띠까라를 소재로 한 것이다. 과거불인 깟사빠붓다 당시 도기장이었던 가띠까라



는 까사빠붓다의 열렬한 신도 이었고, 그 법문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신의 친

구인 자띠빨라에게 설법을 듣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게송에도 등장한다.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 자들 

  

첫 게송에서 가띠까라가 읊는 게송이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vihaṃ upapannāse  

vimuttā satta bhikkhavo, 

Rāgadosaparikkhīṇā  
tiṇṇā loke visattikanti. 

  

(Ghaṭīkārasutta, S1.50) 
  

  

[가띠까라] 

“일곱 수행승이 해탈하여,  

성공으로 타락하지 않는 하느님 세계에 태어났네.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없애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건넜네.”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0, 전재성님역) 

  

  

[가띠까라] 

“일곱 분의 비구들이 해탈한 뒤에 

무번천(無煩天)의 세상에 태어났으니 

탐욕과 성냄 모두 완전히 없애 

세상에 대한 애착 건넜습니다.”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 경, 상윳따니까야 S1.50, 각묵스님역) 

  

  

[The devatii Ghafikgra:]  

“Seven bhikkhus reborn in Aviha  

Have been fully liberated.  

With lust and hatred utterly destroyed,  

They have crossed over attachment to the world. ” 

  

(Ghaṭīkāra, S1.50, 빅쿠보디역) 

  

  



게송에서 ‘Aviha’가 나온다. 이에 대하여 ‘성공으로 타락하지 않는 하느님세

계(전재성님역)’와 ‘무번천(無煩天, 각묵스님역)’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

다. 빅쿠 보디는 원어 그대로 Aviha 라 하였다.  

  

아위하는 33 세상도표를 보면 색계 4 선천의 정거천에 해당된다. 성전협 번역서

의 말미에 있는 세상도표에 따르면 정거천은 색구경천, 선견천, 선현천, 무열

천, 무번천 이렇게 다섯 천상이 있는데 게송에서 말하는 일곱명은 정거천의 가

장 마지막에 있는 무번천에 태어 났다고 하였다. 무번천은 수명이 1000 겁이다.  

  

이렇게 정거천에 태어나는 자들을 불환자라 한다.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 자라

는 뜻이다. 불환자들은 정거천에 태어나 수와 복을 누리다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상분결에서 해방되어 

  

정거천에 태어나는 불환자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설명한

다. 

  

  

Ke ca te ataruṃ saṅghaṃ 

 maccudheyyaṃ suduttaraṃ, 

Ke hitvā mānusaṃ dehaṃ  

dibbaṃ yogaṃ upaccaguṃ. 

  

(Ghaṭīkārasutta, S1.50) 
  

  

[세존]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땅인  

진흙의 늪을 건넌 사람은 누구이며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멍에마저 내려놓은 자는 누구인가?”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0, 전재성님역) 

  

 [세존]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런 흙탕 완전히 넘어버렸고 

인간의 몸도 버리고 천상의 속박도 넘어선 

그들은 대체 누군가?”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 경, 상윳따니까야 S1.50, 각묵스님역) 

  

  



[The Blessed One:] 

“And who are those who crossed the swamp,  

The realm of Death so hard to cross?  

Who, having left the human body,  

Have overcome the celestial bond?” 

  

(Ghaṭīkāra, S1.50, 빅쿠보디역) 

  

  

이 게송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다. 그러나 THE TIPIKATA 사이트에 실려 있

는 PTS 본에는 가띠까라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각

주를 보면 “모든 한 대화자의 이야기는 각가‘ti’로 마감 하므로 PTS 본과 달

리 두 번째시와 세 번째 시를 각각 세존과 가띠까라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라

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게송 말미에 ‘ti’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라고.”

의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게송에서 ‘dibbaṃ yogaṃ’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하늘의 멍에’와 ‘천상의 

속박’으로 번역 하였다. 빅쿠보디는 ‘the celestial bond’라 하였다. 

Celestial 이 ‘하늘의’ 뜻이므로 ‘하늘의 속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무엇

을 말할까?  

  

각주에서는 다섯가지 높은 단계의 결박이라 하였다. 이는 오상분결을 말한다. 

1) 유신견(sakkāya-diṭṭhi), 2) 회의적 의심(vicikicchā), 3) 계금취(Sīlabbata-

parāmāsa), 4) 감각적 욕망(탐욕, kāma-rāga), 5)  적의(성냄, paṭigha) 이렇게 

다섯 가지 장애 또는 족쇄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풀렸을 때 이를 아나

함 (anāgāmi) 이라 하고 죽어서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하여 불환자라 한다. 부

처님은 이 불환자들이 오상분결에서 해방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익숙한 이름, 우빠까와 뿌꾸사띠와 삥기야 

  

일곱명의  불환자들에 대하여 가띠까라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한

다. 

  

  

Upako palagaṇaḍo ca  
pukkusāti ca te tayo, 

Bhaddiyo bhaddadevo ca  

bāhudanti ca piṅgiyo.  
Te hitvā mānusaṃ dehaṃ  

dibbaṃ yogaṃ upaccagunti. 

  

(Ghaṭīkārasutta, S1.50) 
  



  

[가띠까라]  

“우빠까와 팔라간다와 

뿟꾸싸띠와 밧디야와 칸다데바와 

바후랏기와 삥기야는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멍에마저 내려놓았네.”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0, 전재성님역) 

  

  

[가띠까라] 

“우빠까, 팔라간다, 뿍꾸사띠, 이 세분 

밧디야, 칸다데와, 바후락기, 삥기야 

이들은 인간의 몸도 버리고 천상의 속박도 

완전히 넘어선 분 들입니다.”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 경, 상윳따니까야 S1.50, 각묵스님역) 

  

  

[Ghatikara:] 

“Upaka and Palaganda,  

With Pukkusati-these are three. 

Then Bhaddiya and Bhaddadeva, 

And Bahudanti and Piitgiya.  

These, having left the human body,  

Have overcome the celestial bond.” 

  

(Ghaṭīkāra, S1.50, 빅쿠보디역) 

  

  

게송에서는 일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중 익숙한 이름이 있다. 우빠까와 뿌

꾸사띠와 삥기야이다. 나머지 이름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나머지 네 

명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232 번각주”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빅쿠 보디  

“The identity of the other bhikkhus cannot be established.(CDB 111 번 각

주)”라 하여 역시 불분명함을 말하고 있다. 

  

게송에서 언급된 세 명 빅쿠 이름은 친숙하다. 우빠까는 맛지마니까야 ‘고귀한 

구함의 경(M26)’에 등장하고, 뿌꾸사띠 역시 맛지마니까야 ‘세계에 대한 분석

의 경(M140)’에 등장한다. 삥기야는 숫따니빠따  ‘학인 삥기야의 질문에 대한 

경(Sn5.17)’에 등장한다.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고 있으나, 각묵스님의 경우 ‘~인듯 하다’라 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우빠까는 부처님의 최초 제자가 될 뻔 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이 상윳따니까야

와 맛지마니까야에 등장한다. 우빠까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빠까는 사명외도(Avijika)였는데, 부처님이 이씨빠따나에서 초전법륜을 설하

기 위해 가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이다. 그 때 우빠까는 부처님이 무한승자

인가를 물어 보았다. 부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럴지도 모르지’하고 다

른 길을 갔다. 그 후 우빠까는 방까하라 지방으로 가서 사냥꾼의 딸 짜빠와 사

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해서 사냥꾼이 잡아 오는 고기를 팔면서 살았다.  

  

그럭저럭 그들에게는 쑤밧다라는 아들이 생겼다. 짜빠는 아들이 울 때 마다 고

행자의 아들이라고 놀려댔다. 그러면 우빠까는 ‘무한승자’이야기를 하곤 하다

가 마침내 부처님에게 나아가 출가하여 돌아 오지 않는 님(불환자)에 도달하여 

‘성공으로 타락하지 않는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무번천)’에 이르렀다.  

  

(409 번 각주, 전재성님) 

  

  

우빠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빠까가 ‘싱거운 사람’으로 보인다. 이는 경에

서 그렇게 표현 되어 있다. 

  

우빠까는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맑고 피부색은 청

정하다. 벗이여, 그대는 무엇을 위하여 출가하였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즐겨 배우는가?(M26)”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게

송으로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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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처님이 “나와 견줄 만한 이 없네”라 하고, 또 “우빠까여, 나는 승

리자가 되었네”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우빠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경에

서는 “ ‘벗이여,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샛길로 사라

졌다.(M26)”라고 되어 있다.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한 것은 ‘huveyyapāvuso’이다. 여기서 huveyy 는  

‘it may be’로 “아마 그럴지도”의 뜻이다. Āvuso 는 ‘friend; brother’의 

뜻으로 ‘벗이여’ 또는 ‘도반이여’라고 번역된다.  



  

이 ‘huveyyapāvuso’과 관련하여 초불연 번역을 보면 “도반이여, 그렇게 되기

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빅쿠보디와 빅쿠냐나몰리가 영역한 MDB 에서는 

‘May it be so, friend.’라 되어 있다. 우리말로 “친구여, 아마 그럴지도”

의 뜻이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huveyy 는 ‘may be’의 뜻이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도 ‘it may be’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의 “도반이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로 된 번역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우빠까가 반신반의 하며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huveyyapāvuso’라 말한 것은 “친구여,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may be 의 

뜻으로 번역한 것이 타당해 보인다.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삶 

  

경에서 가띠까라는 깟사빠 부처님 당시 그릇을 굽는 도공이었다. 아버지와 어머

니를 부양하고 깟사빠 붓다를 따르는 신도이었다. 그런데 게송에서 가띠까라는

는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Virato methunā dhammā  

brahmacārī nirāmiso, 

Ahuvā te sagāmeyyo  

ahuvā te pure sakhā. 

  

(Ghaṭīkārasutta, S1.50) 
  

  

“성적교섭의 습관을 멀리하고 

세속의 자양을 여의고 청정히 수행했고 

나는 당신의 고향사람  

그 옛날 당신의 벗이었네.”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0, 전재성님역) 

  

  

“성행위를 완전히 금하면서 지낸 저는 

욕망 여읜 청정범행 부지런히 닦았나니 

그런 저는 당신과 동향이었고 

그때 저는 당신의 친구였지요.” 

  

(Ghaṭīkārasutta- 가띠까라 경, 상윳따니까야 S1.50, 각묵스님역) 

  

  



“I abstained from sexual intercourse,  

I was celibate, free from carnal ties.  

I was your fellow villager, 

In the past I was your friend.” 

  

(Ghaṭīkāra, S1.50, 빅쿠보디역) 

  

  

가띠까라는 청정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빠알리어로 

brahmacārīya 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맛지마니까야 각주에서 의 각주에 

따르면 “이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M4, 179 번 각주)”라고 하

였다.  

  

순결하지 못한 삶, 아브라흐마짜리야(abrahmacariyā)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청정한 삶’을 실현 하는데 있어서 성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출가한 빅쿠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이는 위방가

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Katamo ca bhikkhave, sammākammanto: yā kho bhikkhave,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adinnādānā veramaṇī abrahmacariyā veramaṇī,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kammanto.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행위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1)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2)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3)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한다. 

  

(Vibhaṅgasutta-분별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8, 전재성님역) 

  

  

위방가경에 대하여 ‘분별의 경’이라 하는데, 이는 ‘팔정도’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올바른 행위 즉, ‘정업’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항을 보면 ‘순결하지 못한 삶’이 나온다. 이를 

abrahmacariyā 라 하였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여기서 청정행은 출가자에

게 해당되고 재가신도에게는 대신에 불사음이 들어 간다. (s45.8, 43 번 각



주)”라 되어 있다. 그런데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라 

되어 있다. 아브라흐마짜리야(abrahmacariyā)에 대하여 ‘삿된 음행’으로 해석

해 놓은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출가자에게 있어서 청정한 삶을 실현 하

기 위하여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임을 말한다.  

  

청정한 삶,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ā)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성적교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숫따니빠따에서도 

실려 있다.  

  

  

Brahmacariyañca sīlañca  

ajjavaṃ maddavaṃ tapaṃ  

Soraccaṃ avihiṃsañca  

khantiñcāpi avaṇṇayuṃ.  

 

 

 Yo  nesaṃ paramo āsi  

brahmā daḷhaparakkamo  
Sa cāpi methunaṃ dhammaṃ  

supinantepi nāgamā.  

  

  

청정한 삶과 계행을 지키는 것,  

정직하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온화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stn292) 

  

그들 중에서 으뜸가는  

용맹스런 바라문들은  

성적 교섭에 빠지는 일을  

꿈속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tn293) 

  

(Brāhmaṇadhammikasutta-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 숫따니빠따 Sn2.7, 전재성님

역) 

  

  

stn292 의 첫번째 구절에 Brahmacariya 가 있다. 이를 ‘청정한 삶’이라 번역하

였다. 그런데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적교섭을 삼가는 것’이라 하였다.  

  



stn293 에서 methunaṃ 이 있는데 이는 ‘sexual intercourse’의 뜻이다. 그래

서 주석에 따르면 “청정한 삶은 성적교섭을 삼가는 삶(Prj.II.317)”이라 하였

다. 

  

부처님이 새롭게 해석한 브라흐마짜리야 

  

가띠까라의 경에서 가띠까라는 “Virato methunā dhammā brahmacārī 

nirāmiso(S1.50)”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성적교섭의 습관을 멀

리하고 세속의 자양을 여의고 청정히 수행했고”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성행

위를 완전히 금하면서 지낸 저는 욕망 여읜 청정범행 부지런히 닦았나니”라 하

였다. 빅쿠 보디는 “I abstained from sexual intercourse, I was celibate, 

free from carnal ties”라 하였다.  

  

이렇게 초기경전에서 출가한 빅쿠에게 성적교섭은 금지 되어 있다. 청정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정한 삶 또는 청정범행이라는 말이 브

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이다. 이는 brahma(梵)와 cariya(行)의 복합어기 때

문이다.  

  

브라만의 행에 대하여 청정한 삶이라 한 것은 부처님 당시 타락한 브라만에 반

대하였기 때문이다. 예전의 브라만은 인생사주기라 하여 학습기, 가주기, 임서

기, 유행기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브라만의 삶의 방식을 부처님이 새롭게 해석

한 것이 ‘브라흐마짜리야’이다. 이는 법구경 ‘바라문의 품(26)’에서  “나

는 그를 브라만이라 부른다”라는 정형구가 들어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재해석한 ‘바라문’에 대하여 아라한과 동급으로 보

았다. 그래서 범행을 뜻하는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 즉, ‘청정한 

삶’이 가르침의 목표가 된 것이다.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적교섭을 

금지한 것이다.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 

  

출가하여 걸식에 의존하며 거처없이 유행하는 출가수행자에게 있어서 성적교섭

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성적교섭은 장애 요

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Eko pubbe caritvāna 

Methunaṃ yo nisevati, 

Yāniṃ hantaṃ va taṃ loke 

Hinamāhu puthujjanaṃ. 

  

Yaso kittiñca yā pubbe 

Hāyate vā pi tassa sā, 



Etampi disvā sikkhetha 

Methunaṃ vippahātave. 

  

  

여태까지는 홀로 살다가  

나중에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수레가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속한 자라 부릅니다. (Stn816) 

  

지금껏 그가 가졌던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성적 교섭을  

끊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Stn817) 

  

(Tissametteyya sutta -띳사 멧떼이야의 경, 숫따니빠따  Sn4.7,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성적교섭에 탐닉하는 자의 고뇌에 대한 것이다. 청정한 삶을 실현하

기 위한 수행자가 성적교섭에 탐닉하였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릴 수 있음을 

말한다.  

  

바라이죄를 지으면 승단에서 추방된다. 마치 세속에서 목이 잘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자는 머리가 잘릴 만한, 비난 받을 만한 악업을 지었구

나.” ( A4:242)”라 한 것이다.  

  

이처럼 타락한 반승반속에 대하여 세상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그리고 마치 화

장터에서 타다만 나무토막 보듯 한다. 그래서 성적교섭과 같은 바라이죄를 지으

면 이제까지 쌓아 왔던 명예와 칭송을 모두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황진이와 지족선사의 이야기가 있다. 십년동안 공부하여 살아 있는 부처 즉, 생

불로서 추앙받던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의도적인 유혹으로 결국 파계하고 말았을 

때 사람들은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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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18. 지금 이순간에도 법비(雨寶)는 내리고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누구나 하나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고 기댈 언

덕이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위안이 된다. 그렇다면 사람

들은 어떤 것에 믿고 의지할까? 상윳따니까야에서 하늘 사람이 부처님에게 이렇

게 묻는다.  

  

  

“무엇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세상에서 최상의 벗은 누구인가?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키우랴?” (S1.54, 전재성님역) 

  

  

하늘사람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의 의지처는 누구인지, 최상의 벗

은 누구인지, 그리고 땅에 사는 존재들은 무엇에 의지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이

다.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puttā vatthu manussānaṃ 

 bhariyāva1 paramo sakhā,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 

  

[세존]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최상의 벗은 아내이고,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비[雨]라는 존재들이 그들을 키우네.” 

  

(Vatthusutta-의지처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4, 전재성님역) 

  

  

늙으면 아들이 의지처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라 하였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빠알리어 ‘뿟

따(puttā)’이다. Puttā 는 남성명사로서 ‘a son; a child, 子, 子息; 男児’

의 뜻이다. 단수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아들 하나만을 가리키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이라 하였을 때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아들들이 인간들의 의지처이며”라 하였다. 아

들과 인간을 모두 복수로 사용하였다. 이 구절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

역하였을까? 빅쿠보디의 CDB 를 검색하여 보았다. 찾아 보니 “Sons are the 

support of human beings”라 되어 있다. Sons 와 human beings 로 되어 있어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아들들이 인간들의 의지처이

다”라고 번역된다. 이렇게 CDB 와 초불연에서는 복수로 사용하여 번역하여 놓

았다.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라는 것은 무슨뜻일까? 이에 대하여 성전협의 각주에 따르

면 “늙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의지처가 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산

업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또 유교의 덕목

이기도 하였다.  

  

유교에서는 여자의 경우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의

지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은 

남자도 예외가 아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커서는 배우자에게 의지하

고 노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는데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최상의 벗은 아내이고”라 하였다. 이는 삶의 중간 단계

라 볼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함을 말한다.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상의 벗은 남편이다”가 될 것이다.  

  

최상의 벗은 아내라고 하였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아내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아내가 있길래 친구 같은 아내가 최상이라 하였을까? 앙굿따라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아내의 종류가 있다. 

  

  

[세존] 

쑤자따여,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아내가 있다. 일곱 가지란 무엇인

가? 쑤자따여, 살인자와 같은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지배자와 같은 아내, 어

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와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 하인과 같은 아내이

다. 쑤자따여,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아내가 있다. 쑤자따여, 그대는 

이들 가운데 어떠한 아내인가?” 

  

(일곱가지 아내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7.63,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하였다. 듣기에도 섬뜻한 ‘살인자 같은 

아내’도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하인과도 같은 아내’도 있다.  

  

악한 아내(惡妻)와 착한 아내(善妻) 



  

이와 같은 일곱종류의 아내에 대하여 경을 근거로 하여 표로 만들었다. 

  

  

No 분  류 특    징 비고 

1 살인자와 같은 아내 -남편에게 연민이 없음 

-다른 남자에 빠져 남편을 멸시함 

-악한 마음으로 살해 하고자 함 

악처 

2 도둑과 같은 아내 -남편이 벌어들인 재산을 

자신을 위해 조금씩 훔침 

악처 

3 지배자와 같은 아내 -하는 일 없이 나태하게 잔뜩먹음 

-사납고, 험담을 하고, 거친 말을 함 

-남편을 제압하며 지냄 

악처 

4 어머니와 같은 아내 -항상 남편에게 연민함 

-어머니가 외아들 돌보듯 남편을 돌봄 

-남편이 벌어들인 재산을 수호함 

선처 

5 누이와 같은 아내 -남편을 지극한 공경심으로 대함 

-부끄러워 하며 남편에게 순종함 

선처 

6 친구와 같은 아내 -남편 앞에서 항상 즐거운 모습을 보임 

-계행을 지키며 헌신함 

선처 

7 하인과 같은 아내 -몽둥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음 

-악한 마음 없이 남편에게 인내함 

-분노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함 

선처 

  

  

일곱종류의 아내에 대한 특징을 보면 악처와 선처로 나눌 수 있다. 표에서 ‘악

처’로서는 살인자 같은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지배자와 같은 아내 이렇게 

세 종류를 들 수 있다. ‘선처’로서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와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 하인과 같은 아내 이렇게 네 종류의 아내를 들 수 있다.  

  

기뻐하듯 남편을 대하는 아내 

  

 ‘최상의 아내’는 어떤 것일까? 상윳따니까야 게송에서도 표현 되어 있듯이 

‘친구와 같은 아내’이다. 최상의 아내라 일컬어 지는 ‘친구와 같은 아내’에 

대한 게송은 다음과 같다. 

  

  

Yā cīdha disvāna patiṃ pamodati 

Sakhī sakhāraṃva cirassamāgataṃ, 

Koleyyakā sīlavatī patibbatā, 

Yā eva rūpā purisassa bhariyā 

Sakhī ca bhariyāti ca sā pavuccati. 

  



[세존] 

친구가 멀리서 오면 친구를 보고 기뻐하듯 

여기 아내가 남편을 보고 기뻐한다. 

고귀한 계행을 지닌 그녀는 남편에 충실하다. 

이와 같은 아내가 있다면, 

그녀는 친구와 같은 아내라고 불리네. 

  

(일곱가지 아내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7.63, 전재성님역) 

  

  

친구와 같은 아내에 대한 특징 중에 가장 잘 표현된 문구가  “친구를 보고 기

뻐하듯”일 것이다.  오랜 친구를 만나면 반갑고 기뻐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것

을 말한다. 그래서 “남편을 보고 기뻐한다(patiṃ pamodati)”라 하였다. 이렇

게 남편보기를 친구보듯 기뻐하는 아내가 최상의 아내라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커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의존하고 늙어서

는 아들에게 의존한다. 그런데 게송을 보면 의존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

은 ‘땅’이다. 산업사회와 달리 농경사회에서는 땅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류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게송에서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뭇삶이라 번역한 것은 pāṇā 이다. 빠나(pāṇā)는 ‘life; breath; 

a living being, 生物, 有情, 生類, 生命’의 뜻이다. 이 빠나에 대하여 성전협

에서는 ‘뭇삶’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생명’이라 하였다. 빅쿠보디의 

CDB 에서는 ‘생물, 동물, 생명체, 창조물’의 뜻이 있는 ‘The creatures’라

고 번역 하였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땅에 의지한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까? 모두 말라 죽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비[雨]라는 존재들이 그

들을 키우네.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라 하였다. 여기서 존재라고 번역한 

것은 ‘bhūta’이다. 부따(bhūta)는 bhavati 의 과거분사형으로 ‘become; 

existed’의 뜻이다. 따라서 ‘이미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이미 있

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bhūta 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존재’라고 번역하였

다. 그래서 “비[雨]라는 존재들이 그들을 키우네.”라 하여, 비가 뭇삶(생류, 

pāṇā)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묘사 되고 있다. 이런 비는 어떤 성격일까? 

  

법화경 약초유품에서 

  

경전에서는 비에 대한 묘사가 종종 보인다. 대승경전인 법화경에 비에 대한 비

유가 있다. 법화칠유 중의 하나인 ‘약초유(藥草喩)’ 이다. 약초유는 어떤 내

용일까. 법화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섭아,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내와 골짜기와 땅 위에 나는 모든 초목

이나 숲, 그리고 약초는 많지마는 각각 그 이름과 모양이 다르니라.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비가 고루 내려 흡족하면, 모

든 초목이나 숲이나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중

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

이며 여러 나무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종류와 성질을 따라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니. 비록 한 땅에서 나는 것이며 한 비로 적시는 것이지마는,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저마다 차별이 있느니라. 

  

(법화경, 약초유품) 

  

  

이 세상의 모든 초목은 비를 맞고 자란다. 그런데 일정한 지역에 비가 내리면 

차별 없이 골고루 내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명과 같은 비를 받아 들이는 것

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줄기를 가졌으면 똑 같은 비가 내리더

라도 더 많이 받아들임을 말한다. 그래서  풀과 나무 마다 차별이 있음을 말한

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같은 비를 맞고 자라도 풀과 나무가 차별이 있는 것처

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자의 근기에 따라 차별이 있음을 말한다. 

  

약초유(藥草喩)의 원형이 빠알리니까야에 

  

그런데 법화경 약초유의 원형이 빠알리 니까야에 보인다는 사실이다. 약초유의 

오리지널 버전은 어떤 것일까?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Vuṭṭhi alasaṃ analasañca  

mātā puttaṃva posati,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듯, 

비가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은 자 모두를 키우니, 

비의 존재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네.” 

  

(Pajjotasutta-불빛의 경, 상윳따니까야 S1:80, 전재성님역) 

  

  



비는 게으른자나 부지런한 자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뿌린다고 하였다. 이에 대

하여 어머니의 자식사랑으로 비유하고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자식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

다. 이처럼 부모사랑에 대하여 비로 비유하였다. 그런데 경전에서 비는 가르침

으로 비유 된다. 모든 생류에게 차별 없이 비가 내리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차

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에서 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비와 어머니와 담마는 동의어 

  

‘불빛의 경(S1:80)’ 게송에서 “비의 존재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네.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 S1:80 )”라 하였

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앞서 언급된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비[雨]라는 존재

들이 그들을 키우네.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S1.54)” 구절의 빠알리어 구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만 

우리말 번역만 약간 달리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빠알리 구문에 대한 두 한

글번역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 분 의지처의 경(S1.54) 불빛의 경(S1:80) 

빠알리어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 

성전협 

전재성님역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비[雨]라는 존재들이 그들을 

키우네. 

비의 존재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

네. 

초불연 

각묵스님역 

땅에 의지해서 사는 생명들

은 

비로 목숨을 연명하노라. 

땅에 의지해서 사는 생명들 

바로 그들 삶을 영위 하도다. 

CDB 

빅쿠보디역 

The creatures who dwell on 

the earth 

Sustain their life by rain  

Those creatures who dwell on 

the earth 

Sustain their life by rain.  

  

  

 가장 큰 차이는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에 대한 번역이다. 전재성님은 이

빠알리 구문에 대하여 ‘Vuṭṭhibhūta ūpajīvanti’라 하였다. PTS 본과 달리  

Vuṭṭhi 와 bhūta 를 합하여 Vuṭṭhibhūta 라 한 것이다. 그래서 번역도  ‘비[雨]라

는 존재들’ 또는 ‘비의 존재’라 번역 하였다. 그러나 초불연의 경우 단지 

‘비’만 표시 하였다. 초불연 번역서에는 각주에 빠알리 원문을 실려 있지 않

다. 그러나 성전협의 각주에는 게송에 대한 빠알리어가 각주에 모두 실려 있어

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비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

머니가 아들을 키우듯(mātā puttaṃva posati, S1.80)”이라 하여 비에 대하여 



어머니로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비와 어머니는 동의어이다. 또 비는 담마와 

동의어이다. 이렇게 본다면 비와 어머니와 담마는 똑 같은 말이 된다.  

  

지금 이순간에도 법비(雨寶)는 계속 내리고 

  

불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

처님과 가르침과 성스런 상가에 대하여 귀의하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것이

다. 따라서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

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이보(二寶)이다. 부처님이 면전에 있지 않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부처님이 안계시는 것일까?  

  

빠알리니까야를 열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이 설하였던 내용

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이 면전에 있는 듯하고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dhammaṃ passati so maṃ passati, yo maṃ passati so 

dhammaṃ passati. S22:87)”라 하셨다.  

  

부처님의 원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원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가르침의 비를 맞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침이 전승 되어 왔다는 것은 계속 

‘법비(雨寶)’가 내려 왔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

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화경 약초유에서와 같이 차별없이 비가 내리지만 저

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것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경

전에 대하여 선별하여 받아 들이고 또 어떤 이는 경전을 무시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함 없이 전승 되어 왔다. 그리고 마치 공기처럼 항상 법계

에 진리로서 남아 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은 ‘비’와 같은 것이다. 법비가 항

상 내리고 있지만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은 각자 선택에 달렸다. 그러건 말건 지

금 이순간에도 법비는 계속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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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의 특징 네 가지 

  

  

하늘사람(devata)이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묻는다. 

  



  

“무엇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무엇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며, 

무엇이 윤회에 떨어지고 

무엇이 사람의 운명인가?”(S1.57, 전재성님역)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Taṇhā janeti purisaṃ  

cittamassa vidhāvati, 

Satto saṃsāramāpādi  

kammaṃ tassa parāyaṇanti. 
  

[세존] 

“갈애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마음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며 

뭇삶이 윤회에 떨어지고 

행위가 그의 운명이네.” 

  

(Tatiyajanetisutta-태어남의 경 3, 상윳따니까야 S1.57, 전재성님역) 

  

  

윤회의 직접적인 요인은? 

  

첫 번째 구절에서 하늘사람의 “무엇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가? (Kiṃ su 

janeti purisaṃ)”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갈애가 사람을 태어나게 

한다 (Taṇhā janeti purisaṃ)”고 하였다.  

  

왜 갈애가 태어나게 할까? 이는 십이연기 정형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가 하였기 때문에 바로 갈애로 인하여 태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갈애는 접촉에서 시작 된다는 사실이다. 눈, 귀, 코등 감각기관의 접촉

에 따라 좋고 싫음의 느낌이 일어 나는데,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갈애가 발

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회의 직접적인 요인은 다름아닌 

갈애로 볼 수 있다.  

  

갈애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 

  

이런 갈애를 빠알리로 ‘딴하(Taṇhā)’라 한다. 영어로는 문자적으로 thirst(갈

증)라 하여 갈망(craving)을 뜻한다. 이런 갈망은 고통을 유발하는 ‘뿌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재생하게 하여 끊임 없이 윤회의 사이클을 일으키는 요인

이다. 이와 같은 갈애에 대하여 마하사띠빳따나경(대념처경, D22)에 잘 설명되

어 있다.   

  

  

katamañca bhikkhave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yāyaṃ taṇhā ponobhavikā 
nandirāgasahagatā tatra tatrābhinandinī, seyyathīdaṃ: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Sā kho panesā bhikkhave taṇhā kattha uppajjamānā uppajjati: kattha 
nivisamānā nivisati: yaṃ loke piyarūpaṃ sātarūpaṃ etthesā taṇhā 
uppajjamānā uppajjati, ettha nivisamānā nivisati kiñca loke piyarūpaṃ 

sātarūpaṃ: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다시 태

어남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에서 환희 하는 갈애, 곧 감

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갈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것, 

즐거운 것이 있다면, 갈애는 그곳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안착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S22.26, 전재성님역) 

  

  

디가니까야의 마하사띠빳따나경(대념처경, D22)에서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집성제)’에 대한 설명이다. 고통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갈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애는 재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존재로 하여금 세세생생 윤회

하게 한다.  

  

갈애의 타파에 대한 감흥어 

  

부처님의 오도송에서는 이 갈애의 타파에 대한 감흥이 있다. “집짓는 자여, 그

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Gahakāraka diṭṭhosi puna 
gehaṃ na kāhasi, Dhp154)”라는 내용이다. ‘집짓는 자’를 갈애로 본 것이

다.  

  

이런 집짓는 자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꺽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

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Sabbā te phāsukā bhaggā, 

gahakūṭaṃ visaṅkhitaṃ, Visaṅkhāragataṃ cittaṃ, taṇhānaṃ khayam-ajjhagā, 

dhp154)”라고 감흥어로 읊은 것이다. 

  

Vidhāvati, ‘방황하다’인가 ‘치달린다’인가? 



  

두번째 구절에서 하늘사람이 “무엇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는가? (kiṃ su tassa 

vidhāvati)”라고 질문하였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무엇이 사람을 치달리게 

합니까?”라고 번역하였다. ‘방황하다’와 ‘치달리다’의 차이이다. 이는 

vidhāvati 에 대한 번역차이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치달린다(vidhāvati)는 것은 여러가지 형태

로 달린다는 말이다. 즉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난다는 마음(citta)을 두고 한 말

이다.”라고 주석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Vidhāvati 에 대하여 빠알리 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Vidhāvati 는 ‘[vi 

+ dhāv + a]’로 분해 되며 ‘runs about; roams, 走り廻る, 彷徨す, 迷う’의 

뜻이다. ‘이리저리 방황하다’의 뜻이다.  

  

그런데 초불연의 번역어 ‘치달린다’에 대한 국어사전의 의미는 이와 다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치달리다’의 뜻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여 달리다”라고 

정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아래에서 위로 치솟듯이 또는 솟구치듯이 올라

가며 달리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초불연의 Vidhāvati 에 대하여 치달리다라고 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답송이 “cittamassa vidhāvati”이기 때문

이다. 이 구절은 “마음이 사람에게서 방황한다(전재성님역)”으로 번역된다. 

각묵스님도 “마음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며”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무엇이 방황합니까”라는 질문에 “마음이 방황합니다”가  올

바른 번역이 된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무엇이 치달립니까?” 에 대하여 

“마음이 방황합니다”라고 하여, vidhāvati 에 대하여 ‘치딜린다’와 ‘방황

한다’로 달리 번역하였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여서 치달리고? 

  

‘치달리다’와 ‘방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다. 그런데 초불연에서‘치달리

다’라는 말을 사용한 예가 또 있다. 초불연의 15 상윳따인 ‘시작을 알지 못함 

상윳따’에 다음과 같은 번역이 있다. 

  

  

Anamataggoyaṃ bhikkhave, saṃsāro, pubbā koṭi na paññāyati 
avijjānīvaraṇānaṃ sattānaṃ taṇhāsaṃyojanānaṃ sandhāvataṃ saṃsarataṃ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 (S15.1) 

  



  

이 문구는 ‘아나마딱가상윳따(S16)’에서 볼 수 있는 정형구이다. 그런데 번역

에서 각묵스님은 ‘치달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치달리고’에 

해당되는 말이 sandhāvataṃ이다.  

  

Sandhāvati 는 ‘runs through; transmigrates. 走り廻る, 流転す, 輪廻す’의 

뜻이다. 앞서 게송에서 언급된 Vidhāvati 와 비슷한 말이다. 그래서 Sandhāvati

는 마치 바퀴가 앞으로 굴로 가듯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또 배회하듯이 도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행위인 

‘치달리다’라 번역하였다. 이 구문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유전하고 윤회하

므로”라 하여, Sandhāvati 에 대하여 ‘유전(流轉)하다’의 뜻으로 번역하였

다.  빅쿠 보디는 vidhāvati 에 대하여 ‘runs around’로 번역하여 ‘이리저리 

돌아 다니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마음이 왜 방황하는 것일까?  

  

종잡을 수 없는 마음 

  

마음은 좀처럼 가만 있지 않는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

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것(dhp33)”이 마음이라 하였다. 또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것과 같다(dhp34)”고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음에 대한 법구경 게송을 보면 dhp33 에서 부터 

dhp37 까지 5 개의 게송으로 설명되어 있다. 한마디로 마음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제멋대로의 마음에 대하여 가장 알기 쉽게 설

명한 것이 원숭이 비유이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Seyyathāpi bhikkhave, makka ṭo araññe pavane caramāno sākhaṃ gaṇhāti. Taṃ 

muñcitvā aññaṃ gaṇhāti: taṃ muñcitvā aññaṃ gaṇhāti: evameva kho 
bhikkhave yadidaṃ vuccati cittaṃ itipi mano itipi viññāṇaṃ itipi. Taṃ 

rattiyā ca divasassa ca aññadeva uppajjati, aññaṃ nirujjha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삼림의 숲속으로 다니면서 한 가지를 붙잡았

다가 그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가지를 붙잡는 것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

이 이 마음이나 정신 내지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밤낮으로 바뀌면서 다른 것

이 생겨나고 다른 것은 소멸한다. 

  

(Pathamaassutavantusutta-배움이 없는 자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12:61, 전재

성님역)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 있지 않다. 눈을 두리번 거리며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수시로 옮겨 다닌다. 마음도 원숭이와 같아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이 마음이나 정신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바뀌면서 다른 것이 생겨나고 다른 것이 다른 것은 소멸한

다.( vuccati cittaṃ itipi mano itipi viññāṇaṃ itipi. Taṃ rattiyā ca 

divasassa ca aññadeva uppajjati aññaṃ nirujjhati. S12.67)”라 하신 것이

다. 여기서 citta(마음)와 mano(정신)과 viññāṇa(의식)에 대하여 모두 ‘마음’

으로 취급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제멋대로라는 것은 ‘좌선’을 해 보면 알 수 있다.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 등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일어난다. 몸은 서

울에 있지만 마음은 부산에 가 있기도 하고 어느새 다른 나라에 가 있기도 하

다. 또 경전외우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역시 제멋대로 임을 알 수 있다. 게송을 

외우다 보면 마음이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듯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일까 “내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이 

있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수평선을 

날으네~”라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이다.  

  

제멋대로인 마음의 특징 네 가지 

  

이처럼 제멋대로이고 통제가 되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  마음은 길들이기 어렵다.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여서 원하는 곳은 어디라도 가며, 자유롭게 떠돌아 다닌다. 마음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는가? 상상만으로도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가?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들어 오는 마음을 막을 수 없다. 마음에는 장벽

이 없다.  

  

2. 마음은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마음은 빠르게 일어났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매우 빠른 속

도로 변화한다. 한 순간 행복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슬퍼진다.  이 순간에 행

복 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화를 낸다.  이순간에는 공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

는 그렇지 않다.  

  

3. 마음은 제멋대로이다. 



  

마음은 자기가 선택한 마음의 대상에 스스로의 의지로 다가간다. 그러므로 수행

자가 불 법 승 삼보와 정신, 물질이라는 특정한 마음의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은 쉽지 않다.  위빠사나를 처음 시작한 수행자는 정신적대상과 물질적 대상에 

집중을 하려고해도 마음이 여기 저기로 돌아 다닌다. 그 마음은 시장으로, 사무

실로, 학교로 어디든 돌아다닌다.  

  

4. 마음은 원래 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한다. 

  

마음은 여간해서는 선한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은 선하지 않은 생각과 선

하지 않은 대상에 빠져 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수행자 개인의 성품이 그

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원래 마음의 성품이 선하지 않은 행위를 좋아 한다.  

마음은 좋지 않은 것을 즐긴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마음은 대부분 선하지 않

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우 쿤달라 비왐사,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행복한 숲) 

  

  

위 네 가지 마음의 속성에서 세 번째인 ‘마음은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진다’가 

‘생멸’에 대한 것이다. 책에 따르면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면, 번개가 번쩍 

하는 동안, 또는 눈이 한 번 깜박거리는 동안에 몇 조에 달하는 의식이 일어나

서 변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나 

정신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바뀌면서 다른 것이 생겨나고 다른 

것이 다른 것은 소멸한다.(S12.61)”라고 하였을 것이다. 또 “마음이 사람에게

서 방황하며(cittamassa vidhāvati, S1.57)”라 한 것이다. 

  

어머니의 모태에 탁태하는 존재 

  

세 번째 구문에서 하늘사람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윤회에 떨어지는

가?( Kiṃ su saṃsāramāpādi)”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뭇삶이 

윤회에 떨어진다(Satto saṃsāramāpādi)”라 하였다. 초불연에서는 “중생이 윤

회에 들어간다”라고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A being enters upon samsara”

라 하여 “존재가 윤회에 들어 간다”라고 하였다.  

  

빠알리어 ‘삿따(Satta)’에 대하여 ‘뭇삶, 중생, A being’으로 각각 번역하

였다. 이런 삿따에 대하여 성전협 각주에 따르면 “존재를 뜻하지만 어머니의 

모태에 탁태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라 하였다. Satta 에 대한 초불연과 CDB 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모태에 ‘탁태’ 한다는 것은 화생을 제외하고 ‘인간’과 ‘축생’을 의미한다

고 보여진다. 태생을 말한다. 이런 태생이 윤회에 ‘떨어지는 것’ 또는 ‘들어 



가는 것’이라 하였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을까? 이는 saṃsāramāpādi 에 

있다.  

  

saṃsāramāpādi 는 saṃsaraṃ+ āpādi 이다. saṃsaraṃ은 ‘saṃsarati 의 ppr. 

sg. Nom’이다. saṃsarati 는 ‘moves about continuously; transmigrates.。輪

廻す, 動き廻る’의 뜻으로 ‘윤회하다’로 번역된다. 어떻게 윤회하는가? 뒤이

어 붙는 말이 āpādi 인데, 이는 ‘got into; underwent; met with.’의 뜻이다. 

따라서 saṃsāramāpādi 는 ‘윤회로 들어간다, 윤회에 떨어진다’로 번역된다. 

어디로 떨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각주에서와 같이 모태에 ‘탁태’되는 것

을 말한다. 

  

게송에서 윤회에 떨어지는 존재에 대하여 탁태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사람이

나 축생을 뜻한다. 왜 그럴까? 이는 앞 게송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엇이 사람

을 태어나게 하였는가? (Kiṃ su janeti purisaṃ)”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여기

서 사람을 뜻하는 말이 purisa 이다.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purisa 는 ‘a male; 

a man, 人, 男, 男子’의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갈애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Taṇhā janeti purisaṃ)”라 하여 사람이 태어남을 분명하게 말씀 하셨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게송에서 윤회하는 존재는 사람과 같은 ‘태생’임을 

알 수 있다.  

  

parāyaṇanti, 운명인가 귀결점인가? 

  

네 번째 구절에서 하늘사람이 “무엇이 사람의 운명인가? (kiṃ su tassa 

parāyaṇanti)”라고 묻든다. 이에 부처님은 “행위가 그의 운명이네.(kammaṃ 

tassa parāyaṇanti)”라고 답하였다. 이 구절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업이 그 

귀결점이니라”라 하여, 초불연에서는 깜마(kamma)에 대하여 ‘업(業)’으로 번

역하였다. 빅쿠보디는 “Kamma determines his destiny.”라 하여 “깜마가 그

의 운명을 결정한다”의 뜻으로 영역하였다. 이렇게 깜마에 대하여 행위, 업, 

그리고 원어 그대로 각각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전협과 CDB 에서 ‘운명’이라고 번역한 parāyaṇanti 가 있다. 이 말은 

parāyaṇa + anti 로서, parāyaṇa 는 ‘support; rest; relief; the final end 

(in cpds.) aiming at; ending in; destined to; finding one's support in.’

로 여러 뜻이 있다. ‘최종목적 (the final end)’ 또는 ‘운명(destined to)’

이라는 뜻이 보인다.  

  

하지만 초불연의 번역에서 parāyaṇanti 에 대하여 ‘귀결점’으로 번역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지 빠알리사전만 보고 번역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운명이라고 번역한 예 하나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parāyaṇa 가 들어간 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Sn.1114 와 S.iv.373 이다. Sn.1114 는 숫따니빠따 ‘학인 뽀살라의 질문

에 대한 경(Sn5.15)’에 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Viññāṇaṭṭhitiyo sabbā, (posālāti bhagavā)  
abhijānaṃ tathāgato; 

Tiṭṭhantamenaṃ jānāti,  

vimuttaṃ tapparāyaṇaṃ. 

  

[세존] 

“뽀살라여,모든 의식이 머무는 곳을  

잘 아시는 이렇게 오신 님은,  

그러한 님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해탈 된 것도,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잘 압니다. (stn1114, 전재성님역)” 

  

  

‘정해진 것’이라고 번역된 말이 ‘tapparāyaṇaṃ’이다. 주석에 따르면 “그

것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parāyaṇa 에 대하여 전

재성님은 ‘정해진 것’이라 하여 ‘운명’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 

  

parāyaṇa 가 들어간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 Parāyaṇasuttā(S43.44)가 그것이다. 

내용을보면다음과 같다. 

  

  

parāyaṇañca vo bhikkhave desissāmi parāyaṇagāmiñca maggaṃ, taṃ suṇātha. 
  

수행승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위해 구경과 구경으로 이끄는 길을 설할 것이니 

잘 새기도록 해라.  

  

(Parāyaṇasuttā-구경의 경, 상윳따니까야 S43.44, 전재성님역) 

  

  

구경이라 번역한 빠알리어가 Parāyaṇa 이다. 이 단어가 ‘운명’ 또는 ‘귀결

점’으로 번역된바 있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구경이라 번역된 Parāyaṇa 가 

“피안의 행로로 운명이 확립된”의 뜻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수행

을 하여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를 운명으로 

본 것이다.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운명이라 하듯

이 도와 과를 이룬 성자들이 가는 곳은 피안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위가 그의 운명이네(kammaṃ tassa 

parāyaṇanti)”라 하였을 때, 이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

위(kamma)는 결국 모태에 탁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parāyaṇanti 에 

대하여 ‘운명(destiny)’으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깜마(kamma)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숙명론을 배제한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얼마

든지 바꿀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자유의지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를 뜻한다. 이 행위에 대하여 깜마(kamma)라 한다. Kamma 는 

‘action, 業, 行為’이라 번역 된다. 그러나 깜마에 대한 빠알리 사전적 정의

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kamma 

: (Sanskrit: karma): 'action', correctly speaking denotes the wholesome 

and unwholesome volitions (kusala - and akusala-cetanā) and their 

concomitant mental factors, causing rebirth and shaping the destiny of 

beings. 

  

  

깜마는 ‘행위’를 뜻한다. 좀 더 외연을 넓혀 말하면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 

(kusala)’ 과 ‘악하고 불건전(akusala)’한 행위 전부를 뜻한다. 그리고 이는 

정신적 요소로서 재생을 유발하고 존재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이라 하였다. 이

렇게 빠알리 사전에서도 ‘운명(destiny)’ 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경직된 번역 

  

이런 운명은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

게 자신의 행위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stn652)”라 하였다. 여기서 행위라 번역한 것이 kamma 를 

말한다.  

  

그런데 깜마에 대하여 ‘업’으로 번역하면 번역이 ‘경직’ 되기 쉽다는 것이

다. 마치 담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이라고 적용하였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딱딱함은 초불연 번역에서 자주 볼 수 있

다.  

  

깜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업’으로 적용하였을 때 “업이 그의 귀결점이니라

(S1.57)”가 되어 경직 되어 보이고, 담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이라 적

용하였을 때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S6.1)”로 되어 역시 번역이 딱딱하여 

보인다.  

  



그러나 깜마와 담마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행위가 그의 운명이네” 라든가,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요”가 되어 현시대에 맞는 언어로 된다. 

이는 삿따에 대하여 ‘중생’이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해당된다. 성전

협에서는 삿따에 대하여 ‘뭇삶’이라고 적용하고 있다.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역서를 보면 번역어 선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초불연에서는 한자어인 업, 법, 중생 과 같은 용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의 번역방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dhamma 는 ‘법’으로 한역 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혹 드물게 문맥에 따라 현상 등으로 옮긴 경우가 있는데 이 

대는 반드시 ‘(法)’이라 부기해 넣어서 그것이 담마(dhamma)의 역어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파악하는가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이며 

특히 법(dhamma)과 대면함(abhi)을 근본주제로 하는 아비담마의 생명이다. 그래

서 가급적이면 ‘현상’이니, ‘것’이니, ‘사물’이니 하는 애매한 용어로 

dhamma 를 옮기는 것은 피하였다.  

  

그리고 viparinnama-dhamma 같은 경우에는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든지 ‘변

하기 마련이며’라는 등으로 옮기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고 ‘법’을 

살려서 옮겼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dhamma 라는 술어를 채용하셨을 때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정도론 해제, 초불연 대림스님) 

  

  

초불연에 따르면 담마에 대하여 한자어 ‘법(法)’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께서 dhamma 라는 술어를 채용하셨을 때

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담마를 

뜻하는 한자어 ‘법(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번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런 번역방식은 번역에 ‘경직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

서 전재성님의 경우 담마에 대하여 ‘가르침, 진리, 원리, 것’ 등 문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혹시 빅쿠 보디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그런데 초불연에서 담마나 깜마, 삿다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 업, 중생을 

적용하는 것이 혹시 빅쿠 보디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왜냐

하면 빅쿠보디는 CDB 해제에서 용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기 

때문이다. 담마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DHAMMA 

  

When the word denotes the Buddha's teaching, I have retained the 

Pali"Dhamma," for even "teaching" fails to convey the idea that what the 

Buddha teaches as the Dhamma is not a system of thought original to 

himself bu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ruth, virtue, and liberation 

discovered and taught by all Buddhas throughout beginningless time. This 

is the Dhamma 

Venerated by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hich they look 

upon as their own standard and guide (see 6:2).  

  

(Bhikkhu Bodhi, CDB 해제 ) 

  

  

빅쿠 보디는 “I have retained the Pali Dhamma(나는 빠알리어 담마를 유지해 

왔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무슨말일까? 빅쿠 보디에 따르면 빠알리어 담마를 

다른 뜻으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빅쿠보디는 “for even 

‘teaching’ fails to convey the idea that what the Buddha teaches as the 

Dhamma” 라 하여, 담마에 대하여 ‘teaching(가르침)’이라 번역하였을 때 이 

말이 담마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빅쿠 보디는 시종일관 빠알리어 담마에 대하여 원어 그대로 담마라고 번

역하였다. 비록 경직적인 일률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 하신 담마에 

대하여 “teaching(가르침)” 등으로 의역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번역이 딱딱한 이유 

  

이와 같은 빅쿠보디의 번역방침은 초불연의 번역방침과 딱 맞아 떨어진다. 다만 

빅쿠보디는 담마에 대하여 빠알리 원어 그대로‘dhamma(담마)’라 하였지만, 초

불연의 경우 담마에 대하여 담마라 하지 않고 예로 부터 사용 되어 오던 한자어

인 ‘法(법)’을 고수한 것이 다르다.  

  

하지만 ‘법, 업, 중생’ 등과 같은 한자 용어를 모든 번역에 일률적으로 적용

하였을 때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역이 경직 되어 딱딱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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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순결한 삶에 대하여 

  

  

낯선 곳을 운전하다 보면 

  

낯선 곳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잘못 된 길로 접어 드는 경우가 있다. 지리를 잘 

모르거나 판단착오 등으로 엉뚱한 길로 들어 갔을 때이다. 이럴 경우 다시 되돌

아 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때로 그대로 직진하여 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

게 가다 보면 본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때에 따

라 잘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수행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잘못 된 길에 들어 섰을 때 

  

초기경전에 길을 잘못 된 길에 대한 경이 있다. 하늘사람이 부처님에게 “무엇

이 잘못된 길이라 불리고 무엇이 밤낮으로 사라지며, 무엇이 순결한 삶의 띠끌

이고 무엇이 물이 필요 없는 목욕인가?(S1.58)”라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다

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rāgo uppatho akkhāto  

vayo rattindivakkhayo,  

Itthimalaṃ brahmacariyassa  

etthāyaṃ sajjate pajā, 

Tapo ca brahmacariyañca  

taṃ sinānamanodakanti. 

  

[세존] 

“탐욕이 잘못된 길이라 불리고 

젊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 

사람들이 애착하는 이성(異性)은 

순결한 삶의 티끌이고, 

고행과 청정한 삶은 

물이 필요 없는 목욕이네.” 

  



(Uppathasutta-잘못된 길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8, 전재성님역) 

  

  

여섯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구게’라 볼 수 있다. 하늘사람의 네 가지 질

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탐욕(raga), 젊음(vaya), 이성(Itthi), 고행(Tapo)과 청

정한 삶(brahmacariya)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답한다. 

  

Vayo, 젊음인가 수명인가? 

  

두번째 구절에 대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 구절에서 “젊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vayo rattindivakkhayo)”라 하였다. Vayo 는 ‘Youth, prime of 

life; any period of life, age。’의 뜻으로 제일의 뜻이 ‘젊음(Youth)’이

다. 그리고 ‘나이(age)’라는 뜻도 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수명이 밤낮으로 소멸해가도다”라고 번역하

였다. 여기서 Vayo 에 대하여 수명으로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Life 

undergoes destruction night and day(삶은 밤낮으로 파괴되어 간다)”라 하여 

Vayo 에 대하여 Life 로 번역 하였다.  성전협에서는 Vayo 에 대하여 젊음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그 Vayo 에 대하여 수명(초불연), Life(CDB), 젊음(성전협)

으로 달리 번역하였다. 어느 번역이 옳은 것일까?   

  

두번째 구절 “젊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vayo rattindivakkhayo, S1.58)”와 

유사한 구절이 '스쳐감의 경(S1.4)'에 있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

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Accenti kālā tarayanti rattiyo vayoguṇā 
anupubbaṃ jahanti. S1.4)”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청춘에 해당되는 빠알

리어가 vayo 이다. “젊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vayo rattindivakkhayo, 

S1.58)”에서 젊음으로 번역한 vayo 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성전협 번역

은 번역에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시간은 사라지고 밤은 또한 흘러가서 젊음의 매

력 서서히 [우리를] 버립니다.”이라 번역하여 vayo 에 대하여 ‘젊음’으로 번

역하였다. 그런데 웁빠타경(Uppathasutta, S1.58)에서는 “수명이 밤낮으로 소

멸해가도다”라 하여 vayo 에 대하여 ‘수명’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vayo 에 

대하여 젊음과 수명으로 달리 번역한 것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청춘 또한 지나간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다. 청춘 역시 마찬가지 이다. 왜 이런 게송이 나왔을까? 그것은 젊었을 때 열

심히 공부하고 공덕을 쌓자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

다. 그래서 경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라 하였는데, 이

는 지금 젊다고 하여 공부를 소홀히 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늙어서 공부해도 늦

지 않다는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한 가르침이다.  

  



지금 젊다고 하여 기대수명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 기대수명은 단지 기대하

는 수명일 뿐이다. 누구도 기대수명까지 사는 것을 보장 해 주지는 않는다. 따

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항상 죽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머리가 칠흑같이 검은 청춘이 모든 감각

적 욕망을 극복하고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

는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

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속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S1.4,성전

협)”라 하였을 것이다.  

  

‘vayoguṇā anupubbaṃ jahanti(S1.4)’구절에서 성전협은 “청춘은 차츰 우리

를 버리네”라 번역하였고, 초불연은   “젊음의 매력 서서히 [우리를] 버리도

다”라 번역히였다. 빅쿠 보디는 “The stages of life successively desert 

us”라 하여  “삶의 무대는 점차적으로 우리를 버린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

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과 빅쿠 보디는 vayo 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번역역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때로는 젊음으로, 때로는 수명으로 달리 번

역하였다.  

  

일관성과 비일관성 

  

이를 요약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원문 vayo rattindivakkhayo, 

(S1.58) 

vayoguṇā anupubbaṃ 

jahanti(S1.4) 

성전협 

전재성님역 

젊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초불연 

각묵스님역 

수명이 밤낮으로 소멸해가도다 젊음의 매력 서서히 [우리를] 

버리도다 

CDB 

빅쿠보디역 

Life undergoes destruction 

night and day 

The stages of life 

successively desert us  

키워드 Vayo, 젊음, 수명, Life Vayo, 청춘, 젊음, life 

  

  

Vayo 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젊음과 청춘으로 번역하여 일관성이 있고, CDB 에

서는 Life 로 번역하여 역시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초불연의 경우 수명과 젊음

으로 번역하여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불연에서 Vayo 에 대하여 

‘수명’이라고 번역한 것이 왜 문제일까? 

  

순결한 삶과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 

  

Vayo 의 뜻에는 age(나이, 수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일의 뜻은 Youth(젊은이 

또는 젊음, 젊은 시절)이다. 그렇다면 왜 Vayo 에 대하여 ‘젊은이 또는 젊음, 

젊은 시절’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탐욕이 잘못된 길이라 불리고 젊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사람들이 애착하는 이성(異性)은 순결한 삶의 티끌이고 (Itthimalaṃ 

brahmacariyassa etthāyaṃ sajjate pajā)(S1.58)”라 하였다.  

  

여기서 ‘이성’이라 번역된 것은 Itthi 이다. Itthi 는 ‘woman; female’의 뜻

으로 여자를 뜻하지만 전재성님은 ‘이성’으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은 ‘여

인’으로, 빅쿠보디는 ‘Women(여자)’로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청정한 삶, 순

결한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왜 여자(또는 이성)을 가까이 하면 안될까?  

  

게송에서 순결한 삶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brahmacariya’이다. 이 브라흐마짜

리야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청정범행’으로 번역하였고, CDB 에서는 ‘holy 

life(성스런 삶)’로 번역하였다.  

  

여인은 청정범행의 더로움일까? 

  

브라흐마짜리야와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여인이 청정범행의 더로움이니”라

고 번역 하였다. 이는 ‘Itthimalaṃ brahmacariyassa’에 대한 번역이다. 반면 

성전협에서는 “이성(異性)은 순결한 삶의 티끌이고”라고 번역하였다. 빅쿠보

디는 “Women are the stain of the holy life”라 하여 “여자들은 성스런 삶

의 오점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세 번역자의 번역을 보면 순결한 

삶과 여자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초불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

다. 

  

  

‘여인이 청정범행의 더러움(Itthimalaṃ brahmacariyassa)’이라는 것은 외부

적인 더러움은 잿물등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여인이라는 더러움에 

의해 망가지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인은 더러움이라고 한다.  

 

 

(초불연 242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주석을 인용하여 청정범행에 있어서 여인을 더러움으로 보았다. 그

래서 ‘여인이 청정범행의 더러움’이라고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여인 그 자체를 더러움으로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한 삶에서 더러운 것인 여인이 아니라 여인과 성적교섭을 갖는 것이다. 그

래서 청정한 삶 또는 청정범행이라고 번역 되는 브라흐마짜리야는 성적교섭을 

갖지 않는 삶을 말한다. 그런 삶이 바로 바라문 인생사주기에 있어서 범행기에 

해당된다.  

  



학습기와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 

  

이처럼 번역자 마다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에 대하여 순결한 삶 또는 청

정한 삶, 청정범행, holy life 등으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대 브라

만의 인생사주기와 관련이 있다. 인생사주기에 대하여 성전협의 각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Brahmacariya : 순결한 삶을 말한다. 원래는 바라문의 네 가지 수행시기에서 1)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梵行期: Brahmacariya], 2) 가정에서 결혼하여 생활

하는 시기[家住期: Gārhasthya], 3) 숲에서 수행하는 시기[林棲期: 

Vānaprastha], 4) 유행하며 돌아다니는 시기[遊行期: Saṃnyāsin]가 있는데, 순

결한 삶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주석의 브라만의 인생사주기에 대하여 범행기가 브라흐

마짜리야(brahmacariya)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순결한 삶 또는 청정범생, 

holy life 에 해당 되는 시기는 범행기 즉,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에 해당 

됨을 알 수 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인 범행기에는 성적교섭과 무관한 시기이다. 성접교섭

은 범행기가 끝나고 가정에서 결혼하여 생활하는 시기인 가주기에 해당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브라흐마짜리야 즉, 범행기에서 성적교섭이 가능하

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청정한 삶이 된다. 

  

“청정한 삶이란 성적교섭을 삼가는 삶” 

  

불교에서는 청정한 삶을 이상으로 한다. 그 청정한 삶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브

라흐마짜리야이다. 고대 정통바라문교의 ‘범행기’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이처

럼  브라흐마짜리야는 청정한 삶, 순결한 삶, 청정범행을 뜻한다. 그래서 공부

하는 시기에 젊은 학생이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하듯이 청정한 삶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성적교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성적교섭이 없는 청정한 삶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이 있다. 

  

  

그 옛날 바라문들은  

사십팔년 동안이나 동정을  

지키며 청정한 삶을 살았고,  

명지와 덕행을 구했습니다. (stn289) 

  

그 후에 바라문들은 다른 계층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지 않았고, 아내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하여 즐거웠습니다. (stn290) 

  

월경기간이 끝난 후에,  

바른 시기를 제쳐두고,  

그 사이에 바라문들은  

결코 성적 교섭을 갖지 않았습니다. (stn291) 

  

청정한 삶과 계행을 지키는 것,  

정직하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온화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stn292) 

  

그들 중에서 으뜸가는  

용맹스런 바라문들은  

성적 교섭에 빠지는 일을  

꿈속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tn293) 

  

(Brāhmaṇadhammikasutt-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 숫따니빠따 Sn2.7, 전재성님역) 

  

  

고대인도의 정통바라문들의 청정한 삶에 대한 것이다. 특히 “청정한 삶과 계행

을 지키는 것(stn292)”이라 하였다. 여기서 청정한 삶이란 브라흐마짜리야을 

말하며 인생사주기에 있어서 학습기인 범행기에 해당된다.  

  

주석(Prj.II.317)에 따르면 ‘청정한 삶이란 성적교섭을 삼가는 삶’이라 하였

다. 이렇게 본다면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적교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고대정통바라문교에서 학습기에 해당 되는 공부하는 시

기에 젊은이들이 오로지 학습에만 몰두 하였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은 청정범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적교섭을 삼갈 것을 말한다.  

  

성자의 삶과 성적교섭 

  

숫따니빠따에는 성적교섭을 삼가는 게송이 여럿 등장 한다. 그 중에 하나를 보

면 다음과 같다. 

  

  

Etamādinavaṃ  ñatvā 

Muni pubbāpare idha, 

Ekacariyaṃ daḷhaṃ kayirā 

Na nisevetha methunaṃ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여기에 앞으로나 뒤로나  

이러한 재난이 있음을 알아,  

굳게 홀로 유행하는 삶을 지키고  

성적 교섭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stn821) 

  

(Tissametteyya sutta -띳사 멧떼이야의 경, 숫따니빠따 Sn4.7, 전재성님역) 

  

  

경에서 성자의 삶을 살아 가는 자세에 대하여 표현 되어 있다. 성자의 삶에서 

‘성적교섭(methuna)’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 

  

만일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가 성접교섭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경에서 띳

사 멧떼이야는 부처님에게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의 고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Methunamanuyuttassa (metteyyāti bhagavā) 

Mussatevāpi sāsanaṃ, 

Micchā ca paṭipajjati 
Etaṃ tasmiṃ anāriyaṃ 

  

Eko pubbe caritvāna 

Methunaṃ yo nisevati, 

Yāniṃ hantaṃ va taṃ loke 

Hinamāhu puthujjanaṃ. 

  

Yaso kittiñca yā pubbe 

Hāyate vā pi tassa sā, 

Etampi disvā sikkhetha 

Methunaṃ vippahātave. 

  

[세존] 

 멧떼이야여,  

성적교섭에 팀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잘못 실천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탐닉은 천한 것입니다. (stn815) 

  

여태까지는 홀로 살다가  

나중에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수레가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속한 자라 부릅니다. (stn816) 

  

지금껏 그가 가졌던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성적 교섭을  

끊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stn817) 

  

(Tissametteyya sutta -띳사 멧떼이야의 경, 숫따니빠따 Sn4.7, 전재성님역) 

  

  

성접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천한것(anāriya)’이라 하였다. 그리고 ‘비속한 

자(puthujjana)’라 하였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

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

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Yocayāṃ kāmesu kāmasukhallikānuyogo hīno 

gammo pothujjaniko anariyo anatthasaṃhito, S56.11)”라고 말한 것과 일치 

한다.   

  

초전법륜경에서 anariyo 는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라 번역 되었고, 

pothujjaniko 는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성적교섭에 

몰두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에게 해당되고, 수행자가 성적교섭에 몰두 

하는 것은 스스로 천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가 성적교섭에 몰두 하

다 보면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라 하였다.  

  

사실혼 스님에게 문서견책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NGO 활동가가 성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그가 이제까지 쌓아 왔던 명예와 명성을 모두 잃어 버리게 된

다. 시정잡배들이 성적방종으로 인하여 문제 되지 않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가 스캔들에 휩싸이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런데 불교계는 그렇지 않다. 비구계를 받은 스님이 결혼을 하여 사실혼이 증

명 되었음에도 버젓이 스님으로 행세 하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최근 

전은해사 주지이었던 D 스님에 대하여 솜망망이 처벌이 내려져 문제가 되고 있

다. 교계신문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반면 미국에서 혼인 및 이혼했다는 증명서가 제출돼 논란을 일으켜 징계에 회부

된 은해사 돈명 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 년의 징계를 내렸다. 호계원 

관계자는 "10 교구 은해사 발전에 기여했고 문화재를 종단과 교구본사에 기증하

는 등 공로가 크다는 점을 참작해 대폭 감형했다"고 밝혔다. 

  

( 장주-멸빈, 적광- 제적, 돈명-문서견책, 불교닷컴 2014-04-22)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혼인하여 사실혼이 증명된 스님에 대하여 ‘문서견책’

이 내려졌다고 한다. 문서견책이란 매우 가벼운 징계를 말한다. 그래서 교계에

서는 이를 솜방망이 징계라 한다. 비구계를 받은 자가 성적교섭을 하면 바라이

죄로 승단추방에 해당된다. 그런데 혼인사실까지 있는 승려가 추방되기는커녕 

문서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 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은해사 발전에 기여했다는 

등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적절치 않은 번역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는 결혼 하기 이전이므로 젊은 시기이다. 그리고 청춘

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에서 “vayo rattindivakkhayo(S1.58)” 구절은 “젊

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왜냐하면 이어지

는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애착하는 이성(異性)은 순결한 삶의 티끌이고 

(Itthimalaṃ brahmacariyassa etthāyaṃ sajjate pajā, S1.58)”로 되어 있어서 

이는 명백히 범행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vayo 

rattindivakkhayo(S1.58)”에서 vayo 는 젊음 또는 청춘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

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수명이라 하였고, CDB 에서는 Life 라 하여 삶 또는 생명

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번역은 이어지는 문구로 보았을 때 맞지 않고 더구나 학

습기를 뜻하는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도 매칭이 되지 않는다. vayo 에 

대한 초불연에서 ‘수명’으로 번역한 것과 CDB 에서 Life 로 번역한 것은 적절

치 않아 보인다. 

  

세 번역을 비교해 보면 

  

세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빠알리원문 

  

rāgo uppatho akkhāto  

vayo rattindivakkhayo, 

Itthimalaṃ brahmacariyassa  

etthāyaṃ sajjate pajā, 

Tapo ca brahmacariyañca  

taṃ sinānamanodakanti. (S1.58) 

  

  

2) 성전협 전재성님역 

  



[세존] 

“탐욕이 잘못된 길이라 불리고 

젊음은 밤낮으로 사라지네. 

사람들이 애착하는 이성(異性)은 

순결한 삶의 티끌이고, 

고행과 청정한 삶은 

물이 필요 없는 목욕이네.” 

  

  

3) 초불연 각묵스님역 

  

[세존] 

“애욕이 잘못된 길이라 불리며 

수명이 밤낮으로 소멸해가도다. 

여인이 청정범행의 더러움이니 

남성들은 여기에 걸려 있도다. 

고행과 청정범행이 물이 필요 없는 목욕이니라.” 

  

  

4) CDB 빅쿠보디역 

  

Lust is declared the deviant path; 

Life undergoes destruction night and day;  

Women are the stain of the holy life:  

Here menfolk are enmeshed. 

Austerity and the holy life -- 

That is the bath without water.  

  

  

성전협에서는 여섯 구절로 구성하였다. 초불연과 CDB 에서는 오구체로 하였다.  

  

탐욕을 뜻하는 raga 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애욕으로 하였고,  CDB 에서는 

Lust(욕망, 정욕, 갈망)로 번역하였다. 

  

확연하게 차이 나는 번역은 왜? 

  

그런데 두 한글 번역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초불연의 “남

성들은 여기에 걸려 있도다”라는 번역어이다. 이에 대한 빠알리어는 무엇일까? 

‘etthāyaṃ sajjate pajā’문구로 보인다. Sajjate 가 ‘sajjati + e’로서, 

sajjati 는 ‘clings to; to be attached’의 뜻이다. ‘붙잡혀 있다’라는 뜻

이다. Pajā 는 ‘Progeny, descendants, race, family; creature, living 

being; people; mankind, 后裔，子孙，世代，人类’의 뜻이다. 제일의 뜻이 

Progeny 인데 이는 ‘자손, 후계자, 결과’로 번역된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남성들은 여기에 걸려 있도다”라 하여,  Pajā 에 ‘남

성’으로 번역하였다. 성전협에서는 ‘사람들’이라 번역하였다. CDB 에서는 

‘menfolk’라 번역하였다. Menfolk 는 ‘남자들’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Pajā

에 대한 빠알리어사전 PCED194 에 따르면 남자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대체적

으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초불연에서는 남성으로 번역하였을까?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etthāyaṃ sajjate pajā’에 대하여 “남성들은 여기에 

걸려 있도다”라고 번역하였다. ‘etthāyaṃ sajjate pajā’에 대하여 직역하면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여자와 같은 이성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초불연에서 pajā 에 대하여 남성으로 번역하고 또 “남성들은 여기에 걸려 있도

다”라 하여 성전협과 전혀 다르게 번역한 것은 아마도 CDB 의 영향 때문이라 

보여진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CDB 에서는 “Here menfolk are enmeshed.”라 

하였다. 이를 직역하면 “여기에 남자들은 곤란에 빠졌다”라는 뜻이 된다. 이

는 초불연의 “남성들은 여기에 걸려 있도다”라고 번역한 것과 구문이 일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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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21. 왜 빠알리 게송을 독송하는가? 

  

  

게송읊는 스님 

  

종종 스님들이 게송을 읊는 모습을 본다. 주로 명망 있는 선사들이 읊는다. 스

님들이 한자어로 된 사구게를 읊는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운율은 대체적으로 비

슷하다. 그러나 스님마다 목소리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멋드러지게 읊는 선사

가 있는가 하면 서툴게 읊는 스님도 있다.  

  

선사들이 공통적으로 게송을 읊고 나면 꼭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무아미

타불’이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든지 게송을 읊고 나면 반드시“나무아미타불”

한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룰’로서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가장 잘 읊는 스님은? 



  

게송을 가장 잘 읊는 스님은 누구일까? 아마 ‘송담스님’일 것이다. 불교방송

에서는  ‘불교강좌’시간에 송담스님의 음성테이프 법문을 수 년째 들려 주고 

있다. 그런데 스님의 게송 읊는 목소리는 일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스

님만의 독특한 운율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들려 주는 송담스님의 음성테이프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시작 되기 

전에 반드시 한자어로 된 게송을 읊는다. 그리고 법문 도중에도 읊는다. 아마 

감흥에 따른 것이라 보여진다. 이렇게 법문 도중에 읊는 스님의 게송은 듣는 이

로 하여금 후련하게 할 정도로 힘이 넘치고 때로 구성지기까지 하다.  

  

스님은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독특한 운율에 따라 천천히 읊지만 세번째 구

절에 이르러서는 목소리를 한번 비틀며 읊는다. 그리고 네 번째 구절에서는 다

시 올리면서 길게 “~로구나!”라고 뽑으며 끝을 맺는다. 이때 반드시 “나무아

미타불”을 한다. 그것도 매우 독특하게 “나~무~ 아~미 타~불~”하며 길게 뽑

는다. 이때 신도들도 다 함께 나무아미타불 운율에 맞추어 합송한다.  

  

이렇게 게송을 멋드러지게 한 수 뽑고 난 후 게송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한자어

를 먼저 말하고 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하는 식이다. 이런 게송을 지난 수년간 불

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들었다. 그러다 보니 한역게송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게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상윳따니까야에 ‘게송에 대한 경’이 있다. 하늘사람(devata)이 “무엇이 시의 

뼈대이고, 무엇이 시의 구절이며 무엇이 시에 의존하고 무엇이 시의 터전인

가?(S1.60)”라고 묻는다. 게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송으로 말씀 하신다. 

  

  

Chando nidānaṃ gāthānaṃ  

akkharā tāsaṃ viyañjanaṃ, 

Nāmasannissitā gāthā  

kavi gāthānamāsayo. 

  

  

[세존] 

“운율이 시의 뼈대이고 

음절들이 시의 구절이며 

시는 명칭에 의존하고 

시인이 시의 터전이네.” 

  

(Kavisutta -시인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0, 전재성님역) 



  

  

[세존] 

“운율이 게송의 골격이고 

음절이 게송을 만들며 

명칭을 게송은 의지하고 

시인이 게송의 터전이로다.” 

  

(Kavisutta -시인 경, 상윳따니까야 S1.60, 각묵스님역) 

  

  

 “Metre is the scaffolding of verses;  

Syllables constitute their phrasing; 

Verses rest on a base of names;  

The poet is the abode of verse~.” 

  

(Poetry, 빅쿠보디역) 

  

  

게송을 빠알리어로 가타(gāthā)라 한다. 가타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시’로 옮

겼고, 각묵스님은 전승된 한자어 그대로 ‘게송’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verse’라 하여 ‘시’라는 뜻의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가타는 

시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순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각주 

  

위 게송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상세하게 각주 하였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 ‘운율이 게송의 골격이다(Chando nidānaṃ).’라는 것은 가얏띠

(gayatti, SK. 가야뜨리(gayatri)는 베다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운율임) 등의 

운율은 게송의 골격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무슨 

운율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2) ‘음절이 게송을 만든다(akkharā viyañjanaṃ).’라는 것은 음절(akhara)이 

문구를 만들고 문구가 게송을 만들고 게송이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3) ‘게송은 명칭을 의지한다(Nāma-sannissitā gāthā).’는 것은 바다 등의 개

념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게송을 지을 때 바다나 땅과 같은 명칭을 

의지하여 짓기 때문이다.  

  



4) ‘시인이 게송의 터전이다(kavi gāthānam āsayo).’이라는 것은 시인(kavi)

으로부터 게송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게송들의 터전(patittha)

이다..”(SA.i.94~95) 

  

(243 번 각주, 초불연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주석을 인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은 운율, 

음절, 명칭, 시인이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위 게송에 대한 성전협의 상세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주석(SA.i.94~95)을 인용하여 설명해 놓았다. 그런데 빅쿠보디의 CDB 각주에서

도 초불연각주와 유사한 설명이 보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Spk:  

1) Metre is the scaffolding of verses ( Chando nidānaṃ gāthānaṃ): Metres, 

beginning with the griyatti, are the scaffolding of verses; for one 

beginning the preliminary verses first considers, "In which metre should 

it be?" Syllables constitute their phrasing  

  

2) (akkharā tāsaṃ viyañjanaṃ): For syllables make up words, and words 

make up a verse, and a verse reveals the meaning.  

  

3) Verses rest on a base of names: One composing a verse composes it by 

relying on some name such as "the ocean" or "the earth.  

  

4) " The poet is the abode wher e verses dwell: The abode (asaya) of verses 

is their support (patittha); Verses come forth from the poet, and thus he 

is theur support. 

  

  

(CDB 120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의 각주와 초불연의 각주를 비교해 보았다. 편의상 문단을 구분하고 번

호를 부여 하였다. 

  

 초불연과 CDB 의 각주를 보면 순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 한다. 특히 세 번째 

항을 보면 빅쿠 보디가 명칭에 대하여  ‘"the ocean" or "the earth’ 라 하여 

바다와 땅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초불연 세 번째 항을 보면 명칭을 예로 든 것

이 “바다나 땅”이라 되어 있다. CDB 번역서나 초불연 번역서가 모두 주석에 



근거하여 각주하였다고 하나 이렇게 ‘the ocean’과  ‘the earth’에 대해서

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교(九分敎)가 있는데 

  

가타(게송)은 빠알리니까야를 문장형식에 따라 분류된 방식중의 하나이다. 빠알

리니까야에는 게송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가지 분류 방식이 있다. 이를 한자용어

로 ‘구분교(九分敎)’라 한다.  

  

구분교를 나열 하면 경, 응송, 수기, 게송, 감흥어, 여시어, 전생담, 미증유법, 

교리문답 이렇게 아홉 가지 이다. 그렇다면 구분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우다나’ 해제글과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

리경전’에 있는 부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었다. 

  

  

No 구분교(九分敎) 내    용 참  고  

1 경(經) 

Sutta 

1) 부처님의 모든 대화를 

기록한 것. 

2) 산문으로 쓰인 경-율-논

이 여기에 속함, 

숫따니빠따의 몇몇 

부분도 포함됨. 

2 응송(應頌) 

Geyya 

1) 모든 산문과 시가 뒤섞

인 것 

2) 산문체 경의 뒤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시로 표현함. 

  

3 수기(授記) 

Veyyākaraṇa 1) 논장 및 그와 유사한 아

비담마 텍스트 

2) 게송이 없는 산문체로 

아비담마 같은 해설로 다른 

삼장의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은 경들이 있다. 

  

4 게송(偈頌) 

Gāthā 

오로지 시로만 구성된 것 담마빠다(법구경), 

테라가타(장로게), 

테리가타(장로니

게), 숫따니빠따의 

부분 

5 감흥어(感興語) 

Udāna 

부처님이 스스로 감탄하여 

스스로 설한 것 

82 개의 경으로 이루

어짐. 

6 여시어(如是語) 

Itivuttka 

‘이와 같이 말씀 되어 졌

다.’의 뜻으로 감흥어와 

유사하게 부처님의 윤리적

인 가르침을 담고 있음. 

110 개의 경으로 이

루어짐. 



7 전생담(前生談) 

Jātaka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

기가 담겨져 있고 산문이야

기를 수반하는 시모음집. 

547 개의 부처님전생

이야기 

8 미증유법(未曾有法) 

Abbhutadhamma 

초자연적인 상태나 힘을 다

루고 있는 경전. 

경이로움과 관련된 

경 

9 교리문답(敎理問答) 

Vedalla 

1) 교리문답은 어원적으로

는 ‘고양이의 눈’이라는 

뜻으로 

팔만사천 가르침의 다발 가

운데 한 단위를 말함. 

2) 앎과 기쁨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설해진 

경들 

질문에 대답하는 형

식의 경전 

  

  

  

“부처님께서 이 뜻을 펴시려고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표에서 응송(應頌)이 있다. 산문과 시가 뒤섞인 형태이다. 이런 식의 경전은 대

승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화경’을 들 수 있다. 운허스님이 우

리말로 번역한 법화경을 보면 산문체 이야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뜻을 펴시

려고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라는 정형구를 볼 수 있다. 이 정형구 다음에 산

문체를 요약하는 게송이 죽 이어진다. 이렇게 산문체로 설명되고 게송으로 요약

되어 뜻을 더욱 강조 되는 형태가 응송이다. 이런 응송형태의 경은 초기경전 도

처에서 발견된다. 

  

순수하게 시로만 되어 있는 것이 가타(Gāthā)이다. 대표적으로 법구경을 들 수 

있다. 법구경에는 모두 26 품 423 개의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품당 평균 16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우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부처님 가

르침 중에 정수만을 모아 게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 놓으

면 평생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게성에는 한문으로 된 것과 빠알리어로 된 

것이 있다.  

  

칠불통계게 한문게송을 보면  

  

법구경 중에 칠불통계게가 있다. 과거 일곱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여 훈계하였던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이를 한자어로 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諸惡莫作  제악막작 

衆善奉行  중선봉행 

自淨其意   자정기의 

是諸佛敎  시제불교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네. 

  

  

네 글자로 된 한자성어가 네 구절 있으므로 사구게가 된다. 이런 사구게에 대하

여 덕망 높으신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운율에 맞추어 읊는 것을 볼 수 있다.  

  

칠불통계게  빠알리어 게송을 보면 

  

잘 읊는 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다. 시라는 것이 운

율로 읽으면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자어로 된 게송을 운율에 맞추어 

읊으면 맛이 난다. 그렇다면 위 게송에 대한 빠알리어는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Sabbapāpassa akaraṇaṃ,  삽바빠빳사 아까라낭 

kusalassa upasampadā,  꾸살랏사 우빠삼빠다 

Sacittapariyodapanaṃ  사찟따빠리요다빠낭  

etaṃ Buddhāna' sāsanaṃ.  에땅 붇다나 사사낭.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Dhp183, 전재성님역) 

  

  

빠알리어로 된 게송이다. 한문게송에서 ‘諸惡莫作(제악막작)’에 해당되는 것

이 ‘Sabbapāpassa akaraṇaṃ(삽바빠빳사 아까라낭)’ 이다. 그런데 소리를 들

어 보면 맛이 다르다. 한자어는 익숙해 보이고 빠알리어는 생경해 보이기 때문

이다.  

  

한문독송인가 빠알리독송인가? 

  

생경해 보이면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다. 빠알리어도 그런 것 중의 하나 일 것

이다. 그러나 한문역시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자들이 한문으로 된 경전을 

독송하지만 그 뜻을 알고 독송하는 사람은 드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

문 역시 외국어나 다름없다.  

  

뜻을 모르고 단지 독송용으로만 사용되는 한문경전은 뜻을 모르는 외국어를 읽

는 것과 같다. 그런면으로 본다면 한문이나 빠알리어나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이



다. 그럼에도 빠알리어를 독송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언어이기 때문이

다.  

  

부처님이 중국말로 말씀 하셨을 리 없다. 그렇게 본다면 한문독송하는 것 보다 

빠알리어로 독송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사용하던 언어로 독송하였을 때 부처님이 현전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노스님이 눈푸른 스님에게  

  

스님들이 법문할 때 한자어로 된 문구를 구성지게 읊었다면 이것이 부처님 말씀

이고, 누군가 ‘삽바빠빳사 아까라낭’이라 읽었을 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한자어가 아니면 부

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간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눈푸른 스님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어느 노스

님이 영어로 된 불경을 보고 있는 어느 외국인 스님에게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아야지 영어로 된 경전을 보아서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글화가 더딘 것 같다. 아직까지 부

처님말씀은 한자어로 된 경전을 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믿기 때

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같이 빠알리경전이 우리말로 번역 되어 읽혀지고 있다면 이를 어

떻게 볼까? 역시 깨닫기 어렵다고 말할지 모른다.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아야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선사들은 왜 모두 딴소리할까?  

  

그러나 선사들에 따르면 한역경전 역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견성성불로 설명되는 선종에서 경전이라는 

것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

리 부처님 직설이 담긴 빠알리경전이 나와도 선종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선종에서는 경전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보고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다. 그러다 보니 경전이 무시되기 일쑤이다. 그래서일까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법문내용이 모두 다 다르다.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테라와다와 비교된다.  

  

테라와다 빅쿠나 법사들은 한결같이 똑 같은 말을 한다. 이유는 철저하게 경전

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법문을 하든 똑 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에서 선사의 법문

을 들어보면 대부분 ‘딴소리’이다. 그것은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

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역행하고 저항하는 듯  

  

이처럼 선사들은 경전을 무시하고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 정도로 밖에 의미를 두

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문을 할 때 보면 문자를 쓴다. 한문게송을 멋드러지게 

부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게송을 잘 읊는 스님을 보면 ‘목소리꺽기’와 ‘목소

리비틀기’로 흐느끼듯 읊는다. 이처럼 선사의 흐느끼듯 하는 게송읊는 소리를 

들으면 처량한 느낌이다. 왜 그럴까? 

  

한문게송 읊는 것은 더 이상 큰 감동을 주지 않는다. 문자를 모르던 한문게송을

읊으면 ‘문자쓴다’고 하여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빠알리원전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한문게송을 읊고, 한문게송을 법문으로 활용하는 것은 점점 시대에 역행

하는 듯 보인다.  

  

한문게송만 고집하는 스님들이 있다. 이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수백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박제화 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한문게송을 흐느끼듯 구성지게 읊는 것을 보면 마치 시대에 역행하는 듯 보이

고, 심지어 시대에 저항하는 듯해 보인다. 

  

빠알리독송에 맛을 들이면 

  

빠알리어로 된 게송의 맛을 알면 한문으로 된 게송이 시시해 보인다. 이전에는 

한글로 된 경전을 독송하면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문으로 된 경전을 독

송해야 읽는 맛이 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강경독송회를 하면 대부분 5,149 자

로  된 한문경전을 읽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빠알리원전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빠알리어로 된 게송을 외우고 암송한다. 그런데 

빠알리 게송을 암송하면 한문게송 못지 않게 독송하는 맛이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빠알리 독송 맛을 들이면 더 이상 한문독송을 하지 않게 된다. 그

래서 한역게송을 읊는 것을 보면 처량해 보이고, 한문게송을 이용한 글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인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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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필명을 왜 잘 지어야 하나? 

  

   

관악산으로 불러 달라고 한 적이 없건만 

  

저 멀리 관악산이 보인다. 그러나 관악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산일 

뿐이다. 사람들이 관악산이라고 이름 붙여서 관악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

면 저 멀리 있는 관악산은 결코 관악산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사람

들이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관악산이 된 것이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성과 이름을 가져야만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어 산다면 이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마치 

‘로린슨 크로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 간다면 이름이나 명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이나 명칭이 필요하

다. 무언가 구분하고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름이나 명칭은 한 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이름 외에 여

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 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

로 불리고, 회사에 가면 과장이나 사장 등으로 불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터

넷접속을 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아이디가 있고 필명이 있기 때문이다.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칭과 관련된 게송이 있다. 하늘사람이 부처님에게 “무엇이 모든 것을 이기고 

무엇이 그보다 나은 것이 없는가?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

하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답송으로 답한다. 

  

  

nāmaṃ sabbaṃ anvabhavi   

nāmā bhiyyo na vijjati, 

Nāmassa ekadhammassa  

sabbeva vasamanvagūti. 

  

  

[세존]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명칭이란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네.” 

  

(Nāma(anvabhavi)sutta-명칭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1, 전재성님역) 

  

  



[세존]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 하노라.” 

  

(Nāma(anvabhavi)sutta-이름 경, 상윳따니까야 S1.61, 각묵스님역) 

  

  

“Name has weighed down everything;  

Nothing is more extensive than name.  

Name is the one thing that has  

All under its control.”121 

  

(Name, CDB S1.61, 빅쿠보디역) 

  

  

경의 제목이 Nāmasutta 이다. 이에 대하여 번역자들은 ‘명칭 또는 이름, 

Name’ 등으로 번역하였다. 빠알리어 나마(Nāma)가 이름이나 명칭의 뜻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른다? 

  

그런데 첫번째 구절을 보면 “nāmaṃ sabbaṃ anvabhavi”라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하여 번역자마다 번역이 약간 다르다. 전재성님은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

고”라 하여 ‘이긴다’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명칭이 모

든 것을 짓누르고”라 하여 ‘짓누르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기다’와 ‘짓누르다’는 다른 말이다. ‘이기다’라는 말은 “싸움, 시합, 

경기에서 우열이나 승부를 겨루어 앞서거나 꺾다”라는 뜻이지만, ‘짓누르다’

는 말은 “물리적인 힘을 주어 마구 누르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르

게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기다 또는 짓누르다에 해당되는 빠알리어가 anvabhavi 이다. 이는 

‘anvabhavati + I’로 분리될 수 있다. PCED194 에서 Anvabhavati 에 대한 영어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미얀마문자로 되어 있어서 알 수 없다. 그런데 초불연에

서는 ‘짓누르다’에 해당되는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른다(nāmaṃ sabbaṃ addhabhavi).’고 하였다. 자연

적으로 생긴 것(opapatika)이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kittima)이든 명칭을 

떠나서는 중생(satta)이든 현상(sankhara)이든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무(rukkha)나 돌(pasana)을 두고 사람들은 ‘이름 없는 것(anamaka)’

이라는 이름(명칭, nama)으로 그것을 부른다.”(SA.i.95) 

  

‘짓누름’으로 옮긴 addha 에 대해서는 본서 제 4 권 ‘짓눌림 경(S35:29) 3 의 

주해을 참조할 것. 

  

(244 번 각주, 초불연 각묵스님) 

  

  

초불연 각묵스님의 각주에 따르면 ‘짓누른다’의 뜻은 빠알리어 addhabhavi 를 

번역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PTS 본에는 anvabhavi 라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일체가 암흑이다” vs “일체는 짓눌려 있다” 

  

초불연 각주를 보면 짓누르다의 의미에 대하여 ‘짓누름 경(S35.29)’을 참조하

라고 하였다. 그러나 초불연 상윳따니까야 3 권이 없으므로 성전협상윳따 3 권을 

참조 하였다. 경을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Sabbaṃ bhikkhave andhabhūtaṃ. kiñca bhikkhave sabbaṃ andhabhūtaṃ?  

  

Cakkhuṃ bhikkhave andhabhūtaṃ, rūpā andhabhūtā, cakkhuviññāṇaṃ 

andhabhūtaṃ, cakkhusamphasso andhabhūto. Yampidaṃ cakkhusamphassapaccayā 

uppajjati vedayitaṃ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tampi 

andhabhūtaṃ. Kena andhabhūtaṃ: andhabhūtaṃ jātiyā jarāmaraṇena, 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 āyāsehi andhabhūtanti vadāmi. 

  

[세존] 

수행승들이여, 일체가 암흑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일체가 암흑인가?  

  

1) 수행승들이여, 시각도 암흑이고 형상도 암흑이고 시각의식도 암흑이고 시각

접촉도 암흑이고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

롭지도 않은 느낌도 암흑이다. 어떻게 암흑인가? ‘태어남-늙음-죽음-슬픔-비탄

-고통-근심-절망으로 인해 암흑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Andhabhūtasutta-암흑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2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여섯가지 감각능력에 따라 발생되는 느낌에 대하여 ‘암흑’이라 하였

다. 이 암흑이라는 말이 andhabhūtaṃ이다. 그러나 미얀마본에서는 

addhabhūta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Srp.II.363 에 따르면, addhabhūtaṃ은 ‘정복된, 극복된, 억압된’의 뜻으로 



쓰인다. Cdb.114 는 주석서에 따라 ‘짓눌렸다(weighed down)’는 의미로 번역

하고 있다.(42 번 각주)”라고 되어 있다.  

  

  

경에서 일체가 암흑이다라고 하였을 때,  ‘암흑이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andhabhūtaṃ(mentally blind)이다. 이는 PTS 본에 실려 있다. 그런데 미얀마본

에 는 addhabhūtaṃ로 되어 있으므로, 빅쿠보디는 미얀마본과 주석서의 견해를 

중시하여 ‘짓눌렸다’의 의미로 ‘weighed down’이라고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빅쿠보디의 견해를 중시하여 역시 ‘짓눌린다’의 의미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에 대한 초불연 번역을 보면 “일체는 짓눌려 있

다.”라는 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표현은 어색하고 부적절

해 보인다. 일체가 짓눌려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물리력으로 인하여 업압 받고 있

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차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게송에서 첫번째 구절에 대하여 차이를 표로 만들었다. 

  

  

번역자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nāmaṃ sabbaṃ anvabhavi Anvabhavi(PTS 본) 

전재성님역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Anvabhavi(PTS 본) 

각묵스님역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Addhabhavi(미얀마본, 주석

서) 

빅쿠보디역 Name has weighed down 

everything 

Addhabhavi(미얀마본, 주석

서) 

  

  

첫구절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PTS 본과 미얀마본에 대한 것이다. 전재성님은 

PTS 본을 적용하여 ‘이기다’의 뜻으로 번역하였고, 빅쿠보디와 각묵스님은 미

얀마본을 적용하고 더구나 주석서의 견해를 중시하여 ‘짓누르다(weighed 

down)’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나마경(S1.61)은 ‘명칭’이 키워드이다. ‘이름지어짐’으로 인하여 그 이름에 

지배당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번

역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른다”라고 번역하였다. 

이긴다와 짓누른다라는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짓누르다’의 뜻은 ‘물리적 힘을 주어 마구 누르다’의 뜻이다. 완력을 행사

하여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짓누르다’에 대한 영어가 ‘weigh down’이



다. 빅쿠보디가 “Name has weighed down everything”라고 번역하였는데 

‘weigh dow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weigh down 에 대하여 사전을 찾

아 보면 ‘무겁게 짓누르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어떻게 각주하였을까? CDB 를 찾아 보았다. 다음과 같은 각주가 있다. 

  

  

In pada, I read addhabhavi with Be and Eel & 2, as against anvabha vi in 

Se. Addhabhavi is aorist of adhibhavati, to overcome, to overpower; see 

CPD, S.V. addhabhavati.  

  

Spk: There is no living being or entity that is free from a name, whether 

the name be natural or fabricated. Even a tree or stone with no known  

  

(121 번 각주, CDB, 빅쿠보디) 

  

  

빅쿠보디는 PTS 본에 anvabhavi 로 되어 있지만, 미얀마본(Be and Eel & 2)에 

쓰여 있는 대로 addhabhavi 를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addhabhavi

는 adhibhavati 의 부정과거형으로서 ‘to overcome(극복하는 것) 또는  to 

overpower(압도하는 것)’의 뜻임을 말한다. 그래서 마치 완력을 행사하여 억누

르는 듯한 표현인 ‘weighed down’이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빅쿠보디는 주석(Spk)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름이 자연적으로 붙여진 

것이든 인위적으로 부여된 것이든 어느 것이든지 명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라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a tree or 

stone with no known”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이름을 알지 못하

는 나무(rukkha)나 돌(pasana)”이라 설명하였다. 이름이 없는 나무는 ‘이름 

없는 나무’라 불리운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언어습득능력 

  

명칭은 단지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저 산이 관악산이라고 이름 붙여달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관악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관악산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 없는 산은 무어라 불러야 할까? 집앞에 있으면 ‘앞산’이라 하

고 집뒤에 있으면 ‘뒷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산도 아니고 뒷산도 아

닌 산은 무어라 불러야 할까? 아마 ‘저산’이라 부를지 모른다. 그도 저도 아

니면 무어라 불러야할까? ‘이름 없는 산’이라 불러야할까?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명칭을 붙여야 대화가 된다. 그리고 사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런 언어능력은 매우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습득

하는 과정에 대하여 도올 김용옥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발성의 체계를 반복해서 그 발성의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키죠. 그 발성의 체계를 의미의 체계와 결합시킨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막지하게 어린 영아가 서

너살 때 이걸 다 해냅니다. 

  

(도올 김용옥, 생각이란 무엇인가)  

  

  

김용옥교수에 따르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물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불과 서너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매우 놀라워 한다. 어린 영아가 언어

의 발성과 그 발성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매칭해 내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언어의 의미체계를 안다는 것 

  

그래서 김용옥 교수는 강좌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이게 도대체 DNA 에 그 

언어 습득 구조가 이미 내장 되어 있나? 딴 동물의 DNA 와 다른 뭐가 있지 않은

가? 나는 도저히 인간이 공통으로 해내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생각

하면서 이 경이를 풀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하였다. 

  

아기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체계를 아는 것이다. 산이라고 하였을 

때 산이라는 발음을 듣고 산의 이미지와 매칭 시켜 ‘산’이라 하는 것이다. 나

무도 마찬가지고 바위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사물에는 온갖 이름이 부여 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이나 명칭을 듣고 보고서 그 의미를 알아낸다.  

  

이렇게 본다면 이름이나 명칭 없이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 간다면 모를까 사회생활을 하려면 언어체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명칭

이 모든 것을 이긴다(nāmaṃ sabbaṃ anvabhavi)”라고 하였을 것이다. 또 “명

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nāmā bhiyyo na vijjati)”라고 하였을 것이다.  

  

우스꽝스런 필명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도 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이름을 부

여 받는다. 그래서 ‘홍길동’ 등으로 불린다. 옛날 천한 신분이라면 성도 없이 

‘개똥이’ ‘소똥이’ 등으로 불리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부르기 위한 편

리한 명칭이 되었다.  

  

그런데 이름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 이름을 떠 

올렸을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런 면으로 본다면 게송에서와 같이 “확실하게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명

칭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름을 잘 지을 필요가 있다. 특히 넷상에서 그렇다. 인터넷공간

이 현실세계와 다르다고 하여 대충 이름을 짓거나 우스꽝스럽게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는 다는 말이 있듯이 이름이 그 사

람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최악의 필명은? 

  

요즘은 인터넷시대이다.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필명

을 요구한다. 그런데 ‘최악의 필명’이 있다. 아무리 인터넷공간이 불특정다수

를 대상으로 하여 익명으로 활동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성의 없는 필명을 보게 

된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점’이다. 필명을 ‘.(점)’으로 하는 자이다.  

  

점하나을 필명으로 하였을 때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인터넷공간에서는 아

이디와 비밀번호, 필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부여 해야 하는

데 점하나의 경우 대단히 성의 없는 이름으로 본다. 

  

대체로 좋은 이름이나 명칭을 가졌을 때 결과도 좋아 보인다. 방문한 사람들의 

필명을 보면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필명도 보인다. 그래서 

잘 이름 붙여진 필명을 보면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듯이 대체로 블로

그가 잘 꾸며져 있다.  

  

내용무블로그와 비공개블로그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필명을 아무렇게나 짓는다. 마치 옛날에 ‘개똥이’ ‘소똥

이’ 하듯이 성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맹탕’이다. 내용물은 없고 단지 ‘로그인’용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이

른바 ‘냉무(내용무)블로그’이다.  

  

또 어떤 경우는 “비공개 블로그입니다”라 하여 허탕치게 만든다. 어떤 비밀이 

그렇게 많길래 비밀로 해 놓았는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방문하는 네티즌들의 상

당수가 ‘비공개블로그’이다.  

  

현실세계에서나 사이버세계에서난 이름이나 명칭이 없으면 살아 갈 수 없다. 그

런데 이름이나 명칭을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잘 짓자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필

명이 그렇다. 

  

왜 필명을 잘 지어야 하나? 

  

인터넷필명은 자신이 짓는다. 이는 누군가 명칭을 붙여 주는 것과 다르다. 저 

창문 밖에 있는 관악산은 누군가 명칭을 부여 하여 관악산인 줄 알고 있지만, 

넷상에서 필명은 철저하게 자신이 만든다. 그렇게 본다면 필명을 잘 지을 필요

가 있다.  



  

점하나(.)와 같은 성의 없는 필명이 있다. 또 개똥이 소똥이 같은 우스꽝스런 

이름도 있다. 이런 이름을 보면 ‘안봐도 비됴’이다. 그러나 고상한 필명을 보

면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헛탕 치는 경우도 있다. 비공개로 해 놓았을 때이

다. 

  

필명을 만들 때는 성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고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필명은 그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넷상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없지만 

써 놓은 글을 보면 인격을 파악할 수 있듯이, 필명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됨

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게송에서는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

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S1.61)”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명칭이란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네.(S1.61)”라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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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처의 눈과 돼지의 눈 

  

  

부처의 눈과 돼지의 눈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것은 세상사람들에

게 회자되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

는 말이다. 왜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일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보는 세상도 다름을 말한다.  

  

사람과 개는 한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의 마음과 개의 마음이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과 개의 마음은 다르다. 달라도 보통 다

른 것이 아니다. 한지붕아래 살고 있는 사람과 개가 다른 것은 세상을 보는 눈

이 다르고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같은 세상일지라도 사람이 인식하는 세상이 다르고 개가 인식하는 세상이 다르

다. 비록 같은 공간에 사람과 개과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람과 개는 전혀 다른 세

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세상

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라 한다. 

  



유식론의 오리지널 버전인가? 

  

불교인식론에 대한 게송이 있다. 마치 대승불교에서 유식론의 오리지널 버전을 

보는 듯한 게송이다. 

  

  

cittena nīyati loko  

cittena parikassati,  

Cittassa ekadhammassa  

sabbeva vasamanvagūti. 

  

  

[세존] 

“세상은 마음이 이끌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 다니며, 

마음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네.” 

  

(Cittasutta -마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2, 전재성님역) 

  

  

[세존]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Cittasutta -마음 경, 상윳따니까야 S1.62, 각묵스님역) 

  

  

“The world is led around by mind;  

By mind it's dragged here and there.  

Mind is the one thing that has  

All under its control.”l22 

  

(Mind, CDB S1.62, 빅쿠보디역) 

  

  

이 게송은 ‘에까담마(ekadhamma)’에 대한 것이다. ‘하나의 원리’ 또는 ‘하

나의 법’이라고 번역되는 에까담마에 의하여 세상이 지배된다는 것이다. 에카

담마로서 ‘마음(citta)’을 들고 있다. 이는 첫번째 에카담인 ‘명칭(nama)’

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전 게송에서는 “명칭이란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네.(S1.61)”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게송에서 에까담마는 마음

에 대한 것이다.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게송에

서는 “세상은 마음이 이끌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 다니며, 마음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네.(S1.62)”라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

승불교의 유식론의 오리지널이 이 게송에서도 근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법구경 1 번 게송에서 

  

에카담마 두 번째 게송에서 마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마음이 이끌

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 다닌다(cittena nīyati loko cittena parikassati)”라 하

였다. 이 구절만 본다면 법구경 1 번 게송이 연상된다. 법구경 1 번 게송에서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

어진 것이니(Manopubbaṅgamā dhammā manoseṭṭhā manomayā, Dhp1)”라고 되어 있

기 때문이다. 

  

법구경 1 번 게송에서 마음이 모든 법들을 이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마음이라 

말한 것은 ‘마노’를 말한다. 그리고 법들이라 한 것은 ‘담마’를 말한다. 그

런데 찟따경(S1.62)에서는 마음이 ‘찟따’이고, 세상은 ‘로까’라 하였다. 이

렇게 본다면 마노와 찟따가 대비 되고, 또 담마와 로까가 대비 된다. 그러나 마

노와 찟따는  ‘마음’이로서 같은 말이라 볼 수 있고, 또한 담마와 로까 역시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구경 1 번 게송(Dhp1)과 찟따경(S1.62)는 사

실상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존재론인가? 인식론인가? 

  

게송에 따르면 마음이 이 세상을 이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엄연

하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한다고 하였다. 이는 세상을 

인식론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이미 있어서 그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존재론적 세

계관이다. 대표적으로 유일신교를 들 수 있다. 유일신교에서는 창조주가 이 세

상을 창조하였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

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

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나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 

것이 존재론적 세계관이다.  

  

그런데 존재론적 세계관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 

부모는 또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한없이 무한소급하다 보면 결국 

창조주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존재론적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원인’



이 되는 ‘존재의 근원’ 내지 ‘궁국적 실재’ 또는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

을 수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종교가 바로 이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다

원주의자들이 한결 같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말이다. 

산에 올라 갈 때 길은 여럿 있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나듯, 그리스도, 브라흐마, 

참나, 불성 등 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다. 같은 것을 두고 종교와 문화와 역사

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존재론적 세계관을 연기법으로 부수었다. 그리고 연기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 보

았을 때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다. 

  

불교인식론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각능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인식함에 

따라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론적 세계관을 말한다. 이런 인식론적 세

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세상이 된다. 개에게는 개의 세상이 있

듯이, 부처에게는 부처의 세상이 있는 것도 인식의 차이이다. 그래서 개와 인간

이 한공간에 함께 살고 있지만 인식하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

에 사는 것과 다름 없다. 개에는 개의 세상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식의 확장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어 나갈 수 있다.  

  

졸지에 ‘외도’로 몰리고 

  

지난 번 글에서 인식론에 대하여 글을 올렸다. 불교는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

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이런 글에 대하여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이는 “불

교는 존재론이 아니고 인식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삿된견해’에 불과하다”

라고 하였다. 불교는 인식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온, 십이처, 십팔

계를 들며 초기불교의 존재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초기경전에 근거하여 글을 쓰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 처럼 다른 것에 의지 하지 

않고 가르침에 의지하여 글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교인식론에 대하여 삿된견

해라 한다. 더구나 외도라고 하였다.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하여 부처님의 가르

침을 전하는 글을쓰고 있는데 졸지에 ‘외도’로 몰린 것이다.  

  

부정적 언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불교에 대하여 “불교는 ~(무엇)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다. 차라리 “불교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언표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긍정적 언표로 말하면 한정되어 버리지만 부정적 언표로 말

하면 포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교는 행복의 종교이다”라고 긍정적 언

표로 말하면 ‘행복’이라는 한 단어에 한정되고 만다. 그러나 “불교는 괴로움

에서 벗어나는 종교이다”라고 부정적 언표로 말하면 특정 단어에 한정 되지 않

고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다.  

  



현상을 설명 할 때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면 걸림이 없다.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언표를 사용한다. 이에 대하여 ‘열반이란 무엇인가, 버스웰교수

의 강의를 듣고(2011-10-2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불교 TV 사이트

에서 버스웰 교수의 강의를 듣고 이를 녹취하여 올린 글이다. 열반에 대하여 부

정적 언표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을 정리하였다. 글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열반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 한다. 굳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열

반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열반은 ~이다”와 같은 ‘긍정적’ 표현과 그와 반대

로 “열반은~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표현이 다 쓰일 수 있지만 열반을 개

념화 하여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한다. 열반에 대하여 부처님이 언

어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열반을 ‘부정문’으로 묘사한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부처님은“지수화풍도 없고, 공간, 시간이나 개념, 비개념, 해나 달로 한

정되지 않고, 이승이나 저승도 아닌 차원, 영역이 있다” 고 하셨다. 여기서

“있다”고 하셨으니 이런 상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우리의 일반적 감각적 경

험이나 명상을 통한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상태라고 한다. 4 선이나 4 무색선

으로 경험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한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열반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고, 발생하

지도 않는다”고 말씀 하셨다고 한다. 가지도 오지도, 그렇다고 머물지도 않는 

이 상태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고정되지도, 움직이지도, 기반을 두지도 않는

다. 열반은 고의 소멸이다”라고 하셨다. 열반은 바로 고가 사라지는 순간이라

는 것이다. “열반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

에 대하여 버스웰교수는 “열반은 어디도 아닙니다. 열반은 어디도 아닌 것이 

아닌 어디입니다”라고 표현하였다.  

  

둘째, 부처님은 “열반은 태어나지도, 만들어지지도, 조합되지도 않은 것이

다.”라 하셨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왜 부정문을 사용하였을까? “열반은 이러

한 것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

라 한다.  

  

열반은 어떤 지식이나 개념도 뛰어넘는 것, 열반이 무엇이다 생각하는 순간 이

미 열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열반이 태어나지도, 만들어지지도, 

조합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조합된 이 세상에서 자유

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 하셨다고 한다. 즉, 열반

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이라는 의미이다. 

  

(진흙속의연꽃, 열반이란 무엇인가, 버스웰교수의 강의를 듣고(2011-10-20)) 

  

  



버스웰 교수는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여 열반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면 열반에 대하여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열반에 대하여 말이나 문자로서 설명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열반에 대하여 설명하기 힘든 것이라면 “열반은~가 아니다”라

는 식으로 차라리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 언표를 사용하는 것 보

다 휠씬 더 낫다는 것이다.  

  

또 버스웰교수에 따르면 체험하지 못한 열반에 대하여 긍정문으로 이해하려 하

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일 열반에 대하여 긍정문으로 하

여 한 단어로 한정하여 버린다면 그 한단어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교는 행복의 종교이다”라고 하여 한단어로 한정한다

면 역시 행복이라는 말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이다”라고 한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열반에 대한 부정적 언표와 긍정적 언표 

  

물론 부처님이 부정적 언표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초기경에서는 긍정적 언표로 

표현한 것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열반에 대하여 부정적 언표와 긍정적 언

표로 표현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언표로 묘사된 열반 

No 구  분 내         용 

1 무위 

(無爲 asankhata) 

이것은 모든 조건지워진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

한다. 

2 무루 

(無漏 anasavam) 

세가지의 번뇌 즉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의 번

뇌, 무명의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3 불로(不老 ajaram) 열반은 늙음의 조건이 소멸된 상태이다. 그에게는 

자아에 의해 집착되지 않은 존재의 다발의 변화만

이 있을 뿐이다. 

4 무견 

(無見 anidassana) 

‘볼 수 없는’의 뜻이 아니라 ‘지시하지 않은’

의 뜻으로, 나의 소유는 조건적인 세계를 지시하므

로 아라한은 그러한 세계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뜻

이다. 

5 무희론 

(無戱論 

nippapanca) 

열반은 일체의 희론, 사견희론(邪見戱論)이나 정견

희론(正見戱論)을 모두 떠나 있다. 

6 무재난 

(無災 anitika) 

열반 속에는 해침을 당할만한 자아의 세계가 없다. 

7 무재난의 상태 

(無災法 

anitikadhamma) 

열반의 무위법에는 조건지어지는 재앙이 존재할 만

한 유위법적인 상태가 없다. 

8 무에 열반은 분노가 소멸한 상태이다. 



(無碍 avyapajjha) 

9 사라짐 

(離貪 viraja) 

열반은 탐욕이 소멸한 상태이다. 

10 불사 

(不死 amata) 

아라한의 일상적인 죽음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는 

불사이며 다만 목숨이 다할 때에는 존재의 다발의 

짐을 내려놓을 뿐이다. 

11 갈애의 소멸 

(愛盡 tanhakkhaya) 

열반에는 모든 종류의 갈애, 즉 감각적 쾌락에의 

갈애, 존재, 비존재의 갈애가 소멸되어 있다. 

12 무착 

(無着 analayo) 

갈애나 집착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긍정적 언표로 묘사된 열반 

No 구  분 내          용 

1 끝 

(終極 antam) 

아라한에게 해야 할 것은 모두 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의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한다. 

2 진리 

(眞諦 saccam) 

아라한의 인격 속에 지혜에 의해서 파악되는 최상의 

궁극적 진리를 의미한다. 

3 피안 

(彼岸 para) 

피안은 윤회의 고통스런 세상을 건넜다는 의미를 지

닌다. 

4 극묘 

(極妙 nipuna) 

성취된, 세련된의 의미로, 열반은 다듬어지지 않은 

개념적 사유로 파악될 수 없고 오로지 현자의 지혜

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다. 

5 지극히 보기 어려

운 것 

(極難見 

sududdasa) 

조건지워진 사유의 근본구조를 초월하여 무지와 갈

애가 소멸된 열반은 지혜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6 견고함 

(堅固 dhuva) 

열반을 체험한 아라한에게는 조건지워진 세계로의 

환원은 있을 수 없다. 

7 비추어봄 

(照見 apalokita) 

열반을 체험한 아라한에게는 자아를 위한 세계는 있

을 수 없으며 세계를 떠나서 조견한다. 

8 적정 

(寂淨 santa) 

조건지어진 것이 남아 있는 한 나의 세계를 주장하

는 적정은 있을 수 없다. 

9 탁월함 

(勝妙 panita) 

열반의 체험은 조건지워진 삶의 세계를 초월함으로

써 성취되는 가장 탁월한 체험이다. 

10 지복 

(至福 siva)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는 최상의 지복을 체험한다. 

11 안온 

(安穩 khema) 

나의 세계는 언제나 불안정한 상상과 변화의 세계이

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가 소멸된 열반은 안온한 세

계이다. 

12 아주 놀라운 것 

(希有 acchariya)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세계에서 열반의 체험은 

윤회하는 존재들 사이에 매우 드문 일이다. 



13 예전에 없던 것 

(未曾有 abbhuta) 

열반은 생성과 소멸이 끝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미증유의 체험이다. 

14 청정 

(淸淨 suddhi) 

모든 염오의 소멸을 의미한다. 

15 해탈 

(解脫 mutti) 

열반은 완전한 해탈을 의미한다. 

16 섬 

(島 dipa) 

윤회의 바다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안전함을 뜻하

는 열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너 자신을 섬으로 하라’ 는 부처님의 유교는 결

국 열반을 성취하라는 말로 귀결된다. 

17 동굴 

(洞窟 lena) 

열반의 상태는 모든 유해한 숲으로부터 안전하게 피

신한 상태와 같다. 

18 피난처 

(避難處 tana) 

열반의 체험은 번뇌의 폭류나 마군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한 것과 같다. 

19 귀의처 

(歸依處 sarana) 

열반은 곧 윤회의 고통 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의 

귀의처가 된다. 

20 구경 

(究竟 parayana) 

열반의 체험은 열반을 구경으로 하게끔, 아라한을 

운명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표는 성전협 전재성님의 상윳따니까야 해제글을 보고 작성한 것이다. 상윳따

니까야 제 43 상윳따인 ‘무위상윳따’에 열반에 대하여 부정적언표와 긍정적언

표로 짤막하게 나열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초기경전에서 열반에 대하여 무위(無爲, asankhata) 등 부정적언표로 표현된 것

이 12 개 항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열반은 ~가 아니다”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포괄 할 수 있다. 이는 열반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열반에 

대하여 어떤 언표로 설명하였을까? 무위의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위해 무위와 무위로 이끄는 길을 설할 것이니 

잘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수행승들이여, 무위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

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것을 수행승들이여, 무위라 한다. 

  

(무위의 경, 상윳따니까야 S43.12, 전재성님역) 

  

  



무위는 열반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무위에 대하여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라 하였

다. 이처럼 “~소멸하고”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다. 그

리고 비록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 현상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시비에

서 벗어날 수 있다. 

  

불교가 이고득락(離苦得樂)이라고?  

  

이처럼 초기경전에서는 부정적 언표로 표현된 것이 많다. 부정적 언표로 표현되

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담마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것은 무상(aniccā), 고(dukkhā), 무아

(anattā) 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모든 현상에 대하여 긍정적 언표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상(aniccā), 고

(dukkhā), 무아(anattā)라는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일체의 형성

된 것은 무상하다.(Sabbe saṅkhārā aniccā, Dhp277)”라 하여 무상이라는 부정

적 언표를 사용하였고,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Sabbe saṅkhārā dukkhā, 
Dhp278)”라 하여 괴로움이라는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였다. 또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없다.(Sabbe dhammā anattā, Dhp279)”라고 하여 역시 부정적 언표인 무

아로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은 무상(aniccā), 고(dukkhā), 무아(anattā)라는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여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만일 부처님이 모든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와 반대되는 개념인 긍정적 언표로 현상을 설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 상(常), 락(樂), 아(我)와 같은 긍정적 언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일체의 형성된 것은 항상하다”든가, “일체의 형성된 것은 즐겁다”라든가,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긍정적 언표로 현상을 설명하면 해당 단어에 집착하게 된다. 누군가 불교에 대

하여 상(常), 락(樂), 아(我)로 하였다면 상(常), 락(樂), 아(我)라는 말에 걸

려서 이 말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의 종교이다”라거나 

“불교는 이고득락(離苦得樂)이다”라고 하였을 때 락(樂, sukha)이라는 말에 

걸려 락이라는 말에 집착할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즐거움 또는 행복에 대해서

만 말할 것이다.  

  

부처님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언표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하

는 것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 언표를 사용하

면 언어에 걸리지 않고 언어에 집착하지도 않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의 

종교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종교이다”라고 

말함으로서 행복이라는 말에 걸리지도 않고 또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Yaṃ pare sukhato āhu  

tadariyā āhu dukkhato 

Yaṃ pare dukkhato āhu  

tadariyā sukhato vidū.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S35:136)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다 

  

불교에 대하여 존재론이 아닌 인식론이 하였을 때 어떤 이는 ‘삿된견해’라 하

였다.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예를 들면서 존재론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인식

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외도’의 견해라 한다.  

  

불교에 대하여 “불교는 인식론이다”라고 긍정적 언표로 말하는 것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불교는 존재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불교는 ‘인식론’임에 틀림 없다. 그것은 초

기경전 도처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

두삔디까경(M17)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벗들이여,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 생겨나고, 그 세 가지를 조

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지각하

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에서 희론에 오염된 지각

과 관념이 일어납니다. 

  

(Madhupiṇḍikasutta-꿀과자의 경, 맛지마니까야 M17, 성전협 전재성님역)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접촉에 따라 세상이 생겨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다

름 아닌 연기법에 따라 세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연기

법에 의해서 세상이 발생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

여 , 세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 그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S35.107).”라고 세상의 발생원리

를 설명하였다.  

  

또 괴로움에 대해서도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 생겨나고,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난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S35.106)”이라 



하여 괴로움의 발생원리를 연기법적으로 설명하였다. 세상도 접촉에 따라 생겨

나는 것이고, 괴로움 역시 접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지각 

또는 인식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 된다.  

  

인식할 때만 실체를 드러내는 양자론 

  

인식론은 이미 현대과학에서도 증명 된 바 있다. 이는 ‘양자론’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모두 전생에 지은 업보때문이라고? 느낌이 발생하는 여덟 

가지 요인과 접촉(phassa)(2013-10-02)’라는 글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EBS 에서 다큐에서 빛의 물리학을 보았다. 4 부에서 ‘빛과 원자’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불교적 사유와 유사하였다. 특히 전자에 대한 설명에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 그렇다. 이에 대하여 대승론자들은 반야심경의 ‘색즉시

공 공즉시색’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확률로 설명되는 양자론

을 보면 부처님의 인식론과 매우 유사하였다.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는 전자는 관찰할 때만 보여진다. 인식할 때만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관찰하지 않으면 실재할 가능성만 있다. 그래서 관찰

할 때는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입자로 보이는 것이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실

재할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에 대하

여 때로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전자에 대하여 ‘있

다’거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관찰하면 실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관

찰하지 않으면 실재할 가능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다른 말로 ‘인식한다’고 표현 할 수 있다. 

관찰함으로서 실재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은 항상 그 자리

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관찰에 의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만 선택 되는 것이다.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실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인식되는 순간 실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꿀과

자의 경(M17)’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진흙속의연꽃, 모두 전생에 지은 업보때문이라고? 느낌이 발생하는 여덟 가지 

요인과 접촉(phassa)(2013-10-02)) 

  

  

글에서 양자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고전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을 ‘존재론’적

으로 설명하였으나 현대물리학에서는 현상에 대하여 ‘양자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인식론’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이런 양자론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딱 들어 맞기 때문에 양자론에 대하여 인식론적으로 본 것이다.  

  



불교가 인식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교는 인식론이다” 라

고 긍정적 언표로 말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삿된견해’라 한다면 부처님의 가

르침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마치 존재론에 기반을 둔 고전물리학만 알

지 양자론으로 대표되는 현대물리학을 모르는 것과 같다.  

  

오늘날 존재론에 기반을 둔 고전물리학은 더 이상 물리학의 본류가 아니다. 고

전역학에서 뉴턴역학이 진리일지 모르지만, 미시적 세계에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은 거시적세계와 미시적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거시적 세계는 상대성이론으로 설명되고, 미시적 세계는 양자론으로 설명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시적 세계의 양자론은 철저하게 인식론적이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부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별하고 나누어 오온 십이처 십팔계로 설명하였

다. 이렇게 분별한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현대물리학에서도 미시적세계는 양자론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미시적 세계 역시 

실체가 없다. 다만 관찰해야만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나누고 또 나누어 관찰하면 실체가 없다. 오직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연기적 현상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것은 오

로지 관찰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관찰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 

지각 또는 인식이라 한다. 그래서 불교에 대하여 인식론이라 하는 것이다.  

  

불교의 인식론에 대한 게송이 앞서 언급되 찟따경(S1.62)라 보여 진다. 대승 유

식론의 오리지널 버전이라 볼 수 있고 또한 불교인식론의 근거로 보이는 게송을 

다시 한 번 써 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은 마음이 이끌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 다니며, 

마음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네.”(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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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상은 온통 불타고 있네 



  

  

부처님의 세 번째 법문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 말은 중학교 시절 접하였다. 종립중학교 불교시간에 

불교책을 통해서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말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 하

지만 그 때 당시 “세상은 탐욕으로 불타고, 세상은 성냄으로 불타고,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붙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늘 “왜 

세상은 불타고 있다고 하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런 의문은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풀렸다. 상윳따니까야 연소의 경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세상이 불타고 있다!”비유와 방편 없는 아딧땅경(연소경, S34.3.6)(2012-

04-2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고 시작되는 경의 이름은 ‘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

(Ādittapariyayasutta,S35.28)’이라 한다. ‘초전법륜경’과 ‘무아상경’에 

이어 부처님의 세 번째 법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에 대하여 각묵스님이 BBS

의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하여 낭송하는 것을 들었다.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경이라 하였다.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싸이네” 

  

‘연소의 경’과 유사한 내용의 게송이 있다. 상윳따니까야 ‘데와따상윳따

(S1)’에 있다. 하늘사람이 부처님에게 “무엇이 세상을 핍박하고 무엇이 세상

을 포위하고 어떤 화살이 세상을 꿰뚫으며 어떤 연기가 항상 휩싸이는가?”라고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송으로 답한다. 

  

  

maccunā'bbhāhato loko  

jarāya parivārito, 

Taṇhāsallena otiṇṇo  
icchādhūmāyito sadāti. 

  

  

[세존] 

“죽음이 세상을 핍박하고 

늙음이 세상을 포위하고 

갈애의 화살이 세상을 꿰뚫으며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싸이네.” 

  

(Abbhāhatasutta-핍박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6, 전재성님역) 

  

  

[세존] 



“죽음에 의해 세상은 핍박받고 

늙음에 의해 에워싸여 있느니라. 

갈애의 쇠살에 꿰찔러져 있으며 

욕구에 의해 항상 불타고 있느니라.” 

  

(Abbhāhatasutta-핍박 경, 상윳따니까야 S1.66, 각묵스님역) 

  

  

"The world is afflicted with death,  

Enveloped by old age;  

Wounded by the dart of craving, 

It is always burning with desire."  

  

(Aflicted, CDB S1.66, 빅쿠보디역) 

  

  

네 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면 

  

하늘사람은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역시 네 가지로 

답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사람 질문 부처님 답변 키워드 

무엇이 세상을 핍박하는가? 죽음이 세상을 핍박한다. 죽음 

maccu 

무엇이 세상을 포위하는가? 늙음이 세상을 포위한다. 늙음 

jarā 

어떤 화살이 세상을 꿰뚫는가? 갈애의 화살이 세상을 꿰뚫는

다. 

갈애 

taṇhā 
어떤 연기가 항상 휩싸이는가?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싸인다. 욕망의 연기 

icchādhūmāyita 

  

  

게송의 키워드는 죽음(maccu), 늙음(jarā), 갈애(taṇhā), 욕망의 연기 

(icchādhūmāyita)이다. 여기서 ‘욕망의 연기’는 어떤 뜻일까? 

  

욕망의 연기라 번역된 빠알리어는 ‘icchādhūmāyito’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님은 주석을 인용하여 “욕망에 불붙어서(icchāya āditto)”라 하였다.  

  

Dhūmāyito 가 ‘dhūma+āya+ta’로서, dhūma 는 ‘smoke(연기); fumes(가스)’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icchādhūmāyito 는 직역하면“욕망의 연기”가 된다. 

Icchā 가 ‘wishing; longing’의 뜻이고, dhūmāyita 가 연기를 뜻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게송의 네 번째 구절 icchādhūmāyito sadāti 에 대하여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싸이네”라고 번역하였다. 연기를 뜻하는 Dhūmāyita 에 

대하여 직역한 것이다.  

  

왜 초불연에서는 의역하였을까? 

  

그런데 각묵스님은 “욕구에 의해 항상 불타고 있느니라”라고 번역하였다. 연

기를 뜻하는 Dhūmāyita 에 대하여 직역하지 않고 “붙타는”뜻으로 의역하였다. 

각묵스님은 왜 직역하지 않고 의역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습니까?’는 Ee2, SS, Se 주석서의 kissa dhūmāyito 

대신에 Ee1, Se, Be, Be 주석서의 kissa dhūpāyito 로 읽어서 옮겼다. 

dhūpāyito 는 ‘장로게’(Thag) {448} 게송에도 나타난다. 노만(K.R. Norman)은 

이 {448}을 옮기면서 dhūpāyita 를 연기가 내뿜어지는 (perfumed, obscured by 

smoke)으로 옮기고 있지만 역자는 주석서를 참조해서 불타고 있는 (āditta-

S.A.i.95)으로 옮겼다. 본서 ‘우빠짤라 경’(S5:7) {542}에서도 padhūpito 는 

‘불타는, 달아오르는’의 뜻이다. 

  

(초불연 247 번 각주, 각묵스님) 

  

  

초불연 각묵스님의 각주에 따르면 ‘주석적 번역’을 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Dhūpāyita 의 원래의 의미가 ‘연기’를 뜻하는 임에도 주석서에서 불타

는 뜻(āditta)’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역하였

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만의 번역을 거론 하며 연기의 뜻으로 번역한 것은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우빠짤라 경’(S5:7)을 

들고 있다.  

  

초불연 각주와 일치하는 빅쿠보디 각주 

  

각묵스님은 주석서 내용(S.A.i.95)를 근거로 하여 각주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

리고 노만의 번역과 우빠짤라경 등의 예를 들어 ‘연기 나는’뜻이 아니라 ‘불 

타는’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빅쿠보디는 어떻게 각주 하였을까? 해당구

절에 대한 CDB 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read with Be, Se, Eel, and Spk (Be) kissa dh ūpāyito, as against kissa 

dhūmāyito in Ee2, SS, and Spk (Se).  

  

The verse is also at Th 448 with dh ūpāyito. Norman (at EV I, n. to 448) 

contends this word means "perfumed" or "obscured (by smoke)," but Spk 

glosses as āditto: see too v.542, where padh ūpito must mean “burning.” 



  

(cdb 124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놀라우리 만큼 초불연 각주와 일치한다. 순서는 물론 

사용된 용어 또한 일치 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각묵스님은 “Ee2, SS, Se 주석

서의 kissa dhūmāyito 대신에 Ee1, Se, Be, Be 주석서의 kissa dhūpāyito 로 읽

어서 옮겼다.”라 하였다. 이는 빅쿠보디의 각주 첫번째 문장인 “I read with 

Be, Se, Eel, and Spk (Be) kissa dhūpāyito, as against kissa dhūmāyito in 

Ee2, SS, and Spk (Se).”라는 문구와 정확하게 일치 한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장에서 각묵스님은  ‘노만’이야기를 꺼냈다. 노만은 빠알어

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고,  1981 년부터 1994 년 까지 13 년간 빠알리성전

협회 (Pali Text Society: PTS) 회장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초불연 

각주를 보면 “dhūpāyita 를 연기가 내뿜어지는 (perfumed, obscured by smoke)

으로 옮기고 있지만”이라 하였다. 이는 빅쿠보디의 각주 “Norman (at EV I, 

n. to 448) contends this word means "perfumed" or "obscured (by smoke)”와 

정확하게 일치 한다.  

  

또 각묵스님은 우빠짤라경의 예를 들면서 “본서 ‘우빠짤라 경’(S5:7) {542}

에서도 padhūpito 는 ‘불타는, 달아오르는’의 뜻이다.”라 하였다. 이 부분 

역시 빅쿠보디의 “see too v.542, where padhūpito must mean “burning.”와 

정확하게 일치 한다. 다만 빅쿠보디는 ‘v.542’라 하였지만 각묵스님은 ‘우빠

짤라 경’(S5:7) {542}’이라고 구체적으로 경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다를 뿐이

다.  

  

이처럼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순서와 사용용어, 사용예 등에 있어서 빅쿠보디의 

각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연기가 나는 것과 불타는 것 

  

게송에서 키워드는 ‘dhūmāyita’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연기 나는’

뜻으로 하였고, 각묵스님은 ‘불타는(burning)’뜻으로 달리 번역하였다. 빅쿠

보디는 ‘burning(불타는)’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달리 번역한 것은 

‘직역’과 ‘의역’의 차이이다. 전재성님은 dhūmāyita 에 대하여 본래 의미대

로 ‘직역’하여 ‘연기’라 하였고, 반면 빅쿠보디는 주석의 견해를 중시하여 

‘dhūpāyito’로 해석하여 ‘burning(타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각묵스

님은 역시 주석의 견해를 중시하여 ‘burning(불타는)’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연기가 나는 것과 불타는 것은 어쩌면 같은 의미일지 모른다. 연기라는 것은 불

이 타올라야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icchādhūmāyito(탐욕

의 연기)’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빅쿠보디는 “burning with desire”라 하



여 “욕망으로 불타고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 역시 마찬가지

로 “욕구에 의해 항상 불타고 있느니라.”라 하여 불타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우빠짤라경에 실려 있는 542 번 게송 

  

이처럼 게송에서 연기라는 뜻의 dhūmāyita 가 있음에도 굳이 불타는 뜻으로 의

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우빠짤라경에 있는 542 번 게송

을 예로 들고 있다. 우빠짤라경에 실려 있는 542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Sabbo ādipito loko  

sabbo loko padhūpito, 

Sabbo pajjalito loko  

sabbo loko pakampito,  

  

  

세상은 모두 불이 붙었고 

세상은 온통 연기에 휩싸였네. 

세상은 모두 불길을 토하고 

세상은 온통 뒤흔들리네. 

  

(Upacālāsutta -우빠짤라의 경, 상윳따니까야 S5.7, 전재성님역) 

  

  

모든 세상은 불타오르고 

모든 세상은 달아오르며 

모든 세상은 화염에 싸여 있고 

모든 세상은 흔들리도다.  

  

(Upacālāsutta -우빠짤라 경, 상윳따니까야 S5.7, 각묵스님역) 

  

  

"All the world is on fire,  

All the world is burning,  

All the world is ablaze, 

All the world is quaking.  

  

(Upacālā, CDB S5.7, 빅쿠보디역) 

  

  

우빠짤라경은 빅쿠니상윳따(S5)에 실려 있는 경의 제목이다. 우빠짤라빅쿠니가 

마라 빠삐만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빠삐만이 “그대는 어디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가?”라고 묻자, 우빠짤라빅쿠니는 “나는 어디에도 태어나고 싶지 않



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빠삐만이 욕계천상에 태어나서 마음껏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어떤지 묻는다. 그러나 빅쿠니는 세 개의 게송으로 거절하는 답송

을 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위 게송이다. 

  

“sabbo loko padhūpito”에 대하여 

  

우빠짤라빅쿠니는 “세상이 온통불타고 있다”라고 마라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구절을 보면 ‘padhūpito’가 있다. 바로 이 단어에 대하여 빅쿠 보디

는 ‘burning’으로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이 문제가 되

는가? 

  

Padhūpita 는 padhūpeti 의 과거분사형으로서 ‘fumigated(그을리다)’; 

‘smoked(훈제한)’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타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는 단

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빅쿠보디는 ‘burning’이라 하였다. Burning 은 

‘불타는, 연소, 화끈거리는, 현안, 뜨거운’의 뜻이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sabbo loko padhūpito”구절에 대하여 “All the world is burning”이라 하

였다. 이는 “모든 세상이 불타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세

상은 온통 연기에 휩싸였네.”라 하여 앞서 앞서 언급된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싸이네.(S1.66)”과 같이 연기의 뜻으로 번역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

다. 각묵스님은 이 구절에 대하여 “모든 세상은 달아오르며”라 하였기 때문이

다.  

  

표로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세 번역자의 번역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핍박의 경(S1.66) 우빠짤라경(S5.7) 키워드 

빠알리어 icchādhūmāyito sadāti sabbo loko 

padhūpito 

dhūmāyito, 

padhūpito 

전재성님

역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

싸이네 

세상은 온통 연기에 

휩싸였네  

연기,  

연기 

각묵스님

역 

욕구에 의해 항상 불타

고 있느니라 

모든 세상은 달아오

르며 

불타고,  

달아오르며 

빅쿠보디

역 

It is always burning 

with desire 

All the world is 

burning 

Burning, 

burning 

  

  

전재성님의 경우 직역을 하였다. 그래서 dhūmāyito 에 대하여 원어 그대로 직역

하여 ‘연기’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기조는 우빠짤라경에서도 유지 되어 

‘padhūpito’에 대하여 ‘fumigated(그을린)’의 뜻인 ‘연기 나는’의 뜻으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다.  

  



빅쿠보디는 초지일관 ‘burning’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빅쿠보디가 각주에서 

dhūmāyito 에 대하여 dhūmāyito(연기)에 대하여 dhūpāyito 라 읽는다고 밝혔고, 

더구나 주석의 견해를 인용하여 āditta(blazing; burning)의 의미라 하였다. 그

래서 빅쿠보디는 단호하게 “padhūpito must mean “burning.”라 하여 

“padhūpito 의 뜻은 반드시 burning 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일관되게 ‘burning’으로 번역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오락가락 하다. 왜 오락가락 하는가? 그것은 핍

박의 경(S1.66)에서는 분명히 “불타고 있느니라”라 하여 ‘burning’의 뜻으

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우빠짤라경(S5.7)에서는 “달아오르며”라 하여 ‘열기

로 뜨거워지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왜 이렇게 달리 번역하였을까? 그것은 

빅쿠보디의 번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빅쿠보디는 우빠짤라경에서 fire, burning, ablaze, quaking 순으로 번역하였

다. 여기서 fire 는 ādipita 에 대응된다. 그래서 세 번역자 모두 ‘불타는’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구절의 padhūpita 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된다. 빅쿠보디는 padhūpita 가 burning 의 뜻이라고 천명하였기 때문

에 “All the world is burning”라 하여 “온세상이 타오르고 있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주석서와 빅쿠보디의 견해를 중시하는 초불연에서는 “모든 세상은 달아오르

며”라 번역하였다. 그런데 ‘달아오르다’라는 말은 ‘burning’의 뜻과 다르

다는 것이다. Burning 은 ‘불타는’또는  ‘연소의’ 뜻이 제일의 뜻이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이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

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가장 좋은 표현은 ‘연기 나는’ 의 뜻으로 해야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burning 이라고 천명(247 번 각주)하였으므로 ‘연기나는’ 뜻

으로 번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세상은 달아오르며”라 하여 앞

뒤가 잘 연결 되지 않는 번역이 되어 버렸다.  

  

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불이 나면 진행과정이 . 가장 먼저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불길이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연기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불은 모든 

것을 삼켜 버린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이 우빠짤라경(S5.7)에 실려 있

는 상윳따니까야 542 번 게송이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ādipita padhūpita pajjalita pakampita 

PCED194 

(빠알리사사

전) 

in flames; 

ablaze. 

fumigated; 

smoked 

blazed up; 

burnt forth. 

trembled; 

quaked. 

전재성님역 불이 붙었

고 

연기에 휩싸였네 불길을 토하고 뒤흔들리네 



각묵스님역 불타오르고 달아오르며 화염에 싸여 있

고 

흔들리도다 

빅쿠보디역 on fire burning ablaze quaking 

  

  

표를 보면 화재가 나는 과정이 순서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처음이 불이 붙고

(ādipito),이어서 연기가 나고(padhūpito), 불이 더욱 더 커지고(pajjalito), 

불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pakampito)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인 ‘padhūpita’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burning’이

라 하였다. 이는 ‘오역’이라 본다. 불이 나는 과정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알리사전 PCED194 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불이 붙은 다음에 연기를 낼 것

이므로 전재성님의 번역처럼 “연기에 휩싸였네”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각묵스님의 경우 ‘달아오르며’라 하였으나 이 역시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본다. 불타오르고 난 다음에는 연기가 나는 것이 순서인데, 달아오르다 하여 또 

다시 불타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이중설명’이라 보여진다. 아마 빅쿠보디의 

‘burning’을 의식하여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 247 번 각주

에서 padhūpita 에 대하여 burning 의 뜻이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바르게 번역한다면 “연기가 나며”라 해야 할 것이다. 

  

“왜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했을까?” 

  

부처님은 세상이 온통 불타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이 말을 접하였을 때 충격

이었다. 세상이 불타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중학교 당시 

이 말을 접하였을 때 하나의 화두와 같았다. “왜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했을

까?”하는 의문을 말한다.  

  

그러나 중학생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화두 아닌 화두를 

지닌 채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러다 초기경전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

도 초기경전에 답이 있었다. 상윳따니까야 ‘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

(Ādittapariyayasutta,S35.28)’이 그것이다. 이 경에 “세상은 불타고 있다”

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인식하는 세상을 말한다. 오

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말한다. 그런 세상은 항상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불타고 있고, 성냄의 불로 불타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일체가 불타고 있

는가? 

  

수행승들이여, 시각도 불타고 있고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

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Ādittapariyayaysutta-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28, 전재성님

역) 

  

  

지금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고 있다면 시각도 불타고, 시각의식, 시각접촉도 불

탄다고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느낌인 것이다. 그런 느낌은 언제나 세 가지이

다. 즉 즐거운 느낌(樂受), 괴로운 느낌(苦受),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不苦不樂受)이다.  

  

이런 느낌으로 인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발생한다. 즐거운 느낌이면 거

머쥐려 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나고, 괴로운 느낌이면 밀쳐 내려 하기 때

문에 ‘화’를 내게 된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은 어디로 튈

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이 한 몸 안에서 일어나

는 세상은 매 순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바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어떻게 해야 불을 끌 수 있을까? 

  

불은 땔감이 있어야 탄다 

  

불은 땔감이 있어야 탄다. 땔감이 없으면 더 이상 불이 나지 않을 것이다. 땔감

이 다 떨어졌을 때 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것이다. 그런 땔감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땔감이다. 이 땔감으로 하여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그래

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시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접촉

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

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도 싫어하여 떠난다. 

  

(Ādittapariyayaysutta-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28, 전재성님

역) 



  

  

부처님은 시각 등 여섯 가지 감각능력에 대하여 싫어 하는 마음을 내라고 하였

다. 그래서 탐욕을 일으키는 즐거운 느낌, 성냄을 야기하는 괴로운 느낌, 어리

석음의 근원이 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 떠나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땔감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매순간 탐욕이라는 땔감, 성냄이

라는 땔감, 어리석음이라는 땔감을 만들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세상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불의 가르침 

  

땔감이 없으면 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탐욕의 땔감, 성냄의 

땔감, 어리석음의 땔감을 만들지 않으면 불이 계속 타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땔감은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발전기 처럼 자기가 땔감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땔감은 늘어나고, 화를 내

면 낼 수록 역시 땔감은 늘어만 간다.  

  

그런데 땔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은 더욱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탄다는 것이

다. 이처럼 탐진치로 살아 갈 때 탐진치의 땔감으로 인하여 윤회는 아득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땔감을 만

들어 내지 않는 것이다. 탐욕의 땔감, 성냄의 땔감, 어리석음의 땔감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았을 때 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불이 꺼진 상태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열반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괴로

움과 윤회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라는 땔감을 만들어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불의 가르침’이라 본다. 

  

  

  

2014-06-03 

진흙속의연꽃 

 

 

 

 

 

 

25. 항상 원점에 있는 서 있는 것처럼 

  

  

관심있게 보는 프로가 있다.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

연인’ 등의 프로명으로 종편채널에서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산에 살게 되었다는 등의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살아 가는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연인에 대한 프로를 보면 대부분 혼자 살아 가는 사람들이다. 갖가지 사연으

로 혼자 살다 보니 거처가 대부분 누추하다. 산에서 약초나 나물 등 ‘산야초’

를 채취하여 살아 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에 본 프로는 좀 달랐다.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보통 부부가 아닌 것 같다. 두 부부가 모두 삭발한 모습을 보여 주

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 하여 ‘산 속 외딴집 평강공주와 바보온달(TV 조선, 

2014-06-12)’이라는 프로이다.  

  

부부는 왜 삭발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승복을 입고 있다. 고무신도 신고 있어

서 두 부부를 보면 스님들 같다. 마치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살고 있는 듯 보인

다. 그러나 프로에서는 부부가 스님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보여 주지 않고 있

다. 산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알콩달콩 살아 가는 보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

고 있다. 그럼에도 삭발하고 승복을 입고 살아 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프로에 따르면 남자는 60 세라 한다. 여자는 이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온다. 

서로 의지 하며 함께 지낸지 몇 년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온달과 평강이라 부르며 보통 부부처럼 

살아 가는 모습만 보여준다. 그럼에도 삭발하고 승복입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스님들이 함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TV 를 시청한 국민들이 볼 때 

   

왜 종편채널에서는 마치 비구와 비구니처럼 보이는 부부를 출연시켰을까? 삭발

하고 승복을 입고 법명까지 가지고 있는 부부를 출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비

록 부부가 머리를 깍고 산중에서 온달과 평강으로 서로 부르며 알콩달콩 산다고 

할지라도 누구 보아도 비구와 비구로 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불교로서는 

매우 타격이 클 것이다.  

  

만일 신부복을 입은 남자와 수녀복을 입은 여자가 그것도 천주교식 이름으로 부

르고 부부로 산다면 세상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한마디로 ‘천주교망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종편에서는 머리를 깍고 사는 부부가 마치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TV 를 시청한 

국민들은 이제 스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지 모른다.  

  

스님에게도 정년이 있을까? 

  

스님에게도 정년이 있을까? 어떤 이는 평생 수행만 하며 살아 가는 스님들에게

도 정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님생활에



서 은퇴하여 편하고 안락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종종 스님생활을 하다 속퇴하는 경우가 있다.  

  

EBS 에서 ‘용서’라는 프로를 보면 70 이 넘은 남자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50 대이다. 그런데 프로에 따르면 이 남

자는 50 줄에 스님생활을 그만 두고 30 대의 여자와 결혼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

서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고등학생으로서 청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손자 볼 나이에 아들을 둔 것이다. 이렇게 늘그막에 아들을 둔 70 대는 

걱정이 많다. 실명위기에 처해 있어서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 걱정에 마음이 편

치 않은 것이다.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 

  

종종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세속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어린 

나이나 젊었을 때 출가한 스님들이 그런 것 같다.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물정을 

안 다음에 출가한 사람들과 달리 젊은 나이에 출가한 스님들 중에는 결혼에 대

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단물을 쪽

쪽 빨아 먹겠다”라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스님은 “다음 생에 태

어나면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스님들이 ‘세상 것들’에 대

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

애’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은 갈애로 인하여 발생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갈애에 따른 것이라 

보면 틀림 없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갈애 때문이라 볼 수 있

다.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인 갈애와 그에 따른 결

과는 어떤 것일까?  

  

갈애(taṇhā), 늙음(jarā), 죽음(Maccu), 괴로움(dukkha) 

  

상윳따니까야에 갈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먼저 하늘사람이 부처

님에게 “무엇으로 세상이 걸려들고 무엇 때문에 포위되고 무엇에 의해서 세상

이 갇히며 무엇 위에 세상이 서 있는가?(S1.57)”라며 묻는다. 이에 대하여 부

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답한다. 

  

  

taṇhāya uḍḍito loko 
jarāya parivārito, 

Maccunā pihito loko  

dukkhe loko patiṭṭhitoti. 
  

(Uḍḍitasutta, S1.67) 
  

  



[세존] 

“갈애로 세상이 걸려들고 

늙음 때문에 포위되며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갇히고 

괴로움에 의해 세상이 서 있네.” 

  

(걸려듦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7, 전재성님역) 

  

  

[세존] 

“갈애에 의해서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늙음에 의해 에워싸여 있느니라.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느니라.”  

  

(올가미에 걸림 경, 상윳따니까야 S1.67, 각묵스님역) 

  

  

“The world is ensnared by craving;  

It is enveloped by old age; 

The world is shut in by death;  

The world is established on suffering.” 

  

(Ensnared, CDB S.167, 빅쿠보디역) 

  

  

네 구절로 된 사구게에서 키워드는 갈애(taṇhā), 늙음(jarā), 죽음(Maccu), 괴

로움(dukkha)이다. 이와 같은 네 개의 키워드는 초기경전에서 항상 볼 수 있다. 

이네 개의 키워드는 우리 생활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걸려 들었다는데 

  

첫번째 구절에서 “taṇhāya uḍḍito loko”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갈애로 세상이 걸려들고”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갈애에 의해서 세상은 올

가미에 걸려 있고”라 번역하였다. ‘걸려들다’와 ‘올가미에 걸려 있다’의 

차이이다. 그렇다면 ‘걸려들다’의 의미인 uḍḍito 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uḍḍita 는 uḍḍeti 의 과거분사형으로서 ‘ensnared (…을 덫으로 잡힌), 

bound(묶인), tied up(묶인)’의 뜻이다. 제일의 뜻이 ‘덫으로 잡는다’뜻의 

‘ensnare’임을 알 수 있다. 빅쿠보디는 이 단어를 이용하여 “The world is 

ensnared by craving(세상은 욕망에 의해서 덫으로 잡혀 있다)”라고 번역하였



다. 여기서 덫이라는 말은 ‘짐승을 꾀어 잡는 도구의 일종’이다. 이를 올가미

(trap)라고도 한다. 그래서일까 각묵스님은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라 

하여 올가미를 강조 하였다. 그러나 uḍḍita 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이

어지다 또는 묶이다의 뜻 보다는 ‘걸려들다’가 의미상 맞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걸려들고”라고 번역하였다. 

  

갈애의 밧줄에 묶이어 

  

첫 번째 게송은 “세상이 걸려 들었다(uḍḍito loko)”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

는 세상이란 무엇일까?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세상은 산천초목산하대지의 세상이 

아니다. 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세간이 아니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인식가능한 세상을 말

한다. 그런 세상이 걸려 들었다고 하였다. 무엇에 의해? 갈애 때문이다. 그래서 

첫번째 게송에서는 “갈애로 세상이 걸려들고(taṇhāya uḍḍito loko, S1.57)”라 

한 것이다. 

  

갈애로 세상이 걸려 들었다면, 갈애로 인하여 세상이 생겨 났다는 말과 같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aṇhāya uḍḍito loko : Srp.I.96 에 따르면, 시각은 갈애의 밧줄에 묶이어 형상

의 쐐기에 걸려들고, 청각은 갈애의 밧줄에 묶이어 소리의 쐐기에 걸려들고, 후

각은 갈애의 밧줄에 묶이어 냄새의 쐐기에 걸려들고, 미각은 갈애의 밧줄에 묶

이어 맛의 쐐기에 걸려들고, 촉각은 갈애의 밧줄에 묶이어 감촉의 쐐기에 걸려

든다. 

  

(성전협 496 번 각주, 전재성님)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은 갈애에 걸려든 세상이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오

욕락’에 묶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시각 등 다섯 가지 감각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 갈애에 묶이고 걸려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늙음’이라는 덫에 걸려 

  

모든 존재는 갈애의 산물이다. 갈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

다. 그래서 갈애는 ‘태어남’을 유발한다.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선정수행을 

하여 천상에 태어나 천년 만년 살지라도 언젠가 죽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jarāya parivārito”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늙음 때문에 포위되며”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It is enveloped by old 

age”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늙음에 의해 에워싸여 있느니라”라 하였다. 마



셔도 마셔도 채워 지지 않는 근원적인 욕망인 갈애라는 덫에 걸려 태어나게 되

었는데, 이번에는 ‘늙음’이라는 덫에 걸린 것이다.  

  

이 젊음, 이 청춘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자신만만 하였건만 세월은 인정사정 

없이 흘러가 늙고 병든 몸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늙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음을 말한다. 

  

  

늙고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일 것이다. 누구나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 찾아 오고야 마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 죽음 앞에 

초연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죽는 순간의 강력한 고통 때문에 

  

세 번째 구절은 ‘죽음’에 대한 것이다. 죽음에 대하여 “Maccunā pihito 

loko”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갇히고”라 

하였고, 빅쿠보디는 “The world is shut in by death”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라고 번역하였다. 공통적으로 ‘갇혀 있

다’라고 번역 하였다. 왜 ‘갇혀 있다’라고 번역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세 번

역자의 각주를 보고 표를 만들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성전협 

497 번각주 

Srp.I.96 에 의하면, 전생의 업이 마음의 한 순간 

지속되더라도 죽는 순간의 강력한 고통 때문에, 

산들에 갇히면 아무 전망도 볼 수 없듯이, 중생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전재성님) 

죽는 순간

의 강력한 

고통 

CDB 

125 번 각

주 

The world is shut in by death (maccunā 
pihito): Even though the kamma done in the 

last life is only one mind-moment away, beings 

do not know it because they are shut off from 

it, as if by a mountain, by the strong pains 

occurring at the time of death.(빅쿠보디) 

strong 

pains 

초불연 

248 번 각

주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다(maccunā 

pihito).’고 했다. 바로 앞의 전생(anantara)에

서 자신이 지은 업은 하나의 마음[순간](eka-

cittantara)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죽음의 고통스런 느낌이 강해서 마치 산

에 가려진 것처럼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죽

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다고 하신 것이

다.(SA.i.96) (각묵스님) 

죽음의 고

통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갇혔다”라는 구절에 대한 주석이다. 이  주석의 의미

는 무엇일까? 여러 번 읽어 보아도 알 듯 말 듯 하다. 그러나 초기불교적 관점

에서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조건에 따른 마음이 윤회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일생윤회’와 ‘순간윤회’로 

나눌 수 있다. 일생윤회는 죽음과 탄생으로서 한 존재가 몸과 성향이 일생동안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순간윤회는 매 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말

한다.  

  

죽음 이후는 왜 무간(無間)인가? 

  

그런데 초기불교에 따르면 일생윤회 역시 순간윤회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마음

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 밖에 하지 못하고,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으

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임종순간에 이르러 마지막 ‘죽음의식

(cuticitta)’이 일어나 일생동안 지은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을 대

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그

래서 일생윤회 역시 순간윤회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 하면 삶과 죽

음은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고 바뀌듯이 자연스런 것이다.  

  

이렇게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연결식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틈이 없기 때문에 티

벳불교의 ‘사자의 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우리나라 ‘49 재’와 같은 것은 설

자리를 잃는다. 벽에 문이 하나 있어서 벽안쪽에서 바라 보았을 때 열고 나가면 

죽음이고, 벽 바깥쪽에서 바라 보았을 때는 탄생이기 때문에 ‘무간(無間)’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중음신’ 개념의 ‘사십구재’나 ‘천도재’

가 있을 수 없다.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갇힌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는 순간의 강

력한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리고 잊어 버린다. 오로지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이어지는 재생연결의 마음이나 벽의 문을 열고 다른 방에 들어 가

는 것 같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오로지 지금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괴

롭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갇혔다. (Maccunā pihito loko, S1.57)”

라 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의해 세상이 갇힌 것은 아니다. 다만 갇힌 것처럼 보여 지는 것

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산들에 갇히면 아무 전망도 볼 수 없듯

이”라 하여 ‘산의 비유’를 들고 있다. 사방이 산으로 꽉 막혀 있으면 더 넓

은 세상을 볼 수 없듯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덜미가 잡혀 있다면 마치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벽에 문이 있어서 나

가고 동시에 들어 오는 것과도 같다. 



  

왜 나는 항상 괴로움에 서 있을까? 

  

갈애, 늙음, 죽음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구

절에서는 “dukkhe loko patiṭṭhitoti”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괴

로움에 의해 세상이 서 있네”라 하였고, 빅쿠보디는 “The world is 

established on suffering”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

되어 있느니라”라고 번역하였다. 이 말 역시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말이

다. 그렇다면 왜 괴로움에 대하여 세상이 서 있다고 하였을까? 

  

참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6 월도 중순에 이르렀으니 올해 절반이 다 간 셈

이다. 이때 세상이 변한 것일까? 세월이 흐른 것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산천초목산하대지의 기세간이 아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

온 십이처 십팔계가 세상이다.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의 인식작용에 따른다.  

  

눈과 귀 등 여섯가지 감각능력에 따른 접촉에 따라 이 세상을 인지 할 수 있어

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인정사정 없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속에서 어느 순간 멈추어 섰을 때 항상 더울 때 와 추울 때 있음을 알게 된

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과 가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더워서 괴롭고 

또 너무 추워서 고통스러운 겨울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된다.  

  

도돌이표 인생 

  

즐겁고 행복한 일생을 산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십년이 하루 같다”

라는 말이다. 십년이 하루같다면 80 을 살았을 때 8 일 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괴롭고 불행하다면 일각이 ‘여삼추(一刻如三秋)’이다. 여기서 일

각이라는 말은 백분의 일초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삼추는 가

을이 세 번이므로 삼년에 해당된다. 이처럼 일각이 여삼추 같다면 역으로 매우 

오래 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십년이 하루 같다면 8 만 4 천겁을 사는 비상비비상처정의 존재가 체감하는 수명

은 얼마나될까?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가 8 만 4 천 번이나 성주괴공할 정

도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덧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천상에서 오래 산다고 하여 반드시 좋

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결

국 남는 것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걱정해야 할 임종순간만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른다. 그러나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을 때 비

로소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

운 것이라면 결국 이 자리에 있기 위하여 이제까지 몯든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여겨 지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곳은 항상 참을 수 없는 



무더위와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잠시도 쉴 틈을 두지 않고 밀어 닥치는 고통 속

에 있음을 알게 된다. 무언가 궁리하고 도모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복귀하고 마

는 것처럼 ‘도돌이표’ 인생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노래한 것이 “괴로움에 

의해 세상이 서 있네”라는 구절일 것이다. 

  

항상 원점에 있는 서 있는 것처럼 

  

부처님은 세상에 대하여 괴로움으로 보았다. 그래서 세상은 괴로움을 바탕을 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갈애에 따른 탄생과 늙음, 죽음 등이 결국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갈

애에 따라 탄생, 늙음, 병듦,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괴로움으로 부

터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고득락’식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고작 즐

거운시간과 즐거운 순간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괴

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고득락에서 ‘이고(離

苦)’ 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고득락이라 하였을 때 마치 즐거움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일까 TV 프로에서 비구와 비구니

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보 당신 하며 살아 가는 것 같다. 또 스님들이 종종 세상 

것들에 대하여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면서 심지어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단물

을 쪽쪽 빨아 먹겠다”든가, “다음생에는 꼭 한번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

을 하는 것이라 본다.  

  

그래 보아야 결국 괴로움만 남는다. 게송에서 네 번째 구절 “dukkhe loko 

patiṭṭhitoti”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항상 괴로움이다. 너무 더워서 괴롭고, 

너무 추워서 괴롭고,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마치 괴로움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항상 원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돌이표 세상이다. 또 박수갈채

로 요란 하지만 항상 텅빈 객석에 혼자 남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세상이

다. 그래서 “괴로움에 의해 세상이 서 있네”라 하였을 것이다.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것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초기경전에 고스란히 표현 되어 있을 때이다. 언젠가 글을 올린 것 중에 항상 

더울 때와 추울 때, 그리고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 원점에 회귀 하는 듯한 느

낌에 대한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은 초기경전에 그대로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숫따니빠따에 있는 “내세에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발견한다. (Attani 

passati kibbisakāri,stn655)”라는 문구이다. 두 번째로 발견한 문구가 바로 

“괴로움에 의해 세상이 서 있네(dukkhe loko patiṭṭhitoti, S1.67)”이다. 이렇

게 본다면 우리가 괴로워 하는 것에 대한 해법, 삶의 지혜는 초기경전 속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애로 세상이 걸려들고 

늙음 때문에 포위되며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갇히고 

괴로움에 의해 세상이 서 있네.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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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도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걸어서 하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가 되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지평선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은 누구나 한번쯤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 하늘사람이 부처님에게 “무

엇으로 세상이 생겨났고 무엇으로 사귐이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에 세상이 집착

하며 무엇으로 세상이 괴로워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

이 게송으로 답한다. 

  

  

chassu loko samuppanno  

chassu kubbati santhavaṃ, 

Channameva upādāya  

chassu loko vihaññatīti. 

  

(Lokasutta. S1.70) 

  

  

[세존] 

“여섯으로 세상이 생겨났고 

여섯으로 사귐이 이루어지며 

여섯 때문에 세상이 집착하고 

여섯으로 세상이 괴로워하네.” 

  



(세상의 경, 상윳따니까야 S1.70, 전재성님역) 

  

  

[세존] 

“여섯에서 세상은 생겨났고 

여섯 때문에 친교를 맺느니라.  

여섯을 취착하여 세상은 전개 되고 

여섯에 세상은 시달니느니라.”  

  

(세상 경, 상윳따니까야 S1.70, 각묵스님역) 

  

  

"In six has the world arisen;  

In six it forms intimacy;  

By clinging to six the world 

Is harassed in regard to six."  

  

(World, CDB S1.70, 빅쿠보디역) 

  

  

게송에서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세상의 발생원리가 매우 짤막하게 설명 되어 있

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세상이 생겨나는 것에 대하여 ‘여섯감역’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무엇이 세계의 발생인가?” 

  

세상은 여섯감각능력(육경)과 여섯감각대상(육경)의 접촉에 따라 생겨난다. 예

를 들어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형상’이라는 감각대상과 접촉 하였을 때 

‘시각의식’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세상이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 된다. 이는 세

계의 경(S12.44)에서 자세히 설명 된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세계의 발생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이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

겨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

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

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이 세계의 발생이다. 

  

(세계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44, 전재성님역)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발생원리는 접촉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석

에서는 이에 대하여 ‘형성의 세계(Saṅkhāraloka)’라 하였다. 그렇다면 형성의 

세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주에서는 로히땃사경

(S2.26)을 참고하라고 하였다. 

  

로히땃사경(S2.26)에서 

  

로히땃사경에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다. 청정도론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구절

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하여 정의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Na kho panāhaṃ āvuso, appatvā lokassa antaṃ dukkhassa antakiriyaṃ 

vadāmi. Api cāhaṃ āvuso imasmiññeva byāmamatte kalebare sasaññimhi 

samanake lokañca paññāpemi. Lokasamudayañca lokanirodhañca 

lokanirodhagāminiñca paṭipadanti. 
(Rohitassasutta, S2.26)  

  

  

[세존] 

그러나 벗이여,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벗이여,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단신의 몸 안에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칩니다. 

  

(로히땃싸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6, 전재성님역) 

  

  

[세존]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

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도반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

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

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로히땃사 경, 상윳따니까야 S2.26, 각묵스님역) 

  

  

However, friend, I say that without having reached the end of the world 

there is no making an end to suffering. It is, friend, in just this 

fathom-high carcass endowed with perception and mind that I make known the 



world, the origin of the world, the cessa tion of the world, and the way 

leading to the cessation of the world.  

  

(Rohitassa, CDB S2.26, 빅쿠보디역) 

  

  

이 말은 하늘사람이 세계의 끝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 세계의 끝이란 어떤 것일까? 경의 초반부에 하늘사람은 “세존이시

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

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느냐?(S2.26)”라고 

물어 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일종의 ‘이상향’이라 볼 수 있다. 누구나 꿈꾸

는 세상이다. 괴로움은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극락’ 같은 곳이다. 그런 

이상향이  저 지평선 너머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삶이 고단할 때 

  

삶이 고달프면 누구나 현실을 떠나 싶어 한다. 지금 당장 고통스런 현실을 떠날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곳에 태어나고자 한다. 그곳이 바

로 ‘극락(極樂)’이라 볼 수 있다. 극락은 문자 그대로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이를 산스크리트어로 수카와띠(sukhāvatī)라 한다. 수카(Sukhā)가 즐거

움이나 행복을 뜻하고, 와띠(vatī)가 fence(울타리)를 뜻하기 때문에 수카와띠

는 행복만 있는 곳 또는 즐거움만 있는 곳의 의미이다. 하지만 초기불교에서 수

카바띠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대승불교가 함께 나타난 용어이다.  

  

그런데 수카바띠라는 말은 ‘아미타여래의 국토’라는 뜻이다. 이는 ‘서방정

토’라고 한다. 영어로는 ‘Western Paradise’이다. 극락은 ‘파라다이스’인 

것이다. 그런데 불교용어사전에 따르면 서방정토는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

만 억 국토를 지난 곳에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방향과 거리가 표현 되어 있는 

것이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고, 생사, 춥고 더움, 근심 걱정 등의 모

든 괴로움이 전혀 없는 세계(극락, 불교용어사전)”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초기경전에서 극락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대목이 하늘사람이 말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S2.26)”라는 

구절이다. 더구나 하늘사람은 세상 끝까지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하

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극락 또는 서방정토라는 말이 훨씬 이전에 이미 초기경

전에서 개념정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후대에 가르침과 다른 개념이 등

장할 것을 미리 예측한 듯 보인다. 그래서 경계의 가르침으로 설한 듯이 보인

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은 있기나 한 것일까? 

  

양관에서 본 지평선 

  



지평선이 있다.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본 적이 있다. 2013 년 

‘실크로드’여행지에서이다. 돈황에서 ‘양관’으로 가는 길에 본 지평선은 땅

과 하늘이 맞닿아 있었다. 마치 바다에서 수평선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지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평선을 넘어가면 

  

누군가 세상의 끝을 향해 여행한다고 하였을 때 또 다른 세상을 기대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요즘은  SF 영화로도 나타난다. 세상의 끝 저 너머에 가면 놀라운 

세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SF 영화를 보면 그 지평선 너머에 당도

한 사람은 망설인다. 지평선을 넘을 것인가 말것인가 고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은 지평선을 넘게 만든다. 지평선을 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과거로 이동해 버린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된 시간의 지평선을 넘어서자 과거 

어느 시점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지금 행복

한 이들은 이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만

족 시켜 주는 곳이 ‘천국’ 또는 ‘극락’이라 볼 수 있다.  

  

주로 죽어서 가는 곳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노병사가 없는 곳이다. 오로지 

행복만 있는 곳이다. 로히땃사경에서 하늘사람도 그런 곳이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부처님에게 묻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계의 끝을 걸어

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S2.26)”라고 말

씀 하심으로써 부정하였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생노병사가 없는 극락 또는 서방정토와 같은 세상을 왜 걸어서 도달할

수 없다고 하였을까? 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주를 보면 주석을 근거로 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신의 아들은 세계로서의 세상(cakkavala-loka,즉 기세간)의 끝(anta)을 질문하

였고 세존께서는 형성된 세상(Saṅkhāra-loka)의 끝으로 답을 하고 계신

다.(SA.i116) 

  

(초불연 329 번 각주, 각묵스님) 

  

  

주석에 따르면 하늘사람이 생각하는 세상과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하늘사람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 개념

인 ‘세계로서의 세상(cakkavala-loka,즉 기세간)’으로 보았고, 부처님은 우리

의 감각능력 따른 조건에 따라 발생된 ‘형성된 세상(Saṅkhāra-loka)’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니 세상의 끝에 도달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다.  

  

무한소급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세상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보는 

‘객관적 세상’이다. 또 하나는 내가 있어서 세상이 있다는 ‘주관적 세상’이

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전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이 있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남겨진 자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살아 가는 것으로도 본다. 비록 반쪽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DNA 가 전승된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

은 본능적으로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가 보다.  

  



이처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였고 내가 죽고 나서도 세상이 존재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사람들의 세계관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하나의 

원인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라

는 의문과 함께 계속 올라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한소급’하다 보면 어디에 이를까?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을 있게 만

든 ‘하나의 원인’에 귀결 될 것이다. 그 시초에 대하여 존재의 근원, 궁극적 

실재, 브라흐마, 자재천, 그리스도, 하나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 된 것이라 본다.  

  

이렇게 객관적인 세상은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창조’된 것이라 본

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세상에서 태어나 살다 갈 뿐이다. 이처럼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이 있다.  

  

피라미드식 가계도를 만들었을 때 

  

하지만 부처님은 객관적 세계관에 대하여 말씀 하신 것을 초기경전에서 볼 수 

없다. 오히려 부정하는 듯한 경이 있다. ‘풀과 나뭇가지의 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디빠에서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

귀를 따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 이분은 나의 어

머니의 어머니’ 식으로 헤아려나간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의 ‘어머니의 

어머니’ 식의 헤아림이 끝나기 전에 여기 잠부디까의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

들이 모두 소모되어 없어져버릴 것이다.”  

  

(풀과 나뭇가지의 경, S15.1, 전재성님역) 

  

  

나뭇가지를 꺽어 나뭇잎으로 가계도를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어머

니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하며 피라미드식 가계도를 만들었을 때 과연 잠부디까

(인도)의 나뭇잎이 남아 나겠느냐는 것이다.  

  

창조론과 종말론 

  

가계에 대하여 무한소급하다 보면 인도 뿐만 아니라 지구전체의 잎으로도 가능

하지 않을 것이다. 시초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찾는 도중에 죽고 말 것이다. 이

는 무엇을 말할까? 이 우주는 시작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무명’과 ‘갈애’ 

때문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무명에 덮힌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S15.1)”라 하였다. 최초의 시작점

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작을 알 수 없다면 종착점도 역시 알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

것은 무명과 갈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끊임 없이 윤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식으로 무한소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 

  

만약 누군가 어머니의 어머니는 누구식으로 무한 소급하여 최초의 시작점을 알

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

부분이 세상을 있게 한 ‘그 분’으로 귀결 된다. 그분이 창조주이다. 그런데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여 영원히 이 세상이 계속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유일신교를 보면 창조론과 함께 종말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불교에서는 무한소급으로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 식으로 따져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다. 그래서 ‘무시무종’이라 한다. 따라서 불교에서 창조론이나 종

말론은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주관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

을 보는 것이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없다고 

역시 세상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관적인 세계관은 불교적 세계관에 가깝다. 이는 ‘세상의 경(S12.44)’에서 

세상의 발생원리에 대하여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이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겨난다.(S12.44)”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건 발생하는 세상이 바로 ‘형성된 세상(Saṅkhāra-loka)’이다. 이는 

접촉에 따른 것이다. 눈이 있어서 대상을 보았을 때 접촉이라 볼 수 있는데, 접

촉함에 따라 ‘시각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시각의식이 생겨난 것은 마음

(識)이 일어났다는 말과 같다.  

  

대상을 지각하여만 마음이 일어난다. 따라서 마음이 생겨 났다는 것은 다름 아

닌 세상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모두 조건 발생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라 하여 반드시 조건(pattica)

라는 말이 들어 간다. 이처럼 부처님은 연기법으로서 세상의 발생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초불연 각주에서 언급된 두 개의 세계는 ‘세계로서의 세상(cakkavala-loka,즉 

기세간)’과 ‘형성된 세상(Saṅkhāra-loka)’이다. 전자는 ‘물리적’ 세상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인식된’ 세상이라 볼 수 있다. 전자는 기세간으로도 설

명되기 때문에 ‘객관적’ 세상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

하여 인식할 수 있가 때문에 ‘주관적’ 세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식차이

가 난다. 그래서 하늘사람은 걸어서 끝까지 가면 생노병사가 없는 세상이 나타

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생노병사가 없

는 궁극에 이를 것으로 말씀 하셨다. 

  

하늘사람은 자신이 전생에 로히땃사라 불리는 ‘선인’이었음을 밝힌다. 그래서 

생노병사가 없는 영원히 즐거움만 있는 파라다이스를 찾아 가기로 한다. 그래서 

걷고 또 걸었다. 저 지평선 너머 세상 끝까지 이르고자 한 것이다. 그것도 마치 

전속력으로 달려 가듯이 큰 걸음걸이로 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저

는 걸음걸이가 커서 동쪽의 바다에서 서쪽의 바다를 한걸음으로 걷는 것과 같았

습니다. (S2.26)”라 한 것이다. 그러나 도착하지 못하였다. 가는 도중에 수명

이 다 되어서 죽어 버린 것이다.  

  

서쪽으로 10 만억 국토를 지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세간(器世間)이라 한다. 기세간이란 우리가 머물러 사는 

산하대지 따위의 세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기세간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

상의 끝에 도달하면 생노병사가 없이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세계가 있을까?  

  

마하야나에서는 ‘서방정토’라 하여 서쪽방향으로 10 만억 국토를 지나면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하야나에서는 반드시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파라다이

스’가 나올지 모른 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마치 전속력으로 달려 가면 

세상의 끝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빛 보다 더 빠르게 달린 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시간역전이 일어나 과거

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이디. 물리법칙상 빛 보다 더 빠른 로케트를 만들어 우주 여행을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설령 빛의 속도에 근접한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 끝 까지 도달하고 할지

라도 가는 도중에 멈추고 말 것이다.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세계의 끝으로 여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부질 없는 짓이

다. 부처님은 로히땃사경에서 분명히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S2.26)”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을까? 이

는 이미 언급된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지각하고 사유



하는 육척단신의 몸 안”이라 하였다.  ‘육척단신의 몸(byāmamatte 

kalebare)’을 관찰하면 궁극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 궁극은 다름 아닌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래서 “몸 안에 세계의 발생과 세계

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말씀 하신다. 이는 무엇을 말할

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세상의 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세상의 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열반이다. 열반을 성취하면 생노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

다. 

  

인류사상사에서 심오한 의미 

  

로히땃사경에서 부처님은 우리의 몸안에서 세상의 끝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로케트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

라 ‘마음여행’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여 괴로움을 끝 냈

을 때, 그리고 윤회를 종식하였을 때 궁극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전협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이 간결한 말은 인류사상사에서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 너무도 유명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Srp.I.117-118 에 따르면, 부처님은 풀이나 나무와 같은 외적인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설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광대한 존재[四大: 

地水火風]로 이루어진 바로 여기의 몸과 관련해서 설한 것이다. 그러나 붓다고

싸의 이러한 해석보다 더욱 심오한 의미는 우리 몸은 바로 여섯 감각의 장, 즉 

시각의 장, 청각의 장, 후각의 장, 미각의 장, 촉각의 장, 정신의 장과 관련 되

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몸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전체라는 것이다. 

  

(성전협 783 번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에 따르면 로히땃사경에서 거론된 몸과 마음에 관찰에 따른 궁극에 이

르는 길에 대하여 “인류사상사에서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 너무도 유명한 부처

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이라는 것이 산하대지

나 산천초목을 뜻 하는 기세간이 아니라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말한다. 이런 세상은 

‘안이비설신의’라는 감각영역의 접촉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우리 몸은 세

계를 향해 열려 있는 전체”라 하였는데, 이는 주관적인 세상을 의미한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 가는 세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해야만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은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눈을 감아 죽었다면 더 이상 세상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신구의 삼업

에 따른 행위가 남아 있는 한 마음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세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더 이상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세상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의 몸

과 마음을 관찰하여 괴로움을 소멸하면 궁극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궁극

이 바로 ‘열반’이다.  

  

그런데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생겨 나지 않았다

는 것은 세상 역시 생겨 나지 않았음을 말하기 때문에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생불사’가 된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은 다름 아닌 ‘세상의 끝’이라 

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열반’이라 볼 수 있다.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세상의 끝과 관련하여 빅쿠보디의 각주를 찾아 보았다. CDB 182 번 각주에 다음

과 같은 내용이 있다. 편의상 문단을 나누고 번호를 붙였다.  

  

  

1. 

Spk glosses loka with dukkhasacca and each of the other terms by way of 

the other three noble truths. Thus the Buddha shows: "I do not make known 

these four truths in external things like grass and wood, but right here 

in this body composed of the four great elements."  

  

2. 

This pithy utterance of the Buddha, which may well be the most profound 

proposition in the history of human thought, is elucidated at 35:116 by 

the Venerable Ananda, who explains that in the Noble One's Discipline "the 

world" is "that in the world by which one is a perceiver and conceiver of 

the world," i.e., the six sense bases.  

  

3. 

From Ananda's explanation we can draw out the following I. The Book  with 

Verses (Sagrith~vagga) implications: The world with which the Buddha's 

teaching is principally concerned is "the world of experience," and even 

the objective world is of interest only to the extent that it serves as 

the necessary external condition f or experience.  



  

4. 

The world is identified with the six sense bases because the latter are 

the necessary internal condition for experience and thus for the presence 

of a world. As long as the six sense bases persist, a world will always be 

spread out before us as the objective range of perception and cognition.  

  

5. 

Thus one cannot reach the end of the world by travelling, for wherever one 

goes one inevitably brings along the six sense bases, which necessarily 

disclose a world extended on all sides. Neve rtheless, by reversing the 

direction of the search it is possible to reach the end of the world.  

  

6. 

For if the world ultimately stems from the six sense bases, then by 

bringing an end to the sense bases it is possible to arrive at the end of 

the world.  

  

7. 

Now the six sense bases are themselves conditioned, having arisen from a 

chain of conditions rooted in one's own ignorance and craving (see 12:44 = 

35:107). Thus by removing ignorance and craving the re -arising of the six 

sense bases can be prevented, and therewith the manifestation of the world 

is terminated.  

  

8. 

This end of the world cannot be reached by travelling, but it can be 

arrived at by cultivating the Noble Eightfold Path. Perfect development of 

the path brings about the eradication of ignorance and craving, and with 

their removal the underlying ground is removed for the renewed emergenc e 

of the six senses, and therewith for the reappearance of a world. For a 

long philosophical commentary on this sutta by Ananda  

  

(CDB 182 번 각주, 빅쿠보디) 

  

  

꽤 긴길이의 각주이다. 빅쿠보디가 주석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개인

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다. 특히 관련 경을 참고하라고 하였고, 관련 경을 인용하

기도 하였다.  

  

번역비교를 해 보면 

  



1 번 문단에서 빠알리어 ‘둑카삿짜(dukkhasacca)’가 있다. 이는 ‘괴로움의 

진리’라는 뜻이다. 이는 경에서 ‘dukkhassa antakiriyaṃ’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세상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해야 하는데, 괴로움

의 끝에 도달한다는 말이 바로 ‘dukkhassa antakiriyaṃ’이다. 그런데 이 구

문에 대한 세 번역자의 번역이 다르다. 특히 각묵스님의 번역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appatvā lokassa antaṃ dukkhassa 

antakiriyaṃ vadāmi 

dukkhassa 

antakiriyaṃ 

전재성님역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

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괴로움의 끝 

빅쿠보디역 I say that without having reached the 

end of the world there is no making an 

end to suffering. 

he end of the 

world 

각묵스님역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

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태어남도 없고 늙

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

고 생겨남도 없는 

  

  

문장을 보면 키워드는 ‘세계의 끝(lokassa anta)’과 ‘괴로움의 끝(dukkhassa 

anta)’ 두 가지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dukkhassa anta 에 대하

여 매우 길게 번역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

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이라 하였다. 하

지만 빠알리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원문에는 단지 ‘dukkhassa 

antakiriyaṃ’라 하였을 쁜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괴로움의 끝에”라 하였

고, 빅쿠보디는 “end to suffering”이라 하여  역시 ‘괴로움의 끝’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각묵스님은 왜 원문에도 없는 말을 집어 과도 하게 번역

하였을까? 

  

과도한 의역과 주석적 번역 

  

각묵스님의 주석적 번역에 대하여 실마리가 있다. 그것은 각주에서 “본경은 

‘앙굿따라 니까야’ 제 2 권 ‘로히땃사 경’1 (A4:45)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

서 대림스님이 번역하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간한 ‘앙굿따라 니까야’ 제 2

권 ‘로히땃사 경’1 (A4:45)을 그대로 옮겨 실었고 주해를 조금 보충하였다. 

(328 번 각주)”라 하였다. 빠알리 원문에도 없는 긴 길이의 주석적 번역은 대

림스님이 번역한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는 로히땃사경(A4.45)에서 그대로 가

져왔기 때문인 것이다. 

  



독자들은 원문 훼손 없이 직역된 번역을 좋아 한다. 그럼에도 각주에 있어야 할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는 이른바 ‘주석적 번역’을 보면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다. 본문에서는 원문그대로 직역을 하고, 설명할 것이 있다면 각주에서 하

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괴로움의 끝’이라는  ‘dukkhassa 

antakiriyaṃ’라는 문구에 대하여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식으로 번역한 것은 ‘과도한 의역’이자 전형

적인 ‘주석적 번역’이라 본다. 

  

각주의 내용이 동일한데  

  

CDB 182 번 각주의 두 번째 문단은 참고할 수 있는 경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이는 빅쿠보디의 각주스타일이다. 그래서 관련된 구절이나 단어에 대하여 어느 

경을 참고할지에 대하여 친절하게 소개 되어 있다.  

  

로히땃사경과 관련하여 빅쿠보디는 “is elucidated at 35:116 by the 

Venerable Ananda”라 하여 상윳따니까야 S35.116 을 참고하였다. 세상의 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존경하는 아난다존자가 35:116 에서 명쾌하게 밝혀 놓았

음을 뜻한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불연 331 번 각

주에서 각묵스님은 “세존의 이 가르침은 이미 세존 당시에도 유명하였던 명제

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본서 제 4 권 ‘세상의 끝에 도달함 경(S35:116)에서 비

구들은 아난다존자를 찾아가서~”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빅쿠보디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This pithy utterance of the 

Buddha, which may well be the most profound proposition in the history of 

human thought, is elucidated at 35:116 by the Venerable Ananda~(CDB 182 번 

각주)”라는 내용이다. 이를 번역하면 “이처럼 부처님의 뜻깊은 발언은 그 시

대 사람들의 사상에 있어서 매우 심오한 제안이었을 것이다. 이는 S35.116 에서 

존경하는 아난다 존자에 의하여 명료하게 밝혀졌다”가 된다. 이렇게 내용이 유

사하다 심지어 빅쿠보디는 ‘may well’이라는 일종의 추측성 문구를 사용하였

는데, 각묵스님 역시 “이었던 것 같다”라여 역시 추측성 표현을 하였다.  

  

이처럼 빅쿠보디의 각주와 초불연각주는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다. 빅쿠보디의 각주에서 “~having arisen from a chain of 

conditions rooted in one's own ignorance and craving (see 12:44 = 

35:107)”가 있다. 여기서 ‘(see 12:44 = 35:107)’라 하여 상윳따니까야 

S12:44 와 S35:107 을 참고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두 경은 같은 경이다. 그래서 

같다는 표시로 ‘=’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불연 각주에서도 

‘(S12:44)=S35:107’로 되어 있어서 똑 같은 ‘=’가 보인다. 이를 우연의 일

치라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빅쿠보디가 소개한 S35.116 에서는 세상의 끝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부처님이 정의하신 세계는?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는 상윳따니까야 1 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도 동일한 경(A4:45)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 4 권에

는 세상의 끝에 대하여 ‘세계 끝까지의 경(S35.116)’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

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벗들이여, 시각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합니다. 

벗들이여, 청각각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합니다. 

벗들이여, 후각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합니다. 

벗들이여, 미각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합니다. 

벗들이여, 촉각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합니다. 

벗들이여, 정신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합니다. 

  

벗들이여, 그것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할 때에 그

것을 고귀한 님의 정의에 따라 세계라고 부릅니다. 

  

(세계 끝까지의 경 S35.116,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정의하신 세계는 명백하다. 여섯 감역에 따라 지각하고 사유할 때 세

계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사유할 때에 그것을 고귀한 님

의 정의에 따라 세계라고 부릅니다.”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불교의 

세계관은 인식하는 자의 세계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세 가지 세상이 있는데 

  

초기불교에서는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 째는 ‘보이는 세상

(okasa-loka)’이다. 산하대지산천초목이 있는 ‘기세간’을 말한다. 두 번째는 

중생으로서 세상을 말한다. 이는 초기경에서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S22.94)”라고 하였을 때, 이 때 세상이 ‘중생세상(satta-loka)’이다. 세 번

째는 ‘형성된 세상(sankata-loka)’을 말한다. 이는 조건지어진 세상이다. 그

래서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세상이다. 부처님이 강조한 

세상이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세상 내   용 비   고 

보이는 세상 

(okasa-loka)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세상 

기세간(器世間) 



중생세상 

(satta-loka) 

중생으로서의 세상 -중생세간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

는다.”(S22.94) 

형성된 세상 

(sankata-loka) 

모든 유위법으로 이루어진 세

상 

오취온 

  

  

  

위 세 가지 세상 중에 부처님이 강조하신 세상은 세 번째인 ‘형성된 세상’이

다. 이는 경에서 주로 여섯감역으로 설명된다.  

  

윤회세계의 종말을 위하여 

  

그렇다면 부처님이 세상에 대하여 여섯감역으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은 감각능력(육근)과 감각대상(육경)의 ‘접촉’에 따라 발생되는 세상을 말한

다. 조건에 따라 접촉이 되면 의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게 되어 “지각하고 세계를 사

유할 때에 그것을 고귀한 님의 정의에 따라 세계라고 부릅니다.”라고 한 것이

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은 ‘경험된 세상’이다. 경험되었다는 것은 지각 또는

인식 되었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끝에 대하여 말씀 하신 것일까? 

세상의 끝으로 가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말

씀 하신 이유는 무었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윤회의 종식이다. 세상의 끝이란 

일반사람들에게는 ‘우주의 끝’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말씀 하신 세

상의 끝이란 다름 아닌 ‘윤회세계의 종말’을 말한다. 

  

세상의 끝, 윤회종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182

번각주 여덟 번째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his end of the world cannot be reached by travelling, but it can be 

arrived at by cultivating the Noble Eightfold Path.  

  

(CDB 182 번 각주, 빅쿠보디) 

  

  

세상의 끝에 이르기 위해서, 윤회의 종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함을 말한다. 이 각주에 대한 유사한 문구가 초불연 각주에도 있다. 초불연 331

번 각주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 방법은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서 경험된 세상일 뿐인 세상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초불연 331 번 각주, 각묵스님) 

  

  

세상 끝으로 가는 여행은 빛의 속도로 달려 가는 로케트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팔

정도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극락과 천국은 번지수가 없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누구나 떠나고 싶어 한다.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곳이

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극락이고 천국일 것이다. 그런데 극락과 천국은 번

지수가 없다는 것이다. 육도윤회하는 천상은 존재할지 몰라도 영원히 행복만 계

속 되는 극락과 천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삼법인’에 위배 되기 때

문이다.  

  

어느 것 하나 항상 하지 않아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원한 극락이 있다는 

것은 ‘제행무상’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 또 극락이라 하여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 하였는데 삼법인에 따르면 ‘일체개고’라 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맞지 

않는다. 더구나 극락에 대하여 상락아정이라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법무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 지평선 너머에 행복이 가득한 곳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

한다. 마치 무지개가 떠 있는 저 산너머에 파랑새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일까 서쪽 방향으로 세상이 끝날 때 까지 걸어가면 깨끗한 세

상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시대에 세상의 끝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찾아 파랑새를 찾아 세상 끝까지 가 보지만 결국 가 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만다. 그렇다면 과학의 시대에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 최근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았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나레이션 하며 세상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동영상을 보면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심지어  M 이론 등 존재의 근원을 밝히

기 위한 온갖 이론을 소개 하고 있다. 이런 것 역시 세상의 끝에 도달하고자 함

일 것이다. 그런데 동영상 말미에 물리학자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홀로그램 같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라 하였다.  우주의 끝에 이르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가는 로케트를 이용해야 하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시세

계를 탐구한 것이다. 그래서 갖가지 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 하여 보니 

“우리가 사는 세계가 허상이 아닌가?” 하고 의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블랙홀 안에 있는 물체를 블랙홀 표면에 있는 정보로 묘사 할 수 있다면 은

하계와 항성에서 부터 우리들을 비롯한 공간자체까지 모든 물체가 우리를 둘러

싼 이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의 투영물일지도 모릅니다”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무한의 우주공간) 

  

  

키워드는 ‘정보의 투영물’이다. 우리를 포함하여 삼라만상 모두가 마치 홀로

그램 처럼 정보가 투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너무 새로워서 아직

까지 물리학자들까지 이해 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한다. 그래서 나레이터 교수는 

“이 개념이 옳다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

았듯이, 우리는 보다 극단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끝을 맺는다.  

  

과학은 항상 존재론적 관점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증명함으로써 이론이 입증된

다. 우리의 우주가 정보의 투영물이고 환영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주장은 초기불교 가르침과 유사하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세상(okasa-loka), 중생세상(satta-loka), 

형성된 세상(sankata-loka)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이 있을 때 부처님이 강조하신 

‘형성된 세상’에 가깝다.  

  

이 세상은 정보의 투영물이고 환영 

  

물리적 세상에서 세상의 끝에 이를 수 없다. 또 지금 괴롭다고 하여 생노병사가 

없는 극락 역시 걸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로케트도 아니고 물리학도 아니다. 팔정도라

는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세상은 여섯 감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런 세상은 여섯 감역의 접촉에 따라 발생된다. 그래서 지각하고 사유함으로서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물리학자가 말한 이 세상

은 정보의 투영물이고 환영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상의 끝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생겨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세상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더 이상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마

음이 있어야 세상이 있게 되는데 마음이 없다면 세상 역시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 세상의 끝은 다름 아닌 열반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 세상을 보라고 하셨다.  



  

  

“걸어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그러므로 세상을 알고 슬기롭고 

세상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범행을 완성했고 

모든 악을 가라앉힌 자는 이 세상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리지 않네.” (S2.2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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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경춘가도를 차로 달리다 보면 

  

평온한 일요일 아침이다. 여름도 중반에 접어 드는 이때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

로 무더운 날씨이다. 비록 30 도 안팍이지만 점차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덥게 느껴진다. 

  

더울 때마 항상 느끼는 것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것이다. 춥지도 덥지

도 않은 봄이나 가을 날씨에는 쾌적하여 그다지 좋은 줄 모르지만 막상 너무 더

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삶에서

도 여실히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경춘가도를 차로 달리다 보면 북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한다. 어떤 이는 

스위스의 산과 호수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말한다. 이런 풍광을 대할 때 

차를 멈추고 감상한다. 산과 강과 들꽃이 어우러진 경치는 지나가는 이로 하여

금 차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경춘가도의 아름다운 풍광은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낙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삼는 이에게는 단지 늘 보는 광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과 각으로 이루어진 건물과 끊임없이 이동하는 차와 사람들에

게 시달리며 사는 도시인에게는 그저 한없이 바라만 보고픈 아름다운 광경이다.  

  

경전을 접할 때 공감하는 이유는? 

  

행복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줄 모른다. 불행에 닥쳐 보아야 그제서야 행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 천상에서 오로지 즐거움만 누리고 사는 존재에게는 

불행을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의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불행을 겪지 않

는 행복에 대하여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은 불행이라는 

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로지 행복만 있는 천상

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다.  

   

 꽃이 만발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다. 그것은 삶에서 온갖 일을 겪기 때

문이다. 이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경전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

전을 접할 때 공감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뜬 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과 비교 

해 보았을 때 경전상의 문구를 보고 틀림 없이 나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

이다. 더구나 해법도 들어 있어서 가르침을 접하는 것은 일종의 치유효과도 있

다. 

  

세간적인 관심사 

  

상윳따니까야에 ‘비의 경’이 있다. 비를 키워드로 한 경이다. 먼저 하늘사람

이 “무엇이 위로 솟는 것 가운데 최상이고 무엇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최상이

며, 무엇이 돌아다니는 것 가운데 최상이고 무엇이 말하는 것 가운데 최상인

가?”라고 묻는다. 그러자 또 다른 하늘사람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한다. 

  

  

[다른 하늘사람] 

“종자가 위로 솟는 것 가운데 최상이고 

비가 떨어지는 것 가운데 최상이며, 

소가 걸어 돌아다니는 것 가운데 최상이고 

아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최상이네.”(S1.74,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세간적 관심사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 당시 농업이나 목

축에 종사하던 일반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종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자라는 식물 가운데 최상이라 하였다. 또 비가 와야 농사

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가운데 최상이라 하였다. 소가 있

어야 논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가운데 최상이라 하였다. 마지막으

로 아들이 최상이라 한 것은 노동력과 대를 잇기 때문일 것이다. 

  

출세간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처럼 다른 하늘사람은 세간적 입장에서 게송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Vijjā uppatataṃ seṭṭhā  
avijjā nipatataṃ varā, 

Saṅgho pavajamānānaṃ  

buddho pavadataṃ varoti. 

  

(S1.74) 

  

  

[세존] 

“명지가 위로 솟는 것 가운데 최상이고 



무명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최상이며, 

수행승은 걸어 돌아다니는 것 가운데 최상이고 

깨달은 님이 말하는 자 가운데 최상이네.” 

  

(비의 경, 상윳따니까야 S1.74, 전재성님역) 

  

[세존] 

“명지가 솟아오르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무명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최상이로다. 

승가가 걸어 다니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깨달은 분(붓다)이 말하는 자 가운데 최상이로다.” 

  

(비 경, 상윳따니까야 S1.74, 각묵스님역) 

  

  

“Knowledge is the best of things that rise up;  

Ignorance excels among things that fall down; 

The Sangha is the best of things that go forth;  

The most excellent of speakers is the Buddha.  

  

(Rain, CDB 1.74, .빅쿠보디역) 

  

  

부처님이 읊은 게송을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출세간적 

입장에서 바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로 명지, 무명, 수행승, 깨달은 님으

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이전 게송에서 종자, 비, 소, 아들과 대조된다. 

  

다니야의 경(Sn1.2)에서 

  

‘비의 경(S1.74)’에 대한 각주는 어느 번역서에서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은 숫따니빠따 ‘다니야의 경(Sn1.2)’의 축소판이라 보여진다.  

  

다니야경은 농부와 부처님과의 대화에 대하여 세간적 시각과 출세간적 시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니야가 농경생활을 유익함에 대하여 노래 하면 부처님은 유사

한 유형으로 명상적 삶의 탁월성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다. 그런 다니야는 매우 

자신만만하다.  

  

다니야경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다니야는 우기가 닥치자 침수 되지 않는 지역에 

우사와 거처를 마련하였다. 더구나 보시하는 삶을 살며 아내와 아들들과 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기에 아무리 비가 거세게 내

려도 “하늘이여, 비를 뿌리거든 뿌리소서”라며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아 갔다.  

  



이처럼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다니야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다름 아닌 세간적 

행복이었다. 이에 부처님은 출세간적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게송으로 말하

면서 역시 “하늘이여, 비를 뿌리거든 뿌리소서”라고 하였다. 이처럼 세간적 

행복과 출세간적 행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표출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Pakkodano duddhakhiro hamasmi (iti dhaniyo gopo)  

Anutīre mahiyā samānavāso,  

Channā kuṭi āhito 'gini  
Atha ce patthayasi pavassa deva.  

  

 [소치는 다니야]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고,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stn18) 

  

  

Akkodhano vigatakhīlo hamasmi (iti bhagavā)  

Anutīre mahiyekarattivāso,  

Vivaṭā kuṭi nibbuto 'gini  
Atha ce patthayasi pavassa deva. 

  

[세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stn19) 

  

  

다니야가 마히강변에서 사는 것으로 나온다. ‘마히(mahi)강’은 인도 ‘오하

(五河)’가운데 하나로서 갠지스강 북쪽에 있고 갠지스강으로 합류된다. 인연담

에 따르면 부처님은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 가는 다니야가 자신의 행복에 대하여 

만족하는 노래 소리를 700 요자나 떨어진 사왓티에서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신통으로 몸을 다니야의 처소에 몸을 나툰 것으로 되어 있다. 

  

세 가지불(三火)이 있는데 

  

게송을 보면 키워드가 서로 반대 되는 개념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이 ‘불’이다. 게송에서 다니야는 자신의 

처소에 불이 켜져 있음을 안심하고 있다.  

  



여기서 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각주에 따르면 DN.III.217 의 주석을 인용하

여‘세 가지 제화(tayo aggi)’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공양화, 가주화, 혜시화

를 말한다. 인도의 힌두가정에서는 집안에 이 세 가지 제화를 켜 놓고 있다고 

한다. 게송에서 다니야 역시 불을 켜 놓고 있다. 그래서 DN.III.217 를 찾아 보

았다. 

  

DN.III.217 의 의미는 디가니까야 3 권 218 페이지를 말한다. 열어보니 ‘합송의 

경(D33)’이다. 합송의 경에서 세 가지 제화에 대한 것을 찾아 보니 다음과 같

은 내용이다. 

  

  

33) 또 다른 세 가지 불 곧,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이 있습니다. 

(D33, 10) 

  

  

경에서 셋 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60 가지 설명 중의 하나이다. 이 세 가지 

불에 대하여 한역으로 ‘삼화(三火)’라 한다. 삼화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주석

을 인용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표로 요약하였다. 

  

  

구  분 설    명 참 고 

헌공의 불 존경을 의미함. 

부모는 자식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 오는 

것에 의해서 공양의 가치가 있음 

자따까 

(Jat439) 

가장의 불 가장은 가정의 소유자임. 

가장은 여성에게 침구, 의복, 장식품을 주

는 것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 오는 자임. 

아귀사 

보시의 불 보시는 네 가지 필수품이고 수행승의 승단

이 보시에 알맞은 자임. 

승단은 재가자들에게 선법을 권유하는 것

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 오는 자임. 

천궁사 

  

  

삼화에 대한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태우는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삼화는 많은 

이익을 가져 오기 때문에 조금도 불타지 않지만 태우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태

운다는 의미에서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이라 한 것이다.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가 마히 강변에 6 개월 간 머물 처소를 마련하고 불을 밝힌 것은 

삼화라 볼 수 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더구나 보시를 생활하고 있어서 

세 가지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라 하였다. 이는 모든 



번뇌의 불이 꺼져 버렸음을 뜻한다. 세속에서는 불이 타올라야 하나 출세간에서

는 불을 끄려 하는 것이다.  

  

번뇌의 소멸한 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재생의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래서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다. 세간의 다니야에게는 삼화가 꺼지지 

않게 할 지붕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타야 할 불이 없는 부처님에게는 지붕이 

필요 없다.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말한 것이다. 

  

게송에서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 하였다. 이때 “하늘이

여” 하는 말이 ‘deva’이다. 그래서 직역한다면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이여”라는 말 대신 “하늘이여”라 

하였다. 왜 이렇게 번역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

였다. 

  

  

Atha ce patthayasi pavassa deva: 여기서 deva 는 ‘신이여!’라는 뜻보다는 

‘구름이여!’, ‘하늘이여!’라는 뜻이다. Prj.II.28 에 따르면, deva 는 구름

(megha)을 뜻한다. God.3 에서는 ‘하늘이여’라고 번역했고, Jst.18, Sst.3 에

서는 ‘구름이여!’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비를 내린다는 의미에 관하여 다니야

는 물리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 부처님은 Prj.II.31 에 따르면, 상징적으로 

‘탐욕 등의 번뇌의 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숫따니빠따 52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 따르면 신을 뜻하는 데와(deva)에 대하여 신이라 직역하지 않고 왜 하늘 

또는 비라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비는 다니야가 이해하

는 비와 부처님이 말씀 하신 비와 의미가 다르다. 이는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이

다.  

  

비와 지붕의 관계 

  

세간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였을 때 단지 농사에 고마운 비이다. 그런 비는 막아

야할 대상이어서 반드시 지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출세간적 입장에서 비는 

단지 번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번뇌가 소멸되면 더 이상 비를 막을 필요

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비와 지붕에 대한 가르침이 법구경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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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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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dhp14) 

  

  

서로 쌍으로 이루어진 게송을 보면 키워드는 ‘비(vuṭṭhi)’이다. 그래서 지붕이 

잘못 역어지면 물이 새듯이 탐욕이 스민다고 하였다. 그러나 잘 엮어진 지붕은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게송에서는 비와 지붕이 마치 창과 

방패처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깨달은 자의 조건은?  

  

비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의 경(S1.74)’에서는 “비가 떨어지

는 것 가운데 최상”이라 하였다. 이는 물리적 비를 뜻한다. 비가 와야 곡식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세간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는 번뇌를 상징한

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명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최상”이라 하여 비와 무명

을 대비시켰다.  

  

이처럼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는 게송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세간적 삶과 출세간적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지가 솟고 무명이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수행승은 걸어 돌아다니는 것 가운

데 최상이고 깨달은 님이 말하는 자 가운데 최상이네.(S1.74)”라 하였다. 여기

서 말하는 깨달은 님은 붓다를 말한다.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런 부처의 조건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게송이 붓다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 본다. 

  

  

Abhiññeyyaṃ abhiññātaṃ, 아빈네이양 아빈냐땅. 

bhāvetabbañca bhāvitaṃ;  바웨땁반짜 바위땅. 

Pahātabbaṃ pahīnaṃ me,  빠하땁방 빠히낭 메,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따스마 붓도스미 브라흐마나.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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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알 수 없는 미래를 의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마침내 계약을 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보험이다. 친구가 찾아 와서 이루어

지게 된 것이다. 친구는 일년 여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특별한 대책

이 없어서 약 10 개월간 실업급여로 지냈다고 하였다. 10 개월 안에 직장을 다시 

잡으면 괜찮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이 뚝 끊어져 경제적 압박을 받

게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10 개월이 대책 없이 흘러 

가는 것이 보통이다. 실업급여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는 10 개월이 지나자 선택한 것이 ‘보험’이었다. 투자비가 들지 않아서 

좋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

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럴 경우 

지연, 학연, 인맥, 학맥이 총동원 되기 마련이다. 친구도 그렇게 하였다. 그래

서 방문 한 적이 있었다. 

  

친구에 따르면 자신이 보험을 한다고 하니까 몇 가지 반응을 보았다고 하였다. 

평소 친하다고 생각하여 찾아 갔으나 보험한다고 하니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였

다. 대부분 보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번은 학교시절 서클 선배를 찾아 갔었다고 한다. 그 선배는 “이럴 때 도와 주

어야지 언제 도와주나”라며 그 자리에서 흔쾌히 들어 주었다고 한다. 또 한번

은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수성가형으로 돈을 



많이 번 친구이다. 그러나 너무 바빴던 모양이다. 전화 걸 때 마다 “바쁘다”

라며 만남 자체가 성사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털린듯한 기분이지만 

  

보험계약을 하고 나니 은근하게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 보험금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자 마치 ‘털린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약간은 원망스

러웠다. 가뜩이나 빡빡하게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지출항목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험에 대한 ‘불

신’일 것이다. 지금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지도 모를 일에 대

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

져나가는 돈이 마치 보험회사에 털린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보험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

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

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본

다면 매월 일정액이 지불 되는 것이 결코 헛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질병이나 

사고 등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내는 것도 일종의 보험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

래서 사람들은 “보험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미래의 벌어질 일을 염두에 두

고 하는 말이다.  

  

초기경에서도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꽤 보인다. 그것은 주로 믿음이나 공덕지음

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제석천경에서는 목갈라나가 “신들의 제

왕이여,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신들의 제왕이여, 부천님께 

귀의함으로서 이 세상에 뭇삶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S40.10)”라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 반

드시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을 내는 것도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믿음이 노잣돈이고” 

  

여행을 갈 때는 여행준비물이 필요하다. 가방이나 베낭에 옷가지나 생활용품 등

을 준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잣돈일 것이다.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잣돈은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겼

을 때 해결 해 주기 때문에 보험과도 같은 것이다.  

  

초기경에서도 노잣돈과 관련된 게송이 있다. 하늘사람이 “무엇이 노잣돈이고 

무엇이 보물창고이며 무엇이 사람을 괴롭히고 무엇이 세상에 버리기 어려운 것



이고 줄에 묶인 새와 같이 뭇삶들은 묶여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

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Saddhā bandhati pātheyyaṃ  

siri bhogānamāsayo, 

Icchā naraṃ parikassati  

icchā lokasmiṃ dujjahā, 

Icchābaddhā puthu 

sattā pāsena sakuṇī yathāti. 
  

(Pātheyyasutta, S1.79) 

  

  

“믿음이 노잣돈이고 

행운이 보물창고이며 

욕망이 사람을 괴롭히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니 

줄에 묶인 새와 같이 

뭇삶들은 자신의 욕망에 묶이네.” 

  

(노잣돈의 경, 상윳따니까야 S1.79, 전재성님역) 

  

  

“믿음이 여행 준비물이고 

행운이 재물의 창고이니라. 

욕구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욕구가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로다. 

욕구에 중생들은 걸려 있나니 

마치 새가 올가미에 걸려 있듯이.” 

  

(여행 준비물 경, 상윳따니까야 S1.79, 각묵스님역) 

  

  

 “Faith secures provisions for a journey;  

Fortune is the abode of wealth; 

Desire drags a person around;  

Desire is hard to discard in the world.  

By desire many beings are bound  

Like birds caught in a snare.” 

  

(Provisions for a Journey, CDB S1.79, 빅쿠보디역) 

  



  

빠알리 게송에서 pātheyyaṃ은 PCED194 에 따르면 ‘provisions for a 

journey’로 되어 있다. Provision 은 ‘조항, 규정, 대비, 지원’의 뜻이다. 

이 pātheyyaṃ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노잣돈’으로 번역하였다. 각주에 따르면 

“여행에 필요한 식량이나 비용등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초불연에서

는 ‘여행준비물’이라 번역하였다. 이는 빠알리사전 ‘provisions for a 

journey’의 뜻을 번역한 것이라 보여진다. 빅쿠보디는 ‘provisions for a 

journey’라 하여 역시 빠알리사전의 내용대로 번역하였다. 

  

믿음(Saddhā)과 행운(siri) 

  

이 게송에 대한 주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전협에서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

이다. 두번 째 구절에서 “행운이 보물창고이며 하였을 때, 여기서 행운은 ‘권

력(issariyaṃ)’을 뜻한다고 하였다. 행운이 왜 권력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행운을 뜻하는 빠알리어 siri 가 ‘luck; glory; wealth; 

splendour; the goddess of luck.’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운만을 뜻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iri 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도 ‘행운’이라 번역하였고, CDB 에서도 ‘Fortune’

이라 하였기 때문에 siri 의 뜻은 행운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빠알리

어 ‘sirī’에 따르면 ‘Fortune, prosperity; a name of Lakshmi; majesty, 

royalty; magnificence, glory。’라고 되어 있어서 ‘권력’의 뜻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siri 는 믿음을 뜻하는 Saddhā 와 함께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에서 “믿음이 노잣돈이고 행운이 

보물창고이며”라 하였는데, 이는 믿음(Saddhā)과 행운(siri)이 누구나 가져도 

좋을 긍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믿음이 따르면 행운이 생긴다 

  

믿음과 행운을 좋은 뜻으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늘가는데 실 

가듯이’ 항상 붙어 다님을 알 수 있다. ‘믿음이 따르면 행운이 생긴다’는 말

이다. 예를 들어 삼보에 대한 믿음을 내면 반드시 행운이 따르는 것과 같다. 부

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것 하나 올바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 대로만 

산다면 누구에게나 행운이 닥칠 것이다.  

  

믿음을 내면 행운은 필연적으로 따라 다닐 것이다.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불

행보다 행운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믿음을 내야 한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와서 보라”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삿다

(Saddhā)’라 한다.  

  



불교인들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합리에 바탕을 둔 믿음이다. 이는 다름 아닌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내는 것 자체가 미래의 행운을 

불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잣돈(pātheyyaṃ)’과 같은 것이라 하였을 것이

다.  

  

저승갈 때 여비하라고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한다. 화장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장을 할 때 노잣돈을 

넣어 주는 경우도 있다. 입관할 때 돈을 넣는 것이다. 이는 저승갈 때 여비하라

고 넣는 것이다. 일종의 노잣돈인 셈이다. 그러나 평소 많은 공덕을 쌓았다면 

별도로 노잣돈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절에서는 천도재를 한다. 49 재가 대표적이다. 천도재를 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천도재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바라

는 염원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천도재비용 역시 노잣돈 개념에 들어 간다.  

  

그런데 노잣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듯이 천도재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

기는 경향이 많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보

기 때문일 것이다.  

  

기도의 힘으로 

  

천도재 하는 것이 저승갈 때 노잣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돈이 일이 닥쳣을 

때 큰 도움이 되듯 천도재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가르침의 입

장에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서 알 수 

있다. 

  

  

[세존]  

“촌장이여,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커다란 큰 돌을 깊은 호수에 던져 넣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그것을 두고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라고 기도하고 찬탄하고 합장하고 순례한다면 촌장이여, 그

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커다란 큰 돌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합장

하고 찬탄하고 순례한 까닭에 물 속에서 떠오르거나 땅 위로 올라올 것입니

까?” 

  

(Asibaddhakaputtasutta-아씨빤다까뿟다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6, 전재성님

역) 

  

  

커다란 돌을 호수에 던지면 떠 오르지 않고 가라앉고 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기도의 힘으로 이를 떠 오르게 하려 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래서 부처님은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라고 기도하였을 때 과연 돌이 떠 오를 수 있는지 촌장에게 묻는다. 그러자 촌

장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답을 한다.  

  

인과의 냉혹함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세존] 

  

촌장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사랑을 나뭄에 잘못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탐욕스럽고, 성내는 마

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에 사로잡혔다면,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기도하

고 찬탄하고 합장하고 순례하더라도 그 때 그 사람은 몸이 파괴 되어 죽은 뒤

에, 고;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Asibaddhakaputtasutta-아씨빤다까뿟다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6, 전재성님

역) 

  

  

부처님은 인과의 냉혹함을 말씀 하시고 있다. 중죄를 저지른 자가 죽었을 때 아

무리 천도재를 열 번 백 번 해 주어도 허사라는 말이다. 이는 마치 호수에 던진 

돌이 떠 오르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한다. 천도재를 열 번 

백 번 해 주어도 십악죄를 저지른 자는 결국 악처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무서

운 인과를 말씀 하신다. 

  

행위에 따라 내세가 

  

경에서는 돌과 기름의 비유를 들고 있다. 기름의 비유의 경우 돌의 비유와 정 

반대이다. 누군가 십선업을 쌓았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누군가 악처에 떨어져

라고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의 기도를 백 번 천 번 

해도 통하지 않는다. 기름은 가벼워서 물에 떠 있는데 누군가 “기름이여, 가라

앉아라”라고 기도한다고 가라 앉을까? 미찬가지로 신선업을 지은 자가 죽었을 

때 저주의 기도를 해서 악처로 떨어 뜨리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정 반대로 선

처에 태어나고 말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경에서 돌은 십악업을 지은 자로, 기름은 십선업을 지은 자로 비유 되고 있다. 

십악업을 지은 자는 업이 무거워서 돌처럼 가라 앉을 것이고, 십선업을 지은 자

는 업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기름처럼 물에 뜰 것이다. 호수 아래 가라 앉는 것

은 악처를 뜻하고, 호수에 뜨는 것은 선처에를 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상

관 없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내세가 결정됨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사후에 천도재를 지내 주는 것 보

다 이 몸과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십선업을 짓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 십선업은 결국 죽어서 저승길에 갈 때 든든한 노잣돈이 될 것이다.  

  

“이 손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통장에 돈이 없어요”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좋은 글귀를 보았을 때 메모장에 옮겨 놓는다. 요즘은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파일을 활용한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이나 

경전의 문구를 옮겨 놓는다. 나중에 글을 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서 TV 를 보다가 좋은 이야기나 문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때

는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스마트폰의 메모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TV 를 보다가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스마트폰에 기록하여 놓았

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손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통장에 돈이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는 자신의 두 손을 내 보이고 있다. 거친 손을 보니 험

난한 인생역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이 작은 두 손으로 돈을 많이 벌었

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장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 억 벌었지만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 십년 직장생활 하였다면 수 억 벌

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중에 남아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돈을 벌기 위

하여 올인하지만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덧 없음을 느낀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돈벌기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 선수가 될 수 없다. 누군가는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여유 있게 살지만 누군

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쩔쩔 매며 살아 간다.  

  

모두 돈벌기 선수가 되어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다. 하지만 남는 것이 없

다면 허무할 것이다. 두 손으로 밤낮 없이 일하고 젊음을 다 바쳐 일하였건만 

통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할머니의 말대로 ““이 손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라

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돈 버는 선수가 되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다. 이는 “돈이 있을 때 베풀며 살자”라고 바

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있으면 좀처럼 풀려고 

하지 않는다. ‘노후대책’ 때문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려면 어느 정도 노후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

이다. 그래서 살아 가는 도중에 자금이 모두 바닥 나버리기 때문에 노후대책이 

무력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뒤 물불 안가리고 오로지 돈 버는 선수가 되어 

악착 같이 모았어도 결국 “그러나 통장에 돈이 없어요”라고 결론이 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   

  

“사기꾼이 되고 싶어서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돈을 못 받는 경우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나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되고 싶어서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

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받는 돈이 대략 10%에 달한다. 사업하

는 사람들 역시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인다. 100%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

문에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수입에서 10%는 나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현재 수입에서 10% 역시 나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기치 않게 보험

금으로 나가는 것도 그 10%안에 든 것이라 보고, 각종 기부금 역시 그 10%안에 

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로 돈이 빠져 나갔을 때 “털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아까

운 느낌이 든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지갑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새어 나가

도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에서 10%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사업하는 사람이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100% 회수를 기대하지 않고 

90%만 기대하는 것과 같다.  

  

나눔이어달리기 

  

대부분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단돈 만원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만원이라도 나누면 마음이 너그러

워진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나 NGO 등에 기부하는 것이다.  

  

복지단체에는 더도 말고 만원 짜리 여러 개를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주변사람

들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복지단체인 ‘승가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원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여 연쇄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방식을 ‘나눔이어달리기’라 한다.  

  

만원짜리가 만개가 되면 1 억이 된다. 따라서 불자라면 가르침대로 베풀면 살아

야 한다. 단 능력껏이다. 부처님도 보시는 능력껏 하라고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의 요청으로 보험을 들었다. 돈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털렸다”라고 생각하니 은근히 화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친구가 약간은 야속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0%는 내돈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나니 마음

이 편해 졌다.  

  

10%가 나의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은 복지단체 등에 기부하여 후원자가 될 수 있

다. 이런 후원금은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그러나 털렸다라고 생각 되는 보험

금은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친구의 요청이 고마운 것일 수 있다. 이렇

게 본다면 보험은 충분히 삶에 있어서 노잣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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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부의 밭갈이와 수행자의 마음갈이 

  

  

혼자 일하다 보면 

  

혼자 일하다 보면 무척 바쁘다.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함은 계산서처리나 세금관

련 업무도 역시 혼자 처리해야 한다. 커피나 차도 혼자 타먹어야 하고 사무실 

바닥청소도 혼자 해야 하고 쓰레기통도 혼자 비워야 한다. 더구나 매일 올리다

시피 하는 글도 써야 하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바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혼자 하기 때문이다. 남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다 보니 초와 분을 다투는 삶을 살아간다.   

  

농번기 때 농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바쁘다. 이렇게 바쁜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일까? 남이 대신 농사를 지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힘으로 농사

를 짓기 때문에 바쁜 것이다. 수행자도 바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행자가 바쁠까? 남이 대신 농사를 지어 주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남이 대신 내 번뇌를 없애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빳조따경(S1.80)에서 

  

초기경전에는 농사짓는 농부와 수행하는 수행자를 비교한 가르침이 종종 보인

다. 상윳따니까야 빳조따경(S1.80)에서도 볼 수 있다. 먼저 하늘사람이 묻는다.  

  

  

[하늘사람] 

  

무엇이 세상의 불빛이고 

무엇이 깨어있음이며 

무엇이 일하는 데 함께 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 그의 삶의 길인가? 

  

무엇이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듯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은 자 모두를 키우고 

도대체 무엇이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는가?”(S1.80, 전재성님역) 

  

  

하늘사람이 질문한 것은 모두 여섯 가지이다. 두 개의 게송으로 나누어 질문 하

였는데, 특히 두 번째 게송을 보면 두 개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하나의 

답을 말한다.  

  

부처님이 답송하시기를  

  

부처님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한다. 

  

  

Paññā lokasmiṃ  pajjoto  

sati lokasmiṃ jāgaro, 

Gāvo kamme sajīvānaṃ  

sītassa iriyāpatho. 

 

Vuṭṭhi alasaṃ analasañca  

mātā puttaṃva posati,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 

  

(Pajjotasutta, S1.80) 

  



  

[세존] 

“지혜가 세상의 불빛이고 

새김을 확립하는 것이 세상에서 깨어있음이며, 

소가 일하는 데 함께 하는 것이고, 

밭이랑이 그의 삶의 길이네.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듯, 

비가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은 자 모두를 키우니, 

비의 존재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네.” 

  

(Pajjotasutta -불빛의 경, 상윳따니까야 S1.80, 전재성님역) 

  

  

[세존] 

“통찰지가 세상에서 광채가 되고 

마음챙김이 세상에서 깨어 있는 자로다. 

일하는 자들에겐 소가 동료요 

밭고랑이 그의 생계수단이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 부양하듯이 

비[雨]가 게으른 자나 게으르지 않은 자를 부양하노라. 

땅에 의지해 사는 생명들 

바로 그들 삶을 영위하도다.” 

  

(Pajjotasutta -광채 경, 상윳따니까야 S1.80, 각묵스님역) 

  

  

“Wisdom is the source of light in the world;  

Mindfulness, in the world, is the wakeful one; 

Cattle are [the colleagues] of those living by work;  

One's course of movement is the furrow.  

  

“Rain nurtures both the slack and active  

Just as a mother nurtures her child.  

Those creatures who dwell on the earth  

Sustain their life by rain.” 

  

(Source of Light, CDB S1.80, 빅쿠보디역) 

  

  



첫 번째 게송에서 “지혜가 세상의 불빛(Paññā lokasmiṃ  pajjoto)”이라는 말

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마치 깜깜한 방안에서 촛불을 켜기 위하여 성냥불을 

당겼을 때 일시에 환해 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서 

“새김을 확립하는 것이 세상에서 깨어있음(sati lokasmiṃ jāgaro)”이라는 것

도 쉽게 이해 된다.  

  

마음챙김이 세상에서 깨어 있는 자로다? 

  

그런데 두 번째 구절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마음챙김이 세상에서 깨어 

있는 자로다.”라고 번역하였다. 마음챙김이 깨어 있는 자라는 뜻이다. 어떻게 

마음챙김이 깨어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마음챙김을 뜻하는 사띠(sati)는 알

아차림을 뜻하는 술어인데 이를 사람이라는 뜻의 깨어 있는 자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번역이 나온 것에 대하여 빅쿠보디의 영역 “Mindfulness, in the world, 

is the wakeful one”에 주목한다. 이를 직역하면 “세상에서 알아차림은 깨어 

있는 자이다”라는 뜻이 된다. ‘the wakeful one’이 사람을 뜻하여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영향이어서일까 각묵스님 역시 “깨어 있는 자로다”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원문에는 ‘sati lokasmiṃ jāgaro’로 되어 있다. 여기서 

jāgaro 는 ‘Waking, vigil’의 뜻이다. 우리말로 ‘깨어 있는’ 또는 ‘철야’

의 뜻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jāgaro 가 사람을 뜻하는 “the wakeful one(빅쿠

보디)” 또는 “깨어 있는 자로다”라고 번역될 수 있을까? 성전협에서는 “새

김을 확립하는 것이 세상에서 깨어있음이며”라고 번역하였다.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듯한데 

  

첫 번째 게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게송은 “Gāvo kamme sajīvānaṃ sītassa 

iriyāpatho”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소가 일하는 데 함께 하는 것이

고, 밭이랑이 그의 삶의 길이네.”라 하였다. 부처님이 ‘지혜(paññā)’와 ‘알

아차림(sati)’을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소(Gāvo)와 밭이랑(sītā)에 대하여 말

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일하는 자들에겐 소

가 동료요 밭고랑이 그의 생계수단이니라.”라 하였다. 마치 이전 구절과 단절

된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앞뒤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먼저 “일하는 자들에겐 소가 동료요”구절에 대하여 초불연 각주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일하는 자들에게 소가 동료라는 것은 일을 해서 삶을 영위하는 자들에게는 소가 

일을 하는 데에 동료이자 친구가 된다는 뜻이다. 소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기 때

문이다. (SA.i.10) 

  

(초불연 264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주석 ‘SA.i.10’을 근거로 하여 각주로 설명하여 놓았다. 이는 자

신의 견해가 아니라 주석을 근거로 한 설명이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밭고랑이 그의 생계수단이니라”에 대한 각주를 보면, “생계수단은 

iriyā-patha 를 옮긴 것인데, 이것은 주로 가고 서고 앉고 눕는 등의 자세를 말

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여기서 강조 되고 있는 것은 ‘생계수단’이다. 

이 생계수단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행주좌와’라고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밭고랑이 그의 행주좌와이니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

히 잘 이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복주석에서는  “밭고랑이란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은 음식에 의존하는 중생들에게 생계수단이라는 

뜻이다(초불연 265 번 각주)”라고 각주 하였다. 여기서 쟁기가 등장한다. 주석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다. 주석에서는 생계수단에 대하여 행주좌와라 하

였으나 복주석에서는 “밭고랑이란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이라 하여 ‘음식에 

의존하는 중생들의 생계수단’이라 하였다. 그러나 주석과 복주석의 설명을 보

아도 게송의 의미가 잘 파악 되지 않는다.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의미 파악이 힘든 첫 번째 게송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

까? CDB 각주를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In pada d, sitassa (Ee2: sita 'ssa) should be resolved sitam assa. Spk 

takes assa to refer to "the mass of beings" (or of people: sattakayassa)  

and explains iriyāpatha, "the course of movement" (or "mode of  

deportment"), as the means of livelihood (jivitavutti); it glosses sita 

(furrow) with nangala(plough). The purport is that the activity of 

ploughing is the essential means for sustaining human life.  

  

(CDB 139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의 네 번째 구절(d pada)에 대한 설명이다. 네 번째 구절에서 sītassa

가 있는데 이는 sīta + assa 로 분리 될 수 있다. 여기서 sīta 는 이랑을 의미한

다.  그런데 assa 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the mass of beings"라 하였다. 존재

의 덩어리 즉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sītassa 는 밭이랑을 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  

  

또 sītassa iriyāpatho 구절에서 iriyāpatha 는 ‘deportment; four postures’

로 설명된다. 네 가지 자세의 뜻도 있는데 이는 ‘walking, standing, sitting, 



and lying down.’로서 한자어로 ‘행주좌와’를 뜻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sītassa iriyāpatho 의 의미는 밭이랑을 터전으로 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땅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움직임 자체

가 생계와 관련 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sītassa iriyāpatho 구절에 대하여 

“밭이랑이 그의 삶의 길이네.”라고 번역하였을 것이다. 

  

쟁기라는 연결고리로  

  

그런데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쟁기(plough)’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밭이랑은 쟁기가 있어야 형성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쟁기로 간 

밭이나 논에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빅쿠보디

는 쟁기질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the 

essential means for sustaining human life)”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가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가 일하는 데 함께 하는 것이고(Gāvo kamme 

sajīvānaṃ)”라 하였을 것이다. 

  

첫 번째 게송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듯 보인다. 지

혜와 알아차림이 소와 밭이랑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마치 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쟁기’로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이 매칭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게송에서는 급격한 도약

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각주를 참고하면 왜 도약이 이루어

졌는지 대한 답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쟁기라는 힌트를 주었고 성

전협에서는 stn77 과 그 주석을 보라고 하였다. 

  

숫따니빠따 77 번 게송 

  

stn77 을 찾아 보았다. 숫따니빠따 77 번 게송이다. 찾아 보니 까씨 바라드자와

의 경(Sn1.4)에 실려 있다. 77 번 게송은 다음과 같다. 

  

  

Saddhā bījaṃ tapo vuṭṭhi  
paññā me yuganaṅgalaṃ,  

Hiri īsā mano yottaṃ  

sati me phālapācanaṃ.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의 수호자가 비며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입니다. 

그리고 새김이 나의 쟁깃날과 몰이막대입니다.(stn77, 전재성님역) 

  

  



이 게송을 보면 상윳따니까야 빳조따경(Pajjotasutta, S1.80)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듯 하다. 빅쿠보디가 각주에서 말한대로 ‘쟁기’가 등장한다.  

  

불교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게송에서 ‘믿음이 씨앗(saddhā bījaṃ)’ 이라 하였다. 여기서 믿음이라 번역된 

빠알리어가 삿다(saddhā)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 하신 믿음은 맹신이 아니

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이다. 

이런 믿음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진리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확신 

둘째, 확신에 대한 희열 

셋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이 ‘삿다(saddhā)’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불교의 믿음은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데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거의 

모든 종교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보이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불교에서의 

믿음은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확신에 찬 믿음임을 뜻한다.  

  

세간적 지혜와 출세간적 지혜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paññā me 

yuganaṅgalaṃ)”라 하였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

를 뜻한다.  

  

팔정도에서 정견과 정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혜는 멍에와 쟁기’ 라 하였

다. 멍에와 쟁기를 지혜로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세간적 지혜

와 출세간적 지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멍에는 세간적 지

혜에 대한 비유이고, 쟁기는 출세간적 지혜에 대한 비유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지혜는 팔정도에서 정견과 정사유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정-혜 삼학’으로 정리 된다. 팔정도 역시 계-정-혜 삼

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혜온에 해당되는 정견과 정사유가 

앞에 나온다. 왜 그럴까? 이는 다름 아닌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한 것이다. 

바른 견해가 서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정견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그 목적지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는 팔정

도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팔정도의 정견과 정사유는 ‘세간적 지혜’

에 해당된다.  

  

정견이 서 있다면 수행은 바른 길로 들어 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계행을 확립하고 선정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혜를 닦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팔정도에서 계온과 정온과 혜온이다. 그래서 혜온을 한번 더 닦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계-정-혜 순서 대로 되는 것이다. 이 때 나중의 혜

온을 닦으면 사성제가 완성된다. 따라서 나중의 혜온에 대하여 ‘출세간적 지

혜’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팔정도수행의 단계 

단  계 내     용 수행 구   분 

혜온(慧蘊) 

paññā-kkhandha 

-올바른 견해(正見) 

sammā-diṭṭhi 
-올바른 사유(正思

惟) 

sammā-saṅkappa 
수행의 시작 세간적 지혜 

-팔정도의 출발점 

-사성제의 이해 

-수행의 방향설정 

계온(戒蘊) 

sīla-kkhandha 

-올바른 언어(正語) 

sammā-vācā 

-올바른 행위(正業) 

sammā-kammanta 

-올바른 생활(正命) 

sammā-ajiva 

수행의 과정   

정온(定蘊) 

samādhi-kkhandha 

-올바른 정진(正精

進) 

sammā-vãyama 

-올바른 새김(正念) 

sammā-sati 

-올바른 집중(正定) 

sammā-samãdhi 

수행의 과정   

혜온(慧蘊) 

paññā-kkhandha 

-올바른 견해(正見) 

sammā-diṭṭhi 
-올바른 사유(正思

惟) 

sammā-saṅkappa 
수행의 완성 출세간적 지혜 

- 팔정도의 완성 

-사성제진리를 꿰뚫

음 

-지혜의 완성 

-수행의 완성 

  

  

  

마음의 밭을 가는 자 

  

빳조따경에서 “소가 일하는 데 함께 하는 것(S1.80) 이에 대응되는 구절이 숫

따니빠따에서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stn77)”이다. 이 구절은 상

윳따니까야 ‘까시의 경(S7.11)’에서도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 이는 경에서 바라문 까시 바라드자와가 “그

대는 밭을 가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대가 밭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



네.(stn76)”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농부는 소와 쟁기를 이용하여 밭가

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수행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까시 바라드자와의 질문에 부처님도 밭을 가는 자라 하였다. 어떻게 밭을 가는

가?그것은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

의 수호자가 비며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입니다. 그리고 새김이 나의 쟁깃날과 몰이먹대입니다.(stn77)”라 한 것이

다.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농부는 밭을 갈고 부처님은 마음을 간다고 하였다. 농부들은 소와 쟁기를 이용

하여 밭을 갈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착하고 건전한 법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 살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표를 만들어 보

았다. 

  

  

No 마음 밭갈기 농사 밭갈기 

1 믿음(saddhā) 씨앗(bījaṃ) 

2 감관의 수호자(tapo) 비(vuṭṭhi) 
3 지혜(paññā) 멍에와 쟁기(yuganaṅgalaṃ) 

4 부끄러움(hiri) 자루(īsā) 

5 정신(mano) 끈(yottaṃ) 

6 새김(sati) 쟁깃날과 몰이막대(phālapācanaṃ) 

  

  

  

마음밭갈기와 농사밭갈기에 대한 도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마음 밭갈기는 착

하고 건전한 법들로 마음속에 뿌리 박고 있는 악하고 불건전 법들을 소멸하는 

것이다. 반면 농사밭갈기는 소와 쟁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농

작물을 더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KBS 프로 중에 ‘강연 100 도씨’가 있다. 어느 귀촌자는 강원도에서 5 년째 살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귀촌이나 귀농하려 하는 사람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농촌은 

매우 바쁘다’고 하였다.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심지어 씻을 시간

도 없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귀촌이나 귀농해서 살려면 부지런해야 

함을 말한다.  

  

농번기때는 무척 바쁘다. 논에서 김을 메고 밭에서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밭고랑을 매야 한다. 그래서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



다. 이처럼 농사짓는 것이 바쁜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단지 결재하는 것만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혜택

자처럼 연금으로 여유있게 살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아침부터 잠 잘 때까지 

늘 부지런해야 살아 갈 수 있다. 

  

농부의 밭갈이와 수행자의 마음갈이 

  

수행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

하게 자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부가 밭가는 것처럼 살아 가야 한다. 농부

가 소를 몰고 논이나 밭을 부지런히 갈듯이 수행자 역시 마음의 번뇌를 소멸시

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마음의 밭갈이’를 해야함을 말한다. 그래서 뽑아도 뽑

아도 올라오는 잡초를 제거 하듯이 번뇌의 풀을 제거 해야 한다. 이런 일은 남

이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할 수 있다. 그

래서 수행자는 한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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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생존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벌기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노후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축적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벌기에 올인한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한시라도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 갈 

수가 없다. 

  

세상이 싸움을 걸어 와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싸우게 된다.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

지만 세상이 싸움을 걸어 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보았을 



때이다. 누구나 공분하는 일을 겪었을 때 세상이 싸움을 걸어 오는 것이다. 

‘세월호사건’이 대표적이다. 

  

세월호와 관련하여 수 많은 글을 올렸다. 주로 경전을 근거로 한 글이다. 때로 

현장에 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글로서 기록을 남겼다. 이런 행위에 대

하여 세상과 싸우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

상이 싸움을 걸어 온 것이다.  

  

누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가? 

  

수행자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사는 곳

에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쳐도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 하여 나 자신의 

행복과 안락만 추구하면 되는 것일까? 심산유곡에서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와 함께 신선처럼 살아 가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게송이 

있다. 상윳따니까야에서 하늘사람이 다음과 같이 묻는다. 

  

  

 “누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누구의 삶의 길이 부서지지 않으며,  

누가 세상에서 욕망을 완전히 알고,  

누가 항상 자유로운 사람인가?”  

  

누가 계행이 확립되어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예배하고, 

세상에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누구를 왕족들이 존경하는가?” 

  

(S1.81,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답송하시기를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송으로 말씀 하신다. 

  

  

Samaṇīdha araṇā loke  
samaṇānaṃ vusitaṃ na nassati. 

Samaṇā icchaṃ parijānanti  

samaṇānaṃ bhojissiyaṃ sadā. 

  

Samaṇaṃ mātā pitā bhātā  

vandanti naṃ patiṭṭhitaṃ, 

Samaṇīdha jātihīnaṃ  



abhivādenti khattiyāti. 

(Araṇasutta, S1.51) 

  

  

[세존] 

“수행자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수행자의 삶의 길은 부서지지 않고 

수행자가 욕망을 완전하게 알고, 

수행자야말로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이네. 

  

계행이 확립되어 있는 수행자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제가 예배하며, 

세상에 비천하게 태어났더라도 

수행자를 왕족들이 존경하네.” 

  

(Araṇasutta-싸우지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81, 전재성님역) 

  

  

[세존] 

“사문들이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사문들의 삶의 완성 파멸하지 않노라. 

사문들이 욕구를 철저히 알고 있으며 

사문들이 언제나 자유를 누리노라. 

  

사문이 [계행에] 확고하게 머물면 

부모와 형제들도 그에게 절하노라. 

사문 있어 비록 낮은 태생이라 할지라도 

끄샤뜨리야들이 예배하노라.” 

  

(Araṇasutta -다투지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81, 각묵스님역) 

  

  

 "Ascetics are placid in the world;  

The ascetic life is not squandered;  

Ascetics fully understand desire;  

They enjoy perpetual freedom.  

  

 "Parents and brothers worship an ascetic  

When he stands firmly established.  

Though an ascetic be of humble birth  

Even khattiyas here salute him."  

  

(Without Conflict, CDB S1.81, 빅쿠보디역) 



  

  

경의 제목은 아라나(araṇa)이다. araṇa 는 ‘peaceful; passionless’의 의미로

서 ‘평호로운’ 또는 ‘열정이 없는’의 뜻이다. 이는 ‘냉정한’ ‘침착한’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싸우지 않음의 경’이라 하였고, 각묵

스님은 ‘다투지 않음의 경’이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Without 

Conflict’라 하여 ‘충돌 없이’ 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사마나(samaṇa)의 의미는? 

  

PCED194 에 따르면 araṇa 의 의미는 ‘遠く離れたる, 林住の’라는 뜻도 있다. 

‘멀리 떨어지다’ 또는 ‘숲에서 머무는’의 뜻이다. 그래서일까 숲속의 경

(S1.10)의 빠알리 제목이 ‘아란냐(Arañña)’이다. 

  

경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araṇa 는 ‘평화로운’ 즉, 싸우지 않음에 대한 경이

다. 그런데 부처님은 “수행자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다(Samaṇīdha araṇā 
loke)”라 하였다. ‘samaṇa’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수행자’라 하였고, 각묵

스님은 ‘사문’이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Ascetic’라 하여 ‘금욕주의자’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마나는 반드시 불교수행자만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수행하는 모든 자를 일컫는 말이 사마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D2)에서도 잘 나타난다. 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D2)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만냐팔라경에 따르면 아자따삿뚜왕이 

육사외도를 비롯하여 부처님과의 대화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고대인도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집에서 집을 떠나 수행하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이 ‘사마나’라 볼 수 있다. 이를 한자어로 ‘사문(沙門)’이

라 한다. 초불연의 경우 한문용어를 답습하여 사문이라 번역하였고, 성전협의 

경우 ‘수행자’라 하였다. 여기서 사마나는 빅쿠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스님들이 사문이라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사문이라

는 말이 육사외도를 포함하여 모든 수행자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사문이라는 말 대신 ‘빅쿠’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빅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꽃의 경(S22.94)에서 

  

게송에 따르면 ‘수행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 집을 떠나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유행하는 수행자는 세상의 일과 무관

하게 진리만 추구하면 된다는 말일까? 이 구절에 대하여 세 번역서에 특별한 각



주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재성님은 araṇa 에 대하여 ‘무쟁’의 뜻으로 ‘번

뇌없음’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하여 놓았을 뿐이다.  

  

‘수행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상윳따니까야 ‘꽃의 경

(S22.94)’에서도 볼 수 있다.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Nāhaṃ bhikkhave, lokena vivadāmi. Loko ca- kho bhikkhave, mayā vivadati. 

Na bhikkhave, dhammavādi kenaci lokasmiṃ vivadati.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싸운다. 수행승들이

여, 진리를 설하는 자는 세상의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 

  

(Puppha sutta-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Nāhaṃ, lokena vivadāmi)”라 하였다. 

이 말은 아라나경에서 “수행자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다.(Samaṇīdha araṇā 
loke, S1.81)”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단지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다. 펑화롭

다는 뜻의 araṇā 가 논쟁을 뜻하는 ‘vivāda’로 바뀌어 논쟁을 하지 않는다 뜻

으로 바뀐 것이다. 번역에서는 똑같이 싸움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빠알리어

는 araṇā(평화로운)과 vivāda(논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세상이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이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 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상이 나와 싸운다”라 하였다. 여기서 세상은 주석에 따르면 중생의 세상을 

말한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각주를 참고 

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세상 

세 가지 세상 내     용 비    고 

중생계 

(Sattaloka) 

-수행승들이여, 나는 세상과 함께 하

지 않는다. (성전협각주) 

  

- 수행자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수행자의 삶의 길은 부서지지 않고 

수행자가 욕망을 완전하게 알고, 수

행자야말로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이

네.(S1.81) 

  

중생으로서의 세

상 



-수행승들이여,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싸운다. 수행승

들이여, 진리를 설하는 자는 세상의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S22.94) 

조건계 

(Saṅkhāraloka) -수행승들이여, 세상에는 세상의 원

리가 있다.(성전협각주)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

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말

합니다. (S2.26) 

-오온 십이처 십

팔계의 세상 

-오취온의 세상 

-형성된 세상 

현상계(器世間) 

(Cakkavālaloka) 

-여래는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성장한다. (성전협각주)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래는 세

상에서 성장했으나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지낸

다.(S22.94) 

-눈에 보이는 세

상 

-보통 우리가 말

하는 세상 

-물질적 세상 

  

  

  

  

표를 보면 세 가지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말

씀 하신 것이다. 세 가지 세상 중에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조건계’로서의 

세상이다. 이를 ‘상카라로까(Saṅkhāraloka)’라 하는데 이는 이 몸과 마음에서 

형성된 세상을 말한다. 이런 세상은 몸과 마음을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자

아라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오취온’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경에서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

다고 나는 말합니다. (S2.26)”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끝은 바로 

이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 세상으로서 상카라로까를 말한다.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은 오취온의 세상으로서 인식하는 자의 세상이

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세상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 세상에 대하여 부처님

은 꽃의 경에서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라  하였고, 또 “여래는 세상에

서 성장했으나”라 하였다. 여기서 전자는 뭇삶들이 살아 가는 ‘중생계

(Sattaloka)’를 말하고, 후자는 산하대지산천초목 등 눈에 보이는 세상인 ‘현

상계(Cakkavālaloka, 器世間)’를 말한다.  

  

“세상이 나와 싸운다” 

  

부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세상이 나와 싸운다.(Loko 

ca- kho, mayā vivadati)”라 하였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말을 걸어 온

다’라는 뜻이다. 이는 다름 아닌 ‘논쟁’을 말한다. Vivadati 가 ‘disputes; 



quarrels’의 뜻으로 ‘논쟁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논쟁인

가?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다. 

  

  

Yaṃ bhikkhave, natthi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ahampi taṃ natthīti 

vadāmi. - Yaṃ bhikkhave, atthi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ahampi taṃ 

atthīti vadāmi.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은 나도 그것을 

‘아니다’ 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나도 그것을 ‘이다’ 라고 말한다.  

  

(Puppha sutta-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4, 전재성님역) 

  

  

세상이 부처님에게 싸움을 걸어 오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이는 현자들이 보는 

세상과 세상의 범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초불연 번역을 보면 이와 다르

다. 각묵스님은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현자들이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있다

고 말한다.”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인식론이냐 존재론이냐 

  

두 번역서의 가장 큰 차이는 앗티(atthī)와 낫티(natthi)에 대한 번역의 차이이

다. 앗티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다’라 번역하였다. 반면 각묵스님은 ‘~있

다’라 번역하였다. 낫티에 대하여 ‘~아니다’ ‘~없다’라고 번역한 것도 같

은 맥락이다. 이런 차이는 왜 일어는 것일까? 이는 번역자가 현상에 대하여 인

식론으로 보느냐 존재론으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이다’ 거나 ‘아니다’로 번역한다면 이는 ‘인식론’으로 본 것이고, 반면

에 ‘있다’거나 ‘없다’로 번역한다면 이는 ‘존재론’으로 본 것이다. 이렇

게 보았을 때 전재성님은 앗티와 낫티에 대하여 인식론적으로 번역하였고, 각묵

스님은 존재론적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각묵스님이 존재론의 번역한 것은 빅쿠보디의 영역 CDB 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불연 각주에서 빅쿠보디의 견해에 대하여 수용하였음을 밝

히고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빅쿠보디는 앗티와 낫티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빅쿠보디가 간

과한 것이 있다.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세존은 모든 존재론적인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만 부정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Cdb.1085)”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뿌쌩의 말을 인용하여 ‘현자들이(paṇḍitānaṃ)’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지적했

다. 이에 대하여 ‘간화선 보조 수단으로 전락한 사띠(sati)(2013-09-1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본다면 빅쿠 보디의 존재론은 특수

한 현상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일반화, 합리화, 정당화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앗티와 낫티에 대한 번역차이에 대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앗티(atthī) 이다 있다 

낫티(natthi) 아니다 없다 

번역방식 인식론적 번역 존재론적 번역 

번역예 세상에 현자들은 물질에 

대하여 항상하고 견고하

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

이 ‘아니다’라고 여기

는데 나도 그것을 ‘아

니다’라고 말한다. 

(S22.94)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

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

인 물질은 없다고 세상

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

다. (S22.94)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부처님은 세상과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세상이 싸움을 걸어 올 뿐

이라 하였다. 그럴 경우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다(atthi)”라 하

였고, 반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아니다(natthi)”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속된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라 볼 수 있

다. “진실이면 진실인 것이고, 진실이 아닌 것이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다. 

특히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다(natthi)’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있다. 부처님은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Kiñca bhikkhave, natthi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yamahaṃ natthiti vadāmi. 

  

rūpaṃ bhikkhave, niccaṃ dhuvaṃ sassataṃ aviparināmadhammaṃ natthi 

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ahampi taṃ natthiti vadāmi. 

  



수행승들이여, 왜 세상에서 현자들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나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1)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현자들은 물질에 대하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데 나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한다. 

  

(Puppha sutta-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오온 중에 ‘물질(rūpa)’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있다. 우리 몸이라는 

물질이 결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아님에도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분명

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함을 말씀 하신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아

니다’라고 말한다.(ahampi taṃ natthiti vadāmi)”라고 말씀 하셨다. 이후 느

낌이나 지각, 형성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즉 세상사람들은 오온에 대하여 항상

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

고 분명히 말씀 하신 것이다.  

  

존재론으로 번역하였을 때 

  

위 문구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비구들이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

하지 않기 마련인 물질은 없다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S22.94)”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런 번역방식은 ‘유’와 ‘무’를 

바탕으로 한 존재론적 번역이다.  

  

부처님은 깟짜야나곳따경(S12.15)에서 절대유와 절대무가 연기법적으로 성립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존재론을 부정한 것은 불교의 성립과도 매우 깊은 관

계가 있다. 그것은 부처님 당시 지배종교 이었던 브라만교의 영향이 크다.  

  

부처님당시 브라만교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브라흐마’와 변치 않는 개아가 있

다는 ‘아뜨만’을 신봉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연기법으로 부정하였다. 

연기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부처님은 현자들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범부들이 ‘아니다’

라 한 것에 대하여 ‘이다’라고 하였고 ‘이다’라 한 것에 대하여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범부들은 이 세상을 존재론적으로 보아 ‘상-락-아’를 말하지만 현자들은 인식

론적으로 보아 ‘무상-고-무아’를 말한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꾸 현상에 대하여 상-락-아로 말걸어 온다면 



“세상이 나와 싸운다(S22.94)”라 하였다. 이는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닌 것이라

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진리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천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여래는 그것을 올바로 꿰뚫고 나서, 설명하고, 교시하고, 시설하고, 확립하

고, 개현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밝힌다.” 

  

(Puppha sutta-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4, 전재성님역)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이 통찰한 진리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을 말한다. 세상사람들이 상-락-아라고 존재론적으로 말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달

은 진리는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범부들이 진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교시하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개현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천명하신 것

이다.  

  

연꽃이 오염되지 않는 이유는?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하여 심산유곡

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와 함께 은둔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알려진 것을 바로 잡겠다는 말과 같다. 만일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법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다. 마라의 권유대로 열반에 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처님이 법을 펼치려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세상사람들

이 불쌍해서이다. 이는 “어리석고, 어둡고, 눈이 없는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알

고 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S22.94)”라고 자문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Seyyathāpi bhikkhave, uppalaṃ vā padumaṃ vā puṇḍarīkaṃ vā udake jātaṃ 

udake saṃvaddhaṃ- udakā accuggamma ṭhāti.  
  

Anupalittaṃ udakena, evameva kho bhikkhave, tath āgato loke jāto loke 

saṃvaddho lokaṃ abhibhuyya viharati anupalitto loken āti.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가 물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 물위로 솟아올라 물에 오염되지 않고 지낸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래는 세상에서 성장했으나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지낸다. 

  

(Puppha sutta-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4, 전재성님역) 

  

  

청련화 등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물 밖에 나오면 깨끗한 모습

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역시 범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연꽃처

럼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래는 세상에서 성장했으나 세상을 극

복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지낸다.”라 하였다. 여기서 세상을 극복한다고 

하였다. 이는 세상을 떠나 심산유곡에 들어가 살기 보다 세상에서 싸움을 걸어 

올 때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 말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토회가 141 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는데 

  

최근 교계뉴스에서 두 건의 기사를 보았다.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조계종 노

동위원인 ‘도철스님’의 광화문단식에 대하여 보도 하였다. 도철스님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들과 8 일 째 단식을 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토회가 141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우리 종단(조계종)은 몇 명이나 서명을 받았을

까. 숫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불교계, 특히 조계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불교닷컴 2014-07-22) 

  

  

이와 같이 말한 도철스님은 “이런 때 왜 불교계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라

고 말하며 “다른 스님들의 참여가 없다.”고 꼬집었다. 

  

기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정토회가 141 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월호유가족들이 350 만명 서명을 받은 것의 반에 가깝다. 그래서 350 만명에 

141 만명을 합하면 거의 5 백만명에 가깝다.  

  

정토회가 이처럼 나서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자비심의 발로라 본다. 

평소 굶주린 북한동포돕기 운동에도 열심이었지만 한국사회의 모순과 위선과 거

짓이 복합화 되어 있다고 보는 세월호참사에 대하여 모른채 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미령님의 글에서 

  



또 하나 기사를 보았다. 그것은 법보신문에서 본 이미령님의 ‘원망도 못해 보

고 ‘성실하게’ 일만하는 당신, 안녕하신가요?’라는 부제가 붙은 글이다. 이 

글에서 이미령님은 투명인간에 대하여 말하였다. 소설가 ‘성석제’님의 장편소

설 ‘투명인간’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한 것이다.  

  

성석제님은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고등학교 일학년 때 같은 반이었

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 성석제는 키가 작아 앞번호 이어서 앞에 앉았다. 앞번

호친구들과 별로 대화가 없었지만 이름과 모습은 뚜렷이 기억한다. 작달막한 키

에 검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볼살이 있어서 복스런 얼굴이었다. 더구나 공

부도 잘 한 모범생이었다. 이렇게 오래 되어도 그 이미지와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은 한마디로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성석제라는 이름

이 유명하게 되었다. 사진을 보니 고 1 때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글에서 이미령님은 “나는 어렸을 때 이 지구 위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는 줄 알았고, 국가에 평생 충성을 다 바쳐도 모자라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가가 ‘미령아, 너 좀 죽어줘야겠다’라고 요구하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 하였다. 이런 생각은 나이 든 세대

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이라 하여 외우던 기억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령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 된 것이라 하였다. 왜 잘못된 것일까? 그

것은 정부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지만 지금의 나

는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국가의 고급관리들은 하나 같이 무능하고 탐

욕스럽고, 그들은 선(善)과 정(正)의 기준도 아니요, 그저 제 밥그릇이나 챙기

고, 밥 배부르게 먹은 뒤에 더 먹어서 체해도 계속 먹으려는 자들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사실 이런 시각은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 

하는 것이다.  

  

왜 투명인간인가? 

  

언젠가 사람들은 정부발표가 나오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에서 말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틀림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책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미령님은 글에서 ‘미련 곰탱이’

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왜 미련곰탱이인가?  그것은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

면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길들여왔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말 잘 듣

는 착한 국민이어야 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국민의 의

무’가 뼛속까지 새겨져 있으니 말입니다.”라 하였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투

명인간이라 하였다. 왜 투명인간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책임감만 턱없이 강한 사람은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

닙니다. 권력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살아 있으되 그 존재감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을 소설가

는 ‘투명인간’이라 부릅니다. 

  

(이미령의 보리살타서재, 14. 성석제 장편소설 ‘투명인간’, 법보신문 2014-

07-21) 

  

  

이미령님에 따르면 정부에서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

고책임감만 강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요즘 언

론에 자주 등장하는 ‘보수단체’사람들일 것이다. 백발에 군복을 입고 때로는 

가스통을 집어 들고 위협하는 ‘할배’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

에게는 사람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

여 ‘미련곰탱이’ 같다고 하였고, 존재감이 없다고 하여 ‘투명인간’과도 같

다고 하였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두 건의 교계뉴스를 보면 모두 현실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참사

와 관련하여 두 개의 다른 시각이 있는데, 한편은 사회의 비리와 모순을 바로 

잡아 제도화 하려는 집단이고, 또 한편은 기득권체제에 잘 순응되어 길들여져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이 광화문이나 청계광장, 시청에서 충돌

하고 있다. 마치 서로 딴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무엇일까? 

  

도철스님은 8 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불교계에서도 참여를 바라

고 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다. 그렇다면 이들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생각은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까? 

  

부처님이 말씀 하신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불교방송 교리강좌에서는 “불자라면 모두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남과 다투는 일을 삼가고 시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불교방송 > 불교강좌 > 교리강좌, 3.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 하였다. 하

지만 이런 방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부만 아는 것이다.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나와 싸운다”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가? 세상이 정의롭지 않게 돌아 가기 때문에 세상이 싸움을 거는 것이다. 이래

도 가만 있을 것인가?  

  

부처님은 “세상에서 현자들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은 나도 그것을 ‘아

니다’ 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이다’ 라고 여기는 것

은 나도 그것을 ‘이다’ 라고 말한다.(S22.94)”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 이



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

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스님네들은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무릉도원과 같은 곳

에서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세월아 네월아”하며 사는 것 같다. 

그러니 불자들 역시 현실에서 아무리 비리와 모순과 위선과 거짓이 판을 쳐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 이런 스님네들이나 불자들은 ‘투명인간’이나 다

름 없다. 왜냐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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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관쌍수(止觀雙修)해야 하는 이유 

  

  

데와뿟따(하늘아들)상윳따 

  

상윳따니까야 번역비교 ‘하늘아들의 모음(S2)’편이다. 바로 이전의 하늘사람

의 모음(S1)는 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때는 데와따(하늘사람)이라 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을 때는 데와뿟따(하늘

아들)이라 한다. 제 2 상윳따의 제목이 데와뿟따(하늘아들)이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 첫번째 이름이 ‘깟사빠’이다. 

  

깟사빠의 경에서는 이전의 경과 마찬가지로 하늘사람이 밤중에 부처님 면전에 

나타난다. 그것도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와나숲을 두루 밝히며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수행승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수행승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해 주십시오.(S2.1)”라고 말한다.  

  

여기서 깟사빠는 삼십삼천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후 그곳에서 법을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행승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설해 달라고 하

였다. 이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석에 따르면 “어떻게 수행승이 될 수 있는가

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

처님이 인간세상 뿐만 아니라 밤에는 천상에서도 법을 설하였는데 아비담마논장 

위주의 법을 설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구족 되어 있는 천상에서는 인간세

상의 빅쿠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빅쿠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

서 “수행승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늘아들 깟사빠 읊기를 

  

이와 같은 하늘아들 깟사빠의 요청에 부처님은 빅쿠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대신 먼저 생각나는 대로 읊어 보라고 하였다. 이에 하늘아들 깟사빠는 두 개의 

게송을 읊는다. 그 중에 두 번째 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hikkhu siyā jhāyī vimuttacitto  

ākaṅkhe ce hadayassānupattiṃ, 

Lokassa ñatvā udayabbayañca  

sucetaso anissito tadānisaṃsoti. 

  

(Dutiyakassapasutta, S2.2)  

  

  

[깟싸빠] 

“수행승이 마음의 성취를 바란다면 

선정에 들어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해야 하리. 

그것을 공덕으로 삼아 세상이 생겨나고 소멸함을 알아 

고귀한 마음으로 집착 없이 지내야 하리.” 

  

(Dutiyakassapasutta -깟사빠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2.2, 전재성님역) 

  

  

“마음의 증득을 바라는 비구는 

참선하여 마음이 해탈해야 하고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서 

고결한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아라한의] 이익입니다.” 

  

(Dutiyakassapasutta -깟사빠 경 2, 상윳따니까야 S2.2, 각묵스님역) 

  

  

"A bhikkhu should be a meditator,  

One who is liberated in mind, 

If he desires the heart's attainment,  

Bent on that as his advantage.  

Having known the world's rise and fall,  

Let him be lofty in mind and unattached."  

  

(Kassapa (2), CDB S2.2, 빅쿠보디역) 

  

  



서로 엇갈린 번역 

  

두 개의 한글번역을 보면 차이가 있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tadānisaṃsoti’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그것을 공덕으로 삼

아”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이것이 [아라한의] 이익입니다”라 하여 서로 엇

갈리게 번역하였다. 

  

tadānisaṃsoti 는 ‘tadānisaṃso = ( tadānisaṃsa + o )’로 설명된다. 

tadānisaṃsa 는 복합어이다. 이에 대하여 PCED194 에서는 오로지 미얀마로만 설

명 되어 있다. 그런데 tadānisaṃsa 는 ‘ta+ānisaṃsa’로 분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Ta 는 ‘that’의 의미이다. ānisaṃsa 는 ‘profit; merit; good 

result’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tadānisaṃsa’는 ‘그 이익’이 될 것이

다. 그래서일까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이익이란 아라한이 되는 이익이다.(275

번각주)”라 하였다. 그래서 tadānisaṃsoti 구절에 대하여 “이것이 [아라한의] 

이익입니다”라고 하여 대괄호를 이용한 주석적 번역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번역방식이 전재성님의 번역 “그것을 공덕으로 삼아”라고 한 것

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게송을 보면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 두 구절은 선정에 대한 것이

다. 후반 두구절은 통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아

라한이 된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선정과 지혜에 대하여 “이것이 

[아라한의] 이익입니다”라 하여 이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그것

(선정수행을) 공덕으로 삼아”라 하여 선정수행의 기반하에 지혜를 닦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빅쿠 보디는 6 구게로 이루어진 영문게송에서 전번부에 “Bent on that as his 

advantage”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선정수행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

이다. 이렇게 본다면 빅쿠보디와 각묵스님의 번역이 다르고, 오히려 빅쿠보디와 

전재성님 번역이 일치한다. 빅쿠보디의 CDB 145 번 각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The heart's attainment (hadayassānupatti) is arahantship, which is also 

the 

advantage (anisamsa) on which he should be bent  

  

(CDB 145 번 각주) 

  

  



빅쿠보디는 ‘hadayassānupatti’에 대하여 ‘The heart's attainment’라 하여 

‘마음의 달성’뜻으로 번역하였다. 전재성님은 ‘마음의 성취’라 하였고, 각

묵스님은 ‘마음의 증득’이라 하였다. 이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

한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려면 선정수행만 닦아서는 안된다. 통찰수행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전반부에 선정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고, 후

반부에 통찰수행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빅쿠보디의 번역을 보면 tadānisaṃsoti 에 대하여 전반부 게송에 포함 

되어 있다. 그래서 “Bent on that as his advantage”라 하여 선정수행을 바탕

으로 하여 통찰수행을 해야 함을 말한다. 전재성님도 “그것을 공덕으로 삼아”

라 하여 선저수행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각묵스님만은 “이것이 

[아라한의] 이익입니다”라 하여 동떨어지게 번역하였다. 더구나 사구게로 되어 

있는 빠알리게송에 대하여 오구게로 번역하였다.  

  

지관쌍수(止觀雙修)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선정과 통찰수행을 함께 닦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를 ‘지관쌍수(止觀雙修)’라고도 하는데 법구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Natthi jhānaṃ apaññassa,  

paññā natthi ajhāyato,  

Yamhi jhānañ-ca paññā ca  

sa ve nibbāṇasantike.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참으로 그에게 열반이 현전한다. (Dhp372) 

  

  

법구경 372 번 게송에서 보는 것처럼 부처님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열반

이 실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름 아닌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그

런데 오로지 선정수행만 닦는다면 일시적 마음의 해탈만 이룰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과 함께 통찰(지혜)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2014-07-27 

진흙속의연꽃 

  

  



 

 

 

32. 현세에서 수다원이라는 발판을 

  

  

원룸이 유행인데 

  

요즘 ‘원룸’이 유행이다. 빈터나 허름한 건물을 밀어 버리고 그 자리에 주차

장을 갖춘 원룸빌딩붐이 일고 있다. 핵가족을 넘어 이제 일인가구 시대에 접어

서일까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본다. 

  

주변에도 원룸빌딩이 여럿 들어 섰다. 지나 다닐 때 마다 공사진척상황을 보게 

되는데 불과 6 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완료 되는 것 같다. 땅파기 작업부터 시

작하여 기반을 다지고 건물의 뼈대가 올라 간다. 이 때 한층 한층 올라 갈 때 

마다 ‘발판’이 마련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판을 딛고 더 높은 단계로 

  

발판은 건물지을 때만 마련 되는 것일까? 초기경전에 따르면 수행과정에서도 역

시 발판이 마련된다. 단계적으로 수행이 올라 갈 때마다 발판이 형성되는 것이

다. 그래서 이 발판을 딛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이처럼 발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먼저 하늘아들 다말리가 부처님 앞에서 

“부지런히 피곤을 모르고 감각적인 쾌락의 욕망을 없애 버리는, 거룩한 님은 

어떠한 존재도 기대하지 않는다네.(S2.5)”라고 게송을 읊는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송으로 말한다. 

  

  

Natthi kiccaṃ brāhmaṇassa  
(dāmalīti bhagavā) katakicco hi brāhmaṇo, 
Yāva na gādhaṃ labhati  

Nadīsu āyūhati sabbagattehi jantu 

Gādhañca laddhāna thale ṭhito so  
nāyūhati pāragato hi soti 

  

(Dāmalisutta, S2.5) 

  

  

[세존]  

“거룩한 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없고 

거룩한 님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네. 

사람이 발판을 딛지 못하는 한, 



발버둥 치며 강물에서 애써야 하리. 

마른 땅을 발판으로 삼아 서면, 

저 언덕으로 건너갔으므로 애쓰지 않아도 되리.” 

  

(Dāmalisutta -다말리의 경, 상윳따니까야 S2.5, 전재성님역) 

  

  

“바라문은 더 이상 해야 할 일 없으니 

바라문은 해야 할 바를 모두 했기 때문이니라. 

발판을 얻기 전에는 [격류 따라 흘러가며] 

강에서 사지를 아등바등하지만 

발판 얻어 땅위에 이미 올라선 자는 

더 이상 아등바등하지 않게 되나니 

그는 이미 저 언덕에 도달했기 때문이니라.” 

  

(Dāmalisutta -다말리 경, 상윳따니까야 S2.5, 각묵스님역) 

  

  

For the brahmin has done what should be done.  

While he has not gained a footing in the river,  

A man will strain with all his limbs;  

But a footing gained, standing on the ground,  

He need not strain for he has gone beyond.  

  

(Damali, CDB S2.5, 빅쿠보디역) 

  

 

빠알리 원문을 보면 6 구게로 이루어져 있다. 전재성님은 6 구게이고,  빅쿠보디

는 5 구게, 각묵스님은 7 구게로 모두 다르다. 이런 경우 빠알리원문의 구문구분

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시어의 운율상 맞을 것이라 본다.  

  

용어의 선택에 대하여 

  

두 개의 한글 번역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같은 빠알리어 번역에 대하여 

전혀 다른 번역처럼 느껴진다. 특히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다. 대표적

으로 ‘브라흐마나(brāhmaṇa)’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거룩한 님’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바라문’이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브라흐민(brahmin)’이라 하였다.  

  

브라흐마나(brāhmaṇa)는 무슨뜻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m.] a 

man of the Brahman caste’라고 설명되어 있다. 남성명사로서 ‘브라흐만 카스

트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고대인도의 사성계급에서 최정점에 있는 브라만계급



을 말한다. 이를 한자어로 ‘바라문(婆羅門)’이라 한다. 영어로는 브라흐민

(brahmin)이라 한다.  

  

브라흐마(brahmā)와 브라흐마나(brāhmaṇa)는 어떻게 다른가? 

  

브라흐마나(brāhmaṇa)와 비슷한 말로 브라흐마(brahmā)가 있다. 그렇다면 브라

흐마는 무엇인가? 브라흐마는 ‘the Creator’의 뜻으로 창조자이다. 고대인도

에서 최고신을 뜻한다.  

  

최고신을 뜻하는 브라흐마에 대한 극존칭이 초기경전에서 보인다.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D1)에 따르면 “그 하느님은, 위대한 하느님이며, 승리자이며, 

패배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전능자이며, 지배자이며, 만드

는 자이며, 창조자이며, 가장 훌륭한 자이며, 주재자이며, 주권자이며, 과거와 

미래의 아버지입니다. (Eso hi bhikkhu brahmā mahābrahmā abhibhū anabhibhūto 

aññadatthudaso vasavattī issaro kattā nimmātā seṭṭho sajjitā2 vasī pitā 
bhūtabhavyānaṃ. D1)”라고 표현 되어 있다.  

  

고대인도에서 브라흐마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제의의 대상으로 숭배되는 최고신

으로 지칭된다. 한자어로는 ‘범천(梵天)’으로 번역되어 있다. 전재성님은 니

까야 번역서에서 ‘하느님’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한역경전 그

대로 ‘범천’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브라흐마나와 브라흐마는 다른 것이다. 브라흐마나는 일반적으로 바라문이라 번

역 되어 있는데 고대인도에서 사성계급의 정점 일 뿐만 아니라 브라만교 사제이

었다. 브라흐마는 고대인도의 창조주이자 최고신으로 불리웠다. 이에 대하여 표

로 만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브라흐마(brahmā) 브라흐마나(brāhmaṇa) 
한역 범천(梵天) 바라문(婆羅門) 

지위 최고신(창조자) 사성계급, 사제 

전재성님역 하느님 바라문(계급), 성직자(사제) 

각묵스님역(초불연) 범천 바라문(구분없이 사용) 

빅쿠보디역 브라흐마(brahmā) 브라흐민(brahmin) 

  

  

  

표를 보면 브라흐마나(brāhmaṇa)에 대하여 두 개의 한글번역이 달리 쓰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전재성님의 경우 계급으로서 바라문과 사제로서 성직자로 구

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초불연의 경우 구분 없이 모두 바라문이라 번역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초전법륜경에서 “samaṇena vā brāhmaṇena”라는 구절이 있는데, 전

재성님은 “수행자나 성직자”라 번역 하였고, 각묵스님은 “사문이나 바라문”

이라 번역하였다. 여기서 ‘brāhmaṇena’는 사제로서의 바라문을 말한다. 사제

로서의 바라문은 수행자를 뜻하는 사만냐와 함께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브라흐마나(brāhmaṇa)가 사성계급으로서 가문에 속하는 자들로 사용 될 때가 있

다. 상윳따니까야 ‘브라흐마나상윳따(Brāhmaṇasaṃyutta, S7)’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악꼬사까의 경(S7.2)’에서 “바라문 악꼬사까 바라드자와는 바라

와드자와 가문의 한 바라문(akkosakabhāradvājo brāhmaṇo bhāradvājagotto kira 
brāhmaṇo)”라는 구문이 있다. 이럴 경우 브라흐마나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바

라문’이라 번역하였는데 이는 가문 소속으로서 브라흐마나를 뜻한다. 그래서 

브라흐마나(brāhmaṇa)에 대하여 사제로서의 브라흐라마나(성직자)와 계급으로서 

브라흐마나(브라만)로 나눌 수 있다.  

  

아라한과 동일시한 이유는? 

  

다말리의 경(S2.5)에서도 브라흐마나가 등장한다. 이 브라흐마나는 어떤 뜻일

까? 게송의 내용을 보면 ‘아라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브라흐마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단서는 법구경에서 찾을 수 있다.  

  

법구경 26 품 중에 ‘Brāhmaṇavagga’가 있다. 왜 하필이면 ‘브라흐마나

(Brāhmaṇa)’라 하였을까? 이를 바라문품이라 이름 하였는데, 총 41 개의 게송 

중에 상당수가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라는 정형구가 마치 후렴처럼 붙어 있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지배종교인 브

라만교를 비판하였는데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하여 마치 바라문

교를 용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법구경에서 “바라문이여, 감각적욕망을 제거하라(kāme panuda brāhmaṇa,  
Dhp383)”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바라문이여(brāhmaṇa)”라 한 것은 주석

에 따르면 “바라문은 번뇌를 부순 자인 거룩한 님[아라한]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다.(DhpA.IV.139, 1865 번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브라흐마나와 

아라한을 동일시 한 것이다.  

  

부처님이 브라만에 대하여 아라한과 동일시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부처님당시 

극도로 타락한 성직자로서의 브라흐마나를 말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 하

신 브라흐마나는 ‘원래의 바라문’을 말한다. 이는 숫따니빠따 ‘바라문의 삶

에 대한 경(Sn2.7)’에 잘 표현 되어 있다.  

  

부처님이 이상으로 삼은 바라문은 대규모 동물희생제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하고 극도로 타락한 사제로서의 바라문이 아니라 청정범행(brahmacariya)을 닦

았던 옛날의 바라문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옛날에 살던 선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습니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이익을 위해 유행하였습니다.(stn284)”라 하였다. 이처럼 청정한 삶과 계행을 



지키고 살았었던 옛날 바라문과 아라한을 동일시 한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 브

라흐마나왁가에서는 후렴구처럼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부처님이 재해석한 바라문 

  

이처럼 부처님이 청정한 삶을 살았던 옛날바라문과 아라한을 동급에 놓은 이유

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바라문모음(S7)’과 관련된 해제글에

서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이 품에서 부처님은 바라문은 출생에 기초하여 우월한 지위를 요구하는 자이라

기 보다는 바라문이라 그 근원적 의미에서 거룩한 자라고 해석하고 그러한 의미

에서 진정한 바라문은 아라한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있다. 

  

(상윳따니까야 1 권 S7 해제, 전재성님) 

  

  

부처님은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브라흐마나에 대하여 다시 해석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 극도로 타락하였던 사제로서의 바라문은 본래의 바라문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스님들이 천도재등으로 사제처럼 보이는 현상과

도 같다.  

  

세 가지 뜻이 있는 브라흐마나(brāhmaṇa) 
  

본래 빅쿠들은 걸식하며 무소유와 청정한 삶을 살았으나 요즘 스님들은 직업화 

되어 있어서 재산을 소유하고 더구나 산자와 죽은자의 교량 역할을 하며 마치 

제사장처럼 지낸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 바라문들은 ‘대규모동물희생제’ 

등으로 ‘제사장’ 또는 ‘사제’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숫따니빠

따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Sn2.7)’에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의 바라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바라문의 삶은 아라

한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라 한 것이다. 따라서 brāhmaṇa 라는 말에는 모

두 세 가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흐마

나 

전재성님역 초불연역 

사제 성직자 

  

“수행자나 성직자는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S56.11)” 

바라문 

가문 바라문 “바라문 악꼬사까 바라드자와 바라문 



  (akkosakabhāradvājo brāhmaṇo, 
S7.2)” 

아라한 거룩한 님 

  

“거룩한 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없고(Natthi kiccaṃ brāhmaṇassa, 
S2.5)” 

바라문 

  

  

  

표를 보면 브라흐마나(brāhmaṇa)는 크게 사제, 가문, 아라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문맥에 맞게 성직자, 바라문, 거룩한 님 

으로 ‘의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초불연에서는 시종일관 바라문

으로 ‘직역’하였다. 

  

성전협 번역에서 거룩한 님은 아라한을 뜻한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바라문이

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각주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한 사성계급으로서의 바라문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의 법구경에서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라고 번역한 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바라문과 아라한이 동급이

라면 “나는 그를 거룩한 님이라고 부른다.(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무학(無學)의 아라한에게 있어서 

  

다말리의 경(S2.5)에서 키워드는 ‘발판’이다. 이에 대한 빠알리어가 

‘gādha’이다. Gādha 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심연(深淵)’이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발판 (足場)’이라는 뜻이다. 게송에서는 ‘발판’의 

뜻으로 쓰였다.  

  

마른 땅을 발판으로 삼은 자에 대하여 브라흐마나(brāhmaṇa)라 하였다. 이는 해

야 할일 다 마친 자를 말한다. 더구나 게송에서는 저 언덕에 도달한 자라 하였

다. 바로 아라한을 말한다.  

  

부처님이 게송으로 말씀 하신 요지는 이렇다. 하늘아들 다말리는 아라한이 되어

서도 해야 할 일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부처님은 게송으로서 교정시

켜 준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송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다말리여, 모든 번뇌가 다하고 

슬기롭게 선정을 닦는 님, 거룩한 님은 

태어남과 죽음의 끝에 이르러 

저 언덕으로 건너갔으므로 애쓰지 않아도 되리.”(S2.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번뇌가 다하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닦을 것도 없는 무학(無學)의 아라한에게 있어서 “발버둥 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아등바등”이라는 표현을 하

였다. 마치 도를 닦아 깨달은 자가 할 일이 없이 노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

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늘아들 다말리는 아라한일지라도 무언가 바삐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에 빠진 자와 같은 경(A7.15)’에서 

  

아등바등하며 발버둥 치는 자들은 ‘폭류’를 건너려는 자들이다. 그래서 발판

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치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가면 그에 따라 발판이 마

련 되듯이, 발판을 딛고 다음 단계로 올라 가는 것이다. 이처럼 발판을 마련하

여 윤회의 폭류에서 빠져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를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발견

하였다. ‘물에 빠진 자와 같은 경(A7.15)’이 그것이다.  

  

뭇삶들은 물에 빠진 것과 같다. 더구나 폭류에 휩쓸려 마구 떠내려 가는 것과 

같다. 이럴때 폭류에서 빠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판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곱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한번 빠져서 가라앉는다. 그런데 수행승들이

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가라앉는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서 있는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관찰하고 비추어 본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올라왔

다가 얕은 바닥에 발판을 마련한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저 언덕에 올라 거룩한 님으로 육지에 선다. 

  

(Udakūpamapuggala sutta- 물에 빠진 자와 같은 경, 앙굿따라니까야 A7.15, 전

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모두 일곱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물에 빠져 가라 앉는 사람은 ‘일

반 범부’라 볼 수 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다. 탐진치의 세

상에서 탐진치의 흐름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 나오려는 자들이 있다. 이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

로 가는 자들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려는 자들이다. 특히 여

섯 번째 사람에 대하여 발판을 마련한 자라 하여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얕

은 바닥에 발판을 마련한다.”라 하였다.   

  

저 언덕에 올라 간 거룩한 님 

  



경에 따르면 완전히 탐진치의 세상흐름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 일고 번째의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저 언덕에 올라 거룩한 님으로 육지에 선다”라는 구

절이다. 탐진치의 폭류에서 건너나와 육지에 마른 땅에 선 것이다. 아라한을 말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저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경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sak iṃ nimuggo nimuggova hoti. Idha pana 

bhikkhave ekacco puggalo ummujjitvā nimujjati. Idha pana bhikkhave ekacco 

puggalo ummujjitvā ṭhito hoti. Idha pana bhikkhave ekacco puggalo 
ummujjitvā vipassati. Viloketi. Idha pana bhikkhave ekacco puggalo 

ummujjitvā patarati. Idha pana bhikkhave ekacco puggalo ummujjitvā 

patigādhappatto hoti. Idha pana bhikkhave ekacco puggalo ummujjitvā ti ṇṇo 
hoti pāragato thale ti ṭṭhati brāhmaṇo.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한 믿

음도 좋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좋고, 착하고 건

전한 것에 비추어 창피함을 아는 것도 좋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한 정진도 

좋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한 지혜도 좋다.’라고 생각하며 올라왔다가, 번뇌

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사람이 올라왔다가 저 언덕에 

올라 거룩한 님으로 육지에 선다.” 

  

(Udakūpamapuggala sutta- 물에 빠진 자와 같은 경, 앙굿따라니까야 A7.15, 전

재성님역) 

  

번역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저 언덕에 올라 거룩한 님으로 육지에 선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한 빠알리구문이 “pāragato thale tiṭṭhati brāhmaṇo”이

다. 그런데 빠알리 구문을 보면 ‘brāhmaṇa’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님은 ‘거룩한 님’으로 번역하였다. 아라한과 동급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하

여 초불연 대림스님은 “저 언덕에 도달하여 맨땅에 서있는 바라문이

다.(A7.15)”라 하였다. brāhmaṇa 에 대하여 ‘바라문’이라고 직역한 것이다.  

  

경에 따르면 거룩한 님(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닦아야 함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멈춤(止)’과 ‘통찰

(觀)’이다. 선정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그 결과 저 

언덕에 올라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일곱종류의 사람들 

  

일곱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일곱 종류의 사람들 내      용 비 고 

한번 빠져서 가라앉음 어두운, 악하고 불건전한 성품을 

결정적으로 갖춤 

  

올라왔다가 가라앉음 착하고 건전하지만 성장하지 않고 

퇴전함 

  

올라왔다가 서 있음 착하고 건전하지만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음 

  

올라왔다가 관찰하고 비추

어봄 

착하고 건전하며 세 가지 결박을 

부순자 

수다원 

올라왔다가 앞으로 나아감 착하고 건전하며 세 가지 결박을 

부수고 탐진치가 옅어짐 

사다함 

올라왔다가 얕은 바닥에 

발판을 마련함 

착하고 건전하며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숨 

아나함 

올라왔다가 저 언덕에 올

라 거룩한 님으로 육지에 

섬 

착하고 건전하며 번뇌를 부수고 

저 언덕에 올라 간 거룩한 님 

아라한 

  

출처: A7.15 

  

표에서 발판은 아나함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섯가지 낮은 단계를 부순 아나

함에 대하여 ‘돌아 오지 않는 자(불환자)’라 한다. 색계 정거천에 태어나 수

명대로 살다가 완전한 열반에 들기 때문에 가장 확고한 발판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말리의 경’에서 “마른 땅을 발판으로 삼아 서면(S2.5)”이

라는 구문과, ‘물에 빠진 자와 같은 경’에서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얕은 

바닥에 발판을 마련한다(A7.15)”라는 구문은 내용이 일치한다. 이처럼 초기경

전은 서로 얽혀 있어서 다시 한번 니까야가 부처님의 ‘친설’임을 확신하게 해 

준다.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한꺼번에 한다고 생

각하면 일의 양에 압도되어 엄두가 나지 않지만 각개 격파식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끝이 보인다. 그래서 일을 나누어 한다. 오늘 처리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도록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날 부담이 없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하는 것은 단계마다 발판을 마련해 놓는 것과 같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딛고 올라 갈 수 있는 발판과도 같은 것이다. 수행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한다면 이는 욕심에 지나지 않

는다. 마치 벽돌쌓듯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일하는 

것이나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일하는 것이나 수행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사실이다. 한단계 오를 때 마다 발판을 마련하고, 그 발판을 딛고 또 한단계 올

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은 망상이라 볼 

수 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오돈수라 하여 한꺼번에 몰록 깨닫는 

것은 망상이다. 아마 전생에 돈오점수하여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었다면 돈오돈

수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돈오점수에 가깝다.  

  

돈오점수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말이 ‘발판’이라 본다. 이는 경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올라왔다가 얕은 바닥에 발판을 마련한다.(ekacco puggalo 

ummujjitvā patigādhappatto hoti, A7.15)”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여

기서 말하는 ‘발판(gādha)’은 확고한 발판이다. 다섯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순자로서 불환자를 말한다.  

  

불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기 위한 발판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자들 이상이 대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라한은 돈오돈수라 볼 수 있고, 돈오돈수는 돈오점수의 과정에 따른 

최종 결과라 볼 수 있다.  

  

정법이 살아 있는 현세에서 수다원이라는 발판을 

  

청정도론에서도 발판이야기가 나온다. 다음과 같이 장로와 젊은 빅쿠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장로는 마을에서 걸식을 마치고 절로 가서 젊은 비구에게 말했다. ‘수좌여, 그

대는 이 교단에서 발판을 얻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예류자입

니다.’ ‘수좌여, 그렇다면 나머지 높은 도를 위해 정진하지 말게나. 그대는 

번뇌 다한 자를 비방했다네.’ 그는 그에게 참회했다. 그리하여 그는 본래대로 

[청정하게] 되었다.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84, 대림스님역) 

  

  

장로와 젊은 빅쿠가 탁발을 나갔다. 첫 번째 집에서 한 숟갈 정도의 뜨거운 죽

을 얻었는데 장로는 배속에 통증을 느끼고 이 뜨거운 죽이 이롭겠다고 생각하였

다. 그래서 한쪽 켠에 쭈구리고 앉아 먹었다. 이를 본 젊은 비구는 속으로 비웃

었다. 그러자 장로가 “수좌여, 그대는 이 교단에서 발판을 얻었는가?”라고 물

어 본 것이다. 그러자 젊은 빅쿠는 “저는 예류자입니다”라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발판을 얻었다는 것은 수다원과를 성취하였다는 말과 동의어라 볼 

수 있다.  

  

성자의 흐름(수다원)에 들어 가면 일곱생이내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수다원이 되면 어느 존재로 태어나든지 열반이 보장 되



어 있다. 그러나 수다원이라는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신

심있는 불자라도 어떤 국토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알 수 없다. 또한 정법을 

만날 기약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정법이 살아 있는 현세에서 수다원이라는 발

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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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머리부터 꺽이어 넘어진다는데 

  

  

전생의 요가수행자가 

  

부처님이 사왓티에 계실 때 하늘아들 까마다가 부처님 면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하기가 어렵습니다.”라 하

였다.  

  

무엇이 하기 어렵다는 말일까? 주석에 따르면 “까마다는 일찍이 전생에서 최상

의 삼매에 들려고 헛되이 고행의 노력만 했다.(Srp.I.105, 전재성님)”라 되어 

있다. 초불연 각주에 따르면 까마다는 전생에 요가수행자이었다고 설명 되어 있

다.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까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pk: This young deva, it is said, had been a meditator in a previous life, 

but he had thick defilements and thus could suppress them only with much 

effort. Though he did the work of an ascetic, because his supporting 

conditions were weak he passed away and took rebirth in the deva  world 

without having reached the plane of the noble ones. He came to the Blessed 

One's presence to proclaim the difficulty of the ascetic life.  

  

(CDB 149 번 각주, 빅쿠보디) 

  

  

CDB 각주에 대한 번역은 초불연 각주를 참조하면 된다. 초불연 282 번 각주에 까

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 신의 아들은 전생에 요가 수행을 하던 자였다. 그는 오염원이 두터워서 많은 

노력으로 겨우 오염원들을 억압하면서 사문의 법을 행하였다. 그는 애를 썼지만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약했기 때문에 죽어서 성자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의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세존의 곁에 가서 ‘행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려

야겠다.’라고 하면서 와서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이다.(SA.i.105) 

  

(초불연 282 번 각주, 각묵스님) 

  

  

까마다는 전생에 요가수행으로 선정의 깊은 경지에 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행

으로는 최고의 선정에 들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면전에 나타나 삼매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부처님이 답송하시기를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송한다. 

  

  

  

Dukkaraṃ cāpi karonti  

(kāmadāti bhagavā) Sekhā sīlasamāhitā, Ṭhitattā 
 anagāriyupetassa 

Tuṭṭhi hoti sukhāvahāti. 
  

(Kāmadasutta, S2.6) 

  

  

[세존] 

“[까마다여, 세존은 말한다.] 

하기 어려운 것을 참으로 한다고, 

배움과 계율과 선정이 확립된, 

집 떠난 님들에게 

지복에 잠기는 만족이 있네.” 

  

(까마다의 경, S2.6, 전재성님역) 

  

  

이 게송에서 키워드는 ‘Sekhā sīlasamāhitā’이다. Sekhā 가 a learner 의 뜻으

로 배우는 자의 뜻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인(學人)’이라 한다. 또 ‘유

학(有學)’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사전에 따르면 ‘學人, 有學, 學’의 뜻도 있

어서 ‘배움’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Sekhā 에 대하여 배

움이라 번역하였을 것이다.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 

  

다음으로 sīlasamāhitā 이다. Sīlasamāhitā 는 sīla+samāhitā 형태이다. Sīla 는 

계를 말하고, samāhitā 는 ‘settled; composed; collected of mind, 固定, 入

定’의 뜻으로 ‘삼매’를 뜻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Sekhā sīlasamāhitā’의 

뜻은 “배움과 계율과 선정”이라 번역된다. 그러나 각묵스님이 번역한 것을 보

면 다르다. 초불연에서 번역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학은 계 갖추고 확고하여서 

행하기 어려운 것 능히 행하니 

지족은 출가를 감행한 자에게 

크나 큰 행복을 실어 나르니라.” 

  

(까마다 경, S2.6, 각묵스님역) 

  

  

각묵스님역에 “유학은 계 갖추고”가 있다. 이는 ‘Sekhā sīlasamāhitā’의 번

역이다. 그런데 전재성님의 “배움과 계율과 선정이”라고 번역한 것과 확연이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sīlasamāhit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계를 갖춰’는 sīla-samāhitā 를 옮긴 것인데 ‘계와 삼매에 들어’로도 옮길 

수 있겠지만 주석서는 이것을 sīlena samāhitā 로 분석한 뒤에 “계를 갖춘

(samupetā)”(SA.i.105)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옮겼다. 

  

(초불연 283 번 각주, 각묵스님) 

  

  

초불연 각주에 따르면 주석의 견해를 중시하였을 알 수 있다. Sīlasamāhitā 가 

원래 계와 삼매를 뜻하는 것이지만 주석가들은  “계를 갖춘(samupetā)”뜻으로 

달리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석의 견해를 존중하여 “계 갖추고”라고 

번역하였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 번역은 ‘주석적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빅쿠보디역을 보면 

  

Sīlasamāhitā 에 대하여 ‘계를 갖춘’다고 번역하면 Sekhā 는 당연히 학인이 되

어야 한다. 학인이 계를 갖춘 것이라 하여 “유학은 계 갖추고”라 번역한 것이

다. 이는 전재성님의 “배움과 계율과 선정이”라고 번역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빅

쿠보디의  CDB 를 보면 다음과 같다. 



  

  

"They do even what is hard to do,  

[0 Kamada," said the Blessed One,]  

"The trainees endowed with virtue, steadfast.  

For one who has entered the homeless life  

Contentment brings along happiness."  

  

(Kamada, S2.6, 빅쿠보디역) 

  

  

문제의 ‘Sekhā sīlasamāhitā’에 대한 번역은 “The trainees endowed with 

virtue”이다. 직역하면 “미덕이 부여된 훈련자”의  뜻이다. 이를 의역하면 

“계를 갖춘 학인”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각묵스님의 번역과 똑 같다. 빅쿠보

디도 주석의 견해를 중시한 주석적 번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매라는 말을 뺀 결과 

  

까마다의 경을 보면 모두 네 개의 게송이 등장한다. 그런데 세 번째 게송을 보

면 삼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늘아들 까마다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삼매에 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Dussamādahaṃ bhagavā yadidaṃ cittanti.)”

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Dussamādahaṃ가 있다, 이는 ‘du+samādaha’의 뜻이다. 삼매에 들기 어

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초불연 번역을 보면 “세존이시여, 마음이라는 것은 

고요히 하기가 어렵습니다”라 하였다. 삼매에 대하여 ‘마음고요’로 번역한 

것이다. 마음고요나 삼매나 모두 ‘samādaha’를 번역한 것이다. 이는 선정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게송에서 Sīlasamāhitā 라는 말은 ‘계율과 선

정’이라고 번역해야 맞을 듯 하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계 갖추고’라 하

였고, CDB 에서는 ‘endowed with virtue’라 하여 삼매라는 말을 빼 버렸다. 

  

네 개의 게송에 대하여 비교표 

  

까마다의 경 네 개의 게송에 대하여 비교표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다. 

  

  

구분 까마다의 경 첫 번째 게송 키워드 

빠알리원문 Dukkaraṃ cāpi karonti 

(kāmadāti bhagavā) Sekhā sīlasamāhitā, Ṭhitattā 
anagāriyupetassa 

Tuṭṭhi hoti sukhāvahāti. 
sīlasamāhitā 



전재성님역 “하기 어려운 것을 참으로 한다고, 

배움과 계율과 선정이 확립된, 

집 떠난 님들에게 

지복에 잠기는 만족이 있네.” 

계율과 선정

이 

각묵스님역 “유학은 계 갖추고 확고하여서 

행하기 어려운 것 능히 행하니 

지족은 출가를 감행한 자에게 

크나 큰 행복을 실어 나르니라.” 

계 갖추고 

빅쿠보디역 "They do even what is hard to do,  

"The trainees endowed with virtue, 

steadfast. 

For one who has entered the homeless life  

Contentment brings along happiness."  

endowed with 

virtue 

  

  

  

구분 까마다의 경 두 번째 게송 키워드 

빠알리원문 Dullabhaṃ vāpi labhanti (kāmadāti 

bhagavā) 

Cittavūpasame ratā, 

Yesaṃ divā ca ratto ca 

Bhāvanāya rato manoti, 

Dussamādahaṃ bhagavā yadidaṃ cittanti. 

Cittavūpasame 

전재성님역 “얻기 어려운 것도 얻는다고, 

마음의 고요함을 즐기는 님의 정신은 

낮이나 밤이나 

수행을 즐거움으로 삼으리.” 

마음의 고요함 

각묵스님역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기뻐하는 자들은 

얻기가 어려운 것 능히 얻게 되나니 

그들 마음 밤낮으로 수행을 기뻐하노라.” 

마음을 고요히 

빅쿠보디역 "They gain even what is hard to gain,  

"Who delight in calming the mind,  

Whose minds, day and night,  

Take delight in development."  

calming the 

mind 

  

  

  

구분 까마다의 경 세 번째 게송 키워드 

빠알리원문 Dussamādahaṃ vāpi samādahanti (kāmadāti 

bhagavā) 

Indriyūpasame ratā, 

Te chetvā maccuno jālaṃ 

samādahanti 



Ariyā gacchanti kāmadāti. 

Duggamo bhagavā visamo maggoti,  

전재성님역 “들기 어려운 삼매에 든다고, 

감관을 고요히 하면 즐거우니, 

죽음의 그믈망을 끊고 

까마다여, 거룩한 님은 유행하리.” 

삼매에 든다

고 

각묵스님역 “감각기능 고요히 하는 것 기뻐하는 성자들은 

집중하기 어려운 마음 잘 집중하나니 

죽음의 그믈을 잘라버리고 가노라.” 

집중하나니 

빅쿠보디역 "They concentrate even what is hard to 

concentrate, 

"Who delight in calming the faculties.  

Having cut through the net of Death,  

The noble ones, 0 Kamada, go their way."  

concentrate, 

  

  

  

구분 까마다의 경 네 번째 게송 키워드 

빠알리원문 Duggame visame vāpi 

Ariyā gacchanti kāmada, 

Anariyā visame magge 

Papatanti avaṃsirā, 

Ariyānaṃ samo maggo 

Ariyā hi visame samāti.  

visame 

전재성님역 “까마다여, 가기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성자는 

걸어가니 

거룩하지 않은 이들은 험난한 길에서 

머리를 아래로 떨구지만, 

거룩한 님에게 길은 평탄하니, 

거룩한 님은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걸어가리.” 

험난한 길 

각묵스님역 “성자들은 가기가 정말 어렵고 

평탄치 못한 길을 걸어가지만 

천한 자들은 평탄치 못한 길에서 

머리부터 꺽이어 넘어지노라. 

성자들에게 이 길은 평탄하나니 

성자들은 평탄치 못한 [중생들] 가운데서 

평탄한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평탄치 못

한 길 

빅쿠보디역 "Though the path is impassable and uneven,  

The noble ones walk it, Kamada.  

The ignoble ones fall down head first,  

Right there on the uneven path,  

But the path of the noble ones is even,  

For the noble are even amidst the uneven."  

the 

uneven 

path 



  

  

  

첫 번째 게송에서 sīlasamāhitā 는 ‘계율과 선정’이라는 뜻이다. 특히 선정과 

관련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송에서 Cittavūpasame (마음의 고요함) 와 

samādahanti(삼매에 든다)로 표현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sīlasamāhitā 는는 초

불연과  CDB 에서 ‘계를 갖추고 (endowed with virtue)’ 의 뜻이 아니라 ‘계

율과 선정’이라고 분명히 드러난다.  

  

머리부터 꺽이어 넘어지노라? 

  

네 번째 게송을 보면 빠알리 게송이 6 구게로 이루어져 있다. 전재성님과 빅쿠

보디는 6 구게로 번역하였으나 각묵스님은 7 구게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역에서 “머리부터 꺽이어 넘어지노라”가 있다. 이는 

‘Papatanti avaṃsirā’구문에 대한 번역이다. Papatanti 는 ‘Pa(forward) 

+pata (a fall; a throw)’의 뜻이다.  avaṃsirā 는 ‘head downward(고개를 아

래로 하여); headlong(앞을 다투어)’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Papatanti 

avaṃsirā’의 뜻은 “고개를 아래로 하여 앞으로 가는”의 뜻이 된다.  

  

울퉁불퉁하고 웅덩이가 있는 길을 걸을 갈 때 조심조심 걸어 갈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험난한 길에서 머리를 아래로 떨구지만”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평탄치 못한 길에서 머리부터 꺽이어 넘어지노라”라 하였다.  

  

평탄치 못한 길을 걸어 갈 때 고개를 아래로 하여 걷는 것과 거꾸로 넘어지는 

것은 다른 표현이다. 빠알리 원문에 ‘머리부터 꺽이어 넘어진다’라는 말은 보

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까?  

  

이 구문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fall down head’라 하였다. ‘머리를 아래로 

떨어 뜨리고’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과 빅쿠보디는 ‘Papatanti 

avaṃsirā’에 대하여 “머리를 아래로 떨구지만”과 “fall down head”라 하

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원문에도 없는 말인 “머

리부터 꺽이어 넘어지노라”라고 번역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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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버리고 또 버려서 열반이라는 보물을 

  

  

왜 경전의 근거를 밝히지 않는가?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근거를 들 때는 철저하게 경전의 

넘버를 밝힌다. 예를 들어 숫따니빠따의 경우 Sn 으로 시작하는데 ‘라따나경

(보배의 경)’의 경우 ‘Sn2.1’이 된다. 여기서  2 는 왁가(품)을 말하고, 1 은 

해당품에서 순서를 말한다. 그런데 숫따니빠따에서 게송을 소개 할 때는 

‘stn’이르는 말을 사용한다. 라따나경에서 예류자의 조건과 관련된 게송을 소

개 할 때에는 stn231 이라 한다. 숫따니빠따 전체게송 중에 231 번째 게송을 말

한다.  

  

법구경의 경우 총 423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10 번째 게송에 

대한 것이라면 ‘dhp10’이라 한다. 상윳따니까야에서 초전법륜경은 ‘S56.11’

로 표현하는데, S 는 상윳따니까야를 의미하고, 56 은 56 번째 상윳따, 11 은 11

번째 경을 표현한다. 맛지나니까야는 M 으로, 디가니까야는 D 로, 앙굿따라니까

야는 A 로 표현한다. 이렇게 오부니까야는 모두 이니셜과 숫자로 표현 된다.  

  

경전의 근거를 밝혀 놓으면 매우 편리하다. 누구나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전적 근거를 알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이 말한 것

처럼 보인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경전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말이나 글로 표현 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가르

침에 불경죄를 짓는 것과 같다.  

  

경전을 무시하는 사람들 

  

경전적 근거를 들면 ‘정견’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면 ‘사

견’이 된다. 그런데 아예 경전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단지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과학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폄하한다. 

그런 글을 보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주장을 답습(踏襲)하는 종교인들의 마음에는 짜증이 일어

난다. 그들이 궁극의 진리로 받들어 모시는 종교경전은, 수천 년 전에 쓰이어진 

교과서를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초판 그대로 쓰는 격이다. 

  

(여하시 본래면목: 건달바, 강병균교수, 불교닷컴 2014-08-04) 

  

  

이 글은 포항공대 강병균교수가 쓴 글이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재해석한 

글이다. 그러다 보니 과학적 견해가 매우 강조 되어 있다. 특히 ‘진화론’을 

들어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강병균교수의 이전 글을 보면 불교는 ‘진화’하여 왔다고 보고 있다. 부처님이 

처음 법을 펼치신 이후 불교는 끊임 없이 진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

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병균교수가 본 불교진화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놀랍게도 

‘선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글의 말미 육조혜능의 ‘本來無一物 何處惹塵

埃’와 ‘本來面目 中道緣起 空假中 是三無差別’를 소개 하고 있다. 내용은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어디 때가 끼겠는가?”와 “본래면목은 중도연기일 뿐

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라고 예외가 없는 듯 하다. 2500 년 

전에 만들어진 경전은 현대에 맞게 바꾸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이 발달한 

과학의 시대에 맞게 불교도 변화 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수천년전에 쓰여진 

경전에 대하여 한번도 개정판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

다. 한마디로 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예로

서 ‘건달바’를 들고 있다. 

  

초기경전에 건달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강병균교수는 “건달바라는 얼토당토않

은 미개한 시대의 발명품”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수

태 순간에 여체(난자)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누구나 아는 상식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느 누구도 정자와 난자의 개념이나 존재를 몰랐다. 그래서 

건달바나 중음신(中陰身)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무엇

을 말할까? 이천년 전에 만들어진 경전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과학

의 시대에 건달바와 같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

전도 시대에 맞게 현대화 해야 됨을 말한다. 

  

과학자 강병균교수의 불교관에 따르면 초기경전은 믿을 것이 못된다. 상윳따니

까야를 예로 든다면 하늘사람(데와따)이나 하늘아들(데와뿟따)가 등장하고, 브

르흐마(하느님)와 제석천이 등장한다. 심지어 악마(마라)도 등장한다. 이와 같

은 초월적 존재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초기경전은 모두 허

구가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밝혀 내지 못하고 있는 윤회 역시 허구가 된다. 과

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초기경전은 모두 소설이 되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초월적 존재가 나온다고 하여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중에 경전을 근거로 드는 것을 보기 힘들다. 대부분 자

신의 이야기만 할 뿐 경전적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

이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전에 대한 무지이거나 또 하나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사람, 하늘아들, 제석천, 하느님, 악마가 등장한다고 하여 경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을 더 부각시키고 더욱 더 풍요롭

게 만든다. 초월적 존재가 나온다고 하여 내친다면 자신만 손해일 것이다. 

  

하늘아들 빤짤라짠다가 

  

하늘아들 빤짤라짠다가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읊

었다. 

  

  

Sambādhe vata okāsaṃ  

avindi bhūrimedhaso, 

Yo jhānambudhā buddho  

patilīnanisabho munīti. 

  

(Pañcālacaṇḍasutta, S2.7) 

  

  

[빤짤라짠다] 

“”널리 두루 지혜가 있는 님, 

홀로 명상하는 영웅, 해탈하신 님 

선정을 깨달은 부처님은 

차폐 가운데 열개를 얻으리.” 

  

(빤짤라짠다의 경, 상윳따니까야 S2.7,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하늘사람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번역어 “차폐 가운

데 열개를 얻으리”라는 말이 있다. ‘차폐’와 ‘열개’라는 말을 사용하였는

데 생소하다.   

  

차폐와 열개에 대하여 

  

차폐와 열개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Sambādhe vata okāsaṃ : 차폐(遮蔽)와 열개(裂開) : Srp.I.106 에 따르면, 다섯 

가지 장애와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가 차폐(Sambādha)이고, 그 반대로 

주어지는 첫 번째 선정이 열개(okāsa)가 된다.   

  

(상윳따니까야 608 번 각주, 전재성님) 

  

  



차폐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열개라는 말은 생소하다. 열개(裂開)

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 보니 ‘찢어서 벌림’이라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

전에 등재 되어 있는 단어라 볼 수 있다.  

  

차폐와 열개는 대립적이고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것은 선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상태에 들어가면 오장애가 극복되는데, 오장애가 가

림막처럼 차폐에 해당되고, 선정상태는 열개에 해당된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 

  

각주에 따르면 차폐(Sambādha)와 열개(okāsa)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를 참조

하라고 하였다. 게송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위 게송이 그대로 실려 있다. 그런데 번역이 약간 다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빤짤라짠다] 

“광대한 지혜를 지닌 님은 

곤궁한 것에서 출구를 찾았으니, 

무리의 영웅이자 해탈하신 님, 

깨달은 님께서는 선정을 깨우치셨네.” 

  

(곤궁한 것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9.42, 전재성님역) 

  

  

이 게송에 대한 빠알리어는 똑 같다. 그리고 번역자도 똑 같다. 그런데 번역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것 같다. 특히 곤궁과 출구라는 말이 그렇

다. 이는 차폐와 열개와 대조 되는 말이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하

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역자는 상윳따니까야 2:7 경에서 곤궁한 것을 차폐라고 번역했고 출구를 열개라

고 번역했다. 좀 더 쉬운 번역은 Lba.IV.233 에 따른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8-9 권 535 번 각주, 전재성님) 

  

  

번역자에 따르면 용어를 바꾼 것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좀 더 쉬운 말로 번역

하였다는 뉘앙스이다. 그래서 차폐 대신 곤궁, 열개 대신 출구라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초불연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번역도 시기에 따라 바뀌는 모양이다. 성전협의 경우 앙굿따라니까야가 나중에 

번역 되었기 때문에 번역의 완성도가 높다고 본다. 그래서 좀더 이해 하기 쉬운 

말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불연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각묵스님

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혜자는 구속가운데서도 

기회 얻음을 깨달으셨어도 

그분은 禪을 깨달으신 부처님이시니 

초연한 영웅이요 성자시도다.” 

  

(빤짤라짠다 경, 상윳따니까야 S2.7, 각묵스님역)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禪’이라는 한자어이다. 니까야 번역서를 보면 한

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禪’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본

다. 아직까지 한자만 단독으로 번역 된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

우 일반적으로 ‘선(禪)’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禪’

라 번역한 것은 파격적이다. 

  

빅쿠보디의 번역을 보면 

  

게송번역에서 sambādha 에 대하여 ‘구속’이라 하였고, okāsa 에 대하여 ‘기

회’라 하였다. 이는 전재성님의 ‘차폐와 열개’, 또는 ‘곤궁과 출구’와 다

른 번역어이다. 그렇다면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CDB 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The one of broad wisdom has indeed found 

The opening in the midst of confinement,  

The Buddha who discovered jhana,  

The withdrawn chief bull, the sage.  

  

(Pañcālacaṇḍa, CDB S2.7, 빅쿠보디역) 

  

  

빅쿠보디역에 따르면 sambādha 는 confinement(감금)이고, okāsa 는 opening(개

막)이다. 이는 오염원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냄이라는 오염원은 선정에서 

극복 된다. 이렇게 본다면 성냄은 우리를 감금하는 것이 되고 선정에 들면 성냄

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막으로 보는 것이다. 각묵스님은 이를 ‘구속’과 ‘기

회’라 하였다.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보니 

  

Sambādha 에 대하여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m.] pressure(압

력); crowding(붐빔); inconvenience(불편)’의 뜻이다. 한자어로는 ‘障碍, 繁

多, 繁雑, 雑踏; 密所, 陰部’라 되어 있다. 특히 한자어 중에 ‘음부(陰部)’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숫따니빠따에서 “성적교섭의 방식에도 없습니

다.(stn609)”라 하여, Sambādha 가 성적교섭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kāsa 는  ‘[m.] room(방); open space(열린공간); chance(기회); 

permission(허가’의 의미이다. 한자어로는 ‘空間, 場所, 機會, 聽許. -loka 

空間世間, 器世間.’의 뜻이다. 특히 Okāsa-loka 는 기세간(器世間)이라 한다. 

  

Sambādha 와 Okāsa 에 대한 아홉가지 방식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Sambādha 와 Okāsa 에 대하여 아홉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곤궁한 것(Sambādha) 출구(Okāsa) 비  고 

1 5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첫 번째 선정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희열과 행복을 갖춤) 

오욕락 

2 사유와 숙고 두 번째 선정 

(사유와 숙고를 여의고 

희열과 행복을 갖춤) 

  

3 희열 세 번째 선정 

(행복을 갖춤) 

  

4 행복 네 번째 선정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청정

함) 

  

5 물질에 대한 지각 무한공간의 세계   

6 무한공간의 세계 무한의식의 세계   

7 무한의식의 세계 아무 것도 없는 세계   

8 아무 것도 없는 세계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

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9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지각과 느낌과 소멸 상수멸 

  

출처: 곤궁한 것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9.42 

  

  



표를 보면 아홉 가지 선정의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한 단계씩 올라 갈 때 마다 

이전에 성취하였던 것이 ‘곤궁한 것(Sambādha)’이 된다. 이를 차폐, 구속, 

confinement(감금)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성취한 것에 대하여 출구(Okāsa)

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열개, 기회, opening(개막)으로 표현 하였다. 마치 구

층탑이 있는데 결투를 하여 한단계씩 올라가는 것 같다. 

  

이소룡의 사망유희(死亡遊戱, Game of Death) 

  

이소룡영화 중에 ‘사망유희(死亡遊戱, Game of Death, 1978 년)’가 있다. 

‘죽음의 시합’이라는 제목의 영화이다. 영화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소룡과 

무술고수들과의 목숨을 건 격투이다. 영화에서는 탑을 한층씩 올라가면서 대결

을 펼친다. 그래서 탑의 꼭대기 층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차지한다는 줄거리이

다. 그런데 영화사망유희의 촬영지가 법주사 ‘팔상전’이 될 뻔 하였다. 이는 

지난해 법주사 순례법회 당시 안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팔상전과 사망유희, 

법주사 단풍놀이(2013-11-05)’라는 제목으로 올려 놓은 바 있다. 

  

이소룡이 사망하기 전에 메모해 놓은 것을 보면 법주사 팔상전에서 결투장면이 

있다. 팔상전의 경우 모두 5 층으로 되어 있는데 5 명의 무술고수들를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이소룡은 사망유희촬영 도중 사망하였다. 그래서 대본이 대폭 수

정 되어 법주사 팔상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촬영 되었다. 만일 이소룡이 죽지 

않았다면 법주사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라 한다. 

   

 9 선정과 9 층탑 

  

이소룡의 사망유희에서는 한층씩 올라가며 최상층으로 진입한다. 만일 9 층탑이

라면 9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다. 경에 따르면 그런 장애 또는 차폐, 곤궁 등으

로 불리우는 말이 Sambādha 이다. 그런데 층을 올라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고 센 

상대가 나타나는데 경에서의 아홉 가지 선정단계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오욕락이라는 거친 번뇌를 첫 번째 선정으로 제압하지만, 다음 단계에

서는 발판이 되었던 것을 제거 하는 식으로 올라 간다. 그래서 오욕락, 사유와 

숙고, 희열, 행복 까지 물리쳤을 때 4 층에 이른 것이다. 이어서 5-6-7-8 단계

를 거처 마침내 아홉 번째 단계에 이른다. 최종단계는 지각과 느낌과 소멸이 된

다 하여 상수멸이라 한다. 사망유희에서 꼭대기 층에 이르렀을 때 숨겨진 보물

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홉 번째의 상수멸단계가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였을 때 

  

아홉 가지 선정단계는 마치 9 층탑을 보는 것과 같다. 한층 올라 갈 때 마다 이

전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마치 사망유희에서처럼 한층 올라 갈 때 마다 목숨을 

건 격투를 하는 것 같다. 마침내 꼭대기층에 까지 올라 갔을 때 목표는 달성된



다.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아홉번째에 이르렀을 때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Sambādhe vāpi vindanti 

(pañcālacaṇḍāti bhagavā) dhammaṃ nibbāṇapattiyā, 
Ye satiṃ paccalatthuṃ su  

sammā te susamāhitāti. 

  

[세존] 

“빤짤라짠다여, 새김을 확립한 이들은 

올바른 삼매를 얻어 

차폐 가운데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안다네.” 

  

(빤짤라짠다의 경, 상윳따니까야 S2.7, 전재성님역) 

  

  

하늘아들 빤짤라짠다가 선정을 깨달은 부처님을 찬탄하자 게송으로 말씀 하신 

것이다. 이 게송과 앙굿따라니까야 곤궁한 것의 경(A9.42)를 비교해 보면, 아홉 

가지 선정에 이르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 하였다.  

  

아홉 가지 선정 중에 최상층이 지각과 느낌과 소멸 즉, 상수멸정이다. 게송에서

는 ‘열반에 이르는 길(dhammaṃ nibbāṇapattiyā)’이라 하였다. 여기서 담마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길’이라 번역하였다. 이유는 ‘담마가 마음의 상태라기 

보다 길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게송에서 올바른 새김(정념)이나 올바른 

집중(정정)은 열반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빅쿠보

디는 “The Dhamma for the attainment of Nibban”라 하여 역시 ‘열반을 증득

하기 위한 법’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도 역시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법”이

라 하였다. 

  

끊임 없이 버리고 버려서 

  

아홉 가지 선정에서 최종단계는 상수멸이다.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삼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띠도 함께 닦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선정수행이라 

하여 오로지 삼매만 닦는 것이 아니라 사띠수행도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

서 개송에서 sati(사띠)와 samāhitā(삼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본다면 아홉 가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멈춤과 통찰수행을 함께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아홉단계에 이르렀을 때 열반이라는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마치 사망유희에서 한층 올라갈 때 마다 적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적은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선정에서 오욕락과 오장애를 

물리쳐서 희열과 행복을 얻었지만, 이 희열과 행복마저도 버려야 다음 단계로 

올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희열과 행복은 장애가 된다. 그런데 희열과 

행복을 버렸을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쳐 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 없이 버리

고 버려서 마침내 아홉 번째 최종단계에 이르러 열반이라는 보물을 손에 넣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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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슬픔과 기쁨이 교차할 때 

  

  

사람 사는 곳에 기쁨과 슬픔이 

  

사람 사는 곳에 희로애락(喜怒哀樂)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 즉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말한다.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묶

고, 또 노여움과 슬픔을 함께 묶는다면 ‘기쁨(喜)’과 ‘슬픔(哀)’이 될 것이

다. 

  

기쁨은 즐거움과 동의어고, 슬픔은 괴로움과 동의어이다. 그래서 누구나 즐겁거

나 괴로운 느낌을 갖는다. 하나 더하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

지도 않은 느낌(S36.22)”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느낌은 접촉이 일어날 

때 마다 발생된다.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느낌에 대한 갈애가 일어날 것이다. 그

래서 즐거운 느낌에 대하여 기쁨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하여 슬픔이 일

어 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 사는 곳에 희로애락(喜怒哀樂)이 일어나는 

것은 느낌에 대한 갈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을 때 

  

하늘아들 까꾸다가 “수행자여, 당신은 기쁩니까? ( Nandasi samaṇāti?, 
S2.18)”라고 부처님에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벗이여, 그대는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Kiṃ laddhā āvusoti?”라고 되묻는다.  

  



이어서 까꾸다는 부처님에게 ‘수행자여, 그렇다면 슬픕니까?”라고 물어 본다. 

이에 부처님은 “벗이여, 그대는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Kiṃ 

jīyittha āvusoti?)”라고 역시 되묻는다. 

  

이렇게 부처님이 되묻자 까꾸다는 “수행자여, 그렇다면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

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벗이여, 그렇습니다(Evamāvusoti)”라

고 긍정문으로 말한다. 

  

부처님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렇게 말씀 하신 것은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사람들은 얻은 것이 있을 때 기뻐하고, 잃은 것

이 있을 때 슬퍼하지만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집착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퍼하지도 않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이번에는 까꾸다가 ‘불만’에 대하여 물어 본다. 

  

  

[까꾸다] 

“수행자여, 그대가 정말로 근심이 없고 

어떤 기쁨도 그대에게 없고, 

그대가 홀로 앉아 있을 때 

불만이 그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S2.18, 전재성님역) 

  

  

수행자는 주로 홀로 앉아 수행을 한다. 이런 수행자를 누군가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근심도 기쁨도 없는 수행자가 홀로앉아 있을 때 “수행자들

은 무슨 재미로 살까?”라는 의문이 들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초불연 번역을 보

면 “따분함에 뒤덮히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근심도 기쁨도 없는 숲속의 

수행자에게 따분한지에 대하여 묻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송으로 말한다. 

  

  

[세존] 

“진실로, 야차여, 나는 근심하지 않으며, 

어떤 기쁨도 나에게 없으니. 

홀로 앉아 있을 때도 

나는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네.” (S2.18, 전재성님역) 

  

  

하늘아들 까꾸다의 거듭된 질문에 부처님은 홀로 있어도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  



  

까꾸다의 유도성 질문에 

  

이어지는 까꾸다의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까꾸다] 

“수행자여, 어떻게 그대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고, 

어떻게 그대는 홀로 앉아 있을 때도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S2.18, 전재성님역) 

  

  

까꾸다는 불만에 사로 잡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라고 물어 본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당

신은 만족합니까?”라고 유도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하였을까? 까꾸다의 물음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송으로 말한다. 

  

  

[세존]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도 있고, 

기쁨이 있는 자에게 슬픔도 있는 것, 

수행자는 기쁨도 여의었고 슬픔도 여의었네. 

벗이여, 그대는 그렇게 알아야 하리.” (S2.18,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까꾸다의 유도성 질문에 넘어 가지 않았다.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불만에 사로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수행자는 

기쁨도 여의었고 슬픔도 여의었네(Anandi anagho bhikkhu)”라고 말하였다.  

  

부정적 언표로 답하신 부처님 

  

세상사람들은 살아 가면서 희로애락을 겪는다. 그래서 기쁠때는 웃고, 슬플 때

는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본다면 기쁨이나 슬픔은 늘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도 있고, 기쁨이 있는 자에

게 슬픔도 있는 것 (Aghajātassa ve nandi nandijātassa ve aghaṃ)”이라 하였

다.  

  

그러나 수행자는 기쁨도 슬픔도 여의었기 때문에 기뻐할 일도 슬퍼 할 일도 없

다는 것이다. 그런 수행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네”라고 긍정적 언표 대신 “나는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

네”라고 부정적 언표로 답하신 것이다. 



  

질문에 부정적 언표로 답하는 것이 포괄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하였을 때 이는 ‘괴로움’에 대한 것이다. 괴로움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소멸과 소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 하

셨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결국 이고득락(離苦得樂)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지 모른다. 실제로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고득락이라는 긍정적 언표로 말하면 열반을 설명할 

수가 없다.  

  

숫따빠따에서 아지따가 “존자여, 지혜, 새김과 더불어 명색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하는 것입니까? (Sn5.2)”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의식이 없어짐으로

써, 그 때에 그것이 소멸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부처님이 소멸을 강조함으

로서 부정적 언표로 말씀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진리는 긍정적 언표 보다 부정적 언표로 표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홀로 사는 수행자에 대하여 소욕지족으로 말씀 하시지 않고 

“수행자는 기쁨도 여의었고 슬픔도 여의었네. 벗이여, 그대는 그렇게 알아야 

하리.”라 하여 부정적 언표인 소멸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정적 언표로 표현하는 것이 포괄적이다. 반대로 긍정적 언표로 표현하면 한정

적으로 된다.  

  

거룩한 님으로 번역한 브라흐마나 

  

이와 같은 부처님의 답송을 듣자 하늘아들 까꾸다는 다음과 같은 감흥어를 읊는

다. 

  

  

Cirassaṃ vata passāmi  

brāhmaṇaṃ parinibbutaṃ, 

Anandiṃ anaghaṃ bhikkhuṃ  

tiṇṇaṃ loke visattikanti. 

  

[까꾸다] 

“세상의 애착을 뛰어넘어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없는 수행자 

참 열반을 성취한 거룩한 님을  

내가 참으로 오랜만에 친견하네.” (S2.18, 전재성님역) 

  

  



번역에서 “참 열반을 성취한 거룩한 님(brāhmaṇaṃ parinibbutaṃ)”이라 하였

다. 여기서 브라흐마나(brāhmaṇa)는 ‘아라한’을 뜻한다. 전재성님의 번역에서 

아라한을 ‘거룩한님’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불연 번역을 보면 ‘바라문’이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브라흐마나의 

영문표기법에 따라 ‘브리흐민(brahmin)’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표기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늘아들 까꾸다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감흥어로 읊은 게송

에서 “brāhmaṇaṃ parinibbutaṃ”라 하였을 때 이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기 

때문이다.  

  

여래십호에 따르면 부처님은 아라한이다. 그래서 아라한을 뜻하는 ‘거룩한 

님’이라고 번역한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 않고 브라만이라 번역한 것은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는 브라만이나 사제계급으로서 브라만으로 오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라문으로 번역한 브라흐마나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 얻은 

[진정한]바라문을 저는 친견했나이다.  

비구는 기뻣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으니 

세상에 대한 애착도 모두 건넜습니다.”  (S2.18, 각묵스님역) 

  

  

각묵스님은 ‘brāhmaṇaṃ’에 대하여 대괄호를 이용하여 ‘[진정한]바라문’이

라 하였다. 사성계급이나 사제로서의 바라문과 구분하기 위하여 대괄호안에 

‘진정한’ 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다.  

  

브라흐민으로 번역한 브라흐마나 

  

빅쿠보디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After a long time at last I see 

A brahmin who is fully quenched,  

A bhikkhu undelighted, untroubled,  

Who has crossed over attachment to the world." (S2.18, 빅쿠보디역) 

  

  

빅쿠보디는 ‘brāhmaṇaṃ’에 대하여 ‘brahmin’이라 하였다. Brahmin 에 대한 

영어사전을 보면 ‘고고한 지식인, Brahman, 인텔리’라 설명 되어 있다. 이렇



게 본다면 brāhmaṇa 의 영문표기법인 ‘brahmin’은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성계급으로서 브라만 또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으로서 브

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재성님은 거룩

한 님으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초불연의 경우 brāhmaṇa 라는 말을 그대

로 직역하여 ‘[진정한]바라문’이라 번역하였지만 그 번역어가 아라한을 뜻하

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한 님이라 부른다” 

  

법구경에서 ‘바라문의 품(Brāhmaṇavaggo)’이 있다. 그래서 게송의 말미에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라는 정형구가 

마치 후렴처럼 등장한다. 이 때 바라문이라 번역한 brāhmaṇa 는 부처님이 재해

석한 바라문을 뜻한다. 부처님 당시 타락한 바라문이 아니라 이전의 청정한 삶

을 살았던 바라문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 하였을 때 그 바라문은 ‘아라한’을 뜻한다. 청정한 삶의 바라문과 아라한

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초기경전에서 바라문이라 하였을 때 사성계급으로서 또는 제관으

로서 바라문을 뜻하는 것인지, 부처님이 재해석한 바라문을 뜻하는 것인지 구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이 부처님이 재해석한 brāhmaṇa 에 대

하여 거룩한 님이라 번역한 것은 매우 탁월하다. 그러나 법구경에서 “나는 그

를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번역한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영문번역에서 붓다라키타는 “him do I call a holy man”라 하였다. holy man

은 brāhmaṇa 의 번역어로서 성스런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에 대하여 “나는 그를 거룩한 님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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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간을 초월하는 아깔리까(Akalika) 

  

  

담마공덕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에히빠시까”라고 말한다. 이는 “와서 보

라!”는 뜻이다. 오라는 것은 초대를 말하고, 보라는 것은 자신이 있음을 말한

다. 따라서 ‘와서 보라’고 한 것은 초대하여 보여 줄만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에히빠시까(와서 보라)”라

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대할만하다. 이에 잘 묘사된 정형구가 있다. 법수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담마공덕이 그것이다.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스왁캇또 바가와따 담모 

sandiṭṭhiko     산딧티꼬 

akāliko     아깔리꼬 

ehipassiko     에히빳시꼬 

opanayiko     오빠나이꼬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 빳짯땅 왜디땁보 윈뉴히 

  

  

이 정형구는  담마공덕에 대한 것이다. 특히 깃발의 경(Dhajaggasutta, S11.3)

에서는 부처님공덕과 상가공덕과 함께 예찬되고 있다. 깃발의 경은 테라와다불

교전통에서 예불문과 수호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 삼보공덕예찬문은 사마

타 명상주제로도 활용된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 이렇게 

세 가지는 40 가지 사마타명상 주제에 속한다.  

  

번역비교를 해보면 

  

담마공덕문은 예불문이자 보호주이자 사마타명상주제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

르침(Dhamma)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있다. 이 빠알리 구문에 대한 번역자들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   역(S11.3) 비  고 

빠알리 구문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1)sandiṭṭhiko 
2)akāliko 

3)ehipassiko 

4)opanayiko 

5)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 

sandiṭṭhiko 

전재성님역 세존께서 잘 설하신 이 가르침은 

1)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이며, 

2)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3)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4)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현세의 삶에 유익

한 가르침이며 



5)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

르침이다. 

각묵스님역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1)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2)시간이 걸리지 않고, 

3)와서 보라는 것이고, 

4)향상으로 인도하고, 

5)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빅쿠보디역 The Dhamma is well expounded by the 

Blessed One, 

1)directly visible, 

2)immediate, 

3)inviting one to come and see,  

4)applicable, 

5)to be personally experienced by the 

wise. 

directly visible 

  

  

삼보공덕문 중에서 담마공덕에 대한 것이다. 표를 보면 담마공덕이 모두 다섯 

가지로 표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인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인가 

  

번역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공덕인 ‘sandiṭṭhiko’
에 대한 번역어이다. 전재성님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directly 

visible(즉시 보여지는)’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빠일리어 sandiṭṭhiko 는 ‘Visible, actual, belonging to this life’의 뜻이

다. 한자어로는 ‘自见的;现世的;现证的’이라 한다. ‘보여지는, 실질적인, 이

번 생에 속하는’ 등의 뜻이다. 한자어로는 ‘현세적’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

면 sandiṭṭhiko 의 뜻은 ‘현세적’의 의미가 강하다. 이는 sandiṭṭhika 에 대한 

뜻풀이가 PCED194 에 따르면 ‘visible; belonging to, of advantage to, this 

life, actual’라고 설명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법은 ‘현세에 이익을 준

다’는 뜻이다.  

  

숫따니빠따(stn567)에서 

  

현세의 이익을 준다는 뜻의 sandiṭṭhiko 가 사용된 게송이 숫따니빠따에 있다 

  

  

Svākkhātaṃ brahmacariyaṃ 



 (selāti bhagavā) sandiṭṭhikamakalikaṃ, 

Yatthu amoghā pabbajjā appamattassa sikkhatoti. 

  

[세존]  

“셀라여,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삶은 잘 설해져 있고,  

그것을 위해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stn567,전재성님역) 

  

  

숫따니빠따 셀라의 경(Sn3.7)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게송에서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복합어 

‘sandiṭṭhikamakalikaṃ’에 대한 번역이다. sandiṭṭhikamakalikaṃ 은 

‘sandiṭṭhikaṃ akalikaṃ’의 형태이다. 이는 담마공덕에서 sandiṭṭhika 와 

akalika 에 해당된다.  

  

청정도론에서 

  

깃발의 경에서는 sandiṭṭhika 가 단독으로 사용 되었다. 그래서 ‘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of advantage to, this life)’의 뜻으로 번역 되었다. 그러나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번역

은 뒤이어 나오는 3 번항 “와서 보라는 것이고”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빅

쿠보디는 ‘directly visible’라 하였는데, 이것 역시 뒤이어 나오는 2 번항 

‘immediate’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불연에서는 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라고 번역하였을까? 이는 청정도론의 번역방침을 그대로 따랐기 때

문이다.   

  

sandiṭṭhika 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성스러운 도는 우선 자기의 상속에서 탐욕 등을 없애

는 

성인에 의해 스스로 보아 알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탐욕에 물들었고, 압도되었고, 전도된 마음을 가진 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생각하고,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생각하고, 둘 다를 괴롭히는 것

을 생각한다. 그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는다. 탐욕을 버렸을 때 자

기를 괴롭히는 것도 생각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는 것도 생각지 않고 둘 다를 괴

롭히는 것도 생각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다.(A.i.156-157)”  

  



다시 아홉 가지 출세간법을 얻게 되면 누구나 타인을 믿는 것에 의존함을 버리

고 

반조하는 지혜로 스스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청정도론 7 장 76-77 절, 대림스님역) 

  

  

청정도론에서는 sandiṭṭhika 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보아 알만하기 때

문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는 

경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홉 가지 출세간법(구차제정)

을 얻게 되면 지혜로 스스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뜻이 확연하게 다가 오지 않는다.  

  

사만냐팔라경(D2)에서 

  

sandiṭṭhika 에 대한 빠알리사전을 보면 ‘of advantage to, this life’ 또는 

‘現に見られたる, 現証の’의 뜻이다. 이는 ‘현세에서 이익을 주는’ 또는 

‘현재 보여지는’ 또는 ‘현재 증명된’의 의미가 된다. 이는 디가니까야 사만

냐팔라경에서 아자따삿뚜가 부처님에게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아자따삿뚜] 

Sakkā nu kho bhante evameva di ṭṭheva dhamme sandiṭṭhikaṃ sāmaññaphalaṃ 

paññāpetunti"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현세에서 현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

자의 삶의 결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D2, 전재성님역) 

  

  

번역문에서 “현세의 눈으로 볼 수 있는”이라는 말은 ‘sandiṭṭhika’에 대한 

번역어이다. 이 말은 담마공덕에서 사용된 말과 동일하다.  

  

  

청정도론을 중시하는 초불연 

  

위 빠알리 구문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이와 같

이 지금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의 결실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전재성님의 번역과 다르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번역

이 나오게 되었을까? 

  

초불연에서 ‘sandiṭṭhika’에 대하여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이라 번역한 

것은 철저하게 청정도론에 따르고 있다. 이는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그리고 주



석을 중시하는 초불연의 방침이다. 그래서 초불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경을 옮김에 있어서 항상 몇 가지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이

들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역출한 다른 책들의 역자 서문 등

에서 밝혔다. 번역의 원칙에 대한 제목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석

서를 중시하였다. 둘째,『청정도론』을 중시하였다. 셋째,『아비담마 길라잡

이』를 중시하였다. 넷째, 술어를 한글화하려 노력하였다. 

  

(『니까야 강독I』들어가는 말 3. 4부 니까야와『니까야 강독』 ) 

  

  

이처럼 초불연에서는 주석서와 청정도론을 중시하여 번역하였다.  

  

주석서를 최소한 반영하여 

  

그러나 전재성님의 번역방침은 이와 다르다. 전재성님은 ‘초기불교의 연기사

상’서문에서 까루나라뜨네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빠알리경장에 나타난 가능한 초기불교적 인과론을 연구하면서 주석서의 해

석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필

자를 고무시키는 일이었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서문, 전재성님) 

  

  

전재성님은 까루나라뜨네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석서를 

최소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초불연 

방식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불연의 경우 철저하게 주석서의 견해를 중시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초

불연 번역을 보면 주석적 번역이 눈에 띈다. 각주에서나 설명되어야 것들이 본

문에 실려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전재성님의 경우 주석서를 최소한 반영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각주에서 개인적 견해도 종종 보인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처럼 주석적 견해를 모두 수용하느냐 부분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 ‘sandiṭṭhika’에 대한 번역어도 마찬가지이다. 초불연의 경우 청정

도론의 법수념에 대한 설명대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이라 하였으나, 전



재성님의 경우 주석에 구애 받지 않고 “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이며”라 번

역하였다. 그래서‘sandiṭṭhika’에 대하여 비교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andiṭṭhika 번역비교 

구  분 전재성님 각묵스님 

깃발의 경 

(S11.3) 

“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

침이며” 

“스스로 보아 알 수 있

고” 

사만냐팔라경 

(D2) 

“현세에서 현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의 

결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

까?” 

“지금여기에서 스스로 보

아 알 수 있는 출가의 결

실을 천명할 수 있습니

까?” 

Ehipassiko 

와 관계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

침이며”라는 말과 확연하게 

구분됨. 

 “와서 보라는 것이고”

라는 말과 구분이 모호함.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것이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교를 믿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것이

다. 이렇게 본다면 담마공덕에서 첫 번째 항인 ‘산딧티코(sandiṭṭhiko)’에 대

하여 “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이며”라 번역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부처님

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르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이다.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라며 나를 찾는 수행을 하

였는데 10 년, 20 년, 30 년, 평생을 수행해도 나를 찾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

까? 아마 실망해서 자포자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였을 때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숫따니빠따에서“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입니다. (suciṃ 

  Samādhi mānantarikaññamāhu, Sn2.1)” 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다. 

선정삼매에 들면 그에 대한 과보로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

서 담마공덕 두 번째 항에서 ‘아깔리꼬(akāliko)’에 대하여 “시간을 초월하

는 가르침이며’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akālika 에 대하여 ‘immediate’라 번역하였다. 이는 시간이 걸리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the fruit (phala) arises in immediate 

succession to its respective path (magga)”라 표현 하였다. ‘고귀한 길을 



실천하면 그 결과가 즉시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깔리까는 시간을 요

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즉시 효과적인 것’의 뜻이 된다.  

  

왜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였을까?  

  

전재성님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 따르면 Akālika 에 대하여 ‘무시간적인 

것’또는 ‘무시간성’이라 하였다. 이는 ‘immediate’라 번역한 빅쿠보디와 

‘시간이 걸리지 않고’라 번역한 각묵스님과 대조 된다. 그렇다면 Akālika 에 

대하여 왜 무시간성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세존] 

“그는 앎과 봄을 갖추어 시간을 뛰어넘어 관통하여 깊이 이해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어떠한 수

행자나 성직자라도 과거에 형성을 파악했고 형성의 원인을 파악했고 형성의 소

멸을 파악했고 형성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파악했다면, 그들 모두는 내가 지금 

이러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파악했을 것이다.” 

  

(앎의 토대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12.33, 전재성님역) 

  

  

경에서 ‘시간을 뛰어넘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Akālika 에 대한 번역이

다. 이는 무시간성을 말한다. 단순하게 ‘immediate’나 ‘시간이 걸리지 않

고’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시간의 초월성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Akālika 에 대하여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라고 번역하였다.  

  

절대적 의미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Akālika 가 왜 무시간성일까? 이에 대한 설명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기법은 감각적 지각이나 초감각적 지각에 의해 보여진 것이고 알려진 것에 바

탕을 두고 있는 만큼 경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보여지거나 알려지

지 않은 것에 의해 보여지거나 알려진 것을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여지거나 알려진 것은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변

의 유나 무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중도적이고, 인과원리와 관계된다는 측면

에서 연생적 존재론을 뜻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기의 특징은 무시간성이다. 이것

은 시간적 으로 상대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편적인 시간의 무를 뜻하는 것이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103P, 전재성님) 

  

  

연기법은 형이상학적 방법을 취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실재하는 것이 대상이 

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느낌’을 들 수 있다. 접촉에 따른 느낌을 통하여 현

상이 실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은 인과에 

따른 연생적 존재론이라 하였다.  

  

글에서 지적한 것은 ‘연기의 무시간성’이다. 이는 선형적인 시간성을 부정하

는 것을 말한다. 마치 빨래줄 처럼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연속적으로 흘러 가

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상대적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 의미에서 시간은 존재 하지 않는다. 그

래서 윤호진 교수의 논문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하

여 정의한다. 

  

  

“시간이란 그 자체로서는 없고,  

연속이 다소간 잘 조절된  

연속적인 업들과 불연속적인 업들이다” 

(윤호진, 무아윤회문제연구 214P, 민족사) 

  

  

초기불교를 연구한 최근의 학자에 따르면 시간은 존재의 범주가 아니라고 하였

다. 그런 의미에서 인과적 작용은 무시간적이라 한다. 그래서 담마공덕에 대하

여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Akālika)”이라 번역 하였을 것이다.  

  

비밀이 없기에 

  

담마공덕이 현세에서 이익이 되고 더구나 즉각적으로 결과를 가져 온다면 누구

에게나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담마공덕 세 번째 항을 보면 ‘에히빳시

꼬(ehipassiko)’라 하여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라고 번역 하였다. 

  

Ehipassika 의 뜻은 ‘that which invites every man to come and see; open to 

all’로 풀이 된다. 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할 만하고, 더구나 모든 것을 

개방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가르침에 비밀이 없음을 말한다. 특

정인에게만 전수되는 비밀스런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비밀스런 

가르침이 있다면 스승은 주먹을 꽉 쥔 채 죽을 때 까지 펴지 않을 것이다.  

  



스승의 꽉 쥔 주먹은 빈주먹이기 쉽다. 아무 것도 들은 것이 없기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다. 설령 꽉 쥔 주먹에 무언가 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금과 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스승의 꽉 쥔 주먹에는 

전승할 비밀스런 가르침은 없는 대신 악취나는 것으로 가득할 수 있다. 

  

일을 할 때 목표가 있듯이 

  

이처럼 현세의 이익이되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 오고, 초대할 만한 가르침이

라면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할 때 목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부처

님가르침 역시 목표가 있다. 바로 그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담마공덕 네 번째 

항에따르면 ‘오빠나이꼬(opanayiko)’라 하여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

이며”라 한 것이다. 이는 opanayika 의 의미기 ‘leading to (Nibbāna)’로 설

명된 것에서도 확인 된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은 구문으로 알 

수 있다.  

  

  

[세존] 

“바라문이여, 이와 같이 남김없이 탐욕이 부수어진 것을 경험하고 남김없이 성

냄이 부수어진 것을 경험하고 남김없이 어리석음이 부수어진 것을 경험하기 때

문에, 바라문이여, 이와 같은 열반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며, 시간을 초월

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며, 슬기

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반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55, 전재성님역)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청정한 삶을 살아 탐진치가 소멸 되었

을 때 열반이 실현 되는데, 이는 최상의 목표이다. 그래서 담마공덕 opanayika

에 대하여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라 하였다.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가르침 

  

담마공덕 마지막은 “빳짯땅 왜디땁보 윈뉴히(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

라 하였다. 이는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뜻인

데 가르침은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에

게 부처님가르침은 무용지물임을 말한다.  

  

부처님은 ‘브리흐마야짜나경’에서도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

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S6.1)”라 하였다. 이렇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 에게만 알려 지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를 가지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가르침이라 하

였다. 



  

담마공덕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1)현세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이며(sandiṭṭhiko), 2)시
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akāliko), 3)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ehipassiko), 4)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opanayiko), 5)슬기로운 자

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담마공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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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초기경전을 읽어 보면 중복되는 말이 많다. 특히 게송이 그렇다. 상윳따니까야 

1 권에는 부처님의 핵심가르침에 대하여 게송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상당

수의 게송이 다른 경전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케마의 경(S2.22)에서 

  

상윳따니까야 케마의 경(S2.22)에 실려 있는 몇 개의 게송을 보면 법구경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이를 번역비교표와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자 번    역(S2.22, Dhp66-68) 비  고 

빠알리원문 Caranti bālā dummedhā  

amitteneva attanā, 

Karontā pāpakaṃ kammaṃ  

yaṃ hoti kaṭukapphalaṃ. 

 

 

Na taṃ kammaṃ kataṃ sādhu  

yaṃ katvā anutappati, 

Yassa assumukho rodaṃ  

amitteneva 

attanā 



vipākaṃ paṭisevati. 
 

 

Tañca kammaṃ kataṃ sādhu  

yaṃ katvā nānutappati, 

Yassa patīto sumano  

vipākaṃ paṭisevatīti. 

전재성님역 [케마]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 

쓰디쓴 열매를 가져오는 

사악한 행위를 지어 가네. 

  

지은 행위가 착하지 않으면 

지은 뒤에 후회하고 

슬픈 얼굴로 울면서 

그 열매를 거두리. 

  

지은 행위가 착하면 

지은 뒤 후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리.”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 

  

각묵스님역 “어리석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 행동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악업을 지어서 

[자신에게]쓰디쓴 결실 생기게 합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잘 지은 바른 행위가 결코 아니니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슬피 울면서 

그것의 과보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 않는 일 

그것이야말로 잘 지은 바른 행위 

즐겁고 기쁜 마음 함께 일어나 

그것의 과보를 경험할 것입니다.” 

원수가 스스로에

게 하듯 

빅쿠보디역 "Foolish people devoid of wisdom  

Behave like enemies towards themselves.  

They go about doing evil deeds  

Which yield only bitter fruit.  

  

"That deed is not well performed  

like enemies 

towards 

themselves 



Which, having been done, is then 

repented, 

The result of which one experiences  

Weeping with a tearful face.  

  

"But that deed is well performed  

Which, having been done, is not 

repented, 

The result of which one experiences  

Joyfully with a happy mind."  

中村元역 あさはかな愚人どもは、自己に対して仇敵

（かたき）に対するようにふるまう。悪い

行いをして、苦い果実（このみ）をむすぶ

。 

 

もしも或る行為をした後に、それを後悔し

て、顔に涙を流して泣きながら、その報い

を受けるならば、その行為をしたことは善

くない 

  

もしも或る行為をしたのちに、それを後悔

しないで、嬉しく喜んで、その報いを受け

るならば、その行為をしたことは善い。 

  

법정스님역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원

수처럼 행동한다 고통스런 결과를 불러들

일 몹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뉘우치지 않고 즐거

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

동은 잘한 것이다 

  

한역 愚人施行 爲身招患. 快心作惡 自致重殃. 

行爲不善 退見悔린 致涕流面 報由熟習 

行爲德善 進覩歡喜 應來受福 喜笑悅習 

  

  

  

이 게송은 상윳따니까야 1 권 ‘케마의 경’과 법구경 ‘어리석은 자의 품’에 

함께 실려 있다. 행위를 하고 난 다음 후회를 하거나 눈물을 흘렸다면 이는 분

명히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임을 말한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어리석

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행위를 한 다음 기쁨마음이 든다면 



어떨까? 분명히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한 것임에 틀림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과 함께 보시하였을 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담마(dhamma)와 깜마(kamma) 

  

게송에서 키워드는 ‘행위’이다. 이는 빠알리어로 깜마(kamma)를 말한다. 한자

어로는 ‘업(業)’이라 한다. 영어로는 ‘action’으로 번역된다.  

  

깜마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행위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 역시 행위로 번역하였

다. 하지만 각묵스님의 번역은 초불연의 번역방침에서 어긋난다. 초불연의 경우 

담마(dhamma)에 대하여 초지일관 한자어 법(法)이라 번역하고 있다. 이는 부처

님이 담마라고 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말하며, 담마에 대하여 가

르침, 원리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원칙은 

빅쿠보디의 번역원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빅쿠보디 역시 담마에 대하여 빠

알리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dhamma’라 하였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해제

에서 dhamma 에 대하여 teaching(가르침) 등으로 의역하는 것은 바른 번역이 아

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빅쿠보디와 초불연의 번역에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하여 

일관성을 보이는 단어가 있다. 담마와 깜마와 같은 단어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

불연의 경우 담마를 법이라고 번역하듯이 깜마에 대해서도 ‘업’이라고 번역했

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 그런 원칙을 어기고 행위라 번역하였다. 

  

담마에 대하여 초지일관 ‘법’으로 번역하고, 깜마에 대하여 역시 초지일관 

‘업’으로 번역하면 번역이 경직 되기 쉽다. 번역문이 딱딱해 보인다는 것이

다. 그래서 시어로서 맛이 없다. 그러나 담마와 업에 대하여 문장에 따라 또는 

문맥에 따라 그 때 그 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면 번역이 부드러워진다. 전재성

님의 경우 담마에 대하여 ‘진리, 가르침, 원리, 방법, 것’ 등으로 번역한 것

이 좋은 예이다. 

  

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 

  

첫 번째 게송에서 “amitteneva attanā”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라 번역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행태를 말한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 행동합니다.”라 

하였다.  여기서‘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이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번역이다. 왜 그런가? 이는 앞 구절에서 “Caranti bālā 

dummedhā”라 하였는데, 이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행위”와 관련이 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행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질로 놓고 보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화가 난

다고 하여 함께 성을 내며, 맞았다고 하여 되받아 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때 뉘우치고 후회 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 우발적 살인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어리석은 자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쓰디쓴 

결과를 가져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기 쉽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행

동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자신을 자신의 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신체적으

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마구 저지른다. 그 결과 쓰디쓴 악행의 열매

를 맛 본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쓰디쓴 과보를 가져 오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2014-04-1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하다.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

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자는 쉽게 성을 

내고, 쉽게 성냄에 휩싸인다. 그래서 “벗이여, 성냄으로 인해 분노하고, 성냄

에 정복되고, 마음이 사로잡히면,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를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합니다. (A3.71)”라 하였다.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

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악행을 저지른다. 남을 해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Sabbā disā anuparigamma cetasā 

Nevajjhagā piyataramattanā kvaci, 

Evaṃ piyo puthu attā paresaṃ 

Tasmā na hiṃse paraṃ attakāmoti.  

  

[세존]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런 님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신을 위해 남을 헤쳐서는 안되리.” 

  

(말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8,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Evaṃ piyo puthu attā 

paresaṃ)”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은 남도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않음을 말한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남을 헤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친구로 여기

는 자는 남도 친구로 여기게 때문에 결코 남을 헤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남

을 헤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헤치는 행위가 된다. 쓰디쓴 악행의 열매를 맛 

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 대하듯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 남을 헤쳐서는 안되리(Tasmā na hiṃse paraṃ 

attakāmoti, S3.8)”라 말씀 하신 것이다. 

  

자신을 적으로 삼았을 때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자들의 행위는 쓰디쓴 과보를 가져 온다. 그래서 부처님

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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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

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

는 것입니다.” 

  

(Piyasutta-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1-4), 전재성님역)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tesaṃ 

appiyo attā)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도 역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

다. (yaṃ hi mahārāja, appiyo appiyassa kareyya)”라 하였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서로 

미워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악행을 저절러서 후회하며 눈물 흘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

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Tasmā tesaṃ appiyo attā)”라 하

였다. 

  

짤막한 문구에 심오한 가르침이 

  

초불연 번역에서 “amitteneva attanā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문구에 대하여 

“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 행동합니다”라고 번역한 것은 선뜻 이해 하기 어렵

다. “자신을 원수대하듯” 또는 “자신을 적으로 여기듯”이라 번역하면 무리

가 없음에도 ‘원수’를 주어로 내세워서 “원수가 스스로에게 하듯 행동합니

다”라고 난해하게 번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빅쿠보디는 “Behave like enemies towards themselves”라 

하였다. 직역하면 “자신에게 적처럼 행동한다”가 된다. 그럼에도 초불연의 번

역을 보면 원수가 주어가 되어 ‘스스로에게 하듯’이라 하였는데 무엇을 스스

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나까무라하지메는 “自己に対して仇敵（かたき）に対するようにふるまう”라 하

였다. “자기에 대하여 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다. 나까무라하

지메역을 중역한 법정스님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라고 하였다.  

  

상윳따니까야 ‘케마의 경(S2.22)’과 법구경 Dhp66 에 실려 있는 게송에서 

“amitteneva attanā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은 또 다

른 경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앞서 언급된 ‘말리까의 경(S3.8)’과 

‘사랑스런 이의 경(S3:4)’이다. 이렇게 초기경전은 문구 하나라도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비록 짤막한 문구에 지나지 않지만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

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 개의 게송으로 답하였는데 

  

케마의 경(S2.22)에서 하늘아들 케마가 부처님 면전에서 세 개의 게송을 읊었

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 역시 세 개의 게송으로 답한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자 번    역(S2.22) 비  고 

빠알리원문 Paṭigacceva taṃ kayirā  

yaṃ jaññā hitamattano, 

Na sākaṭikacintāya  
mantā dhīro parakkame. 

 

 

Yathā sākaṭiko patthaṃ  

Na 

sākaṭikacintāya 



samaṃ hitvā mahāpathaṃ, 

Visamaṃ maggamāruyha  

akkhacchinnova jhāyati. 

 

 

Evaṃ dhammā apakkamma  

adhammamanuvattiya, 

Mando maccumukhaṃ patto  

akkhacchinnova jhāyatīti. 

전재성님역 [세존] 

“슬기롭고 지혜로운 님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알아서 

어리석은 마부를 본받지 않고 

올바로 실천하고 정진하네. 

  

참으로 어리석은 마부는  

평탄한 큰 길을 벗어나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가다가 

차축을 망가뜨려 걱정하네. 

  

어리석은 자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 아닌 것을 따르니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네. 

차축을 망가뜨려 걱정하듯이.” 

어리석은 마부를 

본받지 않고 

  

각묵스님역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알아 

즉시에 그것을 행해야 하리. 

바르게 사유하는 현명한 자는 

마부처럼 해서는 안되는니라. 

  

[어리석은]마부는 

평탄한 대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한 길로 들어서서는 

차축을 망가뜨려 근심하도다. 

  

실로 어리석은 자 이와 같아서 

법을 따르지 않고 비법을 따르다가 

죽음의 아가리에 떨어져서는 

차축 망친 것처럼 근심하도다.” 

마부처럼 해서는 

안되는니라. 

  

빅쿠보디역 "One should promptly do the deed  

One knows leads to one's own welfare;  

The thinker, the wise one, should not 

advance 

With the reflection of the carter.  

should not 

advance 

With the 

reflection of 

the carter. 



  

"As the carter who left the highway,  

A road with an even surface,  

And entered upon a rugged bypath  

Broods mournfully with a broken axle - 

  

"So the fool, having left the Dhamma  

To follow a way opposed to Dhamma,  

When he falls into the mouth of Death  

Broods like the carter with a broken 

axle."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 개의 게송은 차축이 키워드이다. 길이 아닌 길로 들어 

섰을 때 그 길은 험한 길이 되기 쉽다. 울퉁불퉁한 거친 길을 갈 때 차축이 망

가질 수 있음을 말한다. 

  

대략난감한 경우 

  

알고 지내는 법우님 중에 자건거타기를 즐기는 법우님이 있다. 자전거에 항상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텐트 안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침낭은 기본이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장비까지 모두 갖춘 것

이다. 그래서 한 번 길을 나서면 몇 날 몇 일을 길에서 보낸다고 하였다.  

  

법우님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은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

다. 전국토가 자전거 길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대강길을 즐겨 찾는 다고 하

였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때로는 비포장 도

로길을 만날 수 있고, 경사가 심한 산길을 만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라 한

다. 바퀴에 펑크가 났다면 이런 경우 매우 난감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에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마음 놓고 자전거타기를 즐길 수 없다

고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탄탄대로에서는 속도도 나고 빨리 이동한다. 그러나 탄

탄하고 평탄한 길을 벗어나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이 나타난다. 그런 길

에 웅덩이가 있어서 빠지기라도 한다면 대략난감 하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

아야 한다. 지나가는 차를 세워 로프를 걸어 빠져 나오는 수 밖에 없다. 부처님 

당시도 마찬 가지 이었을 것이다. 마차가 길 아닌 길로 들어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험한 길에서 차축이라도 고장난다면 매우 난감 할 것이

다. 



  

차축 망친 것처럼? 

  

게송에서는 길 아닌 길로 들어 서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

는 것으로 보았다. 육사외도 등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외도의 가르침

을 따랐을 때 그 과보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차축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어리석은 마부가 길 아닌 길로 들어 섰을 때 차축이 망가진 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서 대략난감할 것이다. 차축을 망가뜨리

는 다는 구절이“akkhacchinnova jhāyati”이다. 이는 akkha 가 ‘차축(axle’)

을 의미하고, chinno 가 ‘망가진다(destroyed)’의 뜻이다. 그런데 초불연 번

역을 보면 세 번째 게송에서 “차축 망친 것처럼”이라 하였다. 이는 적절치 못

한 번역이고 일관성이 없다. 같은 단어에 대하여 두 번째 게송에서는 “차축을 

망가뜨려”라 하였는데, 세 번째 게송에서는 “차축 망친 것처럼”이라 한 것은 

어법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차축이 망가졌다면 마부는 난감해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게

송에서는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육사외도와 같은 삿된 가

르침을 따랐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끊임 없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삶을 

살아 갈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게송에서는 “Mando maccumukhaṃ patto”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네”라 하였다. 누구나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유전하고 윤회하는 삶을 말한다. 다음 생에 어떤 존

재로 태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삿된 견해에 집착하였을 때 악처에 난

다고 하였다.  

  

악행을 저지르고 길 아닌 길로 간 자는 죽음의 순간에 다음 생에 대한 표상을 

접하게 될 것이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을 임

종순간에 보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결식이 일어

날 것이다. 이처럼 재생연결식이 일아나는 순간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Mando 

maccumukhaṃ patto(죽음의 문턱에 떨어지네)”라 하였다. 여기서 mando 

는 ‘Slow; stupid; dull; small; low, slight, weak’의 뜻이고, maccumukha

은 ‘the mouth of Death’의 뜻이고, patto 는 ‘Obtained, reached; having 

reached’의 뜻이다. 이를 직역하면 “서서히 죽음의 입으로 들어 간다”의 뜻

이 된다. 이구절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falls into the mouth of Death”라 하

였고, 각묵스님은 “죽음의 아가리에 떨어져서는”이라 하였다.  

  

왜 이렇게 번역이 차이가 날까? 

  

위 세 개의 게송에 대한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이 시들에 대한 해석은 난해

해서 각 나라의 번역에 크게 차이가 난다(702 번 각주)”라 하였다. 그래서일까 



위 세 개의 번역도 차이가 난다. 특히 첫 번째 게송이 그렇다. 첫 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Paṭigacceva taṃ kayirā  

yaṃ jaññā hitamattano, 

Na sākaṭikacintāya  
mantā dhīro parakkame. 

  

슬기롭고 지혜로운 님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알아서 

어리석은 마부를 본받지 않고 

올바로 실천하고 정진하네. (전재성님역)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알아 

즉시에 그것을 행해야 하리. 

바르게 사유하는 현명한 자는 

마부처럼 해서는 안되는니라.(각묵스님역) 

  

One should promptly do the deed  

One knows leads to one's own welfare;  

The thinker, the wise one, should not advance  

With the reflection of the carter.(빅쿠보디역) 

  

  

번역을 보면 전재성님의 번역과 각묵스님의 번역이 차이가 난다. 각묵스님의 번

역의 경우 빅쿠보디의 번역과 어순이 같고 또한 사용 용어도 유사하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역에서 “마부처럼 해서는 안되는니라”라는 표현이 어색해 보인

다. 이는 “Na sākaṭikacintāya”의 번역이다. sākaṭika 가 마부(carter)을 뜻하

고 cintāya 는 cinteti 형으로서 cinteti 는 ‘thinks; reflects; considers’의 

뜻이다. 따라서 “Na sākaṭikacintāya”의 뜻은 ‘마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된다. 이는 빅쿠보디도 “the reflection of the carter”라 하여 ‘마부의 반

영’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럼에도 “마부처럼 해서는 안되는니라”라고 번역

한 것은 막연하고 어색한 표현이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 

  

마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가르침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

는 초기경에서 오른 쪽 길과 왼 쪽 길로 표현 된다. 이에 대하여 ‘빠라마수카

(parama sukha)에 대하여(2014-01-0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렇

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바른 길은 어떤 것일까? 상윳따니까야 띳사의 경에 다

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Seyyathāpi tissa, dve purisā, eko puriso amaggakusalo eko puriso 

maggakusalo, tamenaṃ so amaggakusalo puriso amuṃ maggakusalaṃ purisaṃ 

maggaṃ puccheyya, so evaṃ vadeyya: "ambho purisa, ayaṃ maggo. Tena 

muhuttaṃ gaccha. Tena muhuttaṃ. Gantvā dakkhissasi dvidhā pathaṃ. Tattha 

vāmaṃ muñcitvā dakkhiṇaṃ gaṇhāhi. Tena muhuttaṃ gaccha, tena muhuttaṃ 

gantvā dakkhissasi tibbaṃ vanasaṇḍaṃ. Tena muhuttaṃ gaccha. Tena 

muhuttaṃ gantvā dakkhissasi mahantaṃ ninnaṃ pallalaṃ, tena muhuttaṃ 

gaccha, tena muhuttaṃ gantvā dakkhissasi sobbhaṃ papātaṃ. Tena muhuttaṃ 

gaccha. Tena muhuttaṃ gantvā dakkhissasi samaṃ bhumibhāgaṃ ramaṇīyaṃ. 

  

  

띳사여,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한 

남자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 길을 잘 아

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  

  

여보시오, 그 길에 대하여 ‘이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이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두 길이 나타난다. 그러면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우거진 숲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잠

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늪지대가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험준한 절벽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풍요로운 평원이 보인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띳싸여, 이 비유를 설한 것은 그 의미를 시설하기 위한 것이

다. 

  

(Tissa sutta-띳싸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4,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두 길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두 길은 왼쪽(vāma)과 오른쪽(dakkhiṇa)
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라(vāmaṃ muñcitvā 

dakkhiṇaṃ gaṇhāhi)”라고 하였다. 왜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였을까? 그길은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드넓은 초원에 

  

부처님은 길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오른쪽 길로 가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

서 죽 가다 보면 도중에 우거진 숲도 보이고, 늪지대도 있고, 절벽도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먼저 가 본 사람의 말을 믿고 바른길로 가다 보면 마침내 드넓은 

초원, 풍요로운 평원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 한다. 

  

왼쪽길로 갔을 때 

  



그런데 길을 가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

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vāmomaggo'ti kho tissa, a ṭṭhaṅgikassetaṃ micchāmaggassa adhivacanaṃ 

seyyathīdaṃ: micchādiṭṭhiyā micchāsaṃkappassa micchāvācāya 

micchākammantassa micchāājivassa vicchāvāyāmassa vicchāsatiyā 

micchāsamādhissa.  

  

왼쪽 길은 여덟가지의 잘못된 길을 지칭한다. 곧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

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새김, 잘못된 집중

을 말한다. 

  

(Tissa sutta-띳싸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4,전재성님역) 

  

  

두 개의 길에서 왼쪽길(vāmomaggo)은 길이 아닌 길을 말한다. 그래서 여덟 가지 

잘못된 길이라 하였는데 이는 팔정도와 반대 되는 말이다. 즉, 잘못된 견해, 잘

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새

김, 잘못된 집중을을 말한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게 된 것은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인가? 육사외도와 같은 삿된 가르

침을 따르는 자를 말한다.  

  

오른쪽길로 갔을 때 

  

하지만 길을 잘 아는 자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없다. 길을 가본 사람이 말한 대

로 바른 길로 죽 가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Dakkhiṇo maggoti kho tissa, ariyassetaṃ aṭṭhaṅgikassa maggassa 
adhivacanaṃ,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yā sammāsaṃkappassa sammāvācāya 

sammākammantassa sammāājivassa sammāvāyāmassa sammāsatiyā sammāsamādhissa. 

  

(Tissa sutta-띳싸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4) 

  

  

이 문장에 대하여 성전협의 번역은 보이지 않는다. ‘탈역(脫譯)’된 것으로 본

다. 초불연에서는 “띳사여, ‘오른쪽 길’은 곧, 여덟 가지 거룩한 길을 가리

키는 말이니,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견해...올바른 삼매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빅쿠보디는 CDB 에서는 “ 'The right-hand branch': this is a 

designation for the Noble Eightfold Path; that is, right view . . . right 



concentration.”라 하였다. 이는 바른길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임을 말

한다.   

  

풍요로운 평원은 무엇을 뜻할까? 

  

부처님은 오른쪽길, 즉 바른길(팔정도)로 갔을 때 잠깐만 가면 숲을 지나고 늪

을 지나고 절벽을 지나면 풍요로운 평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평원은 

무엇을 뜻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Kho tissa, avijjāyetaṃ adhivacanaṃ. 'Mahantaṃ ninnaṃ pallalanti' kho 

tissa, kāmānametaṃ adhivacanaṃ.'Sobebhā papātoti' kho tissa, 

kodhupāyāsassetaṃ adhivacanaṃ. 'Samo bhumibhāgo ramaṇīyoti' kho tissa, 
nibbānassetaṃ adhivacanaṃ. 

  

띳사여, 커다란 우거진 숲이란 무명을 말하는 것이다. 커다란 깊은 늪지대란 감

각적 쾌락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험준한 절벽이란 분노와 절망을 말하는 것

이다. 풍요로운 평원이란 열반을 말하는 것이다. 

  

(Tissa sutta-띳싸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4,전재성님역) 

  

  

길을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길로 갔을 때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평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평원은 바로 열반을 뜻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평원

이라 번역된 빠알리어는 bhūmibhāga 이다. 이는 ‘a piece of land’의 뜻으로 

‘평화로운 곳’ 즉 열반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The delightful 

expanse of l evel ground’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누릴만한 평지’라 하였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지금 두 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때는 ‘오른 길’로 가야 한다. 이때 

오른 길은 오른쪽 방향의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른 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른쪽 길이 있다면 ‘왼쪽 길’도 있을 것이다. 진리의 길로 따졌을 때 

왼쪽 길은 길이 아니다. 물론 왼쪽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마부가 들어 선 길은 길이 아닌 길로서 왼 쪽 길이라 볼 수 있

다. 바른 길로 가야만 함에도 왼쪽 길로 들어 섰다는 것은 진리와 거리가 멀어

짐을 뜻한다. 만일 두 갈래 길에서 왼 쪽으로만 죽 가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

게 될 것이다. 유전하고 윤회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른 길로 들어서서 



팔정도의 길로 간다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열반을 성취하

였을 때 불사(不死: atama)가 되기 때문이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면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기자회견이라

는 수단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공인들이 

눈물을 흘리면 대게 사람들은 동정심이 발동한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면 동정심을 유발한다. 특히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

았을 때 그렇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 모두 진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더욱 더 악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행은 왜 하는가? 그것은 초기경전에서 매우 명쾌 하게 설명되어 있다. 자기자

신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적들이 서로 미워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눈물 흘리며 후회할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다. 그

래서 하늘아들 케마는 부처님 면전에서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 쓰디쓴 열매를 가져오는 사악한 행위를 지어 가네(S2.22)”라고 

노래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마부의 비유를 들었다. 

  

오온의 죽음 

  

마차는 마부가 가자는데로 간다. 그런데 마부가 갑자기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 

섰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오른 편은 길이지만, 왼편은 

험하고 울퉁불퉁한 길임에도 기어이 이 길로 들어섰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 못

가서 마차는 서 버릴 것이다.  

  

부처님은 게송으로 “어리석은 자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 아닌 것을 따

르니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네. 차축을 망가뜨려 걱정하듯이.(S2.22)”라 하였

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마부에 해당되고 가르침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은 두 

갈래 길에서 바른 길이 아닌 길로 들어 섰음을 뜻한다.  

  

그런데 도중에 차축이 망가졌다고 하였다. 이는 오온의 죽음으로 볼 수 있다. 

바른 길이 아닌 왼 길(바르지 않은 길)로 들어 섰다는 것은 가르침이 아닌 외도

의 가르침을 따라 갔다는 말과 같다. 그 외도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결국 육체

적인 죽음을 맞이 하게 된다. 이는 길을 잘못 들어 차축이 망가진 것과 같다. 

그래서 오온의 죽음으로 결국 죽게 된다. 죽게 되면 행위가 남아 있는 한 ‘다

시태어남(再生)’을 유발한다.  

  



다시태어남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네”라 하였다. 죽음의 

입속으로 들어감을 말한다. 외도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원수로 여겨 막행막식

을 하였다면 악처로 가기 쉽다. 그래서 육도를 유전하고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된

다.  

  

오온의 집착을 놓아 버린 자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바른 길로 가는 것과 같다. 두 갈래의 길

이 있을 때 바른길을 말한다. 이런 오른길이 팔정도의 길이다. 그래서 팔정도의 

길은 탄탄대로이다. 그래서 도중에 차축이 망가져 오도가도 못할 염려는 없다. 

그 바른 길로 죽 가면 목적지에 다다른다. 그 목적지에 다다랗을 때 죽어도 죽

지 않는다. 더 이상 오온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의 죽음이란 있을 수 없

다. 이렇게 오온의 집착을 놓아 버린 자는 ‘불사(不死: atama)’에 이르게 된

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 것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님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알아서 

어리석은 마부를 본받지 않고 

올바로 실천하고 정진하네.”(S2.22) 

  

  

  

2014-10-07 

진흙속의연꽃 

  

 

 

 

 

38. 낚싯줄에 걸려든 이교도의 스승들 

  

  

여러 이교도 제자들이 

  

상윳따니까야에 ‘여러 이교도 제자들의 경(S2.30)’이 있다. 이교도라 함은 부

처님 당시 육사외도를 지칭한다. 경에 따르면 육사외도의 제자들이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때 많은 여러 이교도의 제자들로 하늘아들 아싸마, 싸할리, 님카, 아코따까, 

베땀바리와 마나바가미야가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벨루 숲을 밝히며 세

존께 계신 곳으로 찾아 왔다. 



  

(여러 이교도 제자들의 경, 상윳따니까야 S2.30, 전재성님역) 

  

  

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늘사람들이다.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 것이다. 

천상에 태어난 이전의 육사외도들이 부처님 면전에 나타나 자신의 스승에 대하

여 칭찬한다.  

  

이교도들도 천상에 태어나는가? 

  

육사외도는 삿된 견해로 알려져 있다. 삿된 견해를 가지면 악처에 태어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육사외도의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천

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 ‘여러 외도들의 신도인 많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업의 가

르침을 옹호하는 들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보시를 베푸는 등의 공덕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우리들의 스승에 대한 

청정한 믿음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십력을 

가진 [부처님]의 곁에 가서 우리스승들을 칭송하리라.’라고 하면서 세존을 뵈

러 와서 각자의 게송을 읊은 것이다.”(SA.I.126) 

  

(상윳따니까야 1 권 340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의 각주에 따르면 외도가 하늘나라에 태어 난 것은 보시공덕이 가장 컷

다고 하였다. 또 청정한 믿음(pasada)를 가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부분과 관

련하여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Spk:  

1) "These young devas were proponents of kamma; therefore they performed 

meritorious deeds and were reborn in heaven. Thinking that they had been 

reborn there on account of their confidence in their respective teachers, 

they came to the Buddha in order to recite verses in praise of those 

teachers."  

  

2) Both Puranaa Kassapa and Makkhali Gosala advocated doctrines that were 

opposed to the Buddhist teaching on kamma; their teachings are classified 

among the views that normally lead to a bad rebirth.  

  

(CDB1 권 190 번 각주, 빅쿠보디) 



  

  

대체로 초불연의 각주와 유사하다. 다만 초불연에서 언급 되지 않은 내용이 있

다. 그것은 두 번째 문단의 뿌라나 깟사빠와 막칼리 고살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이 두 외도의 스승이 부처님의 업의 가르침과 반대 되

는 견해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their teachings are 

classified among the views that normally lead to a bad rebirth.” 라 하였

다. 외도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악처로 이끈다는 뜻이다. 

  

누구나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상에 태어 나기 위해서는 보시와 지계와 믿음이라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비록 외도라 하더라도 천상에 태어날 조건은 갖춘 것이다. 

  

어느 종교이든지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내세에 천상에 태어나 현세 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등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가장 먼저 민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종교에서든지 강

조 되는 사항이다. 다음으로 보시이다. 이는 이웃에 대한 봉사, 또는 베푸는 삶

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계이다. 어느 종교이든지 계행을 지킬 것을 강조

한다. 대부분 살인, 거짓말, 음행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과 보시와 지계의 생활을 하면 보통사람들 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에 대한 과보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불교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믿음, 보시, 지계를 하면 하늘나라에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종교를 갖지 않아도 평생 착하고 건전하게 살았다면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뿌라나 깟사빠에 대한 칭찬 

  

‘여러 이교도 제자들의 경(S2.30)’에서는 네 명의 이교도 제자가 등장하여 이

전생의 스승에 대하여 칭송한다. 먼저 뿌라나 깟사빠에 대하여 칭찬하는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아싸마의 뿌라나 깟사빠 찬탄, (S2.30)) 비  고 

빠알리 Idha chinditamārite 

hatajānīsu kassapo 

Pāpaṃ na samanupassati 

puññaṃ vā pana attano, 

Sa ve vissāsamācikkhi 

satthā arahati mānananti.  

육구게 

전재성님역 [아싸마] 육구게 



“세상에서 베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맞거나 손해를 보아도 

깟싸빠는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스스로 공덕을 나타내지 않네. 

참으로 믿음의 바탕을 가르치니 

스승으로 존경받을만하네.” 

각묵스님역 “깟사빠는 자르고 죽이고 때려도 죄악이 아니라 하고 

자신에게 공덕이 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신뢰의 기반을 가르쳤나니 

그는 존경 받을 만한 스승입니다.” 

사구게 

빅쿠보디역 "In injuring and killing here,  

In beating and extortion,  

Kassapa did not recognize evil  

Nor see any merit for oneself.  

He indeed taught what is worthy of trust:  

That teacher deserves esteem."  

육구게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뿌라나 깟사빠를 찬탄하는 게송이다. 그런 아싸마는 이전 

생에서 뿌라나 깟사빠의 제자이었다. 그래서“세상에서 베이거나 죽임을 당하거

나 맞거나 손해를 보아도 깟싸빠는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스스로 공덕

을 나타내지 않네”라고 노래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뿌라나 깟사빠의 도덕 부정론 

  

초기경전에서 이교도의 가르침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뿌라나 깟사빠의 도

덕 부정론은 다음과 같은 정형구 형태로 발견된다. 

  

  

“참으로 업을 짓거나 업을 짓도록 시켜도, 살육하거나 살육하도록 시켜도, 학

대하거나 학대하도록 시켜도, 괴롭히거나 괴롭도록 시켜도, 억누르거나 억누르

도록 시켜도, 협박하거나 협박하게 시켜도,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

앗고, 가택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절도하고, 노략질하고, 타인의 처를 겁탈하

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면도칼처럼 예리한 바퀴로써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조각

조각 고깃덩이로 잘라도 그것으로 인한 죄악이 없으며, 또한 죄악의 과보도 받

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갠지스 강의 남쪽을 다니면서 살육하거나 살육을 시키며, 절단하거

나 절단하도록 시키며, 학대하거나 학대하도록 시켜도 그것으로 인한 죄악이 없

으며 또한 죄악의 과보도 없다.  

  

어떤 사람이 갠지스 강의 북쪽을 다니면서 보시하거나 보시하도록 시키고, 제사

지내거나 제사지내도록 시켜도 그것으로 인한 공덕이 없으며 또한 공덕의 과보

도 없다.  

  

보시에 의해서도 수행에 의해서도 계행을 지키더라도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으

로 인한 공덕이란 없으며 또한 그 공덕의 과보도 없다.” (M60) 

  

  

뿌라나 깟사빠는 원인과 업보를 부정하는 주장을 폈다. 악한 일을 하거나 선행

을 하거나 간에 둘 다 선악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일

반적으로 ‘도덕부정론’이라 한다. 

  

도덕부정론자 뿌라나 깟사빠의 가르침을 추종하였던 아싸마는 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태어난 요인으로 선업공덕

(meritorious deeds)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뿌라나 깟사빠의 가르침이 도덕 

부정론이긴 하지만 보시를 베푸는 등의 공덕을 쌓았고, 더구나 스승에 대한 청

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싸마는 부처님 면전에서 “참으로 믿음

의 바탕을 가르치니 스승으로 존경받을만하네”라고 하여 자신의 스승을 찬탄하

고 있다. 

  

육구게와 사구게 

  

번역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육구게의 번역과 

사구게의 번역이다. 빠알리원문 육구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재성님과 빅쿠보

디는 육구게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사구게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사

구게로 번역되다 보니 시어라기 보다 ‘산문’처럼 보인다. 

  

막칼리 고살라에 대한 칭찬 

  

다음으로 하늘아들 싸할리의 게송이다. 싸할리는 막칼리 고살라의 제자이었다. 

싸할리가 읊은 게송에 대한 번역비교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싸할리의 막칼리 고살라 찬탄, (S2.30)) 비  고 



 

 

이 게송에서 키워드는 고행과 금욕이다. 이는 고행과 금욕의 가르침을 펼친 막

칼리 고살라에 대한 찬탄이다.  

  

막칼리 고살라의 숙명론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막칼리 고살라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정

형구로 표현된다.  

  

  

“뭇 삶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뭇 삶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오염된다. 뭇 삶이 청정해지는데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뭇 삶은 원

인 없이, 조건 없이 청정해진다. 거기에는 힘도 없고 애씀도 없고 사람의 노력

도 없고 사람의 열성도 없다. 모든 뭇 삶,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영혼은 

자유가 없이 힘도 없이 노력도 없이 결정과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하여 서로 변

이하며 여섯 가지 종에 따라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는다.”(M76) 

  

  

이와 같은 막칼리 고살라의 주장에 대하여 숙명론이라고 한다. 이는 결정론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결정과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빠

알

리 

Tapojigucchāya susaṃvutatto  

vācaṃ pahāya kalahaṃ janena, 

Sa mosavajjā virato saccavādī  

nahanūna tādī pakaroti pāpanti. 

Tapojigucchāya 

전

재

성

님

역 

[싸할리] 

“싫어하여 떠남과 고행으로 잘 길들여 

사람들과의 논쟁과 다툼을 버리고 

비난 받을 말을 떠나 평등하게 진실을 말하네. 

참으로 이처럼 악을 짓지 않는다네.” 

싫어하여 떠남과 

고행 

각

묵

스

님

역 

“고행 통한 금욕으로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말을 버렸으며 

거짓말을 금하고 곧고 바른 말 하는 분 

참으로 그런 분은 악을 짓지 않습니다.” 

고행 통한 금욕 

빅

쿠

보

디

역 

"By austerity and scrupulousness  

He attained complete self-restraint. 

He abandoned contentious talk with people,  

Refrained from falsehood, a speaker of 

truth. 

Surely such a one does no evil.” 

austerity and 

scrupulousness 



막칼리 고살라는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들이 강하게 결정 되어 있는 것을 너

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사건들이 미리 결정 되어 있으며 운명지어져 있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막칼리 고살라의 주장을 따르는 무리에 대하여 아위

지까(Ājīvika)라 하며 한자어로 사명외도(邪命外道)라 한다. 

  

고행을 통한 금욕? 

  

게송에서는 막칼리 고살라의 이론이 요약 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고행과 

금욕 등으로 스승을 찬탄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말이 ‘Tapojigucchāya’

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이 단어에 대하여 ‘고행을 통한 금욕’이라 번역하였

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고행을 통한 금욕으로 옮긴 원어는 Tapo-jigucchā 이다. 디가니까야 우둠바리까

사자후 경(D25) 등에서도 그곳에 해당되는 주석서를 참조하여 고행을 통한 금욕

으로 옮겼다. 

  

(초불연 상윳따 1 권 343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빠알리어 ‘Tapojigucchāya’에 대하여 ‘고행을 통한 금욕’으로 

번역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서와 복주석서를 참고 하여 그렇게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주석적 번역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적 번역을 한 또 하나의 이유로서 “주석서와 복주석서의 설명에서 

병렬접속사 ‘ca’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고행과 금욕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코멘트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묵스님은‘Tapojigucchāya’

에 대하여 ‘고행과 금욕’으로 번역하지 않고 ‘고행을 통한 금욕’으로 번역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빅쿠보디는 ‘Tapojigucchāya’에 대하여 ‘austerity and scrupulousness(내핍

과 면밀함)’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고행과 금욕’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 번욕은 빅쿠 보디와 달리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재성님은 

‘싫어하여 떠남과 고행’으로 번역하였다. 

  

‘Tapojigucchāya’은 ‘Tapo (Religious austerity, 苦行) +jigucchā(Disgust, 

厭離)’ 형태이다. 특히 jigucchā 라는 단어는 ‘disgust for; dislike; 

detestation’로 설명 되어 있는데, 이는 한자어로 ‘염리(厭離)’의 뜻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싫어하여 떠남과 고행’으로 번역한 것이다. 빅쿠 보디 역

시 같은 뜻으로 고행과 금욕이라는 의미로서 ‘austerity and scrupulousness’

라 번역하였다.  

  



빅쿠 보디는 각주에서 주석의 견해가 ‘scrupulousness by austerity(내핍에 따

른 용의 주도함)’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고행과 금욕’의 뜻

으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의 경우 주석과 복주석의 견해를 중시하여 ‘고행 통

한 금욕’이라 하였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로서 병렬접속사 ca 가 없기 때문이

라 하였다.  

  

금욕과 고행은 어떻게 다른가?  

  

금욕은 반드시 고행을 통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금욕과 고행은 어떻게 

다를까? 사전에 따르면 금욕은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금함’이라 설명 되어 

있고, 고행은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수행을 쌓는 일’아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행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볼 수 있다. 그

런데 각묵스님은 ‘고행 통한 금욕’이라 하였다. 금욕하는 것을 더 힘든 것으

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행을 통한 금욕’이라는 말은 설

득력이 떨어진다.  

  

‘Tapojigucchāya’라는 단어가 비록 병렬접속사 ca 가 보이지는 않지만 ‘고행

과 염리’또는 ‘고행과 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하다. 또 ‘구역질 나는 고행’

의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없다. 외도

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찬탄하는데 있어서 구역질 나는 고행이라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전재성님은 “싫어하여 떠남과 고행으로”라 하였고, 

빅쿠보디는 ‘austerity and scrupulousness’라 번역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고행 통한 금욕’이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확연하게 차이 나는 번역 

  

게송에서 세 번째 구절은 ‘Sa mosavajjā virato saccavādī’이다. 이에 대한 

번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전재성님은 “비난 받을 말을 떠나 평등하게 진

실을 말하네.”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거짓말을 금하고 곧고 바른 말 하는 

분”이라 하였다. 여기서 ‘비난 받을 말’과 ‘거짓말’이 대비 된다. 왜 이렇

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Mosavajjā 는 ‘untruth’의 뜻이다. ‘진실이 아님’이라는 말이다. Virato 는 

viramati 의 과거형이다. Viramati 는 ‘abstains; refrains; desists; ceases’

의 뜻으로 자제(自制)의 의미이다. 따라서 ‘mosavajjā virato’는 ‘진실이 아

닌 것을 자제한’의 뜻이 된다. 그래서 전재성님의 ‘비난 받을 말을 떠나’라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거짓말을 금하고’라 하였다. 왜 ‘거

짓말’이라 번역하였을까? 

  

‘Sa mosavajjā virato saccavādī’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Refrained from 

falsehood, a speaker of truth”라 하였다. 이는 “거짓을 억제하고 진실을 말

하는 자”라 번역된다. 이런 번역은 각묵스님의 번역과 일치한다.  

  



니간타 나타뿟따에 대한 칭찬 

  

다음으로 하늘아들 님카의 게송이다. 이는 자이나교의 교주인 니간타 나타뿟따

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구  분 님카의 니간타 나타뿟따 찬탄, 

(S2.30)) 

비  고 

빠알리 Jegucchi nipako bhikkhu  

cātuyāmasusaṃvuto, 

Diṭṭhaṃ sutañca ācikkhaṃ 

nahanūna kibbisī siyāti.  

bhikkhu 

전재성님역 [님카] 

“싫어하여 떠남의 슬기로운 수행승 

네 가지 계행으로 몸을 길들여 

보고 들은 것을 구현하는 님 

참으로 어떠한 허물도 없네.” 

수행승 

각묵스님역 “고행을 행하고 분별력 있는 비구는 

네 가지 제어로써 단속을 실천하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

나니 

분명 그는 악덕을 짓는 자가 아닙니

다.” 

비구 

빅쿠보디역 " A scrupulous discerning bhikkhu,  

Well restrained by the four 

controls, 

Explaining what is seen and heard:  

Surely, he could not be a sinner."  

bhikkhu 

  

  

자이나교 수행자도 빅쿠라 하는가? 

  

첫번째 구절을 보면 ‘Jegucchi nipako bhikkhu’라 하여 빅쿠라는 말이 나온

다. 빅쿠라는 말은 불교수행자에게 해당되는 말로 알고 있는데 자이나교도에게

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일까? 

  

Bhikkhu 에 대한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m.] a Buddhist monk’라 설

명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붙여 주는 호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빅쿠가 ‘A beggar(걸식자); a mendicant friar(탁발하는 

수사)’의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탁발에 의존하는 수행자를 빅쿠라 볼 수도 

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빅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수행자라는 뜻으로 ‘사만

냐’라 한다. 그래서 빅쿠와 사만냐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그럼에도 니간타 나



타뿟따의 제자들에 대하여 빅쿠라 붙여 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에 대한 각주

가 없어서 알 수 없다. 

  

자이나교의 네 가지 계행 

  

게송에서 자이나교의 “네 가지 계행으로 몸을 길들여(cātuyāmasusaṃvuto)”라

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네 가지 계행이란 무엇을 말할까?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MN.I.377 에 의하면 ‘네 가지의 금기에 의한 제어(cātuyāmasusaṃvara)’이다. 

네 가지 금기에 의한 제어는 

  

1) 모든 물을 사용하지 않고 

2) 모든 악을 떠나는 것에 따르고 

3) 모든 악을 떠나는 것을 책임으로 하고 

4) 모든 악을 떠나는 것에 도달한다. 

  

이 네 가지 금계가운데 첫 번째 모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만은 이해할 

수 없다. 붓다고싸에 의하면 이 단어는 생명이 있을지 모르는 차가운 물을 마시

는 것에 대한 금지를 뜻한다. 

  

(상윳따 1 권 768 번 각주, 전재성님) 

  

  

네 가지 금계 가운데 물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특히 차가운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하는데, 차가운 물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뜨거운 물만 마시는가? 물을 끓였을 때 살생하는 것이 

아닐까? 

  

찬물이라 하였는데 

  

자이나교도의 네 가지 금계에 대한 이야기는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D2)에서 

볼 수 있다. 초불연 각묵스님은 “대왕이여, 여기 니간타는 모든 찬물을 금하

고..”라고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이 ‘찬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주석적 번역이

다. 원문에는 ‘sabbavarīvarīto’라 되어 있다. Varī 는 water 의 뜻이다. 따라

서 “모든 물을 사용하지 않고”라고 번역된다. 그럼에도 찬물이라 한 것은 주

석적 설명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빅쿠보디는 “He is curbed by all 

curbs,(모든 억제에 의하여 억제 되고)”라 하였다.  

  

외도 스승에 대한 비판 

  



아싸마의 뿌라나 깟사빠 찬탄, 싸할리의 막칼리 고살라 찬탄, 그리고 님카의 니

간타 나타뿟따 찬탄이 소개 되었다. 이와 같은 외도 스승에 대한 찬탄에 대하여 

하늘아들 아코따까는 “빠꾸다 까띠야나와 니간타, 또한 막칼리와 뿌라나는 무

리의 스승으로 수행자가 된 사람 실로 참사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네.(S2.30)”라고 역시 찬탄한다.  

  

하지만 모두 찬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아들 베땀바리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비판하였다. 

  

  

구  분 베땀바리의 외도스승 비판(S2.30)) 비  고 

빠알리 Sahācaritena chavo sigālo 

Na kotthuko sīhasamo kadāci, 

Naggo musāvādī gaṇassa satthā 
Saṅkassarācāro na sataṃ sarikkhoti. 

  

전재성님역 “무엇을 해도 승냥이는 가련하니, 

울부짓지만 결코 사자와 같지 않네. 

벌거벗은 고행승과 거짓말쟁이의 군중의 

선동자는 

믿을 수 없는 생활로 참사람이라 결코 

볼 수 없네.” 

  

각묵스님역 자칼은 아무리 짖어도 비천한 동물일 뿐 

결코 그가 사자 같을 수는 없다네. 

벌거벗고 거짓말하는 무리의 지도자가 

의심스런 행동을 하니 

참된 사람 닮은 점은 어디에도 없다

네.” 

  

빅쿠보디역 "Even by howling along the wretched 

jackal 

Remains a vile beast, never the 

lion's peer. 

So though he be the teacher of a 

group, 

The naked ascetic, speaker of 

falsehood, 

Arousing suspicion by his conduct,  

Bears no resemblance to superior 

men.” 

  

  

게송은 사구게로 되어 있다. 전재성님은 사구게로 번역하였지만 빅쿠보디와 각

묵스님은 오구게이다. 

  

승냥이와 자칼 



  

하늘사람 베땀바리는 육사외도의 스승에 대하여 ‘sigālo’라 하였다. 이는 

jackal 을 말한다. 그래서 빅쿠보디도 자칼이라 하였고 각묵스님도 자칼이라 하

였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승냥이라 하였다. 

  

승냥이는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인도들개’라 한다. 승냥이에 대한 영어표현

은  ‘dhole(인도 지방의 사나운 들개), cuon alpinus’ 이다. 일본어로는 ‘ヤ

マイヌ(山犬)’라 하여 ‘산개’라 하였다.  

  

Jackal 은 어떤 동물일까? 영영사전에 따르면 자칼은 개처럼 생긴 거친 야생동

물로서 아프리카나는 남부아시아에 산다고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승

냥이나 자칼은 모두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승냥이 또는 자칼을 뜻하는 

Sigāla 는 ‘[m.] a jackal, 野干, ジャッカル, 豺狼’이라 되어 있다. 

  

서로 다른 번역 

  

게송 첫번째 구절에 ‘Sahācaritena’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대하여 각묵스님

은 ‘아무리 짖어도’라 번역하였다. 각주에 따르면 주석에 따른 것이라 하였

다. ‘Sahācaritena’가 원래 ‘행실로 더불어’라고 해야 Ee2 에서는 

saharavena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짖어도’라도 번역한 것이라 한다.  

  

빅쿠보디의 경우 ‘Even by howling along’이라 하여 ‘짖을지라도’의 뜻으로 

번역하여 초불연 번역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 하여 “In pada a, Be and Se 

read s Sahācaritena; Eel reads saharavena, corrected in Ee2 to saharavena, 

along with (his) howling."라 되어 있다. 초불연 각주와 내용이 일치한다. 그

러나 전재성님은 ‘무엇을 해도’라 번역하여 ‘Sahācaritena’의 원뜻대로 번

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승냥이와 사자 

  

게송에서 자칼은 사자와 대비된다. 자칼은 외도의 스승으로 묘사 되어 있고, 사

자는 부처님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자칼은 매우 야비하고 비천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위풍당당하게 사자후를 토하는 사자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다.   

  

베땀바리는 외도 스승에 대하여 승냥이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에다 

믿을 수 없는 선동자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 하였다. 그런자들은 결코 참사람(sataṃ)이	아니라	하였다.	  	 
빠삐만이	말하기를	  	 
베땀바리가	외도의	스승에	대하여	혹평하자	이번에는	빠삐만이	등장한다.	빠삐

만은	항상	부처님과	반대	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빠삐만은	외도

의	스승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을까?	  



  

  

구  분 빠삐만의 외도스승 찬탄(S2.30)) 비  고 

빠알리 Tapo jigucchāya āyuttā  

pālayaṃ pavivekiyaṃ, 

Rūpe ca ye niviṭṭhāse 
devalokābhinandino, 

Te ve sammānusāsanti 

paralokāya mātiyāti.  

Rūpa 

전재성님역 [빠삐만] 

“싫어하여 떠남과 고행에 열중하고 

금기의 삶을 실천하며 

하늘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즐기고자 

미세한 물질계에 마음을 둔 사람들,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님들이 

저 세상을 위한 올바른 스승이라네.” 

미세한 물질계 

각묵스님역 “고행-금욕에 몰두하고 한거(閑居)를 

보호하며 

형색에 안주하고 신의 세상 기뻐하며 

죽기마련인 이 분들은 저 세상을 위해 

바르게 가르침을 세상에 펴십니다.” 

형색 

빅쿠보디역 "Those engaged in austerity and 

scrupulousness, 

Those protecting their solitude,  

And those who have settled on form,  

Delighting in the world of devas:  

Indeed, these mortals instruct 

rightly 

In regard to the other world.” 

form 

  

 

죽을 수밖에 없는 외도 스승들 

  

악마 빠삐만의 입을 빌어 읊은 이 게송은 외도 스승의 한계를 보여 준다. 이에 

대하여 ‘mātiyāti’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Mātiyā 는 ‘mortal, 死ぬベき’

의 뜻이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임을 말한다. 마치 ‘화살의 경(Sn3.8)’에

서 처럼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

이 닥치는 것입니다. 뭇삶의 운명은 이러한 것입니다.(stn575)”라고 표현 되어 

있듯이 외도의 스승들 역시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외도의 스승들이 고행과 금욕, 그리고 금계에 몰두하지만 결국 죽을 수 밖에 없

는 운명이다. 그런데 게송에 따르면 “하늘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즐기고자 미세



한 물질계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라 하였는데, 이는 고작 천상에 태어남에 지

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천상이란 어떤 천상일까? 

  

Rūpa 의 의미는? 

  

외도들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삿된 견해를 가지면 악처에 떨어진

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보시공덕을 쌓는 이도 있을 것이고, 스승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도 있을 것이고, 계를 잘 지키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상

에 태어나게 되는데, 게송에 따르면 ‘미세한 물질계에 마음을 둔다(Rūpe ca ye 

niviṭṭhāse)’거나, ‘하늘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즐긴다(devalokābhinandino)’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색계천상’임이 틀림 없다.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가 있다. 이를 열 가지로 표현한다. 그 중에 

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를 ‘색계에 대한 집착’이라 한다. 빠

알리어로 ‘rūpa-rāga’ 라 한다. 여기서 Rūpa 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미세한 

물질계’라 번역하였다. 이는 색계세상을 뜻한다. 왜 색계세상이라 보는가? 게

송에서 네 번째 구절을 보면 ‘paralokā(저세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rūpa 에 대하여 ‘형색(形色)’이라 번역하였다. 

  

형색(形色)이라 번역한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rūpa 에 대하여 왜 형색이라 번역하였을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형색’은 rūpa 를 옮긴 것이다. 본 게송과 다음 게송에 나타나는 rūpa

는 물질로도 옮길 수 있고 형색(형상 혹은 색깔)으로도 옮길 수 있다. 역자는 

“갈애와 사견으로 인해 눈과 형색의 법들에 집착하는 것(SAT.i.147)이라는 복

주석서의 설명을 참조하여 형색(形色)으로 옮겼다. 

  

(초불연 상윳따 1 권 351 번 각주, 각묵스님) 

  

  

형색이라는 말은 초불연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아직까지 한글사전에는 등재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물질을 뜻하는 rūpa 에 대하여 형색으로 번역한 것에 

대하여 복주석서를 참고 하였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rūpa 의 번역어 형색은 

주석적 번역이라 볼 수 있다. 빅쿠보디는 ‘form’이라 번역하였다. 

  

전재성님의 의역 

  

전재성님과 각묵스님의 번역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구절이 있다. 

‘pālayaṃ pavivekiyaṃ’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금기의 삶을 실천하며”라 하



였고, 각묵스님은 “한거(閑居)를 보호하며”라 하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Tapo jigucchāya āyuttā pālayaṃ pavivekiyaṃ : Srp.I.127-128 에서는 고행자

들의 여러 가지 금기, 즉 이발을 금하여 머리를 기르는 것, 옷을 금하여 벌거벗

고 다니는 것, 발우공양을 금하여 개가 땅바닥에서 먹듯이 먹는 것, 침상을 금

하여 가시 위에서 잠자는 것 등이 나열 되어 있다. 

  

(상윳따 1 권 777 번 각주, 전재성님) 

  

  

‘pālayaṃ pavivekiyaṃ’에서 pavivekiya 의 뜻은 ‘(즐거운) 고독으로부터 벗

어남’을 뜻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앞구절 고행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금

기의 삶, 금계의 삶을 뜻한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금기를 나열하

고 있다.  

  

각묵스님의 경우 “한거(閑居)를 보호하며”라 하였다. 이는 직역한 것이다. 그

러나 문맥과는 맞지 않는다. 빅쿠 보디는 ‘protecting their solitude’라 하

여 ‘(즐거운) 고독을 보호하며’라 하였다. 이는 pavivekiya 의 뜻인 

‘springing from solitude(즐거운 고독으로부터 벗어남)’와 일치한다. 즐거운 

고독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금계를 지키는 고행을 말한다. 이렇

게 보았을 때 직역함으로 인하여 뜻이 통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은 ‘금기의 삶을 실천하며’라고 의역하였다고 본다. 

  

“나무찌여, 이 모두를 너는 칭찬하지만” 

  

악마 빠삐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외도 스승들을 찬탄하였다. 이를 

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서 답 하였다. 

  

  

구  분 부처님의 게송(S2.30)) 비  고 

빠알리 Ye keci rūpā idha vā huraṃ vā 

Ye antalikkhasmiṃ pabhāsavaṇṇā, 
Sabbeva te te namucippasatthā  

Āmisaṃva macchānaṃ vadhāya khittāti. 

  

전재성님역 [세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떠한 형상도, 

공중에 있으면서 빛나는 아름다움도, 

나무찌여, 이 모두를 너는 칭찬하지만 

물고기를 죽이려고 던진 미끼에 불과하

네.” 

  

각묵스님역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형색도 

허공에서 빛 발하는 아름다움조차도 

  



나무찌여, 이 모두를 그대 칭송하지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진 미끼에 불과할 

뿐이라.” 

빅쿠보디역 "Whatever forms exist here or beyond,  

And those of luminous beauty in the 

sky, 

All these, indeed, you praise, Namuci, 

Like bait thrown out for catching 

fish." 

  

  

  

  

부처님은 악마 빠삐만에 대하여 나무찌(namuci)라 하였다. 여기서 namuci 라는 

말은 ‘해탈하지 못한 자’란 뜻을 지난 악마의 이름이다.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주석을 인용하여 “he does not free (na muci)”라 하였다.  

  

  

부처님의 성도과정에서 

  

나무치찌는 악마의 이름은 숫따니빠따에서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성도과정에

서 있어서 악마 나무치와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찌여, 이것들은 그대의 군대,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비겁한 자는 그를 이겨낼 수가 없으나  

영웅은 그를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차라리 나는 문자 풀을 걸치겠다.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게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Sn3.2) 

  

  

이 경은 부처님의 고행정진에 대한 것이다. 각주에 따르면 부처님이 향실에서 

출가의 경(Sn3.1)을 설하고 난 뒤에 “나는 육년간이나 정진하며 고행을 했는

데, 오늘 수행승들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설한 것이라 한다. 

이를 나중에 아난다가 기억을 되살려 수행승들에게 들려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

다.  

  

경을 보면 악마와 싸우는 장면이다. 부처님이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에 

‘나무치’라 불리는 악마와 싸우는 장면인데 장소는 네란자라강(니련선하)이

다. 



  

경을 보면 악마의 군대에 대한 묘사가 보인다. 흔히 마군(魔軍)이라 불리운다. 

우리말로 ‘마구니’라고도 한다. 빠알리어로는 ‘마라세나(māra-senā)’ 라 한

다. 이와 같은 마라세나에 대하여 부처님은 “코끼리 위에 올라탄 악마와 더불

어, 주변에 깃발을 든 군대(stn442)”라 하였다. 악마의 대장이 코끼를 타고 수 

많은 깃발을 든 악마의 군대가 부처님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장면이다.  

  

부처님은 성도를 방해하는 악마의 군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패해서 사

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며 문자풀을 걸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자풀을 걸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말

한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머리둘레나 깃발이나 무기에 문자풀을 

묶은 것이다. 

  

물질에 대한 칭송은 

  

부처님은 외도 스승들을 칭찬하는 자가 나무찌임을 알았다. 이처럼 물질을 칭송

하는 나무찌에 대하여 “물고기를 죽이려고 던진 미끼에 불과하네(Āmisaṃva 

macchānaṃ vadhāya khittāti)”라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일까? 이에 대하여 빅

쿠보디는 "Just as a fisherman throws out bait at the end of a hook for the 

purpose of catching fish, so, by praising these forms, you throw them out 

in order to catch living beings."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진 미끼란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바늘 끝에 꿴 미

끼를 던지는 것처럼 그대는 이러한 물질들을 칭송하면서 중생들을 잡기 위해 이

들을 던져놓았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다.(SA.i.128) 

  

(초불연 상윳따 1 권 353 번 각주, 각묵스님) 

  

  

나무찌가 물질들을 칭송하는 것은 살아 있는 중생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빅쿠보디의 표현에 따르면 ‘living beings’라 하였으므로 살아 있는 존재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던진 미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물

질에 대한 칭송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오온에 대하여 집착하면 윤회 하게 된다. 나무찌는 물질이라는 미끼로 살아 있

는 존재를 잡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물고기를 죽이려고 던진 미끼”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See 35:230’라 하였다. 상윳따니까

야 S35.230 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어부의 비유에 대한 경을 보면 “그 수행승

은 악마의 낚싯바늘에 걸려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져 악마 빠삐만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S35.230)”라 표현 되어 있다. 

  



악마 빠삐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여섯 종류의 낚싯바늘에 묶였기 때문이

다. 게송에서는 물질 하나만 표현 되어 있으나 경에서는 형상(물질)을 포함하

여,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 등 여섯 가지로 표현 되어 있다.  

  

마나바가미야의  부처님찬탄 

  

여섯 종류의 낚싯바늘에 꿰이면 악마의 수중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끊임 없이 삶과 죽음을 반복해야 한다. 외도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 역시 

낚싯 바늘에 꿰인 것과 같다. 외도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게송으로 답하자 하늘아들 마나바가미야가 다음

과 같이 부처님을 찬탄한다. 

  

  

[마나바가미야] 

  

“라자가하 시의 산들 가운데 

비뿔라 산이 가장 훌륭하고 

히말라야에서는 흰 산이 가장 훌륭하며 

하늘을 도는  것 가운데 태양이 가장 훌륭하고 

  

물 가운데 바다가 가장 훌륭하며 

별자리 가운데 달이 가장 휼륭하고 

하늘사람의 세계와 이 세상에서는 

깨달은 님이 가장 훌륭한 님이라 불리네.”(S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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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어리고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될 네 가지 

  

  

젊은사람 무시하지 말라 하였는데 

  

  

젊은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 보잘 것 없고 별 볼일 없다하여 무시

한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말이다. 어리다고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 꼬살라모음(S3)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세존] 

“대왕이여, 어리거나 작다고 깔보거나 어리거나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될 네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존재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왕족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뱀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불은 작다고 깔보거나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수행승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이 네 가지 존재는 어리거나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Daharasutta-젊은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 전재성님역) 

  

  

여기서 대왕은 꼬살라국의 빠세나디국왕을 말한다. 상윳따니까야 꼬살라모음은 

꼬살라국의 국왕과 왕비와 관련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주로 빠세나디국왕과 

부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경에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왕족과 뱀과 불과 수행

승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공통적으로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

겨서는 안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말씀 하신 것일까?  

  

경에 따르면 빠세나디국왕은 부처님과 대화를 하면서 육사외도의 스승들에 대하

여 언급하였다. 뿌라나 깟사빠, 막칼리 고살라, 니간타 나타뿟따, 산자야 벨라

뿟따, 빠꾸다 깟짜야나, 아지따 께사깜발린 이렇게 여섯 명의 외도 스승을 말한

다.  

  

외도 스승들은 부처님 보다 나이가 더 많았음에 틀림 없다. 이는 경에서 외도 

스승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따마께서는 나이도 젊고 출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의문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말과 같다. 이에 부처님은 어리다고 무시해서

는 안될 네 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하셨다.  

  

왕족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 

  

첫 번째가 왕족이다. 어리다고 왕족을 깔보거나 어리다고 왕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번역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Ṭhānaṃ hi so manussindo khattiyo 



rajjaṃ laddhāna khattiyo 

So kuddho rājadaṇḍena 
tasmiṃ pakkamate bhusaṃ, 

Tasmā taṃ parivajjeyya 

rakkhaṃ jivitamattano. 

전재성님역 “귀족이 인간의 지배자로 

왕의 지위에 오르고 

그의 분노를 사면 

처벌로써 맹렬히 공격당하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귀족 

각묵스님역 “끄샤뜨리야는 만인지상의 임금 되어 

왕국을 통치하는 경우가 있으리니 

그의 분노를 사면 왕의 형벌로 

크게 벌 받을 것이로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그를 잘 알아 피해가야 하노라.” 

끄샤뜨리야 

빅쿠보디역 “For it may happen that this lord of men,  

This khattiya, shall gain the throne,  

And in his anger thrash one harshly  

With a royal punishment. 

Therefore guarding one's own life,  

One should avoid him.” 

khattiya 

  

  

  

고대인도에서 사성계급이 있었다. 바라문, 크샤트리아, 평민, 노예 이렇게 알려

져 있다. 여기서 지배계급은 크샤트리아이다. 산스크리트어로 크샤트리아라 하

는데 빠알리어로는 캇띠야(khattiya)라 한다.  

  

캇띠야(khattiya)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귀족으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과 빅쿠 

보디는 산스크리트어 명칭대로 ‘끄샤뜨리야’라 하였다. Khattiya 에 대한 빠

알리사전을 찾아 보면 ‘[m.] a man of the warrior caste’로 되어 있다. 캇띠

야에 대한 또 다른 뜻이 ‘a prince, nobleman, 剎帝利, 王族’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귀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왕족에서 왕이 나온다.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지만 누가 왕이 될지 알 수 없다. 

비록 왕세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 되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주석에 따르면 “어린 왕자를 만났는데도 길을 비켜 주지 않거나 자리에서 일어

나지 않는 것은 그를 깔 보는 것이라 하였다. 더구나 “저래 가지고 어떻게 왕

위를 이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얕잡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그 어린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무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왕족을 무시하였다고 큰코 다친 이야기는 많다. 연산군이나 대원

군 이야기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왕족은 아무리 어려도 무시하거나 

얕잡아 봐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분노를 사면 맹렬히 

공격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뱀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뱀이다. 왜 무시해서

는 안될까?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Uccāvacehi vaṇṇehi 
urago carati tejasī 

So āsajja ḍase bālaṃ 

naraṃ nāriñca ekadā, 

Tasmā taṃ parivajjeyya 

rakkhaṃ jivitamattano. 

육구게 

전재성님역 “여러 모양을 바꿔 

맹독의 뱀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 

단번에 물어 버리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육구게 

각묵스님역 “맹독을 가진 뱀은 여러 모습으로 나투어서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자 공격하여 

단박에 물어버리도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그를 잘 알아 피해가야 하노라.” 

오구게 

빅쿠보디역 “For as that fierce snake glides along, 

Manifesting in diverse shapes,  

It may attack and bite the fool,  

Whether a man or a woman.  

Therefore guarding one's own life,  

One should avoid it.” 

육구게 

  

  

  

  



게송에 따르면 뱀이 모양을 바꾼다고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일까? 주석에 따르면 

“뱀은 어떠한 형상을 하고라도 뱀의 모습이나 보석의 모습이나 심지어 다람쥐

의 모습으로 변하여 먹이를 찾아 다닌다.(Srp.I.133)”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신화적이다. 인도신화에서 뱀이 모양을 바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

이다. 

  

축생들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뱀이 모양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율장대품에도 나온다. 이에 대하여 ‘궁극적 행

복(parama sukha)이란? 무짤린다 용왕이야기(2014-10-1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는 용(Nāga)이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여 출가한 후 구족계를 받

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부처님은 축생들에

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먼저 인간의 지위를 얻은 다음에 출가

하여 구족계를 받아야 됨을 말한다. 이후 승단에서는 모든 출가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인간임을 확인 받아야 했다. 

  

부적절한 번역과 적절한 번역 

  

번역에서 차이 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라 하였으나, 

각묵스님은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자”라 하였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

이’와 ‘어리석은 자’이다. 

  

게송에서 bāla 가 있다. 이말은 ‘young in years; ignorant; foolish. (m.) a 

child; a fool’의 뜻이다. 우리말에도 ‘어리석다’라 하였을 때 ‘나이가 어

린 자’를 뜻하는 경우가 있듯이. 발라(bāla)라는 말 역시 ‘어린아이’와 ‘어

리석은 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재성님이 bāla 에 대하여 ‘아이’로 번역한 것에 반하여 각묵스님은 ‘어리

석은 자’라 하였다. 빅쿠보디의 경우 ‘the fool’이라 하여 각묵스님과 같은 

번역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뱀이 크건 작건 무서워 한다. 작은 뱀일지라도 독이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뱀은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 아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빅쿠 보디는 bāla 에 대하

여 ‘the fool’이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It may attack and bite the fool, Whether a man or a woman”

라 하였다. 이를 직역하면 “그것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리석은 자를 공격할

지 모른다.”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빅쿠보디의 번역이 가장 잘 된 번

역이라 본다.  

  



뱀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자는 뱀에 물리지 않을 것이다. 뱀이 작다고 하여 무

시하거나 얕잡아 보았을 때 뱀에 물린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런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 남자나 여자가 구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라 하였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번역이다. 또 각묵스님은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자 공격하여”라 하였

는데 역시 적절치 못한 번역이다. 빅쿠보디처럼 “It may attack and bite the 

fool, Whether a man or a woman”라 번역해야 적절한 번역이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  역 평 가 비 고 

빠알리어 So āsajja ḍase bālaṃ 

naraṃ nāriñca ekadā 

    

전재성님역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

가가 단번에 물어 버리리. 

아이를 남자와 여자와 

한 묶음으로 봄 

부적절한 

번역 

각묵스님역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자 공격하여 단박에 물어

버리도다. 

어리석은 자를 남자와 

여자와 한 묶음으로 

봄 

부적절한 

번역 

빅쿠보디역 It may attack and bite 

the fool, Whether a man 

or a woman. 

(그것은 남자이건 여자이

건, 어리석은 자를 공격할

지 모른다) 

the fool 을 남자와 

여자와 분리하여 설명

함 

적절한 번

역 

  

  

  

어리석은 자가 뱀에게 물린다. 남자나 여자, 그리고 아이라 하여 모두 뱀에 물

리는 것은 아니다. 작다고 하여 얕잡아 보는 어리석은 자가 물리는 것이다. 

  

왜 불을 무시하면 안되는가? 

  

세 번째로 작다고 하여 무시해서 안되는 것이 불이다. 이에 대한 세 번역자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Laddhā hi so upādānaṃ 

mahā hutvāna pāvako, 

So āsajja ḍase bālaṃ 

naraṃ nāriñca ekadā, 

Tasmā taṃ parivajjeyya 

bālaṃ 



rakkhaṃ jivitamattano. 

전재성님역 “태울 것을 만나면 

불은 참으로 크게 타오르며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 

단번에 태워 버리리. 

자신의 목숨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아이 

각묵스님역 그것이 만일 태울 것을 만나면 

크나 큰 불무더기로 화하여서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자 공격하여 

순식간에 태워버리도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그를 잘 알아 피해가야 하노라.” 

어리석은 자 

빅쿠보디역 For if it gains a stock of fuel,  

Having become a conflagration, 

It may attack and burn the fool,  

Whether a man or a woman.  

Therefore guarding one's own life,  

One should avoid it.  

the fool 

  

  

  

불이 붙으면 맹렬히 타오른다. 타고 남으면 검은 숯을 남긴다. 그렇다고 불이 

다 꺼졌다고 볼 수 없다.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씨가 튀어 태

울 것을 만나면 맹렬하게 다시 타오를 것이다.  

  

타고 난 불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담배꽁초를 쓰레기 통에 함부로 버리면 건물

을 태워 버릴 수 있다. 누군가 산이나 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 담배꽁초

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집어 던졌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형산불

이나 들불로 발전 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산불이나 들불

이 나는 것은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불씨가 작다고 하여 무시하기 때

문이다.  

  

불을 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

다. 어리석은 자들이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빅쿠 보디의 번

역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재성님이나 각묵스님의 경우 남자와 여자

와 아이 또는 어리석은 자를 한묶음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적절치 않은 번역이

다. 빅쿠 보디처럼 “It may attack and burn the fool, Whether a man or a 

woman(그것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리석은 자를 태우고 공격할지 모른다)”라

고 번역한 것이 적절해 보인다.  

  

불을 젊다는 이유로? 

  



불과 관련 하여 부적절한 번역이 하나 더 있다. 이전 게송에서 각묵스님은 “..

저 불을 젊다는 이유로 멸시하면 안되나니”라 하였다. 불을 젊다고 번역한 것

은 부적절하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빅쿠보디는 “One should not despise as 

'young' A blazing fire”라 하였다. 불을 젊다고 무시해서 안 될 것이라 하여  

'you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young'에 대하여 반드시 ‘젊음’

이라고만 해석해야 할까? 

  

각묵스님은“..저 불을 젊다는 이유로 멸시하면 안되나니”라 하였다. 이 구절

에해당되는 빠알리어가 “Daharoti nāvamaññeyya na naṃ paribhave naro.”이

다. 여기에서 Daharo 가 ‘young’의 뜻이다. ‘young’이라는 말은 ‘젊은, 어

린, 청년의, 새끼, 경험이 없는’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불에 대하여 젊

다고 번역한 것은 어색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  역 키워드 비 고 

빠알리어 Daharoti nāvamaññeyya na naṃ 

paribhave naro 

Daharo   

전재성님역 “..불을 작다고 깔 보고 없신

여겨서는 안되리.” 

작다고 적절한 번역 

각묵스님역 “..저 불을 젊다는 이유로 멸

시하면 안되나니” 

젊다는 부적절한 번

역 

빅쿠보디역 “One should not despise as 

'young' A blazing fire” 

young 부적절한 번

역 

  

  

  

수행승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된다 

  

네 번째로 수행승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하여 

두 개의 게송으로 설명된다. 

  

  

구   분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Vanaṃ yadaggi ḍahati 
pāvako kaṇhavattanī, 
Jāyanti tattha pārohā 

ahorattānamaccaye. 

 

Yaṃ ca kho sīlasampanno 

bhikkhu ḍahati tejasā 
Na tassa puttā pasavo 

dāyādā vindare dhanaṃ, 

Anapaccā adāyādā 

tālāvatthu 



tālāvatthu bhavanti te. 

전재성님

역 

“불이 숲을 태우고 

불이 꺼지면 검은 숯 자국이 되며 

밤과 낮이 지나면 

거기서 세 가지가 돋아나지만 

  

계행을 지키는 수행승이 

청정의 불꽃으로 불타오르면 

아들과 가축이 없어 

그 상속자들은 재산을 알지 못하리. 

자손이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 

그들은 잘린 종려나무처럼 되었네.” 

잘린 종려나무처럼 

각묵스님

역 

“제 아무리 맹렬한 불이 숲을 태워 없애고 

검은 흔적 폐허만을 자취로 남기더라도 

낮과 밤이 지나가서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곳에도 새싹들이 돋아나게 되도다. 

  

그렇지만 계를 구족한 비구가 있어서 

계행의 불꽃으로 어떤 사람을 태운다면 

그에게는 아들들도 가축들도 멸망하여 

그의 상속자들 재물 얻지 못하리니 

후손도 끊어지고 상속자도 없어져서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 비어버리도다.”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 

빅쿠보디

역 

“When a fire bums down a forest - 

That conflagration with blackened trail  

The shoots there spring to life once 

more 

As the days and nights pass by.  

  

But if a bhikkhu of perfect virtue  

Burns one with [his virtue's] fire,  

One does not gain sons and cattle,  

Nor do one's heirs acquire wealth.  

Childless and heirless they become,  

Like stumps of palmyra trees.” 

Like stumps of 

palmyra trees 

  

  

  

계행의 불꽃으로 태운다 

  

두 번째 게송에서 ‘ḍahati tejasā’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청정의 불꽃으로 불타오르면”이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Burns one with 

[his virtue's] fire’라 하였다. ḍaha 는 ‘burns’의 뜻이고, teja 는 



‘heat’의 뜻이다. 그래서 ‘ḍahati tejasā’는 ‘불과 함께 탄다’는 뜻이 된

다. 이는 ‘계행의 불로 탄다’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계행의 불

꽃으로 어떤 사람을 태운다면”이라 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주석적 번역이다. 

각주에서나 설명 되어야 할 내용이 본문에 올라 온 것이나 같다. 빠알리 원문이 

‘ḍahati tejasā’이므로 빅쿠보디의 번역대로 ‘Burns one with [his 

virtue's] fire’가 적합하다고 본다. 

  

“[계행의] 불꽃으로 태운다(ḍahati tejasā)”라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ḍahati tejasā: Srp.I.134 에 따르면, 수행승이 복수를 하려해도, 자신의 계행

의 불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 수행승에게 죄를 범한 자는 수행승이 인내

하여 참아낼 때에만 불태워진다. 

  

(상윳따 1 권 799 번 각주, 전재성님) 

  

  

수행승은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 누군가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

다. 그렇다고 하여 똑 같은 방식으로 저주를 한다면 똑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릴 

것이다.  

  

계행은 강력한 복수의 수단 

  

청정한 계행을 유지하였을 때 결국 저주의 기도는 무력화 된다. 그리고 저주를 

한 자는 자신의 불선한 행위로 인하여 불선과보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게송이 

있다. 

  

  

[선인] 

“안전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가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대에게 그것을 돌려주니 

그대에게 끝없는 위협이 되리니. 

  

씨를 뿌리는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나니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있으리. 

사랑하는 이여, 씨앗이 뿌려지면 

그대는 그 과보를 받으리라. (S11.10, 전재성님역) 

  

  



누군가 화를 내며 위협하고 겁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욕’이다. 어떠한 경우에

서라도 화를 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말라 

(S11.25)” 라 하였다. 이렇게 인내하였을 때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

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네. (S7:2)”라 하였다. 이

는 무엇을 말하는가? 계행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을 말한다. 청정한 계행을 지키

는 것 자체가 승리함을 말한다.  

  

분노하며 위협하려 하는 것은 악행이다. 악행은 반드시 악과보를 생산해 낼 것

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나니”라 하였다. 악행을 하

면 반드시 악한 결과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 헤치려 하였을 때 계행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의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딸라(Tālā), 종려나무인가 야자수인가? 

  

청정한 계행의 불꽃으로 번뇌를 소멸하였을 때 더 이상 윤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표현이 “tālāvatthu”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잘린 종려나

무처럼”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이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Like stumps of palmyra trees(팔미라야자나무의 그루터기처럼)”이라 

하였다. 종려나무와 야자나무 어느 것이 맞을까? 

  

팔미라야자나무(palmyra)는? 

  

tālāvatthu 에서 ‘Tāla’에 대한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면 ‘(m.) the palmyra 

tree.。 多羅, 棕櫚’라 되어 있다. ‘팔미라야자나무(palmyra), 종려’의 뜻이

다. Palmyra 는 어떻게 생겼을까? palmyra tree 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Borassus (Palmyra Palm) is a genus of six species of fan palms, native to 

tropical regions of Africa, Asia and New Guinea. They are tall palms, 

capable of growing up to 30 m high (98 ft). The leaves are long, fan-

shaped, 2 to 3 m in length.위키백과에 따르면  

  

(Borassus, 위키백과) 

  

  

palmyra tree 의 학명은 Borassus 이다. 이 나무는 부채모양의 야자수로서 여섯 

종이 있다.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뉴기아의 열대지방이 원산이다. 자라면 높

이가 30 미터에 달한다. 잎사귀는 넒고, 부채꼴 모양으로 길이가 2 내지 3 미터 

가량 된다. 이런 팔미라야자나무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palmyra tree(Borassus flabellifer in Angkor Wat, 위키백과) 

  

  

팔미라야자나무는 앙코르 왓트에서 보는 부채꼴 모양의 야자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재성님이 번역한 ‘종려’는 어떤 나무일까?  

  

종려(棕櫚)는 어떤 나무일까? 

  



棕櫚(종려)를 키워드로 검색하니 중국어판 위키백과에 ‘棕榈（学名：

Trachycarpus fortunei）又名唐棕、拼棕、中国扇棕，是棕榈科棕榈属植物’라 소

개 되어 있다. 학명이 Trachycarpus fortunei 라 하는데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

이 설명되어 있다. 

  

  

Trachycarpus fortunei (Chusan palm, windmill palm or Chinese windmill 

palm) is a palm native to central China (Hubei southwards), south to 

northern Burma and northern India, growing at altitudes of 100 –2,400 m 

(328–7,874 ft).[1][2][3] It is a fan palm, placed in the family Arecaceae, 

subfamily Coryphoideae, tribe Trachycarpeae.[1] 

  

(Trachycarpus fortunei, 위키백과) 

  

  

주산야자 또는 ‘풍차야자’라 한다. 중국 중부, 미얀마 북서부, 인도북부가 원

산이다. 자라면 높이가 10-20 미터가 된다. 이를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棕櫚(Trachycarpus fortunei, 위키백과) 

  

  

  

‘Tāla’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palmyra tree’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야자나

무라 하였다. 전재성님은 종려라 하였다. 검색하여 보니 종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하다. 분명한 사실은 모두 야자나무라는 것이다. 이는 심재가 없는 파초(까

달리)와 다른 것이다. 

  

야자나무속은 텅텅 비었을까? 

  

야자나무는 심재가 있다. 그럼에도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비어버리도다”라 하였다. 여기서 등걸이라는 말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 

내고 남은 밑동’을 말한다. 우리말로 나무밑동을 말한다. 나무를 베고 나면 밑

부분만 남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밑동에 대하여 “텅텅비어버리도

다”라 하였다. 이는 오역이다. 왜 오역인가? 이에 대하여 ‘파초인가 야자수인

가, 포말경(S22:95)의 까달리(kadali)나무(2013-04-0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

린 바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saṃkhārā kadalūpamā(S22.95)”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형성은 파초와 같고”(전재성님역)라 번역된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심리현

상들은 야자나무와 같으며”라 번역하였다. 빠알리어 kadali 에 대하여 야자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오역이다. 까달리는 파초가 맞다. 왜냐하면 파초에는 심재

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양파껍질 까듯이 되어 있는 것이 파초이다. 그러나 야

자는 심재를 가지고 있는 목재나 다름 없다. 그래서 kadali 에 대하여 각묵스님

이 야자나무로 번역한 것을 오역으로 본 것이다. 

  

야자나무가 심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묵스님은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비어버

리도다”라 하였다. 야자수 밑둥을 잘라 보니 심재 부위가 텅텅 비어있다는 말

이다. 과연 그럴까? ‘palm tree cut’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Cut palm-tree 

  

  

  

 
  

Felling of 8 Royal Palm Trees remains mystery  

Two workers engaged in sawing a felled Royal Palm Tree  

  

  



두 번째 사진은 ‘The Daily Star’라는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이다. 두 명의 작

업자가 야자수(Palm Tree)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다. 나무 속 그 어디에도 텅 비

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각묵스님의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비어버리도

다”라고 번역된 것은 오역이라 본다.  

  

뿌리가 잘린 종려로 설명 되는 열반 

  

빅쿠보디는 “Like stumps of palmyra trees”라 하여 “팔미라나무의 그루터기

처럼”이라 하였고, 전재성님은 “잘린 종려나무처럼”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

을 말하는가?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를 말한다. 이런 표현은 초기경

전에서 “뿌리가 잘린 종려나무처럼 만들어 사라지게 하여 미래에 다시는 생겨

나지 않게 합니다.(M140, 전재성님역)”라는 정형구로 도처에서 볼 수 있다. 특

히 상윳따니까에 실려 있는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뿌리째 뽑히고 종려나무 그루터기 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된다. (S12.35, 전재성님역) 

  

2) 

그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된다. (S12.35, 각묵스님

역) 

  

  

상윳따니까야 ‘무명을 조건으로의 경(S12.35)’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똑 같

은 빠알리어에 대한 두 번역자의 번역을 보면 차이는 종려와 야자수이다. 종려

와 야자수 모두 야자나무과에 속한다.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다. 그

런 야자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더 이상 성장 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번뇌

의 뿌리가 뽑혔을 때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아 윤회가 멈춘다. 그래서 초기경

전에서는 꺼진 불이나 뿌리가 잘린 종려로서 열반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역비교 비고 

빠알리어 tālāvatthu bhavanti te   

전재성님역 잘린 종려나무처럼 되었네   

각묵스님역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 비어버

리도다 

1)텅텅비어 있다라는 말은 

원문에 없음. 

2) 텅텅비어 있다라는 말은 

열반을 설명하기에 부적절

(오온에 실체가 없다는 뜻으

로 텅텅비었다는 뜻으로 사

용됨). 



3) 야자수심재는 텅텅비어 

있지 않으므로 오역. 

빅쿠보디역 Like stumps of palmyra trees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 

  

게송에서 줄기가 잘린 종려 또는 야자수가 언급 된 것은 번뇌의 소멸과 관련이 

있다. 뿌리가 뽑히고 줄기가 잘린 나무는 다시 성장할 수 없듯이, 번뇌가 소멸

되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이 실현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잘린 종

려 나무 또는 잘린 팔미라야자나무라 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역문을 보면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이라 하였다. 이런 

번역은 ‘생뚱’맞다. 원문에 텅텅 비었다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야자나무 속

은 텅텅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심재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껍질로 둘러 싸인 파

초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오온을 설명할 때 파초가 등장한다. 이는 초기경에서  

“형성은 파초와 같고(S22.95, 전재성님역)”라 하였는데 형성(행온)에는 실체

가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심리현상들은 야자나무와 같으며

(S22.95, 각묵스님역)”라 하여  야자수나무는 텅빈 것처럼 번역하였다. 이는 

오역이다. 까달리는 속이 꽉찬 야자수가 아니라 껍질로 덥혀 있는 파초를 뜻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역이 또 한번 등장한다. 이번에는 열반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든 야자

수에 대하여 생뚱맞게도 속이 “텅텅 비어 있다”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표

현은 원문에도 없는 말이고 문맥에도 맞지도 않다. 텅텅 비어 있다라는 말은 오

온에서 실체가 없음을 표현을 할 때 적합하다. 야자수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꽉 차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이라는 표현은 

오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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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듯이 

  



  

악의 꽃이 있을까? 만일 악의 꽃이 있다면 악의 열매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된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꼬살라국의 빠세나디왕과의 대화에서 왕은 부처님

에게 “세존이시여, 어떠한 현상이 사람에게 생겨나소 불이익과 괴로움과 불안

한 삶이 나타납니까?(사람의 경, S3.2)”라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탐욕과 성

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Lobho doso ca moho ca  

purisaṃ pāpacetasaṃ, 

Hiṃsanti attasambhåtā  

tavasāraṃva samphalanti. 

  

  

[세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오로지 스스로에게 생기나니 

악한 마음을 지닌 자는 스스로를 죽이네.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듯이.”(S3.2, 전재성님역) 

  

  

“자신에게 생긴 탐욕-성냄-어리석음 

악한 마음 가진 자신 파멸시켜 버리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갈대에게 생긴 열매 갈대 자신 파멸하듯.” (S3.2, 각묵스님역) 

  

  

“Greed, hatred, and delusion,  

Arisen from within oneself,  

Injure the person of evil mind  

As its own fruit destroys the reed.”(S3.2, 빅쿠보디역) 

  

  

게송에 따르면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는 악의 열매가 맺

으면 파멸한다는 말과 같다. 

  

악의 꽃다발 

  

악의 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이외 악의 꽃은 많이 있을 것이다. 아

마 불선한 마음은 모두 악의 꽃이라 볼 수 있다. 아비담마에서 마음 분류표에 

따르면 마음부수 52 가지 중에 ‘해로운 마음부수(akusala-cetasika)’ 가 이에 

속할 것이다. 탐욕(lobha), 성냄(dosa), 어리석음(moha)을 비롯하여 양심없음



(ahirika), 수치심없음(anottappa), 자만(mana), 질투(issa), 후회(kukucca), 

의심 (vicikaccha) 등 모두 14 가지 마음이 악의 꽃이라 볼 수 있다.  

  

악의 꽃을 모아 놓으면 악의 꽃다발이 될 것이다. 크게 탐욕의 꽃다발, 성냄의 

꽃다발로 구분 된다. 탐욕의 꽃다발에 들어 가 있는 악의 꽃은 탐욕, 사견, 자

만이다. 성냄의 꽃다발에 들어 가 있는 악의 꽃은 성냄, 질투, 인색, 후회이다. 

이렇게 악의 꽃이 피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탐욕의 꽃, 성냄의 꽃, 어리석음의 꽃이 피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는 자연의 법칙이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결국 열매로 귀결된다. 이는 원

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과 같다.  

  

선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면 선과보를 받고,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면 악과

보를 받는 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나

니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있으리. (S11.10)”라 하

였다. 이렇게선인선과와 악인악과는 진리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잘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

한 게송이 있다. 법구경에서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

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 (Dhp120)”라 하였다. 악

한 행위를 한 자가 잘 사는 것은 이전에 선한행위에 대한 과보를 누리는 것이

다. 그러나 거기까지이다. 이후에는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기다리고 있기 때

문이다. 다만 악행에 대한 열매가 익지 않았을 뿐이다. 

  

대나무인가 갈대인가?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악의 꽃 역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악의 열매는 파

멸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 따르면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

듯이 (tavasāraṃva samphalanti, S3.2)”라 하여 대나무의 비유를 들었다.  

  

주석에 따르면 대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죽는다고 한다. 이렇게 꽃이 피어 열매

를 맺으면 죽는 식물로서 갈대와 대나무를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악의 꽃이 

열매를 맺으면 악행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어 파멸에 이른다.   

  

빠알리게송에서 tavasāraṃva 은 ‘tacasāra’로 설명된다. tacasāra 는 ‘taca 

(皮) +sāra(the reed)’형태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tacasāra’에 대하

여 ‘갈대’로 번역하였다. 초불연의 각주에 따르면 “대나무(velu)나 갈대

(nala)와 같은 껍질이 속재목(심재)처럼 딱딱한 식물(taca-sara)은 자신의 열매

가 자기자신을 손상시키고 파멸시키듯이 자신을 손상시키고 파멸시킨다는 뜻이

다.(SA.i.137)”라고 되어 있다. 껍질이 단단한 식물은 꽃이 피어 열매를 맺었

을 때 죽는 다는 말이다. 주석의 견해 대로 라면 갈대 보다 대나무가 적절하다. 



그럼에도 갈대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

면 다음과 같다. 

  

  

tavasāraṃ va samphaṃ. Spk: As its own fruit injures, destroys, the bamboo 

or reed, so do they injure, destroy, him. The reed family is called 

tacasāra because its bark is hard like heartwood. Sam here is the 

reflexive pronominal adjective, glossed attano. See EV I, n. to 659, EV 

II, n. to 

136, and n. 657 below. Compare the present verse with v. 597.  

  

(cdb 400p, 빅쿠보디)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대나무나 갈대는 열매가 맺으면 자기자신을 해치고 

파괴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껍질이 나무심재처럼 딱딱한 식물이라는 것이다. 이

렇게 대나무와 갈대의 예를 들어 주석 되어 있음에도 굳이 갈대라 번역한 것이

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As its own fruit destroys the reed(갈대의 열매로 

갈대자가 파괴되듯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대나무라 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각주에 따르면 

“tacasāra 는 내부에 단단한 핵심이 없고 껍질만 존재하는 식물로서 주석에서 

설명하듯이 대나무나 갈대 같은 것이다. 누구나 알기 쉽게 대나무로 번역한다

(상윳따 1 권 805 번 각주)”라 하였다.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비록 sāra 의 뜻이 

갈대를 뜻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주석에서는 대나무와 갈대 두 가지가 언급 되

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나무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번역어로서 대나무가 적합한가 갈대가 적합한가? 

  

대나무의 꽃과 열매는? 

  

대나무의 꽃과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영문판 위키백과에 따르면 대나무에 꽃

이 피어 있는 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설명에 따르면 대나무에 꽃이 피면 기근

의 징조로서 간주 되었다고 한다. 꽃이 핀 대나무를 보니 말라 죽어 가고 있다.  

  

  



 
  

대나무꽃(Bamboo blossom,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따르면 대나무는 40 년에서 80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나무꽃은 왜 필까? 습도와 영양등에 따른 토양의 변화로 꽃이 핀다고 한다. 

꽃이 피면 열매가 나오는데 이를 중국에서는 ‘대나무쌀(bamboo rice)’이라 한

다. 대나무숲은 꽃이 피면 대나무가 모두 죽는데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꽃이 핀 후 말라죽은 대나무 

  



  

  

일년에 한번 꽃이 피는 갈대 

  

이번에는 갈대꽃을 검색해 보았다. 갈대는 온대와 한대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 

여러해 살이 풀이다. 습지나 갯가, 호수 주변의 모래땅에 군락을 이루고 자란

다. 줄기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었으며, 높이는 3m 정도이다. 꽃은 8-9 월에 피

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에 피어 있는 갈대 꽃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검색에 따르면 갈대는 9 월에 단 한번 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갈대는 매년 꽃이 핀다고 볼 수 있다. 다년생 풀이지만 어는 풀과 마찬가지로 

일년 단위임을 알 수 있다. 모든 풀이 그렇듯이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갈대 역

시 9 월이면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이 지면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일년 단위로 

성장하는 것이 갈대이다.  

  

갈대 보다 대나무 

  

빅쿠보디는 “As its own fruit destroys the reed”라 하였다. 또 각묵스님은 

“갈대에게 생긴 열매 갈대 자신 파멸하듯”이라 번역하였다. 하지만 악행에 대

한 과보로서 갈대의 비유를 들기에는 갈대가 부적합하다. 악의 열매가 익으려면 



길게 보면 수십년이 걸릴 수 있으나 갈대의 경우 일년 단위로 주기적이기 때문

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이 비유를 든 대나무가 더 적합할 듯 하다.  

  

대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몇 십년만이 될 수 있고 심지

어 백년만에 볼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사실 언제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나무에 꽃이 핀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년에 한번씩 꽃이 피는 갈대와 다른 것

이다.  

  

대나무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면 대나무는 모두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이

다. 이와 같은 대나무의 특징은 악행과 악행에 대한 과보를 설명하는데 매우 적

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이 “악한 마음을 지닌 자는 스스로를 

죽이네.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듯이.(S3.2)”라 번역하였는데, 이는 대나무

가 악행에 대한 과보의 비유로서 갈대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라 본다. 

  

데와닷따경(S6.12)에서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갈대의 열매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게송 597 번과 비

교해 보라고 하였다. 597 번 게송은 데와닷따경(S6.12)에 실려 있다. 내용은 다

음과 같다. 

  

  

Phalaṃ ve kadaliṃ hanti  

pheḷuṃ vephaṃ phalaṃ naḷaṃ 

Sakkāro kāpurisaṃ hanti  

gabbho assatariṃ yathāti. 

  

  

[싸함빠띠] 

“파초와 대나무와 갈대는 

자신의 열매가 자신을 죽이네. 

수태가 노새를 죽이듯. 

명예가 악인을 죽이네.”(S6.12, 전재성님역) 

  

  

“마치 그 열매가 파초를 죽게하고 

그 열매가 대나무와 갈대도 죽게 하고 

수태가 암 노새를 죽이는 것처럼 

존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S6.12, 각묵스님역) 

  

  

“As its own fruit brings destruction  

To the plantain, bamboo, and reed,  

As its embryo destroys the mule,  



So do honours destroy the scoundrel.(S6.12, 빅쿠보디역) 

  

  

이 게송은 데와닷따의 악행에 대한 것이다. 상윳따니까야 ‘자멸의 경

(S17.35)’에도 산문과 함께 동일한 게송이 실려있다. 자멸의 경에 따르면 “수

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자멸하고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쇠망하듯이, 수행승들이여, 데바닷따에게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그 자신

을 파멸시키고, 데바닷따에게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그 자신을 쇠망하게 

할 것이다. (S17.35)”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수행자가 이

득, 명예를 탐하였을 때 마치 악의 꽃이 피어 악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다.  

  

수말과 암당나귀의 잡종 노새의 운명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면 죽는 식물이 있다. 파초, 대나무, 갈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동물로서는 노새를 들었다. 노새의 경우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노새는 수말과 암당나귀의 잡종으로 생식능력이 없다. 여기서는 민속

적인 세계관에 따라 새끼가 잉태하면 노새는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이다(상윳따

1 권 1408 번 각주)”라고 설명하였다. 잡종인 노새가 새끼를 배면 죽는다는 것

이다.  

  

데와닷따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행자의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대한 

경계이다. 수행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이득을 취하고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칭송

을 받는 것에 몰두 한다면 필연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됨을 말한다. 그래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면 죽게 되는 파초, 대나무, 갈대의 비유를 들었다. 그리고 잡

종으로 태어난 노새가 임신하면 죽게 됨을 말하였다.  

  

파초와 야자나무 

  

파초는 대나무, 갈대와 함께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파초의 줄기에 대하여 “다수의 잎집이 서로 감싸면서 겹쳐

져 얼핏보면 가지처럼 보이는 위경(僞莖)이 곧게 자란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파초가 야자나무와 다른 것이다.  

  

야자의 경우 심재가 있어서 마치 나무와 같은 모양이다. 이처럼 심재가 없이 속

이 비어 있는 듯한 파초는 오온을 설명하는 데도 활용된다. 그래서 “형성은 파

초와 같고 (S22.95, 전재성님역 )”라 한 것이다. 이는 “saṃkhārā 

kadalūpamā”의 번역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파초를 뜻하는 kadali 에 대하여 

‘야자나무’라 하였다. 그래서 “심리현상들은 야자나무와 같으며 S22.95)”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역이다. 이에 대하여 ‘파초인가 야자수인가, 포말경

(S22:95)의 까달리(kadali)나무(2013-04-0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

다. 

  



각묵스님이 kadali 에 대하여 ‘야자나무’라 한 것은 명백히 오역이다. 그런데 

데와닷따게송에서는 kadali 에 대하여 ‘파초’로 번역하였다. 그래서 “마치 

그 열매가 파초를 죽게하고(Phalaṃ ve kadaliṃ hanti,S6.12)”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포말의 경(S22.95) 데와닷따의 경(S6.12) 

빠알리어 saṃkhārā kadalūpamā Phalaṃ ve kadaliṃ hanti 

pheḷuṃ vephaṃ phalaṃ naḷaṃ 

전재성님역 “형성은 파초와 같

고” 

“파초와 대나무와 갈대는 

자신의 열매가 자신을 죽이네” 

각묵스님역 “심리현상들은 야자

나무와 같으며” 

“마치 그 열매가 파초를 죽게하고 

그 열매가 대나무와 갈대도 죽게 하

고” 

빅쿠보디역 “Volitions like a 

plantain trunk” 

“As its own fruit brings 

destruction To the plantain, 

bamboo, and reed,” 

  

  

  

표를 보면 포말의 경과 데와닷따의 경에 실려 있는 게송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식물이 까달리(kadali)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모두 파초라 번역하

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경우 야자나무(S22.95)와 파초(S6.12)로 번역하였다. 

같은 단어 kadali 에 대하여 달리 번역한 것은 번역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

라,  까달리에 대하여 야자나무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듯 

하다.  

  

파초가 절집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파초의 꽃과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다.   

  

  



 
파초꽃 

  

  

  

  

 



  

  

  

 백과사전에 따르면 파초는 “꽃이 피고 나면 식물체가 죽고, 그대신 옆에 조그

만 식물체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 하였다. 이런 파초는 우리나

라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절집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혜가대사의 신심과 관련

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파초인가 야자수인가, 포말경(S22:95)의 까달

리(kadali)나무(2013-04-0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탐진치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사람들은 탐진치로 살아 간다. 탐진치로 사는 것이 뭇삶들의 일반적인 행태이

다. 그렇다면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또 성냄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어떤 이는 주식을 하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당하였다. 또 어떤 이는 도박에 열중하다 가지고 있는 모



든 것을 날렸다. 이렇게 주식을 하고 도박을 하는 것은 허황된 욕심 때문이다. 

다름 아닌 탐욕이다. 이렇게 탐욕의 끝은 항상 파멸로 끝난다. 

  

어떤 이는 화를 잘 낸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 인간관계가 파괴 된다. 친구에게 화를 내면 다시는 연락하려 하지 않

을 것이다. 거래업체에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을의 위치에 있는 자가 

갑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다시는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더구나 격분하여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

까? 아마 돌이킬수 없는 죄업을 짓고 말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 인간관계가 

끝나고, 거래선이 끝어진다. 그래서서 화를 내면 파괴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파

멸로 이끈다. 

  

사람들은 매일 탐욕과 성냄으로 살아 간다. 좋으면 거머쥐려 하고 싫으면 밀치

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탐진치로 살아가는 뭇삶의 종

착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죽음이다. 탐욕의 끝은 죽음이고, 성냄의 끝도 죽음이

다. 마치 죽음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것 같다. 탐진치의 종착지는 죽음이

다.  

  

어떤 꽃도 어떤 열매도 

  

누구나 죽는다.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도 죽고, 그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

도 죽는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자가 있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탐진치로 살아 가는 뭇삶들 역시 죽음으로 귀

결된다. 그런 죽음 다름 아닌 파멸이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오

로지 스스로에게 생기나니 악한 마음을 지닌 자는 스스로를 죽이네.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듯이. (S3.2)”라 하였다. 대나무에 꽃이 피어 열매가 맺으면 

죽고 말듯이, 사람들에게도 탐욕의 꽃, 성냄의 꽃 등 악의 꽃이 피었을 때 악의 

열매와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대나무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면 모두 죽어 버린다. 그러나 죽은 그 자리에 

또 다시 싹이 올라 온다. 이런 현상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식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나무, 갈대, 파초와 같이 심재가 없이 껍질로만 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런 식물은 꽃이 피어 열매가 맺으면 죽고 만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롭게 싹이 올라 온다. 이렇게 본다면 탐진치는 재생을 위한 연료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기의 삶을 사는 자는 끊임 없이 유전하고 윤회하게 

된다.  

  

탐진치로 살아 가는 뭇삶들은 지은 행위로 인하여 끊임 없이 유전하고 윤회한

다. 그래서 윤회를 뜻하는 빠알리어가 삼사라(saṃsāra)라 하였을 것이다. 삼사

라의 뜻이 ‘round of rebirth’의 뜻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다. 마치 대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죽게 되고 다시 재생 하듯이 끊임없이 탄생과 

죽음을 반복한다.  

  



탐진치를 거슬러 가는 자에는 파멸이 있을 수 없다. 탐욕의 열매, 성냄의 열매

가 맺지 않은 자에게 죽음과 재생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탐진치를 소멸한 아

라한은 그 어떤 꽃도 피우지 않고 그 어떤 열매도 맺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선

한 꽃, 선한 열매일지라도. 

  

  

2014-10-23 

진흙속의연꽃 

  

 

 

 

 

41. 진실은 늙지 않는다 

  

  

쌓이고 쌓이면 

  

쓰레기가 쌓이면 치워 주어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파리나 모기 등이 들끓고 

악취가 날 것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 

  

정보통신의 시대에 컴퓨터는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없이 들락날락 할 뿐

마 아니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 된

다.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속도가 느려진다. 

그럴 경우 조치를 해 보지만 여의치 않다. 컴퓨터를 수리하는 기사를 불러 보지

만 고쳐 주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들은 흔히 하는 말은 “밀어 버리죠?”라

고 말한다. 속도가 느린 원인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아예 포멧

을 해버리는 ‘저승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컴퓨터기사에 따르면 컴퓨터는 주기적으로 포멧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

래 두면 데이터가 쌓여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컴퓨터찌꺼

기라 말할 수 있다. 행위에는 족적을 남기듯이 컴퓨터 역시 작업을 하고 나면 

데이터찌꺼기가 남는다. 그런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고장의 

원인이 됨을 말한다. 

  

컴퓨터를 포멧하고 나면 새롭다. 새로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등 세팅이 완료 되

었을 때 마치 아이가 탄생하듯이 컴퓨터 역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마

찬가지로 사람도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 하였을 때 새롭게 태어남을 느낄 것이

다. 

  

동창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람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얼굴이 변형된다. 이런 변화는 젊었을 때와 늙었

을 때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런 예로 동창사이트를 들 수 있다.  

  

수 년 전 검색으로 동창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말한다. 학교가 서울

의 공동학군에 있다 보니 그 넓은 서울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인구 천만의 서

울에서 모여 들었으니 사는 곳에 친구가 없었다. 더구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곳이라 폭넓게 친구를 사귈 기회도 적었다. 그래서 고등학

교 친구가 없다.  

  

고등학교 동창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모두 나이 든 자들이다. 수 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기억한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얼

굴과 지금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 강산이 세 번 바뀌어서일까 완전히 딴 얼굴이

다. 어떤 이는 그 당시의 윤곽이 남아 있어 희미하게나마 알아 볼 수 있지만 대

부분 딴 얼굴들이다.  

  

탐욕스런 얼굴, 성내는 듯한 얼굴 

  

나이 든 자의 얼굴을 보면 삶의 역정이 보인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진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에 따라 모두 얼굴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매

우 탐욕스럽게 생긴 얼굴이 있는 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매우 성질 급하게 생긴 

얼굴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자만에 가득 찬 얼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을 

포기한듯한 절망스런 표정도 있다. 이렇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자 살아 온 인

생역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다. 그래서 탐욕스런 얼굴, 성

내는 얼굴 등을 특징으로 한다. 

  

나이 든 노인들의 얼굴은 지난 날의 삶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한평생 탐

욕으로 산 자는 탐욕스런 얼굴 모습일 것이고, 한평생 화만 내며 산 자는 성내

는 얼굴일 것이다. 인색하여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 자는 심술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얼굴 모습일 것이다.  

  

불법이든 탈법이든 불로소득이든 돈을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며 한평생을 산 자

는 얼굴에 오만함이 넘쳐 날 것이다. 그런 얼굴 모습은 모두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다. 아이 시절이나 청소년시절의 그 순수한 얼굴은 간데 없고 마치 먹을 것

에만 관심을 두는 돼지 얼굴, 한평생 싸움만 하고 살았을 아수라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삶의 흔적대로 내생 역시 결정된다

는 사실이다.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세월에 따라 점차 늙어 간다. 그러다 최후의 순간을 맞는다. 죽음을 말

한다. 이렇게 늙고 죽어 가는 것에 대한 차별은 없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천

한 자나 귀한 자나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늙음과 죽

음에 가장 억울해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초기경에 따르면 왕족, 바라문, 장자 이렇게 세 종

류의 사람들을 들 수 있다.  

  

부처님이 사왓티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곳 국왕 빠세나디가 “태어나는 자 가

운데 늙고 죽음을 면하는 자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대왕

이여, 늙고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세존] 

“대왕이여, 왕족들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산이 많

고 재물과 곡식이 풍부한 권세 있더라도 그들 태어나는 자들 가운데 늙고 죽음

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 

  

(늙고 죽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3, 전재성님역) 

  

  

왕족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이는 금과 은 등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

런 부류에 ‘바라문’과 ‘장자’들이 포함 되어 있다. 여기서 바라문은 성직자 

계급으로서 초기경에 따르면 대규모 동물희생제 등으로 부를 축적한 타락한 바

라문이다. 또 장자는 오늘날의 재벌에 준하는 부자들이라 볼 수 있다.  

  

대왕이나 바라문, 장자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기를 바란다.  심지어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나는 자들 

가운데 늙고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들은 죽기 마련이다. 이는 십이연기에서도 그대로 표현 

되어 있다. 그것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bhavanti.)(S12.2)”라는 정형구이다. 

이처럼 태어난 자는 늙음과 죽음 (jarāmaraṇaṃ)을 운명처럼 맞이 해야 한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성립된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늙음도 죽음

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십이연기의 역관은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Jātinirodh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nirujjhanti.) (S12.2)”라는 정형구가 성

립된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 자들은 이 삶이 오래 지속 되고 영원하기를 바란

다. 특히 어렵게 재산을 모아 놓은 자들의 바램은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살만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평생 모아 놓은 재산을 암투병등으로 거의 날려 버린 

케이스가 이에 해당된다. 또 평생모아 놓은 재산을 사기나 투기 등으로 한 순간

에 모두 놓쳐 버리는 수도 있다.  

  

재산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마의 땀과 팔뚝의 힘으로 형성된 것이든, 아니면 불

법과 탈법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형성 된 것이든 그 재산의 형성에 투자한 시간

이 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월은 이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태어난 자라

면 누구나 예외 할 것 없이 늙고 죽어 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재산은 무력하

다. 

  

왕족, 바라문, 장자들이 많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세월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늙어 가고 병들어 가고 결국 죽음으

로 귀결되고 만다. 이는 슬픔이고 절망이다. 그래서 십이연기 정형구에서 “슬

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라 하였다. 어떤 존재이든지 결국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으로 귀

결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은 마치 죽음으로 귀결되는 ‘절망

(ūpāyās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가는 것 같다.  

  

죽음을 극복하는 이들 

  

죽음은 절망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라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이 없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

하는 이들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Yepi te mahārāja bhikkhå arahanto khīṇāsavā vusitavanto katakaraṇīyā 
ohitabhārā anuppattasadatthā parikkhīṇabhavasaññojanā sammadaññāvimuttā. 
Tesampāyaṃ kāyo bhedanadhammo nikkhepanadhammoti.  

  

[세존] 

“대왕이여, 수행승들이 거룩한 님으로서 번뇌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을 이루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결박을 부수고 올바른 궁극의 앎으로 해탈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이 몸은 

부서져야 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늙고 죽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3, 전재성님역) 

  

  

여기서 ‘거룩한 님’은 ‘아라한(arahanta)’을 말한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번뇌 다한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



에서는 아라한에 대하여 늙고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는 왕족과 바라

문, 장자 에게는 “늙고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natthi aññatra 

jarāmaraṇā.)”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아라한에 대하여는 “몸은 

부서져야 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kāyo bhedanadhammo nikkhepanadhammoti)”라 

하였다. 늙음과 죽음에 대하여 부서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으로 말씀 하신 것이

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죽는 것이 두려운 자들 

  

아무리 고귀한 자라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도 결국 늙고 죽음으로 귀

결되고 만다.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지은 행위가 많다면 당연히 그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다시 태어남(재생)’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부자로서 산 자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마의 땀으로, 자신의 팔뚝

의 힘으로 축적하였다면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느 영화 대사와 같이 “요

트를 타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야.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

을 것 같아 ? ”라는 말이 있듯이, 부의 축적이 불법과 탈법 그리고 불로소득에 

따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시 태어남으로 인

하여 어느 곳에 태어날 지 알 수 없지만 대게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 한다.  

  

지금 여기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전전긍긍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늙어 가는 것을 멈추고자 하고, 심지어 죽

음까지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일까 성직자들에게 시주를 하고 헌금을 하여 천

국에 태어나기를 바랄 것이다.  

  

아라한에게 죽음은 축복 

  

번뇌 다한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일 수 없다. 오히려 죽음은 축복과도 같은 것

이다. 왜 그런가?  

  

유아견을 가지고 있는 범부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온의 죽음을 의미한다. 오온의 

죽음은 진짜 죽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不死”atama)를 말한다. 아라한은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온의 죽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유아견을 가진 범부의 죽음

은 오온의 죽음으로서 죽음이라 불리우지만, 무아견을 가진 아라한의 죽음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몸이 부서지고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라한의 죽음에 대하여 테라가타에 인상적인 게송이 있다. 그것은 “나는 죽음

을 기뻐하지도, 삶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고용된 사람이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

는 것처럼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 (Nābhinandāmi maraṇaṃ  

nābhinandāmi jīvitaṃ,  Kālaṃ ca paṭikaṅkhāmi  nibbisaṃ bhatako yathā.”

(Thag.654)라는 게송이다. 이에 대하여 아라한의 인생관(2012-11-16)’라는 제

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아라한은 죽지 않는다. 죽음이란 이 몸과 마음에 대하여 ‘나의 것, 나의 자

아’라 여기는 유신견을 가진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

들은 오온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

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 so attā)”

(S22.59)”라는 무아의 가르침을 실천한 자들이다. 그래서 번뇌 다하여 청정한 

삶의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오온의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아라한

의 죽음에 대하여  “몸은 부서져야 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kāyo 

bhedanadhammo nikkhepanadhammoti)”라 한 것이다.  

  

“진실은 늙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도 늙어 죽기 마련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라한의 죽음에 대

하여 범부들에게나 해당되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몸은 ‘부서지는 것 

(Bhedanadhamma)’ 이고 죽을 때 ‘내려 놓는 것(nikkhepanadhamma)’이라 하였

다. 이렇게 부서지는 것, 내려 놓는 것이 아라한의 죽음이다. 그런 아라한의 죽

음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족이나 바라문, 장자의 죽음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

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Jīranti ve rāja rathā sucittā  

atho sarīrampi jaraṃ upeti, 

Satañca dhammo na jaraṃ upeti  

santo have sabbhi pavedayanti.  

  

[세존] 

“아름다운 대왕의 수레도 낡아가고 

신체도 점점 늙어가지만, 

참사람에게 진실은 늙지 않는다고 

참사람들은 참사람들과 함께 선언하네.”(S3.3, 전재성님역) 

  

  

“왕의 멋진 마차도 풍진 속에 낡아가고 

그 몸마저 세월 따라 이제 늙어가지만 

참된 자들의 법이란 결코 늙지 않나니 

참된 자들은 참된 자과 [이렇게] 선언하노라.” (S3.3, 각묵스님역) 

  

  

“The beautiful chariots of kings wear out,  

This body too undergoes decay.  

But the Dhamma of the good does not decay:  

So the good proclaim along with the good.” (S3.3, 빅쿠보디역) 

  



 

개송에서 진실은 늙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 역시 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아홉 가지 출세간의 원리란? 

  

게송에서 세 번째 구절에  “Satañca dhammo”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참사람에게 진실은”이라 번역하였고, 각묵스님은 “참된 자들의 법이란”이

라 하였다. 여기서 sataṃ은 santo(Being; good; wise)의 뜻으로  ‘善き人々

の’라 설명되는데 ‘선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선한 자들의 법

(Satañca dhamma)’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열

반’을 뜻한다. 각주에 따르면 법구경 151 번 게송에도 동일한 시가 있다.  

  

법구경 늙음의 품(Jaravagga, 11)에서 151 번 게송이 있다. 상윳따니까야 실려 

있는 게송과 동일하다. ‘Satañca dhamma’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담마에 대하여 

아홉 가지 출세간의 원리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것은 네 가지길(四向)과 

네 가지 경지(四果)와 열반을 뜻한다. 즉 사향사과와 열반이 아홉  가지 출세간

의 원리이고, 이 원리에 대하여 ‘참된 자들의 법(Satañca dhamma)’이라 하였

다. 

  

참된 자들의 법, 즉 사향사과와 열반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라 하였

다. 특히 열반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늙지 않는다(na jaraṃ 

upeti)’고 하였다.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늙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라 볼 수 있다. 지위와 재산, 명

에는 무상한 것이고, 이런 무상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 역시 무상하여 늙음과 죽

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아라한

이 되었을 때 무상하지 않다. 그리고 늙지도 않는다. 따라서 죽지도 않는다. 그

런데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anto have sabbhi pavedayanti . Spk offers three interpretations, of which 
only the first, which I follow, sounds plausible:  

  

"The good, together with the good, declare: 'The Dhamma of the good does 

not decay.' The Dhamma of the good is Nibbana; since that does not decay 

they call it unaging, deathless."  

  

The verse = Dhp 151, on which Dhp-a III 123,2-5 comments: "The nine fold 

Dhamma of the good of the Buddhas, etc.-does not decay, does not undergo 



destruction. so the good-the Buddhas, etc.-proclaim this, declare it, 

along with the good, with the wise."  

  

The ninefold supramundane Dhamma is the four paths, their fruits, and 

Nibbana. Brough argues that sabbhi here must be understood to bear the 
sense of a dative, and he takes the point to be that "the doctrine does 

not wear out 'because good men teach it to other good men,' their 

disciples and successors" (p. 228, n. 160).  

  

I do not find his interpretation convincing, for the Dhamma -as-teaching 

must certainly decay, and only the supramundane Dhamma remains immune to 

aging and death. 

  

(CDB 400p, 207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는 게송의 세 번째 구절 ‘Satañca dhammo na jaraṃ upeti’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게송에서 말하는 담마가 열반을 뜻하고, 주석에 따르면 사향사

과와 열반으로 이루어진 아홉 가지 출세간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가르침으로서 담마는 확실히 쇠퇴한다” 

  

빅쿠보디의 각주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문구가 보인다. 그것

은 빅쿠보디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the Dhamma-as-teaching must certainly 

decay”라는 문구이다. 이는 “가르침으로서 담마는 확실히 쇠퇴한다”는 뜻이

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진리로서 가르침을 펼쳤지만 그런 가르침이 오래 가

지 못하였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과거에 수 많은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만일 부처가 출현하여 그 진리가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면 또 

다른 부처가 출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칠불 또는 과거 이십오불 등 수 많은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진리가 제

대로 전승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초기에는 잘 전승되었을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 

감에 따라 가르침이 변질 되어 마침내 사라지고 만 것이다. 부처님이 모든 현상

에 대하여 ‘무상-고-무아’의 가르침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가서는 이

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상-락-아’라 하였을 때 가르침이 변질 된 것이다. 그

리고 선정(止)과 통찰(觀)을 강조하였건만 오로지 선정만 남았을 때 가르침이 

실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선종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과거에 부처가 여럿 출현한 이유는? 

  



부처가 과거에 여럿 출현한 것은 가르침으로서 진리가 단절 된 것을 의미한다. 

가르침이 변질 되어 마침내 사라져 버렸을 때 오로지 선정수행만 남게 된다. 그

런 상태가 한량 없이 지속되다가 또 다시 부처가 출현한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진리가 과거에 출현하였던 부처가 깨달은 진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초

기경전에서 과거칠불이 깨달은 진리가 모두 연기법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부처님은 고대도시의 아름다운 비유(S12.65)를 들어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과거

에 출현하였던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같음을 말씀 하셨다. 항상하고 안정적이

고 불변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난다.’라고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현하지 않거나 그 세계는 원리로서 정해져 있으며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을 하는 것이다.(S12.20)” 

  

  

이런 이유로 빅쿠보디는 “only the supramundane Dhamma remains immune to 

aging and death.”라 하였다. 이는 ‘오직 출세간적 진리만이 늙음과 죽음에 

면제되어 남아 있다’라는 뜻이다.  

  

지금도 법의 바퀴는 굴러간다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법은 부처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항상 원리로서 남아 

있다. 부처가 출현하여 가르침을 펼치지만 가르침으로서 법은 변질되고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진리 그 자체는 결코 늙어 죽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

은 진리를 실천하였을 때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열반이 쇠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참사람이 참사람게 전하는 진리 역시 쇠퇴하여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참사람에게 진실은 늙지 않는다고 참사람들은 참사람들과 함께 선언하

네 (Satañca dhammo na jaraṃ upeti santo have sabbhi pavedayanti (S3.3)”

이라 말씀 하신 것이다.  

  

게송에서  “참사람들은 참사람들과”라 하였을 때 앞의 참사람들(santo)은 깨

달은 자를 말하고, 뒤의 참사람들(sabbhi)은 슬기로운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본

다면 깨달은 자들이 현명한 자들을 이끌어 가르침이 전승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은 자의 의하여 진리가 전승되어 갈 때 법의 바퀴는 굴러 간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최초로 ‘꼰단냐’에게서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

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

(Dhammacakkhu)’이 열렸다. 이는 대사건이다. 괴로움과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의 바퀴가 굴러 간 이래 지금까지 끊임 



없이 법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이런 법의 바퀴가 언제 까지 굴러갈지 알 수

는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멈추고 말 것이다. 그때는 오로지 선정수행만 남아 

있게 되어서 끊임 없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삶을 살아 가게 될 것이다. 

  

늙어 병들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담마)이다. 그런 진리는 오로지 참사람에 

의하여 전승된다. 이처럼 전승된 가르침으로서 진리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어떠한 위험도 초래케 하지 않고 세대를 초월해 전해진

다는 의미에서 늙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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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원수를 사랑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 사랑 

  

우리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 사랑,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언제 들어도 

사랑스런 말이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남녀간의 사랑을 떠 올리게 

한다. 이는 사전에서도 확인 된다. 인터넷국어사전에 따르면 “어떤 상대를 애

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 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

게 본다면 사랑이라는 말은 남녀관계에서나 통용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사랑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도 사용된다. 주로 유일신교에서 사용된다. 요즘 방

송광고에 나오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라는 찬송가의 한 구

절 역시 종교적 사랑을 뜻한다. 또 ‘오원소’라는 영화에서 다섯 번째 원소가 

사랑이라 풀이 된다. 이처럼 유일신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 이 때 사랑은 남

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만의 사랑일 것이다. 

  

불교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삐야(piya)라는 말이 

그것이다. 대게 남녀간의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랑을 뜻할 때는 멧

따(metta)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삐야와 멧따는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를

까? 

  

현명한 왕비와 현명한 왕 

  



상윳따니까야에 ‘말리까의 경(S3.8)’이 있다. 이 경의 주제어는 ‘사랑’이

다. 그것도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는 경에서 빠세나디왕이 말리까왕비에게 

“말리까여 그대에게는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사람이 있소? (atthi nu kho 

te mallike ko cañño attanā piyataroti?)”라고 물어 보는 데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삐야(piya)이다. 이에 현명한 왕비는 “대왕이시여, 나

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Tuyhaṃ pana 

mahārāja atthañño koci attanā piyataroti?)”라고 당돌하게 말한다.  

  

왕비의 대답은 왕의 예상을 빗나간 말이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함에도 왕비는 자기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

다. 이에 현명한 왕도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

람은 없소(Natthi kho me mahārāja ko cañño attanā piyataro)”라고 말함으로

써 왕비의 말을 추인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명한 왕비와 현명한 왕이라 볼 수 

있다. 

  

삐야(piya)와 멧따(metta) 

  

왕과 왕비의 대화에서 삐야(piya)라는 말이 주제어이다. 이는 남녀간의 사랑을 

뜻한다. 삐야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도 사랑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빅쿠보디는 

“Is there, Mallika, anyone more dear to you than yourself?”라 번역함으로

서 사랑을 뜻하는 ‘love’라는 말 대신에 ‘dear’를 사용하였다. 이는 “말리

까여, 그대는 자신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깁니까?”라고 번역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dear 가 ‘소중한’, 또는 ‘친애하는’, 또는 ‘귀여운’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사랑이라는 말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다. 

  

사랑을 뜻하는 삐야라는 말은 초기경전에서 사랑, 애정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는 멧따(metta)와는 다른 것이다. 멧따의 뜻이 우정 또는 우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삐야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삐야가 멧따

의 뜻과 유사하게 사용 될 때도 있다. 상윳따니까야 ‘사랑스런 이의 경

(Piyasutta, S3.4)’이 그렇다.  

  

자기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자 

  

사랑스런 이의 경에서는 부처님과 빠세나디왕의 대화이다. 사랑을 주제로 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빠세나디왕이 자문자답하고 나중에 부처님이 추인하는 형

식의 대화이다. 빠세나디왕이 사랑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빠세나디] 

세존이시여, 저는 그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신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정신적으로 나쁜 행

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Piyasutta- 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 전재성님역)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의라 볼 수 있다. 자기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자신을 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 마치 적에게 대

하듯 할 것이다. 적에게 어떤 악행도 서슴없이 하듯 자신에게 악행을 하는 것이

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구에서 “만약 그들이 자기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다. (S3.4)”

라고 하였다.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자신을 미워 하는 것과 같다. 자기자신을 

미워 하는 자는 자신을 원수처럼 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

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이다. (S3.4)”라 하였

다.  

  

자기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자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다

음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세존] 

“어떤 사람이든 신체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고 정

신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

입니다.” 

  

(Piyasutta- 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빠세나디왕의 자문자답에 추인하며 한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

는 자는 착한 행위를 하는 자라는 말이다. 설령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자

이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하여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

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S3.4)”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이블에서 아직까지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원수를 사랑하라’와 ‘자신을 사랑

하라’는 구절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다.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

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

도하라.”(마 5:43-48) 

  

  

요지는 ‘원수를 사랑하라’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하라는 말이다. 하지

만 그 어디에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느 변호

사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라’

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예수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 대신에 ‘네 원수

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쳤다. 예수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라고 가르쳤다. 

  

(이상권 변호사 칼럼-네 원수를 사랑하라. 2014-03-23, 뉴스와이어) 

  

  

마태복음에 따르면 원래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이었다. 그러

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로 바뀌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크리스천 변호사는  이 구절에 대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

지만 바이블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라’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에 또 다른 해석이 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문구를 보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에 대

하여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반갑게 맞아 주고 안아 주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예수믿어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라

고 하였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에 대하여 예수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불교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불교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바이블에만 나오는 말로서 기독교의 전매특허와 같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불

교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Yasmiṃ bhikkhave, puggale āghāto jāye tha, mettā tasmiṃ puggale 

bhāvetabbā. Evaṃ tasmiṃ puggale āghāto paṭivinetabbo.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은 제거된다. 

  

(Paṭhama āghātapaṭivinayasutta-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61, 전재성님역) 

  

 

원수는 원한 맺힌 자를 말한다.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끼친 자이다. 그

런 원수를 떠 올릴 때 마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

다.(mettā tasmiṃ puggale bhāvetabbā)”라고 말씀 하셨다. 이 말은 원수를 사

랑하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더 진일보한 말이다. 아니 타종교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는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수승한 가르침이다.  

  

사랑 보다 자애(慈愛) 

  

부처님은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낼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자애는 

빠알리어 멧따(metta)의 번역어이다. 왜 ‘사랑’이라뜻의 ‘삐야’를 쓰지 않

고 우정을 뜻하는 ‘멧따’를 사용하였을까? 이는 삐야(사랑)과 멧따(자애)의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가?  

  

테라와다불교에서 예불문에 ‘자애의 경(mettasutta, Sn1.8)’이 있다. ‘사랑

의 경’이라 하지 않고 자애의 경이라 한 것이다. 이는 사랑과 자애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녀간의 사랑의 의미가 강한 ‘삐

야’대신 우정 또는 우호, 자비를 을 뜻하는 ‘metta’를 사용한 것은 metta 가 

보편적인 사랑을 뜻하기 때문이다.  

  

Metta 는 남녀간의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래서 자애의 경에 따르면 “모든 뭇삶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 stn145)”라고 하였다. 그 ‘모든 삶(sabbe sattā)’에

는 당연히 원수도 포함된다.  

  

원한의 여윔으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원수의 마음을 돌려 놓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더 이상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

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라 하였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여 원한 맺힌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다. 원한 맺힌 마음

을 놓아 버렸을 때 비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수행으로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을까?  

  

원한이 생겨나면  

  

원한 맺힌 자에게 증오가 일어 날 때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그 방

법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섯 가지로 제시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2)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평정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4)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새김을 놓아 버리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다.” 

  

5)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행위가 주인이고,  

행위가 상속자이고, 

 행위가 모태이고,  

행위가 친족이고,  

행위가 의지처이다.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인식해야 한다.” (A5.161) 

  

  

원한 맺힌 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내려 놓기 위한 다섯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증오심을 내려 놓는 방식에 대하여 말

하고 있다. 

  

자심해탈(慈心解脫, mettācetovimutti) 

  



불교의 가르침에서 원한을 내려 놓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은 놀라운 것이다. 막연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거나 또는 원수가 마음을 바

꾸어 먹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수가 자신의 종교를 믿어 참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 시킴으로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처럼 수행을 통하

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였을 때 증오의 감정이 여의게 된다.  

  

자애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자심해탈(慈心解脫, 

mettācetovimutti)’이다. 이는 “존자여, 분노를 여의는 것이 곧, 자애의 마음

에 의한 해탈입니다.(āvuso vyāpādassa yadidaṃ mettācetovimutti)” (A6.13)

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왜 악행을 하는가? 

  

불교는 해탈과 열반을 추구 하는 종교이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

과 똑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 보

다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 하는 것이다.  

  

자신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타종교의 경전에서는 볼 수 없다. 오로지 불교경전에서만 보인

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스런 이의 경(Piyasutta, S3.4)’의 게송에서 다음

과 같이 말씀 하셨다. 

  

  

Attānaṃ ce piyaṃ jaññā  

na naṃ pāpena saṃyuje, 

Na hi taṃ sulabhaṃ hoti  

sukhaṃ dukkata1 kārinā. 

  

[세존]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자신을 악행에 묶지 말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가 어렵네.” (S3.4, 전재성님역) 

  

“만일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자기를 악에 질매매어서는 안되나니 

나쁜 짓을 거듭거듭 많이 짓는 자는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네.” (S3.4, 각묵스님역) 



  

“If one regards oneself as dear  

One should not yoke oneself to evil,  

For happiness is not easily gained  

By one who does a wrongful deed.” (S3.4, 빅쿠보디역) 

  

  

세 번역자의 번역을 실었다. 게송에 따르면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자는 기본적

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어떤 악행도 서

슴지 않는 것이다. 

  

멍에의 방언 ‘질매’ 

  

각묵스님의 번역에서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질매매어서는 안되나니”라는 구절

이 있다. 여기서 ‘질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매우 생소한 말이다. 이럴 경

우 사전을 찾아 보아야 한다. 사전을 찾아 보니 “바로잡기 위하여 몹시 꾸짖

음, ‘멍에’의 방언”라 되어 있다. 후자의 뜻으로 본다면 ‘멍에’의 방언이

라 볼 수 있다. 

  

각묵스님이 질매라 번역한 것은 ‘saṃyuje’에 대한 것이다. saṃyuje 는 

saṃyujjati 의 형태로서 ‘to be combined or connected. 結ばれる’의 뜻이다. 

묶어 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빅쿠보디는 “One should not yoke oneself 

to evil(악으로 스스로를 묶어 매지 말아야)”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질매매이다’라 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없는 말이다. 다만 질매라

는 말이 멍에의 방언이라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각묵스님은 특정지역의 

방언을 번역어로 사용한 것이다. 

  

번역에 방언과 비속어가 

  

번역에서 방언을 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비속어를 쓰는 것도 바람

직 하지 않다. 하지만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방언과 비속어가 빈번하게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hīno gammo pothujjaniko” S56.11) 

  

초전법륜경에 실려 있는 번역이다. 촌스럽다라고 하였을 때 이는 촌에 사는 사

람들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오해 될 수 있다. 

  

  

2) “속상하고 열받는” (M2) 

  

열받는다는 표현은 비속이다. 부처님이 “열받는다”식의 표현을 하였을까? 



  

  

3)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다는 말입니까? ” (S6.8) 

  

대체로 교양인들은 깜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이러하다. 산꼭대기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S12:23) 

  

영남지방 방언으로 ‘억수로’가 있다. 무척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억수같이 

라는 말이 방언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억수같이’는 방언이 아니지만 ‘억수

로’는 방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 대단히 

많다의 의미로 ‘겁나게’라는 표현을 하였다면 이를 용인할텐가? 

  

  

5)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쩨쩨하기도 하고” (S1.49) 

  

‘쩨쩨하다’는 말은 인색하다는 말이다. 인색하다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비속어

인 째째하다라고 표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상상

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초불연의 부적절한 번역어 지적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번역과 윤문(潤文)(2014-05-1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지방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보편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번역에서 비속어나 지방어를 써서는 안된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하여 ‘표준말’로 번역해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승가에서나 통용되는 말이나, 시정잡배나 사용하는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경전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린다. 무엇 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

하고 욕먹게 하는 구업을 짓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맛지마니까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방어 사용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지방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보편어를 침해해서는 안된

다.’라고 가르친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하면 

지방어를 고집하고 보편어를 침해하는 것인가? 여러 지방에서 같은 것을 두고 

접시라고 여기고, 그릇이라고 여기고, 사발이라고 여기고, 받침이라고 여기고, 

팬이라고 여기고, 옹기라고 여기고, 컵이라고 여기고, 대야라고 여긴다. 여러 

지방에서 각각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각각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여 고집



하여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지방

어를 고집하고 보편어를 침해하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분석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분명하게 지방어, 즉 사투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대신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말 보편어, 즉 표준어를 사용하라고 권장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 지방에서 온 수행승들도 많았는데 이들이 그들의 지방어만을 

고집한다면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지방의 표준어를 사용해야  

  

부처님은 부처님당시 설법할 때 민중어로 말씀 하셨다. 산스크리트어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수의 특권층이 사용하는 언어 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

이다. 그 대신 민중들이 사용하는 마가다어로 말씀 하셨다. 이처럼 부처님이 민

중들이 사용하는 민중어로 설법하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

하였다는 말이다. 또 지방어 사용을 억제하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표준어를 사용하라는 말이다.  

  

번역은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

권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초등학생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여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방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보편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Janapadaniruttiṃ nābhiniveseyya, 

samaññaṃ nātidhāveyyā'ti iti)”(M139) 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그인간을 떠 올리면 분노가 

  

‘원수를 사랑하라’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원수를 가정하는 순

간 원한 맺힌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 더구나 바이블에 따르면“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 하였는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란 여간 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원수를 떠 올리는 순간 원한 

맺힌 감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나에게 해를 끼친 전남편이나 전아

내를 떠 올렸을 때 분노의 감정이 앞서는 것과 같다.  

  

원한 맺힌 자, 그인간을 떠 올리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그인간

을 사랑하라하고 그인간을 위해 기도하라고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그인간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마음을 내마음대로 할 수 있

을까? 그렇지 않다. 내마음 역시 내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남의 마음



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내뜻대로 되는 것이 아

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사람들은 내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남편이나 아내도 내뜻대로 되어야 하고, 아

이도 내뜻대로 되어야 한다. 돈도 내뜻대로 벌려야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내뜻

대로 움직이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 여겨졌던 것이 사실 알고 보니 내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

처님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

가 아니다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 so attā)”(S22.59)”라고 무아

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사람들은 나의 몸과 마음이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집착한다. 이렇게 집착하

면 할수록 괴로움만 생겨난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통제 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렇게 통제불능이 우리 몸과 마음, 즉 오온이다.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은 멋대로이다. 이처럼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어느 것 하나 고정 되어 있지 않다. 원수를 사랑

하라 하지만 그 때 뿐이다. 기도로서 원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다. 나 자신도 

콘트롤 되지 않다면 남의 마음 역시 내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차라리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원한 맺힌 그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증오의 감정만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 그인간을 사랑한다거나 그 인간을 기도한다거나 그인간이 종교를 

믿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A5.161)라 하였다. 이는 무엇

을 말하는가? 자기자신의 마음부터 바꾸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애, 연민, 평정, 

새김, 업의 주인임을 반조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대신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이 더 효과적이다. 원수라는 대상을 정해 놓

고 마치 ‘억지춘향’식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증오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애, 연민, 평정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원한의 감정이 일어 났을 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을 때 더 이상 미움도, 원한

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이블에서 아직까지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문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교경전에서는 원수를 사

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였다. 왜 그럴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신을 사랑

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악행을 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마치 자신을 원수 대하듯 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원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처럼 내부에 적이 있다. 그 

적은 다름 아닌 나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

다.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자

신을 친구로 여긴다면 자기자신을 해치는 악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

처님은 원수를 사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였다. 이는 다

름 아닌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되리” 

  

자애명상을 할 때는 순서가 있다. 가장 먼저 자기자신에 대해서이다. 그 다음에

는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나와 무관한 사람, 최종적으로는 원한 맺힌 사

람이다. 왜 이런 순서인가? 이에 대하여 ‘증오와 적개심이 일어날 때, 청정도

론의 자애명상과 Imee Ooi 자비송(2019-08-1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

다.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대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였을 때 노여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여움, 분노부터 가라 앉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부터 청정하게 해야 한다.  

  

자애명상 첫 단계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사

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애명상의 순서는 항상 “자기

자신à좋아하는 사람à무관한 사람à원한 맺힌 사람”순서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노래 하였다. 

  



  

[세존]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런 님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신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되리.”(S3.8) 

  

  

  

2014-10-27 

진흙속의연꽃 

  

 

 

 

 

43.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때가 되면 내려 와야 

  

어느 재벌회장이 장장 육개월에 병원에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갖가지 소문이 

나돈다.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에서부터 많이 회복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갖가지 

풍문이 나돈다. 하지만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지 알 수 없다. 확인해 주

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온통 차지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재벌회장도 늙음과 질병과 죽음 앞

에서는 무력하다. 이 세상을 거머쥐고 있는 듯한 권력자도 때가 되면 내려 와야 

한다. 죽음 앞에선 재벌과 권력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재벌회장은 그동안 모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다 가져 갈 수 있을까? 그 동안 쟁

취한 권력을 다 가져 갈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죽고나면 자신의 힘으로는 손

가락 하나 까닥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목숨을 버려야 할 때” 

  

사람들은  죽고 나면 무엇을 가져 가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다

음과 같이 묻는다. 

  

  

구  분 삐야경(S3.4) 비  고 

빠알리어 Antakenādhipannassa   



jahato mānusaṃ bhavaṃ, 

Kiṃ hi tassa sakaṃ hoti 

kiñca ādāya gacchati, 

Kiñcassa anugaṃ hoti 

chāyāva anapāyinī?2.  

전재성님역 [세존] 

“죽음의 신에게 사로잡혀 

목숨을 버려야 할 때 

무엇이 진실로 자기의 것인가?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를 따라 다닐 것은 무엇인가?” 

  

각묵스님역 “모든 것 끝장내는 저 죽음에 붙들려 

인간의 상태를 버릴 때에는 

참으로 무엇이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 

그때에 무엇이 그를 따라가는가?” 

  

빅쿠보디역 “When one is seized by the End -maker 

As one discards the human state,  

What can one call truly one's own?  

What does one take when one goes?  

What follows one along  

Like a shadow that never departs?” 

  

  

  

  

빠알리게송 첫번째 구절에 ‘Antakenā’가 있다.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끝장내는자’라 되어 있다.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주석의 인용 없이 “"The 

End-maker" (antaka), in pada a, is a personification of death; elsewhere 

(e.g., at v. 448) the word refers expressly to Mara.(CDB 400p)”라 하였다. 

이는 끝내는 자의 뜻으로 죽음을 의인화 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448 번 게송

에서도 나온다고 하였다.  

  

448 번 게송에서 끝장을 내는 자는 마라를 뜻한다.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빅

쿠보디와 유사하다. 그래서 “ ‘끝장내는 [자]’는 Antakenā 를 직역한 것이

다. 여기서는 죽음을 의인화 한 것이다. 다른 곳(본서 고행경(S4:1){448} 등)에

서는 마라(Mara)를 의인화 한 것이다.(초불연 1 권 363 번 각주)”FK 하였다.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주석의 빅쿠보디의 각주와 순서와 사용단어가 동일하다. 

주석의 인용이 없을 경우 각주를 단 자의 견해가 들어 가는데, 이렇게 각주의 

내용이 유사다하다 보니 본문의 번역 역시 유사하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상태

를 버릴 때에는”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이는 빅쿠보디의 번역어 “As one 



discards the human state”와 유사하다. ‘인간의 상태’라는 말이 ‘the 

human state’와 같기 때문이다.  

  

‘the human state(인간의 상태)’는 ‘mānusaṃ bhavaṃ’을 번역한 것이다. 

Bhava 는 the state of existence(존재의 상태) 또는 condition(조건); 

nature(성품)의 뜻이다. 따라서 jahato mānusaṃ bhavaṃ는 인간의 조건이 버려

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목숨을 버려야 할 때”라고 번역하였

다.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가는가? 

  

‘사람이 죽는다’고 말할 때 ‘죽음의 신에게 붙들려 간다’라는 표현을 한다. 

그 때 가져 갈 것은 무엇일까? 재산이나 권력을 가져 갈 것인가? 그림자가 몸을 

따라 다니듯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

이 게송으로 말씀 하신다. 

  

  

구  분 삐야경(S3.4) 비  고 

빠알리어 Ubho puññañca pāpaññaca  

yaṃ macco kurute idha, 

Taṃ hi tassa sakaṃ hoti 

tañca ādāya gacchati, 

Taṃ cassa anugaṃ hoti 

chāyāva anapāyinī. 

  

전재성님역 [세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든 

공덕과 죄악,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 다니네.” 

  

각묵스님역 “죽어야만 하는 인간은 여기 이 세상에서 

공덕과 죄악 저 둘을 짓나니 

이것이 참으로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이 둘을 가져가도다.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 

그때에 이것이 그를 따라가도다.” 

  

빅쿠보디역 “Both the merits and the evil  

That a mortal does right here:  

This is what is truly one's own,  

This one takes when one goes;  

This is what follows one along  

Like a shadow that never departs.” 

  



  

  

죽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도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뭇삶의 운명은 이러한 것입니다. (stn575)”라 하였다. 이렇게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때 가져 가는 것은 무엇일까? 

  

게송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에 가져 가는 것은 재산도 아니도 사회적 지위도 아

니다. 그 사람이 일생동안 지은 행위를 가져 가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선한 것

과 악한 것이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빠알리어로 ‘뿐냐(puñña)’라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빠빠(papa)’라 한다. 뿐냐와 빠빠에 대해서는 ‘꾸살라와 아

꾸살라, 뿐냐와 빠빠는 어떻게 다른가(2012-09-2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뿐냐를 공덕행이라 하고, 빠빠를 악행이라 한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면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는 것이 바로 공덕행과 악행이다. 바로 이 공덕행이나 악행을 가

져 갈 뿐 그 어떤 재산이나 지위도 가져 가지 못한다.  

  

뭇삶들의 의지처는? 

  

공덕행 보다 악행이 더 많다면 그는 악처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반대로 악행 

보다 공덕행이 더 많다면 선처에 날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가 따라 다니듯 하다

고 하였다. 그런데 그림자는 떼어 버리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라 다닌다. 마찬가지로 그가 일생동안 지은 공덕

행이나 악행 역시 끝까지 따라 다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공

덕행을 지어야 할 것이다. 재산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것 보다 공덕행이 우선 순

위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구  분 삐야경(S3.4) 비  고 

빠알리어 Tasmā kareyya kalyāṇaṃ 

nicayaṃ samparāyikaṃ, 

Puññāni paralokasmiṃ 

patiṭṭhā honti pāṇinanti. 
  

전재성님역 [세존] 

“그러므로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해서 

미래를 위해 쌓아야 하리.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뭇삶들에게 의지처가 되리.” 

  

각묵스님역 “그러므로 유익함[善]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산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빅쿠보디역 “Therefore one should do what is good  

As a collection for the future life.  

Merits are the support for living 

beings 

[When they arise] in the other world.” 

  

  

  

번역에서 ‘착하고 건전한 일’과 ‘유익함[善]’이 있다. 이는 ‘kalyāṇa’를 

번역한 것이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adj.] charming; morally 

good. (nt.), goodness; merit; virtue; welfare’의 뜻이다. 도덕적으로 건전

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공덕행을 뜻하는 뿐냐와 동의어라 볼 수 있

다.  

  

이렇게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저 세상의 ‘의지처’가 된다고 하였

다. 여기서 의지처라는 말은 patiṭṭhā 의 번역이다. ‘help; support; resting 

place’의 뜻으로 빅쿠보디는 ‘the support’라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은 ‘기

반’이라 번역하였다.  

  

공덕행을 하면 든든 할 것이다. 마치 보험을 들어 놓은 것 같다. 저 세상에 가

게 되었을 때 의지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돈

을 모으는 것 보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보다 우선순위는 공덕행이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는 날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날이다. 글을 쓰면서 한편으로 ‘오마이 TV’

의 창을 띄어 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손으로는 자판을 두르리며, 귀로는 TV 를 

보고 있다. 

  

오마이 TV 에서는 세월호유가족들이 피켓팅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대통령

이 국회를 들어 갈 때 하소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전날부터 국회건물 앞에

서 노숙을 하며 차가운 밤을 보냈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회건물 정면에는 빨간카페트가 깔려 있다. 그 카페트는 국회의원 등 고위층만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빨간카페트 양편으로 도열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유가족

들은 대통령이 지나가기를 학수 고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냥 지나쳤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였건만 그냥 지나친 것이

다. 나중에 유가족중의 한사람이 인터뷰를 하였다. “대통령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옆사람과 담소하며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것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

구쳤습니다. 유가족도 국민인데…”라 하였다.  

  

  

권력은 잠시뿐인데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다. 오년 단임에서 

이제 남은 기간은 얼마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은 잠시 뿐이다. 그럼에도 절규하는 유가족을 외면한

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원들이 나온다. 빨간 카페트를 밟고 나오는 

국회의원 중에는 하얀 이를 보이는 이도 있다. 양쪽에는 유가족이 도열하여 

“살려 주세요” “살고 싶어요”라고 절규한다. 하지만 어느 미모의 여성 국회



의원은 잘차려 입은 옷에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

빨까지 드러내며 웃는다. 이런 장면을 인터넷중계로 보았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미소를 띄며 

  

마침내 대통령이 나왔다. 유족들은 “살려 주세요”라는 말을 외치며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은 역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미소

를 띄며 빠져 나간다. 이때 중계방송이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화면이 멈춘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유가족회장은 대통령에 대하여 서운함을 말한다. 들

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절규하는 유가족 들에게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미소

를 띄며 그냥 지나 가는 것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저 세상에 갈 때 무엇을 가져 가려 하는가? 

  

권력은 잠시 뿐이다. 라이온킹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수의 제왕 사자도 힘이 빠

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물며 임시로 맡겨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천년 만년 

권력을 향유할 것처럼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유족

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하며 기득권 수호에 올인하는 자들의 행위는 비난 받

아 마땅하다. 권력은 잠시 뿐이다. 더 이상 유족들을 울리지 말아야 한다. 저 

세상에 갈때 무엇을 가져 가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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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을 아는 네 가지 원리 

  

  

직접 겪어 보기 전에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

음은 짐작하여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보기에 상냥하고 예의바른 사람도 겪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일까 알고 지내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은 육개월을 

같이 살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라 하였다. 또 어느 분은 미얀마에서 수행이야

기를 하면서 “수행공동체에서 살아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라 하였다. 아

무리 좋은 사람도 어느 수행자라도 직접 겪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다. 



  

외도에게도 아라한 칭호를 붙여도 되나? 

  

사람은 겪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경이 있다. 빠세나디왕이 다섯 그룹의 외도 수행자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저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님과 거룩한 길을 

성취한 님 가운데 어떤 쪽입니까? (S3.11)”라고 물었다. 여기서 거룩한 님은 

‘arahatta(아라한)’를 말한다. 그러나 외도수행자들에게 아라한이라고 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님’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과 관련된 빠알리어는 “ye te bhante loke arahanto vā 

arahattamaggaṃ vā samāpannā ete tesaṃ aññatarāti. (S3.11)”이다. 여기서 

bhante 라 한 것은 부처님을 지칭한 것이다. arahatta 라 한 것은 외도수행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빠세나디왕은 자신을 찾아온 외도수행자 5 그룹과 부

처님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하였다.  

  

파세나디왕이 아라한이라 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이 아니다. 다만 외도 

수행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고의 존칭을 불러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외도 수행자를 지칭할 때 아라한이라 절대 붙이

지 않았을 것이다. 왕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붙여 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초불연의 경우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아라한들이나 아라한의 길을 증

득한 자들이 있는데 저 분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입니다.(S3.11)”라 번역하였

다. Arahatta 에 대하여 ‘아라한’이라고 직역한 것이다. 빅쿠보디 역시 ‘아

라한’이라 번역하여 "Those, venerable sir, are to be included among the 

men in the world who are arahants or who have entered upon the path to 

arahantship.(S3.11)"라 하였다.  

  

외도수행자에 대하여 아라한이라 부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아라한은 부처

님의 열 가지 별칭 중의 하나로서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달은 자에게만 붙여 주

는 칭호이다. 그럼에도 외도 수행자에게 아라한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붙여 준 것이라 본다. 이렇게 본다면 번역에서 아라

한이라는 말 대신 거룩한 님이라 번역한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계행을 지키는지는 함께 살아 보아야” 

  

빠세나디왕이 부처님에게 거룩한 님의 구별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부처님

은 세속인으로서는 모를 것이라 하였다. 이유는 감각적 쾌락을 즐기며 사는 세

속인들은 누가 거룩한 님인지 구별하기 힘들 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Saṃvāsena kho maharāja sīlaṃ veditabbaṃ. Tañca kho dīghena addhunā na 

ittaraṃ.  

  

대왕이여, 그들이 계행을 지키는지는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습니다.  

  

(Sattajaṭilasutta-일곱명의 결발 수행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1, 전재성님

역) 

  

  

부처님은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인

지 아닌지는 함께 살아야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야 알 수 있음을 

말한다. 오랫동안 함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계행이 

그렇다. 그래서 외도들이 계행을 지키는지는 살아 보아야 알 수 있음을 말한다. 

  

낮에 한 말 다르고 밤에 행동 다르다면 

  

그사람에 대하여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언행이 일치 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낮에 한 말 다르고 밤에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승려도박’사건 같은 것이다. 

  

승려도박사건이 다시 한번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팟캐스트’방

송에서 보도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문자로 표현 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시대

에 누구나 다운 받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미 ‘정봉

주의 전국구’와 ‘장윤선의 팟짱’에서 보도 된 바 있다. 한번 방송 되면 백만

번이상 다운로드 된다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종단의 지도자들의 더러운 행태에 대한 것이다.  

  

팟캐스트에 출연한 장주스님은 모든 것을 폭로 하였다. 자신을 포함하여 열 여

섯명의 상습도박승이 있다고 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현재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대상이 되는 유명 전통사찰들이 이들 상습도박승들의 수중

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도박을 즐기는데 이에 대하여 장주 스님

은 도박의 중독의 무서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왜 도박을 끊기 힘들까? 

  

도박이 왜 무서운 것일까? 도박에 중독되면 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술이나 담

배, 여자에 중독 되면 육체의 한계를 느껴 끊을 수 있지만 도박의 경우 육체의 

한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맛들이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진 것을 다 털어 먹기 전에는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 도박이라 한다. 그래서

일까 한번 도박에 빠지면 패가망신한다고 한다.  

  



승려들이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종단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직의 

승려들이 도박으로 날을 샌다면 어떻게 될까? 도박을 하면 집도 팔아 먹고 심지

어 아내도 딸도 팔아 먹는다고 하는데, 종단 고위층이 도박에 중독되면 불교재

산이 남아 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표충사의 땅이 도박승에 의하여 팔렸다. 

상습도박을 일삼는 주지스님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상습도박승이 

종단에 고위직을 맡고 목 좋은 전통사찰을 장악하고 있는 한 불교의 미래는 없

다. 

  

보시 안한다고 호통치는 스님 

  

불자들이 알고 있는 스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아마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들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도 가지 않는 사람으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습도박승들은 겉으로 보기에 수행자의 모습이다. 

삭발을 하고 회색승복을 입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보았다. 

  

16 인의 상습도박승 중의 한 승려를 10 여년전에 보았다.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

하기 이전인 2004 년 이전의 일이다. 아마 2000 년에서 2003 년 사이의 일이라 

본다. 그 때 당시 의왕시에 있는 ‘청계사’를 갔었다. 그날은 ‘부처님오신

날’이었다. 불자는 아니었지만 항상 정서적으로 불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까운 전통사찰을 찾아 간 것이다.  

  

그날 오전에 청계사주지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법회

에 참석하였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가람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오신날 특별법문을 주지스님이 

하였다. 그 스님이 16 명의 상승도박승 중의 하나인 J 스님이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덕망 높은 스님으로만 알았다. 

  

그때 당시 청계사 주지스님은 풍채가 좋아 보였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풍채가 

좋아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게 보였다. 그런데 법문을 들어 보니 부처님 말씀

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것도 호통치듯이 말하였다. 왜 보시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들렸다.  

  

이렇게 J 스님을 기억하는 것은 첫경험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처음 경험한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 그날 J 스님의 법문은 스님의 법문으로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J 스님의 풍채와 인상과 보시 하지 않는다고 호통치는 

법문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 풍채 좋은 스님이 오늘날 상습도박승 혐의를 받고 있는 J 스님이다. 이전에 

불국사 주지를 하였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어



떻게 하여 불국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의왕에 있는 청계사가 그 스님의 영

향권에 들어 갔는지 알 수 없다. 

  

언행일치가 안된 사람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없다. 외모만 보아서는 행실이 바른지 알 수 없다

는 것이다. 10 여년전 청계사에서 본 풍채좋은 주지스님 역시 훌륭한 스님으로 

알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상습도박승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일

까 경에서는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 보

아야 계행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언행일치를 말한다. 낮

에 한 말 다르고 밤에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언행일치가 안된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생경한 말 ‘잡도리하다’ 

  

그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면 같이 살아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경에서는 한

가지 더 강조한다. 같이 오랫동안 살아 보아서 알 수도 있지만 무엇 보다 유심

히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신활동

을 기울여야 알지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Manasikarotā 

no amanasikarotā, S3.11)”라 하였다. 여기서 정신활동을 기울인다는 말이  

‘Manasikara’이다. 

  

Manasikara 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이라 번역하였다. 하지

만 이런 번역어는 일관성이 없다. 초불연의 경우 ‘manasikara’에 대하여 ‘잡

도리하다’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

의 경’에서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함과 지혜없이 마음에 잡도리함이

다.(M2)”라 하였다. 여기서 ‘잡도리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잡도리하다’는 말은 매우 생소하고 생경한 말이다. 네이버사전을 찾아 보면 

“1.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다.  2.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다. 

3. 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족치다.”의 뜻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선가(禪家)’에서

는 통용되고 있는 말이라 보여진다.  

  

불교방송 불교강좌 시간에 송담스님은 법문에서 잡도리라는 말을 하였다. 스님

은 법문에서 “이렇게 다구치고 잡도리를 해 나갈 때 모든 번뇌와 망상이 발 붙

일 것이 없어.(송담스님,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2012-06-03)”라고 말하였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가에서는 쓰는 특별한 말이 번역에 실렸음을 알 수 있

다. 

  

초불연에서 잡도리하다라는 말은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불연에서 최초로 

번역된 청정도론에서는 “그가 허공을 대상으로 하는 알음알이를 전적으로 마음

에 잡도리할 때 ‘끝없다’고 마음에 잡도리하기 때문이다.(Vism.10.29)”라 되



어 있다. 알음알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잡도리하다는 말도 생경하다. 디가니까야

에서는 “여래가 모든 표상들 60)을 마음에 잡도리하지 않고(D16)”라 하였다. 

앙굿따라니까야 마음에 ‘잡도리함 경’에서는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마음에 

잡도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에 잡도리함이 있는 그런 삼매를 얻을 수 있

다.(A11.9)”라 하였다. 이렇게 빠알리어 ‘마나시까라(manasikara)’에 대하여 

‘잡도리하다’라고 번역하였다. 

  

초불연에서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함과 지혜없이 마음에 잡도리함이

다.(M2)”라고 번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M2)”라 번역하

였다. 마나시까라에 대하여 ‘정신활동을 기울이는’뜻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런 번역은 ‘잡도리하다’라는 말 보다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일까 최근 초불연 

번역을 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상윳따니까야 ‘일곱명의 결발 수행자의 

경’에서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

라 하였다. 이전의 번역대로라면 “잡도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라 

되었을 것이다. 

  

아라한을 알아 보는 네 가지 방법 

  

부처님은 그 사람이 거룩한 님인지 아닌 지 알아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모두 네가지 방법이다. 앞서 언급된 것은 계행이 어떤지 알려면 함께 살아 보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의 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어 관찰하여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

과 같다. 

  

  

No 구 분 아는 방법 

1 계행 

sīla 

함께 살아 보아야 

Saṃvāsena 

2 정직 

soceyya 

서로 대화를 통해 왕래를 해 보아야 

Saṃvohārena 

3 견고 

thāma 

재난을 만났을 때 

Āpadāsu 

4 지혜 

paññā 

논의를 통해서 

Sākacachāya 

  

  

그 사람의 계행이 바른 지는 함께 살아 보면 알 수 있다. 수행처에서 함께 몇 

달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이 드러날 것이다.  

  

Soceyya, 정직인가 깨끗함인가? 

  



두 번째 항에서 정직과 관련된 항목이 있다. 빠알리어는 ‘soceyya’이다.  이

는 ‘purity’의 뜻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깨끗함’이라 번역하였다. 

그래서 “깨끗함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S3.11)”라 하였다. 빅쿠보

디는 “It is by dealing with someone, great king, that his honesty is to 

be known”라 하여, honesty(정직함)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soceyya’는 정직함과 깨끗함 어느 번역이 더 맞을까? 

  

상윳따니까야 ‘일곱명의 결발 수행자의 경(S3.11)’과 같은 내용의 경이 앙굿

따라니까야에도 있다. ‘경우의 경(A4.192)’가 그것이다. 이 경에 따르면 상윳

따니까야의 경에서 표현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 일종의 보충설명이라 볼 

수 있다.  

  

경에 따르면 정직한지 어떤 지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

하여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Saṃvohārena bhikkhave soceyyaṃ veditabbaṃ. Tañca kho dīghena addhunā na 

ittaraṃ. Manasikarotā no amanasikārā, paññavatā no duppaññenāti iti kho 

panetaṃ vuttaṃ, kiñcetaṃ paṭicca vuttaṃ? 

Idha bhikkhave puggalo puggalena saddhiṃ saṃvohāramāno evaṃ jānāti: 

aññathā kho ayamāyasmā ekena eko voharati, aññathā dvīhi, aññathā tīhi, 

aññathā sambahulehi. Vokkamati ayamāyasmā purimavohārā pacchimavohāra ṃ. 

Aparisuddhavohāro ayamāyasmā, nāyamāyasmā parisuddhavohāroti.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정직한지는 서로 대화를 통해 왕래 해 보아야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다. 정

신활동을 기울여야 알 수 있지,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지혜

로워야 알 수 있지, 우둔하면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말했는데, 무엇과 관련하

여 이와 같이 말할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사람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통해 왕래하면서 이와 같이 

‘이 존자는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고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고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

다. 이 존자와 예전에 나눈 대화는 나중에 나눈 대화와 일치 하지 않는다. 이 

존자의 대화는 청정하지 못하고, 이 존자는 청정하지 못한 대화를 나눈다.’라

고 안다.” 

  

(Ṭhānasutta -경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92,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람마다 달

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화에 대하여 청정하지 못한 거래라는 뜻으

로 ‘Aparisuddhavohāro’라 하였다. 

  

경의 내용에 따르면 정직에 대한 이야기이다. 비록 ‘soceyya’가 ‘purity, 

浄’의 뜻이 있긴 하지만 내용상 ‘정직’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전재성님

은 ‘soceyya’에 대하여 ‘정직’이라 번역하였고, 빅쿠보디는 ‘honesty’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깨끗함’이라 번역하였다. 그래서 “깨끗함은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S3.11)”라 하였다.  하지만 문맥상 “정직함은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Thāma, 견고함인가 [지혜의] 힘인가? 

  

표에서 세 번째 항을 보면 견고가 있다. 이는 ‘thāmo’로서 ‘Strength’의 뜻

이다. 그래서 “견고한 자는 재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된다.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재성님

은  ‘thāmo’에 대하여 ‘견고한’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대괄호

를 이용하여 ‘[지혜의] 힘은’ 이라 번역하였다. 왜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되었

을까? 빅쿠보디의 번역을 보면 “that a person's fortitude is to be 

known(s3.11)”라 되어 있어서 ‘fortitude(꿋꿋함)’이라 번역하였다.  

  

‘thāmo’는 ‘thāma’의 형태로서 ‘strength; power; vigour’의 뜻이다. 왜 

이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는 앙굿따라니까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단어

와 관련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Āpadāsu bhikkhave thāmo veditabbo, so ca kho dīghena addhunā na ittaraṃ, 

manasikarotā no amanasikārā paññavatā no duppaññenāti iti kho panetaṃ 

vuttaṃ, kiñcetaṃ paṭicca vuttaṃ? 

  

Idha bhikkhave ekacco ñātivyasanena vā phuṭṭho samāno bhogavyasanena vā 
phuṭṭho samāno rogavyasanena vā phuṭṭho samāno na iti paṭisañcikkhati: 
tathābhūto kho ayaṃ lokasannivāso tathābhūto attabhāvapaṭilābho, 
yathābhūte lokasannivāse yathābhūte attabhāvapaṭilābhe aṭṭha lokadhammā 
lokaṃ anuparivattanti, loko ca a ṭṭha lokadhamme anuparivattati: l ābho ca 
alābho ca ayaso ca yaso ca nindā ca pasaṃsā ca sukhañca dukkhañcāti.  

  

“대왕이여, 견고한 자는 재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다.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알 수 있지,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알 수 있지, 정

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지혜로워야 알 수 있지, 우둔하면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말했는데, 무엇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말할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사람은 친지의 상실을 겪고 재물의 상실을 겪고 건강의 

상실을 겪으면서 , 이와 같이 ‘세상의 삶은 이러하고 존재의 획득은 이러하다. 

이러한 삶을 취하고 이러한 존재를 획득하여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돌게 만

들고 세상의 여덟 가지 원리를 돌게 만든다. 그것은 곧 획득과 손실, 명성과 악

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라고 성찰하지 못한다.” 

  

(Ṭhānasutta -경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92, 전재성님역) 

  

  

사람은 재난을 당해 보아야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그가 비겁한 자인지 용기있는

자인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월호사건이 일어 났을 때 배

가 침몰한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승객을 버려 둔 채 탈출한 것

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견고하지 못한가? 이에 대하여 친지나 재산, 건강 상실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더 확장한다면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획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설명 된다. 이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는 앙굿따라니까야 ‘세상의 원리의 경(A8.6)’에도 나온다. 

이에 대하여 여덟 가지 세간의 법과 여덟 가지 출세간의 법(2013-10-0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여덟 가지 세간의 원리 

  

여덟 가지 세간의 원리는 세간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충성이 있으면 배신이 있듯이 세상은 항상‘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 이렇게 여덟 가지 원리로 돌아 감을 말한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에 따르면 저 높은 산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 

이러한 인간의 원리들은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고야 마는 것이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새김있고 현명한 님은 

변화하고야 마는 것들을 관찰한다. 

원하는 것이라도 그의 마음을 교란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혐오를 일으키지 못하네. 

  

그것에 대하여 매혹이나 혐오는 



파괴되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으니 

경지를 알고 티끌의 여읨과 슬픔의 여읨을 올바로 알아 

님은 존재의 피안에 이르네. 

  

(세상 원리의 경 2, 앙굿따라니까야 A8.6, 성전협 전재성님역) 

  

  

이득과 불익 등 여덟 가지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이러한 원리는 항상 

변하고야 만다고 알았을 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아

주 단단한 바위덩이가 비람에 움직이지 않듯 , 이와 같이 현명한 님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Dhp81)’라 하였다.  

  

현자는 저 높은 산의 바위산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thāma’의 번역어는 ‘견고함’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지혜

의] 힘은’이라 하였는데 ‘지혜의 힘’이라고 번역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지혜(paññā)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빅쿠보디는 ‘fortitude’

라 하여 ‘꿋꿋함, 인내, 용기’의 뜻으로 번역하였는데 적절한 번역이라 본다. 

  

표로 정리해 보면 

  

거룩한 님과 거룩한 길을 성취한 자인지 알아 보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

였다. 이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에 설명 되어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앙굿따라

니까에 실려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는 ‘경우의 경(A4.192)’을 참고

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구 분 아는 방법 설 명(A4.192) 

1 계행 

sīla 

함께 살아 보아

야 

Saṃvāsena 

‘이 존자는 오랜 세월 계행에 대하여 훼손

을 하고 천공을 뚫고 오점을 찍고 얼룩을 

칠했고, 행위가 일관되지 못하고 삶이 일관

되지 못하다. 이 존자는 계행을 파하고 계

행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안다.  

2 정직 

soceyya 

서로 대화를 통

해 왕래를 해 

보아야 

Saṃvohārena 

‘이 존자는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고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고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다르다. 이 존자

와 예전에 나눈 대화는 나중에 나눈 대화와 

일치 하지 않는다. 이 존자의 대화는 청정

하지 못하고, 이 존자는 청정하지 못한 대

화를 나눈다.’라고 안다.  

3 견고 

thāma 

재난을 만났을 

때 

Āpadāsu 

‘세상의 삶은 이러하고 존재의 획득은 이

러하다. 이러한 삶을 취하고 이러한 존재를 

획득하여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돌게 만



들고 세상의 여덟 가지 원리를 돌게 만든

다. 그것은 곧 획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라고 

성찰하지 못한다.  

4 지혜 

paññā 

논의를 통해서 

Sākacachāya 

‘이 존자는 탐구하는 자세와 말솜씨와 질

문하는 것에 따르면, 이 존자는 지혜가 열

악하고 이 존자는 지혜가 없다. 그것은 무

슨 까닭인가? 이 존자는 심오하고 승묘하고 

사유의 영역을 뛰어넘고 미묘하여 오직 슬

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존자는 가르침

을 설할 때에 간략하고 혹은 상세하게 설명

하고, 교시하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개현

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밝힐 힘이 없

다.’라고 안다. 

  

  

이 네 가지는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것도 깨달은 자인

지 아닌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네 번째 항목 지혜에 대

하여 길게 설명되어 있다. 

  

네 번째 항목 지혜에 대한 것을 보면 탐구 하는 자세, 말솜씨, 질문하는 것 이

렇게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지혜 있는 자는 단지 공부

만 열심히 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혜가 성숙되면 말솜씨

도 능숙하고 질문하는 것도 예리함을 말한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면 금방 드러남을 말한다. 

  

도인인가 돌인인가? 

  

말이 없는 자가 있다. 토론에서 말이 없다면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스개 소

리로 하나는 ‘도인’이고 또 하나는 ‘돌인’이라 한다. 그래서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 도인 아니면 또라이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가르침을 설할 때에 간략하고 혹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시하고, 시설하고, 확

립하고, 개현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밝힐 힘이 있다고 하였다. 이 것이 지혜

의 힘일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물고기의 비유를 들어 “예를 들어 눈을 가진 

사람이 호수의 언덕에 서서 큰 물고기가 튀어 오르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이 물고기가 위로 솟는 것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헤엄치는 속도로 보아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이지 작은 물고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A4.192)”라 

하였다. 

  

사람을 아는 방법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같이 살아 보아야 한다. 같이 살다 

보면 모든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마음씨 좋고 상냥한 것 같이 보

여도 함께 육개월만 생활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얀마의 수행처에서

도 수행승들간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수행자들도 함께 살다 

보면 단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깨달은 자는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 계행과 관련하여 같이 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 한다. 그것도 예의주시 하며 보면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낮에 한 말 

다르고 밤에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예를 

오늘날 종단 지도층의 상습도박승혐의자에게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은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왕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재난이 닥쳤을 때 알 수 있다. 서로 왕래하여 말하다 보면 그가 정

직한지 아닌지 드러난다. 또 재난이 닥쳤을 때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

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 하기 위하여 비겁한 행동을 하였을 때가 대표

적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은 논의를 통해서이다. 한가지 주제를 놓

고 토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금방 드러난다. 지혜 있는 자는 침

묵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을 아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하여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말과 행동이다. 낮에 한 말 다르

고 밤에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자라 말할 수 있다. 언행

일치가 되는지 이 것 한가지만 파악해도 그 사람을 안다고 볼 수 있다. 

  

  

[세존] 

“사람은 색깔과 형상으로 알 수 없고 

잠시 보아서는 믿을 수 없다네. 

몸을 잘 삼가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삼가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네. 

  

흙으로 빚은 가짜 귀걸이처럼 

금박을 입힌 반달 모양의 동전처럼 

어떤 이들은 화려히 치장하고 돌아다니니 

안으로는 더럽고 밖으로만 아름답네.”(S3.1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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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HD 화면으로 제공되는 요즘 방송을 보면 그야

말로 먹거리프로로 넘쳐 난다. 어느 방송을 보도 먹거리가 빠지지 않는데 특히 

저녁시간에 집중적이다. 저녁밥을 먹을 때쯤 방송되는 먹거리프로를 보면 식욕

을 자극한다. 선명한 화질의 TV 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보는 것 만으로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 만일 냄새까지 나는 TV 가 개발된다면 그 강

도는 더할 것이다. 

  

빠세나디왕의 식사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꼬살라국의 빠세나디왕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처님이 사왓티에 있을 때 빠세나디왕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에 따

르면 “됫박 분량의 많은 밥을 먹곤 했다(S3.13)”라고 표현되어 있다. 대식가

임을 알 수 있다. 왕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일까? 

  

‘됫박분량’이라는 말은 ‘doṇapākaṃ’의 번역어이다. 각주에 따르면 ‘말, 

되의 분량’이라 한다. PCED194 에 따르면 doṇapāka 는 doṇa+pāka 의 형태이다. 

doṇa 는 ‘a measure of capacity; 1/8th of a bushel’라 설명된다. 측정의 단

위로서 1/8 부셀이라 한다. 사전에 따르면 1 부셀은 ‘a United States dry 

measure equal to 4 pecks or 2152.42 cubic inches’라 설명된다. 도량형환산

표를 보니 1 부셀은 7 내지 8 리터에 해당된다. 빠세나디왕이 1/8 부셀에 해당되

는 양의 밥을 먹었다고 하니 약 1 리터 분량의 밥을 먹었다고 볼 수 있다. 밥 

세 공기 정도의 분량이라 본다.  

  

뭐? 양동이분량이라고? 

  

전재성님은 ‘됫박분량’이라 하였다. 도량형표에 따르면 1 됫박은 1.8 리터에 

해당된다. 엄청난양의 밥이다. 그런데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양동이분량의 음

식을 먹었다.(S3.13)”라 하였다. 양동이의 양은 얼마나 될까? 검색하여도 나오

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하였다. 

  

  

주석서는 양동이분량의 쌀밥과 그만큼의 국과 반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양동이 분량’으로 옮긴 원어는 doṇa 인데 이것은 도량단위이다. BDD 에 의하

면 1 도나는 1/8 부셸(1 부셸은 약 36 리터=2 말) 이라 한다. 그러므로 1 도나는 

대략 4.5 리터 혹은 2.5 되 정도의 분량이다. 같은 분량의 국과 반찬까지 합하면 

왕은 한끼에 13 리터 혹은 8 되 가까이 되는 엄청난 음식을 먹은 셈이다. 

  



(초불연 상윳따 1 권 393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1 양동이의 양은 무려 4.5 리터에 해당된다. 큰 식수

용 패트병 하나가 2 리터이니 패트병 2.5 개에 해당된다. 그러나 양동이의 크기

는 정해져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까지 다양하다.  

  

양동이, 바께쓰, 버킷 

  

바닥 청소할 때 사용하는 양동이가 사용된다. 흔히 ‘바께쓰’라 한다. 바께쓰

라는 말은 양동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일본어로는 ‘バケツ(바케쓰)’라 

하는데 흔히 말하는 바께쓰라는 말은 일본어의 잔재라 볼 수 있다.  

  

바께쓰라는 말의 원어는 영어 버킷(bucket)이다. Bucket 은 양동이라 번역된다. 

그런데 빅쿠보디의 번역을 보면 “a bucket measure of rice and 

curries(S3.13)”라 되어 있다. ‘버킷분량의 쌀과 커리’라고 번역하였다. 그

래서 경의 제목도 ‘A Bucket Measure of Food(한버킷분량의 음식)’으로 되어 

있다.  

  

한버킷 분량의 음식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The doṇa is a measure of volume, 
perhaps a "bucket," obviously far more than the capacity of an ordinary 

person's stomach.”라 각주 하였다. 도나에 대하여 한버킷정도의 분량으로 본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통사람들의 양 보다 훨씬 더 많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구체적인 용량을 표현 하였

다. 그래서 한양동이 분량의 음식에 대하여 무려 4.5 리터가 된다고 하였다. 정

말 그렇게 많은 양의 밥을 먹었을까? 

  

일반적으로 한양동이의 양은 2 리터 짜리 큰 패트병이 네 개 내지 다섯 개 들어

가는 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동이의 크기는 모두 달라서 도량형 단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한양동이 분량의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장 된 것이다.  

  

차라리 ‘양푼’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계산에 따르면 빠세나디왕의 밥량은 1 리터가 채 안되는 양이다. 큰 생수 패트

병이 2 리터이니 쉽게 짐작이 간다. 보통사람 보다 세 배 가량 더 먹었다고 보

여진다. 그럼에도 전재성님은 ‘됫박분량’이라 하여 1.8 리터 가량의 밥을 먹

었다고 번역하였고, 각묵스님은 ‘한양동이분량’이라 하여 무려 4.5 리터 분량

의 밥을 먹었다고 번역하였다.  

  

됫박분량이나 양동이분량은 밥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양동이분량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인다. 양동이는 도량형단위가 아니기 때문



이다. 빅쿠보디의 버킷과 같은 개념이다. 차라리 요즘 식으로 ‘양푼’으로 표

현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듯 하다. 

  

‘배불러 죽겠다’는데 

  

경에 따르면 빠세나디왕은 대식가이었다. 보통 사람들 보다 몇 배 더 되는 밥을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몸이 불편할 것이다.  

  

사람들은 양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배불러 죽겠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서 소화제를 먹는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어느 스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

다. 과식하고 난 다음 이제는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 약을 먹는 것이다. 만일 소

화를 못 시킬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먹은 것을 토해 내야 할 것이다. 그

래서일까 고대로마에서 귀족들이 연회를 즐길 때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빠세나디왕은 잔뜩 먹었다.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되는 양의 음식을 먹었으니 

편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많이 먹고는 숨을 몰아쉬고”

라고 표현 되어 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이에 각묵스님

은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며”라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왕은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므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

여 하루에 세 끼 먹을 것을 다섯 끼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끼에 한공기분량

이 적합함에도 세 공기 분량의 밥을 먹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루에 세 

끼 먹어야 함에도 여섯 끼를 먹는 것과 같다. 빠세나디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

다. 

  

빠세나디왕이 과식을 한 이유는 먹을 만한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TV 에서 먹거리프로를 보면 양껏 배불리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옛날 왕

들의 식탁은 황제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온갖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하였을 것

이다. 그래서 매일 과식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빠세나디왕도 엄청난 과식

을 한 것이라 보여진다.  

  

“식사에 분량을 아는 사람은” 

  

빠세나디왕은 과식을 한 후 괴로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구   분 도나빠까경(S3.13) 비   고 

빠알리어 Manujassa sadā satīmato 

mattaṃ jānato laddhabhojane, 

Tanu tassa bhavanti vedanā 

satīmato 



sanikaṃ jīrati āyupālayanti. 

전재성님역 [세존] 

“언제나 새김을 확립하고 

식사에 분량을 아는 사람은 

괴로운 느낌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며 더디 늙어가리.” 

새김을 확립하고 

각묵스님역 “사람이 항상 마음챙기면서 

음식을 대하여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보족하여 천천히 늙어가리.” 

마음챙기면서 

빅쿠보디역 "When a man is always mindful,  

Knowing moderation in the food he 

eats, 

His ailments then diminish:  

He ages slowly, guarding his life.  

mindful 

  

  

  

알아차림이 없어서 

  

황제식단에서 과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알아차림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언제나 새김을 확립하고(sadā satīmato)”라 하였

다. 여기서 satīma 라는 말은 ‘Of retentive memory or active mind, 

thoughtful, reflecting’의 뜻으로 항상 사유하고 반조하는 적극적인 마음과 

기억을 유지하라는 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알아

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가르침을 사유하고 기

억하고 되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무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띠의 의미는 반드시 기억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억은 

이전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는다. 이는 사

띠에 대하여 초기경에서 “수행승들이여, 그는 이와 같이 멀리 떠나서 그 가르

침을 기억하고 사유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멀리 떠나 그 가르

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그 때 새김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수행승이 새김

의 깨달음 고리를 닦으면, 그 때  수행승의 새김의 깨달음 고리는 닦임으로 원

만해진다. 이와 같이 새김을 닦으면서 그는 그 가르침을 지혜로 고찰하고 조사

하고 탐구한다. (S46:3)”라고 표현 되어 있는 정형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띠(sati)의 가장 올바른 표현(2013-01-0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빠세나디왕이 과식을 하게 된 것은 ‘알아차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알아차림은 사띠마의 번역이다. 전재성님은 ‘새김’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마음챙김’이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mindful’이라 하

였다.  

  

음식절제를 강조하신 부처님 

  

빠세나디왕이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

랐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초기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늘 음식절제를 강조하였

다. 이는 초기경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몇 가지 가르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탐욕을 일으키지 마십시요.  

욕망이 없어지고 버려져서,   

욕망이 여윈 것이 적멸입니다.(stn707)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 (dhp7) 

  

  

숫따니빠따에서는 음식절제를 함에 있어서 배를 가득 채우지 말라고 하였다. 수

행자가 배불리 양껏 먹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식사에 알맞은 분

량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지 못함’으로 표현하였다.  

  

병고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배불리 양껏 먹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다. 더구나 음식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도 있다. 이를 ‘식도락가’라 한다. 그래서 맛집을 순례하며 다니며 먹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맛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음식절제가 되지 않을 것이

다. 결국 과식으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걸리고 수명이 단축 되는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게송에서는 “목숨을 보존하며 더디 늙어가리(sanikaṃ 

jīrati āyupālayanti, S3.13)”라 하였다. 병고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음식절

제를 하라는 말이다. 

  

불교의 공양게 

  

음식절제는 잘 되지 않는다. 맛있는 것에 손이 가고 맛있는 것만 찾아 다니다 

보면 음식을 즐기게 되어 식탐만 늘어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

침을 상기 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경계에 

부딪쳤을 때 활용하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사띠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새김을 확립하고(sadā satīmato, S3.13)”라 하셨다. 그렇다면 음식절

제에 대한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에서

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아는가? 수행승들이

여. 세상에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 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 

  

라고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S35.239, 전재성님역) 

  

  

위 가르침은 사실상 ‘불교의 공양게’와 같다. 이렇게 부처님이 음식절제를 강

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기 위해

서 먹기 위해서이다.  이 몸이 유지 되기 위하여 먹을 뿐이지 먹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또한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

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

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S35:239)”라고 말

씀 하셨다. 기계에 기름을 칠해야 돌아 가듯이 음식은 이 육신을 지탱할 정도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가르침은 공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와 관련된 이야기(Pasenadikosalavatthu) 

  

음식절제와 관련하여 빠세나디왕이 나온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

주에서 ‘DhpA.III.264 에도 나온다’라고 하였다. 법구경 주석서 3 권 264 페이

지에 빠세나디와 관련된 음식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 보았다. 

  

법구경 204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에 음식과 관련된 빠세나디왕의 이야기가 실

려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DhpA.III.264-267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꼬살

라 국왕 빠세나디와 관련된 이야기(Pasenadikosalavatthu)이다. 

  

한 때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 왕은 됫박 분량의 많은 밥을 스프와 양념과 함께 

먹곤 했다. 어느날 아침 그는 아침을 너무 많이 먹고 식후의 졸음을 쫒아 내지 

못하고 부처님께 찾아와서 피곤한 기색으로 이리저리 졸았다. 졸음이 왔지만 똑

바로 눕지 못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빠세나디 왕에게 ‘대왕이여, 쉬시지 않고 오셨습니다.’라

고 말하자, 왕은 ‘세존이시여, 식후에 저는 항상 괴롭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대왕이여, 과식은 언제나 고통을 가져 옵니다.’라고 말하고 이

어서 시로써 ‘나태하고 너무 많이 먹고 잠자며 시간을 보내면서 누워서 뒹굴

면, 돼지가 사료를 먹는 것과 같아 그 어리석은 자는 거듭해서 모태에 든다.’

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대왕이여, 알맞게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언제나 새김을 확립하고 

식사에 분량을 아는 사람은 

괴로운 느낌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며 더디 늙어가리.”(SN.I.81) 

  

왕은 그 시를 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조카인 쑤닷싸나(Sudassana)에게 

‘이 시를 외우라.’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쑤닷싸나에게 말했다. ‘쑤닷싸나

여, 너는 왕이 식사하면, 마지막 밥 한 덩어리를 들려 할 때 이 시를 읊도록 해

라. 그러면 왕은 그 마지막 한 덩어리의 밥을 버릴 것이다. 왕의 다음 식사를 

요리 할 때에 그 한 덩어리 만큼의 쌀알을 새 쌀에서 덜어내라.’ ‘세존이시

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왕이 식사할 때 마다 조카 쑤닷싸나는 

지시대로 행했다. 왕은 차츰 한 홉 분량의 밥으로 만족하고 날씬한 몸매를 갖기

에 이르렀다.  

  

어느날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고 ‘세존이시여, 저는 

행복합니다. 야생의 짐승들과 말들을 추적하여 붙잡을 수 있습니다. 조카와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카에게 공주 바지라(Vajira)를 아내로 주

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이 있는 마을을 하사했습니다. 그

리고 조카와의 싸움도 끝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 왕궁의 귀중한 보석

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찾아서 행복합니다. 당신의 제자들과의 우정을 위

해, 당신의 친지의 가문의 딸을 비로 맞이하여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대왕이여,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이익에 만족하는 것

이 최상의 부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열반과 견줄 행복은 없습

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보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Dhp204) 

  

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

다. 

  

(법구경 204 번 게송 인연담,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와 관련된 이야기

(Pasenadikosalavatthu), 전재성님역) 

  

  

인연담을 보면 상윳따니까야 도나빠나경(S3.13)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구경 204 번 인연담  모티브는 상윳따니까에서 근

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족이 최상의 재보 

  

인연담에서는 빠세나디왕과 부처님의 대화가 매우 사실적으로 실려 있다. 말미

에서는 법구경 게송 204 번이 소개 되어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 파세나디왕을 위

하여 가르침을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Ārogyaparamā lābhā,  

santuṭṭhiparamaṃ dhanaṃ,  

Vissāsaparamā ñātī,  

nibbāṇaparamaṃ sukhaṃ.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보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Dhp204, 전재성님역) 

  

  

네 구절의 게송을 보면 댓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건강과 이익, 만족과 재

보, 신뢰와 친구, 열반과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두 번째 구절에서 “만

족이 최상의 재보(santuṭṭhiparamaṃ dhanaṃ)”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santuṭṭhiparamaṃ dhanaṃ: DhpA.III.267 에 따르면, 재가자나 출가자나 자신이 

소유한 것에 흡족해 하면, 그것이 만족이다. 그 만족은 다른 재보보다 높은 것

이다.  



  

(법구경 1195 번 각주, 전재성님) 

  

  

짤막한 주석에 행복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것은 만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흡족해 하면, 

그것이 만족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그 만족은 다른 재보보다 더 높은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에서 천만금을 갖는 것 보다 왕의 지위

를 누리는 것 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소유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등식은 깨진다. 소유에 대한 욕구를 내려 놓았을 때 사실상 모

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는 다름아닌 소욕지족(小慾知足)이다.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Dhp331)”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을 강조한다. 이런 소욕지족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소비지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욕지족의 삶의 방

식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자고 말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출가

자나 재가자 모두 소욕지족의 삶의 방식이 맞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반드시 

많이 가졌다고 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우고 덜어 낼수록 역설적

으로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적게 낼수록 더욱 더 

행복해진다는 말이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행복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행복은 반드시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

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낮추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

늘에서 금비가 내려도, 진짜 행복이란?(2012-09-2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올린 글에 행복공식이 있다. 그것은 “행복지수 = 소유/욕구”라는 식으로 표현

된다. 행복해지려면 분모에 해당되는 욕구를 최대한 낮추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계없이 행복지수가 올라 갈 것이기 때문에 점

점 행복해 질 것이라 한다. 

  

행복지수 공식을 보면 매우 타당하다. 분자에 해당되는 소유를 늘리는 것 없이 

분모에 해당 되는 욕구를 낮추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렇게 본다면 남의 번영이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욕심을 내는 것 보다 차

라리 욕구를 낮추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Tuṭṭhī sukhā yā itarītarena, 
Dhp331)”라 하셨다.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빠세나디왕은 음식절제를 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을 받아 들여 음식절제에 성공함으로서 날씬한 몸매를 가지게 되었고 건강도 찾

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stn707)”먹는 것이다. 이렇게 초기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먹

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명기 되어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였다. 무엇이든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

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음식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여 양을 초과한다면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많이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하여 소화제를 먹는 다면 어리석음의 극치라 볼 수 있다.  

  

음식을 탐을 내어 먹는 것을 즐기는 자들은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초

기경 도처에서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라”라거나 “배를 가득히 채우지 말

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음식은 단지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이 육체를 지탱하는 

의미에서 먹을 것을 말씀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식탐이 있어서 게걸 스럽게 먹

는 자들은 매우 천박한 자들이다. 또 맛있는 맛집만을 찾아 다니며 먹는 것을 

즐기는 식도락가 들 역시 천박한 자들이다.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 있다면 사실상 동물적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 지혜

가 없는 축생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는 것이다. 자연  다큐프로를 보면 축생들

은 먹기 위해서 산다.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동물세계에서 먹어야만 사는 것

이다. 그런데 인간이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 양껏 배불리 먹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면 축생과 다름 없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초기경 도처에서 식탐

을 경계하였다. 

  

  

“언제나 새김을 확립하고 

식사에 분량을 아는 사람은 

괴로운 느낌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며 더디 늙어가리.”(S3.13) 

  

  

  

  

2013-11-04 

진흙속의연꽃 

  

 

 

 

 

46.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 한다.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

은 사자성어는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가 진리의 눈이 생겨 났을 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고 외친 말과 같다. 무상함을 자각하

였을 때 감흥으로 나오는 말이다. 생자필멸과 함께 영고성쇠(榮枯盛衰)라는 말

도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전하는 번영과 쇠락의 뜻이다.  

  

또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도 있다. 사전에 따르면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

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말 

역시 무상함을 뜻한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이야기할 때 많이 회자된

다. 특히 행복과 불행과 관련해서이다. 

  

마가다와 꼬살라의 전쟁이야기 

  

새옹지마의 교훈과 유사한 내용의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 ‘전쟁의 경(S3.14-

3.15)’이 그것이다. 부처님당시 고대 인도에서 십육대국이 있었는데 가장 강성

하였던 마가다와 꼬살라국의 전쟁이야기이다.  

  

전쟁의 경을 보면 스펙터클한 영화를 보는 듯 하다. 코끼리부대 등 사군이 등장

하고 두 강대국의 왕이 패권을 겨루면서 승자와 패자가 바뀌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로 따진다면 꼬살라국의 빠세나디왕이 주연이다. 그리고 상대역으로 마가다

국의 아자따삿뚜가 조연이다. 그런데 이 둘과의 관계는 인척관계이다. 빠세나디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자따삿뚜왕이 조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의 초입

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Atha kho rājā māgadho ajātasattu vedehiputto catura ṅginiṃ senaṃ 

sannayhitvā rājānaṃ pasenadiṃ kosalaṃ abbhūyyāsi yena kāsi.  

  

한 때 마가다국의 왕이며 베데히 왕비의 아들인 아자따쌋뚜가 네 종류의 군대를 

무장시켜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까씨국으로 쳐들어왔다. 

  

(Paṭhamasaṅgāmasutta-전쟁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3.14, 전재성님역) 

  

  

아자따삿뚜는 꼬살라 국의 빠세나디왕의 조카이자 마가가국의 빔비사라왕의 아

들이다. 아자따삿뚜의 어머니는 꼬살라국의 공주 베데히이다. 빠세나디왕의 입

장에서 본다면 조카 아자따삿뚜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온 것이다.  

  

아자따삿뚜의 업보 



  

아자따삿뚜는 삼촌의 나라로 쳐들어 갔다. 이에 대한 이유는 경에 설명 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각주에 따르면 아자땃삿뚜는 ‘패륜아’이다. 자신의 부왕을 

유폐하여 굶어 죽게 하고 왕위를 찬탈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륜행위를 저지

른 아자따삿뚜는 자신의 아들을 두려워 하였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날에 아

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을 시해할 까봐 늘 두려워 하였던 것이다. 그

래서 아들이 출가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들은 출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려

가 현실로 되었다. 아자따삿뚜는 32 년간 재위한 뒤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업

보로 자신의 아들에게 시해당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당시 십육대국 

  

부처님당시 고대인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다. 열 여섯 나라로 분열되어 약육

강식의 전국시대와 같았다. 당시의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인도의 십육대국 

  

  

마가다는 동남쪽에 있고 꼬살라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십육대국의 이름은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볼 수 있다. 바쎗타의 포살에 대한 

경에서 “바쎗타여,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와 같이 많은 칠보가 있는 십육대국 

즉, 앙가, 마가다, 까씨, 꼬쌀라, 밧지, 말라, 쩨띠, 방가, 꾸루, 빤짤라, 맛



차, 쑤라쎄나, 앗싸까, 아반띠, 간다라, 깜보자의 지배자로 왕권을 누리는 것이 

이와 같이..(A8.43)”라는 경전적 근거를 갖는다. 

  

꼬살라국과 까시국의 관계는? 

  

전쟁의 경에 따르면 아자따삿뚜는 꼬살라 본토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까시국을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꼬살라의 빠세나디는 왜 아자따삿뚜가 까시

국을 쳐 들어 온 것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 온 것처럼 반응을 보

인 것일까?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대

한 경(M87)’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말리까]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까씨 국과 꼬쌀라 국을 사랑합니

까?” 

  

[빠쎄나디] 

“말리까여, 그렇습니다. 나는 까씨 국과 꼬쌀라 국을 사랑합니다.” 

  

[말리까]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까씨 국과 꼬쌀라 국에 변고가 생기

고 이변이 생기면, 당신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 생겨납니까?” 

  

[빠쎄나디] 

“말리까여, 그렇습니다. 만약에 까씨 국과 꼬쌀라 국에 변고가 생기고 이변이 

생기면, 당신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87, 전재성님역) 

  

  

빠세나디왕과 말리까왕비의 대화이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까시국 이야기가 나온

다. 까시국에 전쟁 등의 변고가 생기는 것을 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빠세나

디는 “나는 까씨 국과 꼬쌀라 국을 사랑합니다”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주를 보면 “까씨국은 꼬쌀라국의 속국으로 모두 꼬쌀라 국의 왕 빠세나디가 통

치했다.(성전협 991p, 1545 번 각주)”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까시는 꼬살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자따삿

뚜가 대군을 이끌고 까시로 쳐 들어 왔을 때 빠세나디가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네 종류의 군대(四軍, caturaṅgini sena)란 

  

빠세나디왕은 조카 아자따삿뚜왕의 도전을 받고 이에 응했다. 경에서는 아자따

삿뚜가 네 종류의 군대를 무장시켜 쳐들어 왔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네 종류



의 군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각주에 따르면 네 종류의 군대

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caturaṅginiṃ senaṃ : 고대 인도군대는 코끼리부대(象軍, hatthikaya), 기마

부대(馬軍, assakaya), 전차부대(車軍, ra-thakaya), 보병부대(步兵, 

pattikaya)의 이렇게 네 종류의 군대(四軍, caturagini sena)로 형성되어 있다.  

  

(상윳따 1 권 291, 880 번 각주, 전재성님) 

  

  

경에 등장하는 네 종류군대(四軍, caturaṅgini sena)에서 당시 군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코끼리부대이다. 기마부대나 전차부대, 보병

부대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코끼리로 이루어진 코끼리부대는 

생소한 것이다. 

  

코끼리부대는 어떤 모습일까? 

  

코끼리부대는 어떤 모습일까? 검색하여 보니 기원전 202 년의 카르타고군의 코

끼리부대를 묘사한 미니어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태국의 아유타야왕조 시대

의 기상전(騎象戰)도 볼 수 있었다. 고대인도에서 코끼리부대는 아마도 다음 사

진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카르타고군의 코끼리부대를 묘사한 미니어쳐(カルタゴ軍の象部隊) 



  

  

  

  

 
1592 년  태국의 코끼리부대(象部隊) 

  

  

  

‘출가의 경(Sn3.1)’에서 

  

코끼리부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숫따니빠따에서도 보인다.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Sn3.1)’에 따르면 빔비사라왕이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장면이

다.  

  

  

Sohayanto aṇīkaggaṃ  

nāgasaṃghapurakkhato,  

Dadāmi bhoge bhuñjassu  

jātiṃ vakkhāhi pucchito. 

  

[빔비싸라] 

“코끼리의 무리가 시중드는  

위풍당당한 군대를 정렬하여  

당신께 선물을 드리니 받으십시오. 

 묻건대, 당신의 태생을 말해주십시오.”(stn421) 

  

  

빔비사라왕은 마가다국왕이다. 아자따삿뚜의 부왕이다. 이 장면은 부처님이 정

각을 이루기 이전 젊은 시절 이야기이다. 부처님이 출가하여 유행하던 시절이

다.  

  



상군(象軍)의 장군을 맡아 달라 하였지만 

  

경에 따르면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에게 “당신은 어리고 젊습니다. 첫 싹이 트고 

있는 청년입니다. 용모가 수려하니 고귀한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stn420)”

라고 물어 보는 장면이 나온다. 같은 왕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서 왕족은 그 때 당시 전사계급을 말한다. 

  

빔비사라왕은 이제 갓 출가한 부처님을 한눈에 알아 보았다. 아마 장군감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코끼리의 무리가 시중드는 위풍당당한 군대를 정렬

하여 당신께 선물을 드리니 받으십시오.(stn421)”라고 말하였다. 코끼리부대를 

맡아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빔비사라는 자신의 휘하에 

강력한 전사들이 있는 장군의 지위를 부여 하려 했던 것이다.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의 요청을 거절 하였다. 장군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군 중에서 가장 강력함을 상징하는 코끼리부대를 맡

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씨족은 ‘아딧짜’라고 하

고, 종족은 ‘싸끼야’라 합니다. 그런 가문에서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출가한 것입니다. (Stn423)”라고 말씀 하심으로서 출가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어서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살피고, 그것에서 벗어

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에 기뻐하고 있습

니다(Stn424)”라고 말씀 하심으로서 또한 출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

하고 있다.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아자따삿뚜는 코끼리부대 등 사군을 동원하여 빠세나디의 속국인 까시국으로 쳐

들어 갔다. 이에 빠세나디는 조카 아자따삿뚜를 맞이 하여 전쟁을 하였다. 그러

나 패배 하였다. 부처님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빠세나디왕이 잠못 이룰 것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수행승들에게 말씀 하셨다. 

  

  

구 분 전쟁의 경 1(S3.14) 비  고 

빠알리어 Jayaṃ veraṃ pasavati 

dukkhaṃ seti parājito, 

Upasanto sukhaṃ seti 

hitvā jayaparājayanti.  

Jayaṃ 

전재성님역 [세존] 

“승리는 원망을 낳고 

패한 자는 잠을 못 이루네. 

이기고 지는 것을 버리면, 

마음 편히 잠을 이루네.” 

  

각묵스님역 “이긴 자는 원한을 부르고 

패한 자는 고통스럽게 잠드네. 

  



승리와 패배를 버려버리면 

편안히 숙면 취하리.” 

빅쿠보디역 “Victory breeds enmity,  

The defeated one sleeps badly.  

The peaceful one sleeps at ease,  

Having abandoned victory and defeat.” 

  

  

  

  

위 게송은 법구경 201 번과 같다. 201 번 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연담이 

전해져 온다. 

  

  

꼬쌀라의 국왕은 그의 조카 아자따쌋뚜와 까씨까 마을에서 세 번에 걸쳐 싸웠으

나 모두 패배했다. 세 번째 패배에서 돌아왔을 때, ‘이 유치한 애숭이를 굴복

시키지 못하다니, 더 오래 살아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식음

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웠다.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져 승원에 까지 들렸다. 수

행승들이 자초지종을 알고 부처님께 알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행승들

이여, 승리를 얻음으로써 증오를 낳는다. 패배한 자는 고통으로 괴로워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한 자는 고통속에

서 잠든다. 적멸에 든 님은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행복하게 잠잔다.’라고 가르

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법구경 201 번 인연담, 꼬쌀라왕의 패배와 관련된 이야기

(Kosalaraññoparājayavatthu, 전재성님역) 

  

  

이 게송과 관련하여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본 게송은 법구경(Dhp) 201 과 같

다. 본 게송에 대한 문법적 고찰은 보디 스님 406 쪽 235 번 주해를 참조할 

것.(초불연 상윳따 1 권 363p 400 번 각주)”라 되어 있다. 이렇게 빅쿠보디가 

번역한 영역본 CDB 의 각주를 참조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빅쿠보디의 영역본

을 많이 참조 하였다는 간접적 메시지라 볼 수 있다. 

  

빅쿠보디의 영역본 각주 

  

빅쿠보디의 영역본 각주를 찾아 보았다.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Spk: Jayaṃ veraṃ pasavati dukkhaṃ seti parājito, Upasanto sukhaṃ seti 

hitvā jayaparājayanti.; “The victorious one breeds enmity: one conquering 

breeds enmity, begets an inimical person. ” 

  



 Spk thus interprets Jayaṃ in pada a as a nominative present participle 

functioning as subject. At EV II, n. to 26, Norman suggests it might be a ṇamul absolutive, i.e., a rare type of absolutive formed from the -aṃ 

termination(see too EV I, n. to 22).  

  

While at v. 407 we do find Jayaṃ as a participle, the word also occurs as 

a neuter nominative at v. 619c, and thus there should be no reason not to 

interpret it in the same way here. See the discussion in Brough, Gandhari 

Dharmapada, pp. 238-39, n. to 180. 

  

(CDB 235p, 235 번 각주, 빅쿠보디) 

  

  

Jayaṃ은 jayati 의 현재분사형이다.. Jayati 는 conquers 의 뜻이다. 이렇게 본

다면 Jayaṃ의 뜻은 이긴 자가 된다. 그래서일까 각묵스님은 이긴 자로 번역하

였다. 그러나 빅쿠보디는 ‘Victory’라 하여 단지 ‘승리’의 뜻으로 번역하였

다. 전재성님 역시 ‘승리’라 번역하였다. 그래서 “승리는 원망을 낳고”라 

하였다. 

  

“이기고 지는 것을 버리면” 

  

‘승리는 원망을 낳는다(Jayaṃ veraṃ pasavati)’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구

경 주석을 보면 “다른 자를 정복한 자는 정복된 자로부터 원한을 산다. 

(DhpA.III.259)”라고 설명되어 있다.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패한 자는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을지 모르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승리는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한다.  

  

승리하였다고 하여 좋아 할 일이 아니다. 이는 “패한 자는 고통속에 잠든다

(dukkhaṃ seti parājito)”라는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 주석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패배한 자는 ‘나는 언젠가 적을 패배시킬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고

통스러워한다.( DhpA.III.259)”라고 설명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

게 해야 하는가? 

  

게송에서 네 번째 구절에 답이 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버리면(hitvā 

jayaparājayanti)”이라는 구절이다. 누가 버리는가?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Upasanto 에 대하여‘The peaceful one’라 하여 번역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

과 각묵스님은 주어 없이 단지 “마음 편히 잠을 이루네”와 “편안히 숙면 취

하리”라 하였다.  

  

Upasanto sukhaṃ seti 에서 Upasanto 는 적정의 의미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법구경 번역에서는 ‘적멸에 든 님은’이라 번역하였다. “적멸에 든 님은 승리

와 패배를 버리고 행복하게 잠든다.(Dhp201)”라 한 것이다. 이처럼 법구경에서

는 적멸에 든 님이라 하여 아라한개념으로 번역하였으나 같은 게송을 두고 상윳



따니까야 전쟁의 경에서는 주어 없이 “이기고 지는 것을 버리면, 마음 편히 잠

을 이루네(S3.14)”라 하여 달리 번역하였다. 그러나 빅쿠보디는 The peaceful

를 내 세워 “The peaceful one sleeps at ease, Having abandoned victory and 

defeat.(승리와 패배를 버림에 따라 평화로운 이는 잠을 잘 잔다)”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빅쿠보디의 번역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전쟁의 경 2’에서는 

  

전쟁의 경은 두 개로 되어 있다. 첫 번째의 경을 Paṭhamasaṅgāmasutta 라 하여 

‘전쟁의 경 1(S3.14)’이고, 두 번째의 경을 Dutiyasaṅgāmasutta 라 하여 ‘전

쟁의 경 2(S3.15)’이라 한다. 그런데 ‘전쟁의 경 2’에서는 전세가 역전된다. 

이번에는 빠세나디왕이 승리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

다. 

  

  

그래서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은 마가다 국의 왕이며 베데히 왕비의 아들인 

아자따쌋뚜의 모든 코끼리 부대를 빼앗고 모든 기마 부대를 빼앗고 모든 전차 

부대를 빼앗고 모든 보병 부대를 빼앗고 나서 그들을 산 채로 풀어 주었다. 

  

(Dutiyasaṅgāmasutta-전쟁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3.15, 전재성님역) 

  

  

빠세나디왕은 조카 아자따삿뚜의 사군을 맞아 승리 하였다. 더구나 아자따삿뚜

를 산채로 생포하였다. 그러나 빠세나디는 조카를 살려 주었다. 살려 주어 돌려 

보내 주는 대신 코끼리부대 등 사군을 모두 차지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빠

세나디왕은 자비로운 왕이다.  

  

빠세나디는 지혜로운 왕 

  

초기경전에서 빠세나디왕은 현명한 왕으로 등장한다.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

(D2)에서도 부처님과 대화 되는 상대로 나오고, 초기경전 도처에서 지혜로운 왕

으로 등장한다. 특히 상윳따니까야에서는 ‘꼬살라상윳따(Kosalasaṃyutta, 

S3)’라는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와 왕비 말

리까는 지혜로운 왕과 지혜로운 왕비로 등장한다. 

  

“다른 자가 빼앗으면 빼앗긴 자는 또 남의 것을 빼앗네” 

  

지혜로운 왕 빠세나디가 전쟁에 승리하여 조카를 풀어 주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

키지 못하도록 사군을 빼앗았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

신다. 

  

  

구 분 전쟁의 경 2(S3.15) 게송 1 비  고 



빠알리어 Vilumpateva puriso 

yāvassa upakappati, 

Yadā caññe vilumpanti  

so vilutto viluppati.  

vilutto viluppati 

전재성님역 [세존]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네. 

다른 자가 빼앗으면 

빼앗긴 자는 또 남의 것을 빼앗네.” 

빼앗긴 자는 또 남

의 것을 빼앗네 

각묵스님역 “사람은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약탈을 일삼도다.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하도다.” 

약탈자는 다시 약

탈을 당하도다 

빅쿠보디역 “A man will go on plundering  

So long as it serves his ends,  

But when others plunder him,  

The plunderer is plundered.” 

The plunderer is 

plundered 

  

  

빠알리게송 네 번째 구절에 ‘vilutto viluppati’가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번

역을 보면 전재성님의 번역과 각묵스님의 번역이 다르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마지막 구절이다. 전재성님은 “다른 자가 빼앗으면 빼앗긴 자는 또 남

의 것을 빼앗네”라 하여 연쇄적으로 “빼앗고 빼앗기고 또 빼았는”는 식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각묵스님은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하도다”라 하여 난해하게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when others plunder him, The plunderer is plundered”라 하였

다. 이를 번역하면 “다른 사람이 그를 약탈할 때, 그 약탈자는 약탈되어진다”

가 된다. 번역해 놓고 보니 초불연의 각묵스님이 번역한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하도다”와 비슷한 번역이 되었다. 

  

이 게송과 관련하여 아자따삿뚜를 대비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자따삿뚜는 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런 패륜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시해 당

하였다. 이렇게 삼대에 걸친 불행에 대하여 위 개송이 적용될 수 있다.  

  

현세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이유는? 

  

두 번째 게송은 악행에 대한 열매이다. 이 게송 또한 아자따삿뚜에게 적용될 수 

있다.  

  

  

구 분 전쟁의 경 2(S3.15) 게송 2 비  고 

빠알리어 Ṭhānaṃ hi maññati bālo Ṭhānaṃ 



yāva pāpaṃ na paccati, 

Yadā ca paccati pāpaṃ 

atha bālo dukkhaṃ nigacchati. 

전재성님역 [세존] 

“죄악의 열매가 익지 않는 한 

어리석은 자는 기회라고 생각하나 

죄악의 열매를 거둘 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하네.” 

  

각묵스님역 “어리석은 자 죄악이 익기 전에는 

그것을 행운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죄악이 익을 때에는 

어리석은 자 괴로움에 빠지도다.” 

  

빅쿠보디역 “The fool thinks fortune is on his 

side 

So long as his evil does not ripen, 

But when the evil ripens  

The fool incurs suffering.” 

  

  

  

이 게송은 법구경 69 번 게송과 유사하다. 이렇게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어 

하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빠알리게송 첫번째 단어 Ṭhānaṃ(stopping)에 대

한 차이이다. 법구경에서는 ‘Madhuvā’로 있다. 이후 나머지는 동일하다.  

  

법구경 주석에 따르면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행위가 

꿀이나 단물처럼, 탐나고 매혹적이고 즐거운 것이라 여긴다. 악한 행위가 현세

에서나, 미래에서나 그 결과를 낳지 않는 한, 그는 그렇게 여긴

다.(DhpA.II.50)”라 하였다. 지금 악한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직 악행에 

대한 과보가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악행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으면 현세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지옥과 같

은 악처에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는 돌고 또 돌아” 

  

세 번째 게송은 아자따삿뚜와 빠세나디와 관련된 게송이다.  

  

  

구 분 전쟁의 경 2(S3.15) 게송 3 비  고 

빠알리어 Hantā labhati hantāraṃ 

jetāraṃ labhate jayaṃ, 

Akkosako ca akkosaṃ 

rosetārañca rosako, 

Atha kammavivaṭṭena 
so vilutto viluppatīti1.  

kammavivaṭṭena 



전재성님역 [세존]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기는 자는 패하며 

욕하는 자는 욕을 먹고 

화내는 자는 분노를 받네. 

행위는 돌고 또 돌아 

빼앗긴 사람이 다시 빼앗네.” 

행위는 돌고 또 

돌아 

  

각묵스님역 “죽이는 자는 [또 다른] 죽이는 자를 만나

고 

승리자는 [또 다른] 승리자를 만나며 

욕하는 자 [또 다른] 욕하는 자를 만나고 

격노하는 자 [또 다른] 격노하는 자를 만나

노니 

업은 이처럼 돌고 돌아서 

약탈자는 또 다른 약탈자를 만나도다.” 

업은 이처럼 돌

고 돌아서 

  

빅쿠보디역 “The killer begets a killer, 

One who conquers, a conqueror.  

The abuser begets abuse,  

The reviler, one who reviles .  

Thus by the unfolding of kamma  

The plunderer is plundered.” 

by the 

unfolding of 

kamma 

  

  

육구게로서 살인자등 모두 여섯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빠알리게

송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The killer begets a 

killer(살인자는 다른 살인자를 본다)”라 하였다. 각묵스님 역시 현재형으로 

해석하여 “죽이는 자는 [또 다른] 죽이는 자를 만나고”라 하였는데, 다만 대

괄호치기를 이용하여 ‘[또 다른]’이라는 말을 추가한 것만 다를 뿐 빅쿠보디

의 문체와 같다. 하지만 전재성님은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라 하여 수

동형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기조는 나머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영원한 윤회의 소용돌이 

  

게송에서 “행위는 돌고 또 돌아(kammavivaṭṭena)”라는 말이 있다. 이 

kammavivaṭṭena 에 대하여 복주석서에는 "The kamma which has vanished matures 

when it gains an opportunity (to ripen) by meeting a condition(conducive 

to its ripening).(CDB 407P, 237 번 각주)”이라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묵스님은 “업이 돌고 돈다는 것은 사라진 업이 조건을 만나서 기회를 포착하면 

돌고 돈다는 뜻이다.(초불연 상윳따 1 권 365P, 403 번 각주)”라  하였다. 전재

성님은 주석의 인용 없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tha kammavivaṭṭena: 폭력은 영원한 윤회의 소용돌이를 몰고 온다. 이기고 빼앗

고 죽이는 자는 때가 되면 패하고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다. 부처님은 여기서 아

자따쌋뚜 왕이 빠쎄나디 왕을 이겼다가 다시 빠쎄나디 왕에게 패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노래한 것이다. 

  

(상윳따 1 권 890 번 각주, 전재성님) 

  

  

 돌고 도는 것에 대하여 윤회의 소용돌이라 하였다.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보를 받는 것이라 하였다. 승리자가 있으면 언젠가 패배 하

게 되오 있고, 죽이는 자는 언젠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아자따삿뚜와 

빠세나디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새옹지마처럼 돌고 도는 인생 

  

인생은 돌고 돈다. 어제 불행하였던 사람이 오늘 행복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새옹지마(塞翁之馬)라한

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악행이다. 악행을 저지르면 확실하게 과보를 

받는 것이다. 게송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존] 

“승리는 원망을 낳고 

패한 자는 잠을 못 이루네. 

이기고 지는 것을 버리면, 

마음 편히 잠을 이루네.”(S3.14) 

  

[세존]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네. 

다른 자가 빼앗으면 

빼앗긴 자는 또 남의 것을 빼앗네.” 

  

“죄악의 열매가 익지 않는 한 

어리석은 자는 기회라고 생각하나 

죄악의 열매를 거둘 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하네.”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기는 자는 패하며 



욕하는 자는 욕을 먹고 

화내는 자는 분노를 받네. 

행위는 돌고 또 돌아 

빼앗긴 사람이 다시 빼앗네.” (S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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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모성본능과 위대한 어머니 

  

  

이다음에 태어나면 

  

즐겁고 유쾌한 곳이 결혼식장이다.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에게 

미래의 번영과 행복을 축하해 주는 자리이다. 이어서 피로연 자리로 이동하여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요즘 결혼식장의 모습이다. 

  

알고 지내는 법우님의 딸이 결혼 하였다. 두 딸을 키웠는데 모두 출가 시킨 것

이다. 마치 할 일 을 다해 마친 듯 홀가분한 모습이다. 이런 자리에 여러 명의 

법우님들이 모여 부페음식을 들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자리에 참석한 여성법우님들에게 물어 보았다. “이다음에 태어나면 남자로 태

어나고 싶어요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라고 넌지시 물어 본 것이다. 대

답은 의외의 결과 이었다. 세 분의 법우님 중에 두 명은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 분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질문하였으나 의외의 결과 

이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였을 때 당연히 남자로 태어나리라고 여

긴다. 여자로 태어나리라고 생각조차 해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종의  

남성우월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녀 양성 평등의 시대라고 하지

만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를 출산하였다는 소식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성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

다. 빅쿠니상윳따(S5)에 따르면 “마음이 잘 집중되어 최상의 진리를 보는 자에



게 지혜가 항상 나타난다면 여성의 존재가 무슨 상관이랴?(S5.2)”라는 게송이 

있다. 여성이라도 가르침을 실천하면 궁극적 경지에 올라 갈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성의 차별이 없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성의 차별이 있

었다. 

  

부처님이 사왓티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 때 당시 빠세나디국왕과 함께 있었다. 

이때 국왕의 부하가 왕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대왕이시여, 말리까왕비께서 

공주를 출산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경

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을 때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은 기뻐하지 않았

다.(S3.16)”라 하였다. 

  

국왕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말리까 왕비를] 나는 큰 위력을 가진 [왕비의] 

지위에 올려 놓았다. 만일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그녀는 큰 영광을 얻었을 

것인데 이제 그 기회를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다.”

(SA.i.155) 

  

(초불연 상윳따 1 권 404 번 각주, 각묵스님) 

  

  

왕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말리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미천한 출신의 말리까왕비가 아들을 낳

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발로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주석

은 이어지는 게송을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의 CDB 각주와 초불연의 각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재성님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각

주가  CDB 에도 있다. 빅쿠보디는 주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Spk: He was displeased thinking, " I elevated Queen Mallika from a poor 

family to the rank of queen. If she had given birth to a son she would 

have won great honour, but now she has lost that opportunity. "  

(CDB 238 번 각주, 빅쿠보디) 

  

  

내용은 초불연 각주와 동일하다. 이어지는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

다. 

  

  



This daughter was almost certainly the Princess Vajiri (see MN II 110,10-

18), who was later married to King Ajatasattu of Magadha after the two 

kings were reconciled. Prince Vidudabha, the heir to the throne, was 

begotten from another wife of Pasenadi, Vas abha-khattiya, a Sakyan lady of 

mixed descent who was passed off to Pasenadi as a pure -bred Sakyan 

princess. Vidudabha later usurped the throne and left his father to die in 

exile. When he learned that the Sakyans had deceived his father he 

massacred them and almost decimated the entire Saykan clan.  

  

(CDB 238 번 각주, 빅쿠보디) 

  

  

이 각주는 빅쿠보디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말리까부인이 낳은 딸이 맛지마니까

야에 등장하는 ‘와지리’임이 분명하고 말하면서 경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위

두다바’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 하고 있다. 이 각주에 대한 해석은 초불연 

각묵스님의 각주와 똑 같다. 초불연의 각주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딸은 와지리 공주임에 분명하다. (M87/ii.110. 24 참조) 와지리공주는 빠세

나디왕이 아자따삿뚜왕과 화해를 한 뒤에 아자따삿뚜 왕의 아내가 되었다. 왕의 

아들 위두다바(Vidudabha)는 말리까왕비에서 난 아들이 아니다. 빠세나디왕은 

부처님과 인척관계를 맺고 싶어 하였으며 그래서 사꺄족의 딸과 결혼하고자 하

였다. 자부심이 강한 사꺄족은 마하나와와 하녀사이에 난 딸인 와사바캇띠야를 

보냈으며, 이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위두다바 왕자이다. 위두다바 왕자가 

커서 까삘라투를 방문하였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였고, 그래서 후에 위두

다바는 사꺄를 정복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참한 살육을 하였다고 한다. 

  

(초불연 상윳따 1 권 404 번 각주, 각묵스님) 

  

  

빅쿠보디의 각주와 같은 내용이다. 다만 마지막 문구에 “하였다고 한다”라는 

구절만 다를 뿐 형태와 사용단어는 동일하다. 

  

부처님의 평등의 가르침 

  

빠세나디왕은 사랑하는 왕비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다. 내심 아

들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신다. 

  

  

구   분 딸의 경(S3.16) 게송 1 비   고 

빠알리어 Itthī pi hi ekacciyā seyyā posa 



seyyā posa janādhipa, 

Medhāvinī sīlavatī 

sassudevā patibbatā. 

전재성님역 [세존] 

“백성의 왕이여, 여인이라도 

어떤 이는 실로 남자보다 훌륭하니 

총명하고 계행을 지키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를 섬기네.” 

남자보다 훌륭하니 

각묵스님역 “만백성의 왕이여,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는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니 

그녀는 현명하고 계를 잘 지키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를 섬기노

라.” 

남자보다 훨씬 뛰어

나니 

빅쿠보디역 “A woman, 0 lord of the people, 

May tum out better than a man:  

She may be wise and virtuous,  

A devoted wife, revering her mother -

in-law” 

better than a man 

  

  

부처님의 양성평등사상이 담겨 있는 게송이다. 부처님 당시 사성계급에 의하여 

차별 받듯이 여성도 차별 받았다. 이는 태생에 따른 차별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태생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였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바라문인 것도 아니오 .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stn136)”라 하여 태생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행위에 의하여 차별

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

리.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서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

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S7:9)”라 하였다.  

  

부처님의 평등의 원칙은 여성에게도 적용된다. 게송에서 “백성의 왕이여, 여인

이라도 어떤 이는 실로 남자보다 훌륭하니(Itthī pi hi ekacciyā seyyā posa 

janādhipa, S3.16)”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왕보다 훌륭한 여자 

  

부처님은 여성도 남자 보다 훌륭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이어지는 문구

에서 “총명하고 계행을 지키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를 섬기네”라고 하였

다.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평등하긴 하지만 성의 차이에 따라 역할이 분명

하게 있음을 말씀 하신 것이다. 이 게송과 관련하여 전재성님과 각묵스님의 각

주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빅쿠보디는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In pada b, I follow Eel & 2 in reading posa, “than a man," though Be and 

Se, as well as Spk, read posa, which Spk glosses as the imperative posehi, 

"nourish (her)."  

  

Spk sees the comparison with a son implicit in seyya: "Even a woman may be 

better than a dull, stupid son." In pada d, sassudeva literally means 

"having (her) mother-in-law as a deva"; Spk adds father -in-law in the 

gloss. 

  

(CDB 407P 239 번 각주, 빅쿠보디) 

  

  

빠알리게송 두 번째 구절에 “seyyā posa janādhipa”가 있다. 여기서 posa 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남자(man)’의 뜻이고, 또 하나는 ‘양육

(nourished)’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자라는 존재는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양육되고 보호받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 보다 더 훌륭할 수 있

음을 말한다.  

  

네 번째 구절의 ‘sassudevā’는 문자적으로 "having (her) mother-in-law as a 

Deva(시어머니를 갖는)”의 뜻이다. 그래서일까 빅쿠보디는 직역하여 

“revering her mother-in-law(시어머니를 존경하는)”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러

나 주석서의 견해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father-in-law)’도 해당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과 각묵스님은 모두 “시부모를 섬긴다”

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여인은 남자 보다 훌륭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seyyā posa janādhipa”

에서 은유적으로 나타난다. ‘janādhipa’의 뜻이 “a king (of men)”이기 때

문에 이 구절은 “만백성의 왕, 그 왕의 아들 보다 훌륭하다”는 뜻이 된다.  

  

여인이 위대한 이유는? 

  

그렇다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 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게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구   분 딸의 경(S3.16) 게송 2 비   고 

빠알리어 Tassā yo jāyatī poso 

sūro hoti disampati, 

Tādisā subhagiyā putto 

rajjampi anusāsatīti. 

disampati  

전재성님역 [세존]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세계의 영웅이 되니 

세계의 영웅이 되니 

  



그러한 훌륭한 여인의 아들이야말로 

왕국을 지배할 수 있네.” 

각묵스님역 “그런 그녀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마땅히 영웅이 되리니, 사방의 주인이여 

그런 훌륭한 여인의 아들이 

왕국을 제대로 통치할 것이로다.” 

사방의 주인이여  

빅쿠보디역 “The son to whom she gives birth  

May become a hero, 0 lord of the 

land. 

The son of such a blessed woman  

May even rule the realm.” 

0 lord of the 

land  

  

  

빠알리게송 두 번째 구절에 ‘disampati’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사방의 주인이여”라 번역하였다. 별도의 호격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는 빅쿠

보디 역시 “0 lord of the land(오, 이땅의 주인이여)”라며 호격으로 처리하

였다. 이에 각묵스님과 전재성님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빅쿠보디는 

“In pada b, it is uncertain from the text whether disampati is nominative 

or vocative, but I follow Spk, which glosses it with the vocative 

disājeṭṭhaka.(204 번 각주)”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주석의 견해대로 윤문된 

‘disājeṭṭhaka’라는 문구를 따른다고 하였다.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disampati 가 ‘king’의 뜻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또 다

른 설명으로 ‘A king of long ago’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His 

son was Renu and his chief stewards were firstly Govinda and later 

Jotipāla (D.ii.230f; Mtu.i.197ff)”라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래 전

의 왕의 이름이 디삼빠띠인데 세계적인 영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디삼

빠띠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sūro hoti disampati”에 대하여 “세계의 영웅이 

되니”라 하여 별도의 호격 없이 번역하였다. 그러나 빅쿠보디는 disampati 를 

따로 떼어내어서 “0 lord of the land (오, 이땅의 주인이여)”라 하였다. 각

묵스님은 빅쿠보디의 견해를 중시하여 “사방의 주인이여”라 번역한 듯 하다. 

  

여인에게 다섯 가지 고통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났다.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호걸도 어머

니 뱃속에서 나왔고 부처도 어머니배에서 나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세상의 모

든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래서일까 예로부터 여인은 아이를 출산해야만 대우를 

받고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아야 떳떳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출산은 여인에게

만 있는 고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인에게는 다섯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였

다.   

  

  

1) 세상에 여인들은 나이가 어릴 때에 시집가서 친족과 떨어져 지낸다. 



2) 세상에 여인들은 월경을 한다. 

3) 세상에 여인들은 임신을 한다. 

4) 세상에 여인들은 분만을 한다. 

5) 세상에 여인들은 남자에게 봉사를 한다.(S37.3) 

  

  

초기경에 따르면 여인에게만 있는 다섯 가지 고통이다. 이는 오늘날이라고 하여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

까? 아마 혼자 살면 임신에 따른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 봉사하는 고통

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혼자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남자가 할 수 없는 일

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자는 남자 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다. 이 

세상의 남자들이 모두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시대가 바뀌어 아무리 남녀간

의 성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완전히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노골적

으로 또 때로는 은연중에 성의 차별이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

는데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고 또 누구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대로 여자들은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남자

들은 추호도 여자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져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자는 계속 여자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남자는 여전히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과학적 상식을 예로 들지 않는다. 다만 연기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집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모성본능에 따른 집착때문에  

  

십이연기에 따르면 다시 태어남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갈애’로부터 시

작된다. 대상과 접촉하면 느낌이 발생하는데 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좋거나 싫은 것에 대한 갈애가 일어난다. 갈애가 더욱 강화된 것이 

‘집착’이다. 그래서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일어난다”라는 정형구로 표현 

된다.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가면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나 다름 없다. 갈애가 더욱 강

화 되어 이제 뗄레야 뗄 수 없는 집착으로 발전 되기 때문이다. 그런 집착은 필

연적으로 ‘다시 태어남(業有)’을 유발하고 말것이다. 그래서 십이연기 정형구

에 따르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가 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남의 조건은 집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반적



으로 집착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다. 왜 더 강할까? 그것은 ‘모성본능’과 관계

가 있다.  

  

여성들만이 아이를 낳는다. 자신의 배에서 낳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인 것을 안

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다르다. 여성에 배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물론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남성 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런 애착은 일종의 집착이라 볼 수 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일반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이 더 강한 편이다. 이는 아이를 

여자가 낳아 양육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물학적 조건이어서일까 여성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 집착은 다시 태어남을 유발하고 만다고 하였

다. 여성이 남성 보다 집착이 강하므로 다시 태어날 때 여성은 또 다시 여성으

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론 검증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집착의 관점

에서 살펴 본 것이다. 

  

여성은 위대한 존재 

  

이 세상의 반은 남자이고 이 세상의 반은 여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두 

여인으부터 나왔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호걸도 알고 보면 여인의 몸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여인은 매우 위대한 존재이다. 마치 만물을 

있게 한 대지의 여신처럼 여인은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존재이다.  그런데 부처

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더 훌륭한 여인이 있다. 그것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출산

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를 섬긴다는 것도 지혜

로운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백성의 왕이여, 여인이라도 

어떤 이는 실로 남자보다 훌륭하니 

총명하고 계행을 지키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를 섬기네.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세계의 영웅이 되니 

그러한 훌륭한 여인의 아들이야말로 

왕국을 지배할 수 있네.”(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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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세와 내세의 이익을 위하여 

  

  

부지런함은 미덕이다. 어떤 현자들도 부지런함을 찬양한다. 부지런함의 반대말

은 게으름이다. 어떤 사람들도 게으름을 부정한다. 부지런함에 대하여 한자어로 

‘불방일’이라 하고, 게으름에 대하여 ‘방일’이라 하다. 빠알리어로는 불방

일은 ‘압빠마다(Appamāda)’라 하고 방일을 ‘빠마다(pamāda)’라 한다. 

  

딱딱한 문장과 유려한 문장 

  

불방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사왓티에 계실 때 빠세나디왕과 나눈 

대화에서이다. 먼저 빠세나디왕이 “세존이시여,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 

양자의 이익이 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까?(S3.17)”라고 묻는다. 현재의 삶

과 내생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

나의 원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빠세나디왕의 질문에 부처님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여기서 

하나의 원리란 빠알리어로 ‘eko dhamma’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하나의 법’이라 번역하였다. 담마에 대하여 원리라 번역한 전재성님과 대조

적이다.  

  

초불연에서는 담마에 대하여 초지일관 한자어 ‘법’으로 번역한다. 그러다 보

니 번역이 경직된다. 경직된다는 말은 ‘딱딱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반면 

전재성님은 담마라는 용어에 대하여 ‘진리, 가르침, 원리, 법칙, 법, 것’ 등 

문맥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다 보니 문장이 유려하

다.  

  

오타인가 오역인가? 

  

빅쿠보디는 ‘eko dhamma’에 대하여 ‘one thing’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번역

방식은 의외이다. 왜 그런가? 빅쿠보디의 CDB 해제 글에 따르면 Dhamma 는 가급

적 원어 의미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Dhamma 로 번역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

문이다. 그래서 Dhamma 에 대하여 teaching(가르침)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하

지 않고 원어 그대로 ‘Dhamma’로 하였음을 밝혔다. 이런 방식을 초불연에서 

받아 들여 담마에 대하여 법으로만 번역하였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법, 저기

서도 법이 되어 그 법이 어떤 법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이번 번역 역시 담마를 법으로 번역하여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까?”라 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업’이라 하였다. 이는 오타일까 오역일까? 

  

‘eko dhamma’는 하나의 업이 아니라 ‘하나의 법’이라고 번역해야 맞다. 그

러나 오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다. 초불연 상윳따 1 권이 2009 년 11 월 초

판 인쇄된 이래 2013 년판 현재 초판 2 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

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까?” 

  

(초불연 상윳따, 불방일의 경 S3.17, 각묵스님역) 

  

  

빠세나디왕이 물어보고 부처님이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eko 

dhamma’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업’이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법’이라 하였다. 업(kamma)과 법(dhamma)은 분명히 다른 말이다. 그

럼에도 담마에 대하여 업과 법으로 번역한 것은 오타인지 오역인지 구별하기 힘

들다. 

  

코끼리발자국의 비유 1 

  

빠세나디왕의 질문에 부처님은 현생과 내세의 이익을 가져 오게 하는 ‘하나의 

원리(eko dhammo)’ 가 있다고 하였다. 그 원리란 무엇일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코끼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세존] 

“대왕이여,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 양자의 이익이 되는 하나의 원리는 방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어 어떠한 걸어 다니는 뭇삶의 발자국

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꼬끼리의 발자국안에 들어가므로 그들 가운데 그 크기에 

관한 한 코끼리의 발자국을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방일

하지 않는 것도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 양자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Appamādasutta -방일하지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7, 전재성님역) 



  

  

 
  

elephant’s footprint 

  

  

부처님은 불방일에 대하여 코끼리발자국의 비유를 들었다. 이 세상 살아 있는 

것 중에서 코끼리발자국이 가장 크므로 그 발자국안에 모두 들어간다. 마찬가지

로 현세와 내세의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불방일에서 비롯된다. 코끼리 발자국

이 모든 뭇삶의 발자국을 포섭하는 것처럼, 불방일은 모든 이익이 되는 것의 근

본이 된다.  

  

코끼리발자국의 비유 2 

  

법구경 두 번째 품이 ‘방일하지 않음의 품(Appamānavagga)’이다. 이 품에서는 

불방일에 대한 게송이 열 두개 등장한다. 이 밖에도 초기경전 도처에서 불방일

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많다. 그런데 불방일에 대하여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경이 하나 더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떠한 걸어 다니는 뭇삶의 발자국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코끼리의 발자국에 들어가므로 그들 가운데 그 크기에 관한 한 코끼리의 

발자국을 최상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고 방일하지 않음을 귀결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방일하지 않음을 최상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면,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라는 것은 자명하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

면, 어떻게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는가?” 

  

(Padasuttā-발자국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140, 전재성님역) 

  

  

발자국의 경에서도 불방일을 코끼리발자국으로 비유하였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불방일하는 것에 대하여 팔정도를 닦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면,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라는 

것은 자명하다.”라 하였다. 

  

새벽의 비유와 불방일  

  

불방일에 대하여 또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새벽의 비유를 들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태양이 떠 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

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 생겨날 때 그 선구이자 전

조가 되는 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계행을 지키면,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라는 것은 자명하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

면, 어떻게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는가?” 

  

(Appamādasutta- 방일하지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54, 전재성님역) 

  

  

아침에 해가 떠 오르기 전에 전조가 있다. 그것은 새벽이다. 해가 떠 오르기 전

에 동쪽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이 새벽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해가 이익

이 되는 것이라면 이익의 전제 조건으로 새벽과 같은 불방일을 들 수 있다. 그

래서 모든 불방일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나 모든 이익의 되는 행위의 전제조건으



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가르침의 입장에서 새벽과도 같은 것이 팔정도이다. 왜 

그럴까? 팔정도를 닦는 것이야말로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코끼리발자국의 비유 3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이다. 사성제의 진리는 팔정도로 실천된다. 사

성제의 도성제가 팔정도이고, 팔정도의 정견이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데 종종 사성제를 코끼리 발자국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싸리뿟따] 

벗들이여, 움직이는 생물의 발자취는 어떠한 것이든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에 포

섭되고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최상이듯, 벗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됩니다. 네 가지는 어

떠한 것입니까?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Mahāhatthipadopama Sutta-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28,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핵심가르침인 사성제에 대하여 코끼리발자국과도 같은 것이라 한다. 

코끼리발자국에 어떤 생물의 발자취도 모두 들어 가듯이, 부처님의 팔만사천법

문은 모두 사성제 안에 포섭됨을 말한다. 사성제가 최상의 가르침임을 말한다.  

  

번역비교를 해 보면 

  

부처님은 빠세나디왕에게 방일하지 않음이 현세의 삶과 내세에도 모두 이익이 

됨을 말씀 하셨다. 그리고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구  분 방일하지 않음의 경(S3.17) 비  고 

빠알리어 Āyuṃ ārogiyaṃ vaṇṇaṃ 

saggaṃ uccākulīnataṃ, 

Ratiyo patthayantena  

uḷārā aparāparā, 
Appamādaṃ pasaṃsanti 

puññakiriyāsu paṇḍitā 
Ratiyo 

patthayantena 

전재성님역 [세존] 

“장수와 건강과 미모와 

하늘나라와 높은 가문과 

고매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자

를 위하여 



즐거움을 원하는 자를 위하여, 

공덕을 짓는데 방일하지 않음을 

지혜로운 님은 찬양하네.” 

각묵스님역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성 

명망과 천상,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

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을 지으면서 불방일 찬탄하네.” 

소망하는 현자들은 

빅쿠보디역 “For one who desires long life and 

health, 

Beauty, heaven, and noble birth,  

[A variety of] lofty delights  

Following in succession, 

The wise praise diligence  

In doing deeds of merit.” 

For one who desires 

  

  

  

한글 번역을 보면 큰 차이가 

  

두 한글 번역을 보면 큰 차이가 난다. 장수와 미모, 천상, 높은 가문 등은 세속

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재

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Ratiyo patthayantena: Ggs.I.157 에 따르면, 구격(ins.)의 ‘patthayantena’

는 수반구격(com in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덕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현자가 외적인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과 맞닥뜨리는 것이 이 시의 주제

이다. 

  

(상윳따 1 권 899 번 각주, 전재성님) 

  

  

게송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에서는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것

이고, 후반부는 현자의 처신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현자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멀리고 하고 항상 방일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

역을 보면 이와 다르다.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명백히 현자들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소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성 명망과 천상,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이라 하여 마치 현자들

이 세속적 쾌락을 바라는 것처럼 번역하였다. 물론 뒤에 “공덕을 지으면서 불



방일 찬탄하네”라는 구절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

다.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각주로 설명이 되어야 하나 보이지 않는다.  

  

빅쿠보디의 cdb 에서도 이 구절에 대한 각주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재성님의 

경우 각주로서 보충설명하였다. 누구나 수명이나 용모, 명예, 행복 등을 추구하

지만 이는 보시와 지계 등을 실천함에 따라 가능함을 주석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주석의 내용이 ‘Ggs.I.157’로 되어 있다. 이는 기존 주석

서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일까 빅쿠보디도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  

  

각묵스님의 번역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각주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빅쿠보디는 장수와 건강과 미모 등 고매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For one who desires long life and health, Beauty, 

heaven, and noble birth”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명한 자는 이익

이 되는 행위를 가져 오게 하는 근면함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는 “The wise 

praise diligence In doing deeds of merit.”라는 문구로 알 수 있다. 이렇게 

게송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는 세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범부와 후반

부는 항상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는 현자들을 대비 시켰다. 그럼에도 각묵스님

의 번역을 보면 마치 현자가 세속적인 즐거움의 추구는 물론 불방일도 함께 추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맞을지 모르지만 각론적으로 

본다면 부족한 번역으로 본다.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다섯 가지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이 게송에 대하여 “이 시 408 과 다음시 409 는 

AN.III.48-49 에도 나온다.(900 번 각주)”라 하였다. AN.III.48-49 의 뜻은 PTS

본 앙굿따라니까야 3 권 48-49 페이지에 실려 있는 경을 말한다. 찾아 보니 다음

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란 무엇입니까? 

  

1) 장자여, 수명은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

다. 용모는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행

복은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명성은 원

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천상은 원하고 좋

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Pañcaiṭṭhadhammasutta -다섯 가지 원하는 것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43, 전

재성님역) 

  

  

여기서 장자는 아나타삔디까를 말한다. 부처님 당시 대부호로서 부처님의 큰 후

원자이었다. 그리고 신심있는 재가신자이었다.  

  

부처님은 아나타삔디까에게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

운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수명, 용모, 행복, 명성, 천상 이렇게 다

섯 가지를 말한다.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다섯 가지가 수명, 용모, 행복, 명성, 천상이다. 이에 대

하여  상윳따니까야 ‘방일하지 않음의 경’에서 “장수와 건강과 미모와 하늘

나라와 높은 가문과 고매하고 지속적인 즐거움”라 하였다. 장수와 용모, 행복, 

천상 등이 일치 한다. 이런 것들은 세속사람들이나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수명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자여, 고귀한 제자가 수명을 원하거나 수명을 청원하거나 수명을 환희 하거

나 수명을 선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자여, 고귀한 제자가 수명을 원한다

면, 수명으로 이끄는 길을 실천해야 합니다. 수명으로 이끄는 길을 실천하면, 

수명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천상의 수명이나 인간의 수명을 얻습니

다.” 

  

(Pañcaiṭṭhadhammasutta -다섯 가지 원하는 것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43, 전

재성님역)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단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음을 말

한다.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수명으로 이끄는 길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 

길은 어떤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보시와 지계 등을 통한 공덕의 길을 말한

다.(Mrp.III.252)”라고 되어 있다. 이하 용모, 행복, 명성, 천상 역시 마찬가

지이다.  

  

“방일하지 않은 것을 청원한다” 

  

부처님은 아나타삔디까에게 다섯 가지 원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대부호

이자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고 신심있는 재가신자인 아나타삔디까는 사실상 수

명, 용모, 행복, 명성, 천상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은 보시와 지계 등의 실천 없이 단지 수명, 용모, 행복, 명성, 천상 



이렇게 다섯 가지를 원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

송으로 말씀 하신다. 

  

  

Āyuṃ vaṇṇaṃ yasaṃ kittiṃ  

saggaṃ uccākulīnataṃ, 

Ratiyo patthayānena  

uḷārā aparāparaṃ, 

  

Appamādaṃ pasaṃsanti  

puññakiriyāsu paṇḍitā, 
appamatto ubho atthe  

adhigaṇhāti paṇḍito. 
  

[세존] 

“수명과 용모와 성공, 

명성과 천상과 귀족, 

점점 더 광대한 쾌락을  

청원하는 자가 있네. 

  

현명한 자는 공덕을 짓는데 

방일하지 않은 것을 청원한다. 

현명한자는 방일하지 않아서 

두 가지 이익을 얻네.” 

  

(Pañcaiṭṭhadhammasutta -다섯 가지 원하는 것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43, 전

재성님역) 

  

  

게송을 보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게송은 세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바라기만 할 뿐 보시와 지계등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게송을 보면 방일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기 때

문에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다섯 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한다.  

  

게송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빠알리 게송을 보면 상윳따니까야 ‘방일하지 않음의 경(S3.17)’에 실

려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다섯 가지 원하는 것의 경 

(A5.43) 

방일하지 않음의 경 

(S3.17) 

빠알리어 Āyuṃ vaṇṇaṃ yasaṃ kittiṃ Āyuṃ ārogiyaṃ vaṇṇaṃ 



saggaṃ uccākulīnataṃ, 

Ratiyo patthayānena 

uḷārā aparāparaṃ, 

  

Appamādaṃ pasaṃsanti 

puññakiriyāsu paṇḍitā, 
appamatto ubho atthe  

adhigaṇhāti paṇḍito. 

saggaṃ uccākulīnataṃ, 

Ratiyo patthayantena  

uḷārā aparāparā, 
Appamādaṃ pasaṃsanti 

puññakiriyāsu paṇḍitā 
  

전재성님

역 

“수명과 용모와 성공, 

명성과 천상과 귀족, 

점점 더 광대한 쾌락을 

청원하는 자가 있네. 

  

“현명한 자는 공덕을 짓는데 

방일하지 않은 것을 청원한다. 

현명한자는 방일하지 않아서 

두 가지 이익을 얻네.” 

“장수와 건강과 미모와 

하늘나라와 높은 가문과 

고매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자를 위하여, 

공덕을 짓는데 방일하지 않음을 

지혜로운 님은 찬양하네.” 

초불연 “수명과 아름다움과 명성과 명

망과 천상과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원

하는 자는 

[방일하지 말지어다]. 

  

현자들은 공덕을 짓는 행을 찬

탄하나니 

현자는 방일하지 않아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누나. 

그것은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라. 

슬기로운 자는 이러한 이익과 

함께하기 때문에 

현자라 한다네.” 

(대림스님역)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

성 

명망과 천상, 높은 가문과 고상

한 즐거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을 지으면서 불방일 찬탄하

네.” 

(각묵스님역) 

  

  

  

두 개의 경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번역과 초불연의 대림스님과 각묵스님의 번역

을 비교해 보았다. 

  

수명, 용모, 행복, 명성, 천상을 성취하려면 

  

앙굿따라니까에서는 두 개의 게송이 비교 되고 있다. 그레서 외적인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와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지혜로운 자가 구분되어 있다. 



초불연의 대림스님 역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의 게송을 

보면 한 게송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같은 게송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은 다르다. 이에 대하여 전

재성님은 “즐거움을 원하는 자를 위하여”라는 문구에 대하여 각주에서 ‘외적

인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라고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번역

을 보면 각주에서 설명 없이 마치 외적인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마

치 현자인 것처럼 번역하였다. 이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장수, 외모 등 외적인 즐거움과 행복 명성 등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불방일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매우 힘들다. 혹시 아나타삔디까와 같은 사람이라면 모를

까 대부분 범부들은 아름다움 용모나 오래 살고 행복하고 천상에 나기를 청원 

할 뿐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현세는 물론 내세에서도 다섯 가지를 가

지기 힘들다. 그러나 현명한 자들은 보시하고 지계 하는 등 불방일하기 하기 때

문에 현세는 물론 내세에서도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래서  수명, 용모, 행

복, 명성, 천상 이렇게 다섯 가지를 성취하려면 방일하지 않고 지계와 보시 등

을 실천하여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  

  

  

  

2014-11-14 

진흙속의연꽃 

 

 

 

 

49. 우정(友情)에 대하여 

  

  

코믹한 번역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다. 우정에 관한 가르침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하는 것일까?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는 자네의 친구>라고 말로는 곧잘 지껄여대지만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진실한 친구가 아니다. (stn253) 

  

친구들에게 허풍이나 떨면서  

전혀 그 말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자>이니라. (stn254) 

  



기회만 있으면 절교할 것을 생각하며  

상대의 결점만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니라.  

그러나 자식이 어머니에게 의지하듯  

서로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니  

이런 우정은 누구도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stn255) 

  

(석지현스님역) 

  

  

석지현스님이 번역한 것을 보면 약간 코믹하다.  그것은 “지껄여대지만”또는 

“허풍이나 떨면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경전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어 보이

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미의 전달은 잘 되어 보인다. 말로만 떠들어 대며 실천

을 하지 않는 친구는 진실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대방을 깍아 내리려

는 친구 또한 참된 친구가 아니라 하였다. 참된 친구는 “자식이 어머니에게 의

지하듯 서로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하였다.  

  

전재성님의 번역을 보면 

  

이번에는 전재성님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Hiriṃ tarantaṃ vijigucchamānaṃ  

Sakhā hamasmi iti bhāsamānaṃ,  

Sayahāni kammāni anādiyantaṃ  

Ne so mamanti iti taṃ vijaññā. 

  

[세존] 

“부끄러워 할 줄 알지 못하고 혐오하여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는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stn253) 

  

  

Ananvayaṃ piyaṃ vācaṃ yo mittesu pakubbati,  

Akarontaṃ bhāsamānaṃ parijānanti paṇḍitā.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사랑스런 말만 앞세운다면,  

현명한 자들은 그를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알아야 합니다. (stn254) 

  

  

Na  so vitto yo sadā appamatto  

Bhedā saṅkirandhameyānupassī,  



Yasmiñca seti urasīva putto  

Sa ve mitto so parehi abhejjo.  

  

항상 전전긍긍하며,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벗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빠의 품에 안기듯 의지하고,  

타인 때문에 금가지 않는 사람이야 말로 친구입니다. (stn255) 

  

(Hirisutta -부끄러움의 경, 숫따니빠따 Sn2.3, 전재성님역) 

  

  

두 번역을 비교해 보면 

  

석지현스님의 “지껄여대지만”에 해당되는 문구가 “hamasmi”이다. Hamasmi

는 ‘ham+asmi’형태로서 “내가 말한다”의 뜻이다. Ham 의 뜻이 “I say”의 

뜻으로 “我說, 私は言う”라고도 설명 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껄여대지만”

이라고 번역한 것은 지나치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허풍이나 떨면서”에 해당하는 말이 “piyaṃ vācaṃ”이다. 전재성님은 “사

랑스런 말만 앞세운다면”으로 번역하였다. Piya 가 ‘dear; amiable; 

beloved’의 뜻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사랑스런 말만 앞세운다

면”라 번역하였다. 그런데 “piyaṃ vācaṃ”에 대하여 “허풍이나 떨면서”라 

번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말만 앞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친구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사랑스런 말만 

앞세운다고”라 하여 직역하였다. 그러나 석지현스님은  “허풍이나 떨면서”라 

하여 원문과는 무관하게 동떨어진 번역을 하였다. 

  

엄마의 품, 아빠의 품, 부모의 품 

  

세 번째 게송을 보면 석지현스님의 “자식이 어머니에게 의지하듯”라는 번역이 

있다. 이는 “urasīva putto”에 대한 것이다. urasīva 에서 ura 가 ‘the 

breast; chest’를 의미한다. Siva 는 ‘he God Siva’를 뜻하기도 하고, 자칼

(승냥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길상(행복)의 뜻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들이 

신의 품에 안긴다”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아들이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라 하였다. 이는 석지현 스님의 “자식이 어머니에게 의지하듯”이라

는 말과 비교 하였을 때 사용언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타닛사로빅쿠는 “like a child on its parent's breast”라 하여 “아이가 부

모의 가슴에 의지 하는 것처럼”이라 번역하였다. ‘urasīva’에 대하여 ‘부모

의 품’으로 본 것이다. 법정스님은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라 하여 

어머니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신의 품의 뜻하는 ‘urasīva’에 대하여 ‘엄마의 품’, 아빠의 품, 부

모의 품이라고 달리 번역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재성님은 “urasīva putto”에 

대하여 왜 “아들이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라 번역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

을 인용하여 “Prj.II.255 에 따르면, ‘아들이 아빠의 품에 안기듯(pitu urasi 

putto)’의 의미로 쓰였다.(734 번 각주)”라고 설명하였다.  

  

좋은 친구는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친구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유로서 번역

자들은 엄마의 품, 아빠의 품, 부모의 품 이라고 번역하였다. 전재성님의 경우 

‘아빠의 품’이라 한 것은 주석을 근거로 한 번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마의 품’이라 번역한 것은 근거가 없는 개인적 견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여러 번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타닛사로빅쿠의  “parent's 

breast(부모의 품)”이 가장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친구인가 동업자인가? 

  

숫따니빠따에서 친구라는 말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Sakhā(friend)와 mitta(friend)가 그것이다. 똑 같이 친구라는 말이지만 Sakhā

의 경우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Sakhā 의 뜻이 friend 의 뜻도 있지만 

branch 의 뜻도 있어서 ‘Companion(동료)’의 뜻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Sakhā

의 뜻은 이해관계로 만나서 사귀는 동료 내지는 동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결코 좋은 친구라 볼 수 없다. 지금 저 친구와 만나서 나

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를 따져서 만나려 한다면 비즈니스 관계

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 다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 의지할 수 있

는 친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의 품에 안기듯 의지하고”라 하였

다. 이런 친구에 대하여 ‘밋따(mitta)’라 한 것이다.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뜻하는 ‘밋따(mitta)’와 유사한 말이 있다. 그것은 ‘멧따(mettā)’이

다. 멧따는 ‘loving-kindness(자애)’라는 말로 번역된다. 그래서 자애경에 따

르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같이 모든 님들을 위

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Sn1.8)”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자애라는 말은 멧따(metta)의 번역어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심지어 신처럼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매우 좋은 친구라 

볼 수 있다. 멧따를 뜻하는 말에는 ‘loving-kindness(자애)’이외에도 

‘amity(친선, 친목, 우호),  benevolence(자비심, 선행, 선의)’의 뜻도 있다.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의지할 수 있는 친구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 

어머니가 하나 뿐인 외아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듯이, 좋은 친구는 부모처럼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

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그 때 수행승 아난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 왔습니다. 수행승 아난다는 다가

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고 한 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 하

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

은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Kalyāṇamittasutta-좋은 친구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8, 전재성님역)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빠세나디왕에게 한 말이다. 아난다가 한 말을 들려 주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말하였다.  

  

좋은 친구란?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빠세나디왕이 명상하다 좋은 생

각이 떠 올라 부처님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좋은 친구에 대한 생각이

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잘 설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좋은 친구를 가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쁜 친구를 가진 자들에

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한다.  

  

이에 부처님은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나는 가르침을 

잘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벗,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을 위한 것이지 

나쁜 벗, 나쁜 친구, 나쁜 동료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S3.18)”라고 추인하듯

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다

음과 같다. 

  

  

Srp.I.156 에 따르면, 가르침은 모두를 위하여 잘 설해졌지만, 약과 같아서 그

것을 복용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듯이 가르침은 좋은 친구를 가진 충고를 받아 

들이고 믿음이 이는 사람에게만 실현된다. 

(상윳따 1 권 903 번 각주, 전재성님) 

  

  

약의 비유에 대한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약발이 잘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

게는 전혀 들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약의 

효과가 있음을 말한다.  

  

약을 먹었을 때 

  



약의 비유가 앙굿따라니까야 환자경(gilānā Sutta, A3:22)에 실려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의 차별 없는 평등사상, 환자의 비유와 ‘환자의 경(A3:22)’

(2013-07-1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약의 비유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은 사람,  

둘째, 약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병이 낫는 사람 

셋째, 약을 먹으면 병이 낫고,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사람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약발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어떤 

가르침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 해당된다. 오염될 대로 오염된 사람이다. 

마치 노자 도덕경에서 ‘하사문도 대소지(下士聞道 大笑之)’를 연상케 한다. 

도를 대하는 일반사람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은 “도를 듣고서도 그것을 

크게 비웃어 버린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상에서 비난 

받지 않는 도는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가르침을 알려 주어도 

따르지 않는 하근기의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약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 이는 상근기에 해당된다. 노

자 도덕경에 따르면 ‘상사문도 권이행지(上士聞道 勤而行之)’와 유사하다. 이

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한다”라는 말

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상근기의 수행자가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고,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있다. 중간층

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노자 도덕경으로 따진다면 ‘중사문도 약존약망

(中士聞道 若存若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간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한다.”라는 뜻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있으면 따

르지만, 인연이 없을 경우 따를 수 없음을 말한다. 중근기의 사람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왜 청소년포교에 올인해야 하는가? 

  

중근기의 사람들은 청소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청

소년에게 가르침을 알려 주었을 때 받아 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가르

침 자체가 있는지 조차 모를 경우 가르침을 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

층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해당된다. 그래서 청소년과 군인들을 ‘포교

의 황금어장’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타종교에서는 청소년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에 ‘올인’한다. 이는 약을 먹으면 병이 낫고,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

지 않는 사람처럼 중간층에 있기 때문이다.  

  



약의 비유로 보았을 때 포교의 대상은 명백하다. 그것은 중간층이다. 약을 주면 

곧바로 약효가 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약 자체가 없을 때 효과 역시 나지 않

을 것이다. 불교에 대하여 한구절이라도 알려 주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하여 알려 주지 않는다면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지 조차 

모를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이 그렇다.  

  

중간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과 군인들에 대하여 불교를 알려 주어야 하나 타종교

에 비하여 한참 뒤진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불교의 스님들과 지도자들

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약의 비유로 보았을 때 약발이 들지 않는 사람 보다 약을 투여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포교 역시 청소

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 청소년포교에 올인

하는 사람들은 드믈다. 왜 그럴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포교는 돈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 간다. 그래서일까 스님

들은 노보살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돈 많은 노보살이다. 그래서 가지

고 있는 재산을 절에 보시하라고 말한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 주

어 보았자 서로 싸우기만 할 뿐이라 한다.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제사도 모시

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재산을 절에 맡기면 매번 천도재를 올려 주고 법

당에서 영가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 주기 때문에 절에 재산을 맡기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한국불교에는 노보살이 많고 스님들 역시 돈 많은 노보살에 올인 하

는 것 같다.  

  

노보살에 올인하는 한 한국불교는 희망이 없다. 약을 투여 하면 즉각 약발이 먹

히는 청소년과 청년층에 올인해야 한다. 돈도 되지 않는 청소년 포교이지만 가

르침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오염될대로 오염이 되어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나이 먹은 자 보다 오염이 덜 된 청소년에 포교에 올

인 하는 것이 휠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친구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처님은 가르침을 잘 설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것은 좋은 

벗,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을 위한 것이지 나쁜 벗, 나쁜 친구, 나쁜 동료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S3.18)”라 하셨다.  

  

이처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

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가르침은 모두를 

위하여 잘 설해졌지만, 약과 같아서 그것을 복용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듯이 

가르침은 좋은 친구를 가진 충고를 받아 들이고 믿음이 이는 사람에게만 실현된

다. (Srp.I.156)”라는 주석의 설명으로 알 수 있다.  

  



친구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도 하지만 충고도 해당

된다.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을 때 좋은 친구가 있다면 충고 해 줄 것이다. 그래

서 항상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아난다는 

“세존이시여, 이러한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를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

의 절반에 해당합니다.(S3.18)”이라 하였다.  

  

부처님의 전부론 

  

그런데 부처님은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

하였다. 좋은 친구를 가지면 절반이나 성공한 것 같다고 하였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부정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mā hevaṃ ānanda, mā hevaṃ ānanda, sakalameva hidaṃ ānanda brahmacariyaṃ 

yadidaṃ kalyāṇamittatā Kalyāṇasahāyatā kalyāṇasampavaṅkatā. 
Kalyāṇamittassetaṃ ānanda bhikkhuno pā ṭikaṅkhaṃ kalyāṇasahāyassa 
kalyāṇasampavaṅkassa ariyaṃ aṭṭhaṅgikaṃ maggaṃ bhāvessati2 ariyaṃ 

aṭṭhaṅgikaṃ maggaṃ bahulīkarissatīti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이러한 좋은 친구, 좋은 동

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에 해당한다. 아난다여, 좋은 친

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이 있는 수행승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좋은 친구, 좋

은 동료, 좋은 도반과 사귀는 수행승은 여덟 가지의 고귀한 길을 닦을 것이고 

여덟 가지의 고귀한 길을 넓힐 것이다.  

  

(Kalyāṇamittasutta-좋은 친구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8,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아난다의 ‘절반론’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그것은 “착한 동료를 사

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전부’라는 말은 ‘sakalameva’를 뜻한다. sakala 라는 말이 ‘whole; 

entire’를 의미한다. 그래서 착한 벗(kalyāṇamittatā), 착한 친구

(Kalyāṇasahāyatā), 착한 동료(Kalyāṇamittasseta)를 사귀는 것이 청정한 삶의 

반이 아니라 전부라 한 것이다. 아난다의 절반론에 대하여 부처님은 전부론으로 

말씀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 청정한 삶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sakala)’라 하였다.이는 팔정

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결국 팔정도의 

실천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처님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 하신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아난다여, 왜냐하면 세존을 좋은 벗으로 삼

아, 태어나야 하는 존재가 태어남에서 벗어나고 늙어야 하는 존재가 늙음에서 

벗어나며 병들어야 하는 존재가 병듦에서 벗어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에

서 벗어나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 빠져야 하는 존재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Kalyāṇamittasutta-좋은 친구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8,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세존을 좋은 벗으로 삼아”라 하였다. 친구로서의 부처님을 말한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

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청정한 삶(brahmacariya)’

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청정한 삶을 살려면 가르침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좋은 친구라 볼 수 있다.  

  

좋은 친구를 가지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다. 죽 

그 길로 나아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다름 아닌 팔정도의 길이다. 그

래서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절반의 성공이 아닌 인생의 전부와도 같

다고 하였다.  

  

깔라야나밋따(Kalyāṇamitta)의 의미는? 

  

경의 제목은 ‘Kalyāṇamittasutta’이다. 여기서 ‘Kalyāṇamitta’라는 빠알리

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좋은 친구’라 번역하였다. 초불연 각묵스님 역시 

‘좋은 친구’라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라는 뜻의 Kalyāṇamitta 는 어

떤 의미일까? 

  

‘좋은 친구의 경(S3.18)’과 유사한 경이 있다. 절반의 경(S45.2)이다. ‘좋은 

친구의 경(S3.18)’에서는 대화상대가 빠세나디왕이지만, 절반의 경(S45.2)에서

는 아난다이다. 경의 내용은 거의 같다. 절반의 경에서 Kalyāṇamitta 에 대하여 

설명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kalyāṇamittatā Kalyāṇasahāyatā kalyāṇasampavaṅkatā : 세 가지는 동의어이

다. Cdb.1890 에 따르면 ‘kalyāṇamito bhikkhu’를 리스 데이비즈는 ‘정의로

운 친구인 수행승’, 우즈워드의 ‘사랑스런 친구인 수행승’, 이어랜드는 ‘선

한친구의 수행승’으로 각각 번역했는데, 모두 복합어애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kalyāṇamito’는 독립적인 단어로서 충고와 인내와 용기를 주

는 영적인 친구를 말한다. 한역에서는 선우라고 번역한다.  



  

(상윳따 5 권 9 번 각주, 전재성님) 

  

  

경에 따르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kalyāṇamittatā Kalyāṇasahāyatā kalyāṇasampavaṅkatā”를 번역한 말이다. 

그런데 모두 같은 말이라 한다. 초불연에서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이라고 번역하였다.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에 대

하여 동의어라 하였다.  

  

“충고와 인내와 용기를 주는 영적인 친구” 

  

세 단어어 공통으로 들어 가 있는 ‘Kalyāṇa’의 뜻은 ‘charming; morally 

good. (nt.), goodness; merit; virtue; welfare’의 의미이다. kalyāṇamitta
는 ‘a good companion; honest friend’라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충고와 인내와 용기를 주는 영적인 친구”라고 정의하였다. 이렇

게 본다면 경에서 언급된 좋은 친구는 친구이상이라 볼 수 있다. 

  

친구도 친구나름일 것이다. 어떤 친구는 노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

고,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어떤 이는 다방면에 친구가 있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가 많다고 모두 다 좋은 친구일까?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친구라 볼 수 없

다. 대게 사회친구는 이득을 목적으로 사귀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더 이

상 친구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친구는 만날 때 뿐이다. 그러나 이

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친구는 오래 지속된다. 학교친구가 대표적이다. 또 종교

로 만난 친구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친구는 부모처럼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다. 그런 친구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수십명, 수백명의 친구를 가진 것 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친구를 갖는 것에 대하여 인생의 전부라 하였다.  

  

아난다가 “세존이시여, 이러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

은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하자 부처님은 이에 “아난다여, 그

렇지 않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였다. 그리고서 “아난다여, 이

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 하셨다.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전부와 같다는 것

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청정한 삶이 실현

된 것이나 다름 없다. 좋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 길은 팔

정도의 길이다. 팔정도의 길로 죽 가다 보면 청정한 삶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 좋은 친구(kalyāṇamitta)는 “충고와 인내와 용기를 주는 영적인 친

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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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저세상에서 뭇삶들의 의지처는 

  

  

무자식상팔자라 하지만 

  

무자식상팔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 때문에 근심하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는 편이 

걱정없이 더 편하다는 말을 뜻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자식이 많을수록 좋았다. 

특히 아들이 있어야 했다. 

  

상윳따니까야에 ‘아들 없음의 경(S3.19)’이 있다. 빠알리어명은 Paṭhamaṃ 

aputtakasutta 이다. Paṭhama 는 첫 번째 경이라는 뜻이고, aputtaka 는 자식없음

의 뜻이다. 초불연에서는 한자어로 ‘무자식경’이라 하였다. 

  

고대인도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

야기로 알 수 있다. 

  

  

Idha bhante sāvatthiyaṃ seṭṭhi gahapati kālakato.  Tamahaṃ aputtakaṃ 

sāpateyyaṃ rājantepuraṃ atiharitvā āgacchāmi. Asīti bhante satasahassāni 

hiraññasseva, ko] Pana vādo rūpiyassa. Tassa kho pana bhante se ṭṭhissa 
gahapatissa evarūpo bhattabhogo ah osi:kaṇājakaṃ bhūñjati 

bilaṅgadutiyaṃ.Evarapo vatthabhogo ahosi. Sā ṇaṃ dhāreti tipakkhavasanaṃ. 

Evarūpo yānabhogo ahosi: jajjararathakena yāti pa ṇṇacchattakena 
dhāriyamānenāti. 

  

[빠쎄나디] 

“세존이시여, 싸밧티에서 어떤 백만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으

므로 내가 그의 유산을 몰수하여 왕궁으로 가져다 놓고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에게는 금이 팔백만냥이나 있는데 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백만장자는 쌀겨로 만든 죽을 먹었고 세 조각으로 기운 대마옷을 입었으며 

나뭇잎으로 덮개를 한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Paṭhamaṃ aputtakasutta- 아들 없음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3.19,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큰부자에 대한 묘사이다. 그런데 부자는 쌀겨로 만든 음식을 먹는 

등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검소한 생활을 찬

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베풀지 않고 마치 스크루

지 영감처럼 산 것을 말한다. 

  

뭐? 급고독장자가 금융업자라고? 

  

경에서 ‘어떤 백만장자’라 하였다. 빠알리어로 ‘seṭṭhi gahapati’를 말한다. 

그런데 초불연 각묵스님은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라 하여 금융업을 강조 

하였다. 마치 인색한 고리대금업자를 연상케 한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다

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금융업을 하는 [사람]’은 seṭṭhi 를 옮긴 것이다. Singh 에 의하면 (pp.249-

251) 셋티는 북인도의 큰 도시에 있었던 사채업자나 금융업자를 말한다고 한다. 

원래는 대상이나 동업 조합의 수장들이 개인적으로 금융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급고독 장자도 금융업자이었다.  

  

(초불연 상윳따 1 권 412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에 따르면 ‘seṭṭhi’에 대하여 금융업자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Singh

를 근거로 들고 있다. Singh 가 아마 책인 것 같다. 책에서 북인도의 큰 도시에 

있었던 사채업자나 금융업자라고 하였기 때문이리 한다. 더구나 부처님에게 기

원정사를 보시한 대부호 아나타삔디까에 대해서도 금융업자라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아나타삔디까는 정말 금융업자이었을까? 금융업자라 하면 사채업자가 연상되고 

또 인색한 고리대금업자가 연상된다. 그렇다면 아나티삔디까가 돈놀이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각묵스님이 ‘seṭṭhi’에 대하여‘금융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였다. seṭṭhi 에 

대하여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a millionaire’라 되어 있다. 백만장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의 번역 ‘백만장자’가 맞는 말이다.  

  

seṭṭhi 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 ‘Ashes; foreman of a guild; a cashier, 

treasurer; a wealthy merchant’라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seṭṭhi 는 장



사해서 큰 돈을 번 자산가를 말한다. 오늘날 백만장자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금융업자라 하여 마치 돈놀이하여 재산을 형성한 것처럼 번역하였다면 부적절하

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아나타삔디까를 금융업자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

다고 본다.  

  

장자(gahapati)란 누구일까?  

  

전재성님은 ‘seṭṭhi gahapati’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seṭṭhi gahapati: 장자(gahapati)는 왕족(khattiya)나 바라문(brahmana) 계급에 

비해서 평민계급(vessa)에 해당된다. 그는 상인들의 조합장으로서 백만장자이었

다.  

(상윳따 1 권 913 번 각주, 전재성님) 

  

  

부처님당시 고대인도에서는 사성계급이 있었다. 가장 상층에 브라흐마나(바라

문), 다음으로 깟띠야(왕족), 그리고 평민, 노예의 순서이었다. 그런데 장자는 

평민계급에 속한 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 큰 재산을 형성한 평민을 말한

다.  

  

빅쿠보디는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Cdb 를 찾아 보니 “Here, venerable sir, a 

financier householder in Savatthi has died.”라 되어 있다. 빅쿠보디는 

seṭṭhi gahapati 에 대하여 ‘financier householder(금융업자 장자)’라 하였

다. 각묵스님의 번역과 일치한다.  

  

모을 줄 만 알았지 

  

경에 따르면 장자는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다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

다.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딸에게 재산을 물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가외

인이라 상속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없거나 도중에 죽어 버리면 그 

막대한 재산은 모두 국가소유가 된다.  

  

그런데 장자는 매우 인색하였다. 돈을 모을 줄 만 알았지 쓸 줄 몰랐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비천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얻어도 스스로를 즐겁게 하

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처자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하인과 심부름꾼과 고용인을 즐

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친구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수행자나 성직자에 대해서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여 위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인도되어 좋은 과보를 받게 하고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

는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오로지 돈 모

으는 재미에 한 평생 산 자는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



지 못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공덕도 쌓지 않게 되어서 천상에도 

태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연못의 비유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 

  

  

대왕이여, 예를 들어 사람이 없는 지역에 연못이 있으면 그 물이 깨끗하고 시원

하고 맛이 좋고 색깔이 투명하고 제방이 잘 갖추어져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물

을 사람이 나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목욕하지 못하고 인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그 물이 올바로 쓰여지지 못하면 이와 같이 두루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천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얻어도 스스로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처

자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하인과 심부름꾼과 고용인을 즐겁

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친구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

하며 수행자나 성직자에 대해서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여 위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인도되어 좋은 과보를 받게 하고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

는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의 그러한 재산들이 이와 같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으면 국왕에 의해서 몰수되

고 도적에게 빼앗기고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

는 상속인에게 박탈당하게 됩니다. 대왕이여, 재산이 올바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두루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Paṭhamaṃ aputtakasutta- 아들 없음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3.1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연못의 비유를 들고 있다. 아무리 물 맛이 좋은 연못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에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을 줄 만 알

았지 베풀지 모르는 비천한 자의 재산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에게도 베풀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에게도 베풀지 못한다고 하였다. 쌀겨 죽을 

먹으며 모은 재산이지만 결국 써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인생을 돈버는 일에 올인한다.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자 하는 이유는 노후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늙어 병들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 놓자는 것이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 모든 것을 다 건다.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사람들은 아파트투기에 올인하였다. 그 대표

적인 예가 ‘판교신도시’이다. 판교신도시 건설이 발표 되고 나서 판교에 분양

권이 당첨되면 ‘로또’로 보았다. 그래서 누구나 너나 할 것이 없이 분양 받기 

위하여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10 년이 지났다. 판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이상 로또는 아니다. 

‘하우스푸어’라 하여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었다. 아파트 가격은 올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 가고, 매달 대출 받은 이자를 갚기에 허리가 휘어 질 정도이

다.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이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이자 내기에 바쁜 불쌍한 하우스푸어가 되기에 이르렀다.  

  

돈을 은행에 맡기면 

  

오로지 모을 줄 만 알고 베풀줄 모르는 자들은 하우스푸어와 다름 없다. 하우스

푸어가 몇 억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자 내는 것 때문에 보시 등 베풀고 

사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수전노들은 부자인 것 같

지만 장부상으로만 확인 되는 것일 뿐 실제로 가난한 자나 다름 없다.  

  

인색하게 살며 가난하게 사는 자는 재산이 있어도 저 산속 깊은 곳에 연못이 있

는 것과 같다. 지금 막대한 재산이 은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

다. 비록 장부상으로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은행에서는 그 돈을 대출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것이다 다름 없다.  

  

금과 은을 자신의 집에다 놓고 살수는 없을 것이다. 그 금과 은을 지키기 위한 

경비를 세워야 하고 그에 따른 근심걱정이 따른 다면 차라리 돈이 있는 것이 복

이 아니라 불행에 가깝다. 그런 이유로 은행에 넣어 보지만, 은행에 넣는 순간 

은행의 것이 된다. 자신의 돈임에도 자신이 활용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돈을 자신의 돈이라 볼 수 있을까?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부자라고 해서 보통사람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부자라 하여 하루 세끼 이상을 

먹지 않는 것이다. 지금 천만원 가진 자가 하루 세끼 먹는데, 지금 백억 가진 

자가 가진 만큼 삼천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는 곳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1 억 가진 자가 낡고 허름한 작은 아파트에 살지

만 지금 백억 가진 자가 100 배나 큰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다만 먹는 것과 입

는 것, 그리고 잠 자는 곳의 ‘질’에서만 차이가 날 뿐, 그 재산 규모 만큼 비

례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의식주를 제외 하고 남은 것은 ‘잉여’에 지나지 않는

다. 자신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다. 은행에 맡겨 놓



았다면 은행의 것이 되고, 남을 주어서 활용하였다면 남의 것이 된다. 실제로 

먹고, 입고, 자는 것에는 부자나 보통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자라 하여 하루 세 끼 먹을 것 다섯 끼 여섯 끼 먹지 않는다. 부자라 하여 몸

에 걸치는 옷을 세겹 네겹 껴입지 않는다. 부자라 하여 가진 것 만큼 커다란 집

에서 살지 않는다. 누구나 하루 세끼 먹는다. 그리고 춥지 않게 옷을 입고, 잠 

자는 곳은 한평이면 족하다. 그래서 현재의 조건에서 만족하는 자가 가장 행복

한 자라 하였다.  

  

재산을 쓸 줄 모르는 자 

  

그럼에도 욕심많은 자들은 아흔아홉칸을 가졌을 때 백칸을 채우고자 한다. 지금 

10 억 가진 자는 100 억 만들기 도전하고, 100 억이 되면 또 다시 천억에 도전한

다. 그렇다고 하여 하루 세 끼 이상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주변에 베풀줄 모르고 사는 자의 재산은 사실상 모두에게 도움

이 안된다. 그런 재산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속에 있는 연못과도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구  분 아들 없음의 경(S3.19) 비   고 

빠알리어 Amanussaṭṭhāne udakaṃ va sītaṃ 

tadapeyyamānaṃ parisosameti, 

Evaṃ dhanaṃ kāpuriso labhitvā 

nevattanā bhuñjati no dadāti. 

kāpuriso 

전재성님

역 

[세존] 

“사람이 없는 곳에 시원한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아 말라 없어지는 것같이 

비천한 자가 부를 얻으면,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도 주지 않네.” 

비천한 자 

각묵스님

역 

“인적이라곤 없는 곳에 차가운 물 있더라도 

마시지 않은 채로 말라버리게 되리니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은 재산을 얻더라도 

스스로가 즐기지도 보시하지 못하도다.” 

나쁜 사람 

빅쿠보디

역 

“As cool water in a desolate place  

Evaporates without being drunk,  

So when a scoundrel acquires wealth  

He neither enjoys himself nor gives.” 

a scoundrel 

  

  

  

이 게송은 인색한 자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입고 모

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주변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사실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자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비천한 자’라 하였다. 

천박한 부자를 뜻한다. 이는 ‘kāpuriso’에 대한 번역어이다. ‘kāpuriso’는 

‘A bad man’의 뜻이다. 빅쿠보디는 scoundrel 라 하여 ‘(비열한)악당’의 뜻

으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은 ‘나쁜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kāpuriso’는 질이 나쁜 천박한 자를 뜻한다. 오로지 자기자신만 생각하는 이

기적인 사람을 뜻한다.  

  

슬기로운 자가 부를 얻으면 

  

이기주의자는 오로지 자기자신만 이롭게 할 뿐 타인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다. 이기주의자가 돈놀이 등을 하여 악착 같이 재산을 모았을 때 그 재산은 

자신의 뼈와 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 한다. 그러다보니 평

생 남을 베풀고 사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한다.  

  

미천한 자가 돈을 모으면 쓸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가 돈을 모으면 베

풀줄 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참사람은 막대한 부를 얻으면 스스로를 즐

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처자를 즐겁게 하고 기

쁘게 하며 하인과 심부름꾼과 고용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친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수행자나 성직자에 대해서 즐겁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 과

보로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재산이 올바로 

쓰여지면 몰수되지 않고 두둑에게 빼앗기지 않는 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연

못의 비유를 들었다.  

  

  

대왕이여, 예를 들어 촌락이나 또는 도회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연못이 있어서 

그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맛이 좋고 색깔이 투명하고 제방이 잘 갖추어져 아

름답다면 그 물을 사람들이 나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목욕하기도 하고 인연

에 따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왕이여, 그 물이 올바로 쓰여지면 이와 같이 없

어져버리지 않고 두루 사용됩니다.  

  

(Paṭhamaṃ aputtakasutta- 아들 없음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3.19, 전재성님역) 

  

  

미천한 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을 때 써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슬기

로운 자는 막대한 부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연못의 비유로 들었다. 연못이 

사람 사는 곳과 가까이 있을 때 모두 이용하듯이 자신을 포함하여 이웃에 베풀

고 살았을 때 재산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재산을 쓸 줄 아는 자 

  

재산을 올바로 사용하는 현명한 자에 대한 게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아들 없음의 경(S3.19) 비   고 

빠알리어 Dhīro ca viññū adhigamma bhoge 

yo bhuñjati kiccakaro ca hoti,  

So ñātisaṅghaṃ nisabho bharitvā 

anindito saggamupeti ṭhānanti. 
Dhīro ca 

viññū 

전재성님역 [세존]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가 부를 얻으면 

스스로 쓰고 해야 할 일을 하며 

훌륭한 이는 친지와 참모임을 돌보아 

비난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이르네.” 

현명하고 슬기

로운 자 

각묵스님역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으면 

즐기기도 하고, 해야 할 바를 다하기도 하나니 

비난받지 않으며 일가친척 부양한 뒤 

그 영웅은 천상의 보금자리로 간다.” 

현명하고 지혜

로운 자 

빅쿠보디역 “But when the wise man obtains wealth  

He enjoys himself and does his duty.  

Having supported his kin, free from blame, 

That noble man goes to a heavenly state. ” 

the wise man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는 ‘Dhīro ca viññū’의 번역이다. 각묵스님은 ‘현

명하고 지혜로운 자’라 하였다. 그러나 빅쿠보디는 ‘the wise’이라 하여 단

지 ‘현명한 자’의 뜻으로 하였다.  

  

Dhīro 는 ‘Wise; resolute, firm, brave’의 뜻이다. Viññū 는 ‘Intelligent, 

wise, learned, discreet’의 뜻이다. 그래서 Dhīra 는 굳은 심지를 가진 용기 

있는 자의 뜻이고, Viññū 는 잘 배운 교양 있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Dhīro ca viññū’의 뜻은 ‘교양있고 심지가 곧은 현명한 자’의 의미가 된

다.  이는 앞서 게송에서 천박한 자의 뜻을 가진 kāpuriso 와 대조 된다. 

  

강남졸부 이야기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강남의 졸부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친구 중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강남

에 부동산투기붐이 한창 일 때 그야 말로 돈벼락을 맞았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평생일해도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모을 수 없지만 운 좋게 땅투기가 성공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투기하여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

도 능력중의 하나 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강남졸부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돈이 철철 넘쳐서 일하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잘 굴려도 평생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물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심 있는 것이라면 돈을 

더 굴려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강남졸부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값어치가 올라

서 좋고, 세를 놓아 임대수입을 올려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에 맛을 들

이다 보니 새로은 사업에 흥미가 없는 것이다. 정보통신 등 신규사업을 권유해

도 부동산 상승분을 감안하였을 때 훨씬 못 미치자 투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강남 졸부에게 유일한 낙은 즐기는 것이다. 점심 때가 되면 식도락가가 되

어 차를 타고 먼 곳 까지 ‘맛집’을 찾아 다닌다. 또 애인이 있어서 마음껏 쾌

락을 즐기면 산다. 그러나 동창 등 주변 사람에게는 매우 인색하다고 한다. 자

신은 마음껏 즐기면서 주변에는 인색하는 것이 특징이라 한다.  

  

이런 강남졸부가 즐기면 얼마나 즐길까? 하루 세 끼 먹는 밥 네 끼 다섯 끼 먹

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애인이 많아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육체

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로지 자기자신 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천박

한 졸부들이다. 

  

소유로 불행해진 자 

  

천박한 졸부 못지 않게 비천하게 사는 자들이 하우스푸어이다. 불로소득으로 한 

몫 잡기 위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을 말한다. 물론 사

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집이 있는 거지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을 위해서도 베풀지 못한다는 사실

이다. 매달 꼬박꼬박 지급 되는 이자로 인하여 먹고 싶은 것이나 입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다만 고대광실과도 같은 거주지는 있으나 날이 갈수록 

가시방석이다. 그런 형편이니 베풀고 사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

이다. 소유함으로 인하여여 오히려 불행해진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없어도 베푸는 삶 

  

반드시 부자가 아니어도 베풀고 살 수 있다. 그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천박한 자들이 돈을 모았을 때 쓸 줄 몰라 그 막대

한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 아님과 같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돈이라도 베푼다면 매우 값진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할머니들을 도와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요즘 경기가 나빠서인지 버스 정류장 입구나 아파트, 또는 주택 입구에는 노점

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농산물 등을 파는 행상이다. 그 중에는 보기에도 

초라한 할머니들도 많다. 이런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 주는 것도 일종의 베푸는 

삶이라 볼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노점 할머니들에게 물건을 사주는 것도 커다란 보시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렇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 

  

거리에서 좌판을 벌여 놓고 채소 등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들은 불쌍해 보인다. 

특히 춥고 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 행상을 하는 것을 보면 삶 자체가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할머니의 물건을 사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거리에는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파는 트럭행상도 있다. 또 작은 포장마

차에서 붕어빵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종종 주택가 사람이 많

이 몰리는 입구에 반짝 반찬을 파는 좌판을 볼 수 있다. 이들 모두 살고 있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물건을 사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로 장보러 간다. 그러나 멀리 

가기 보다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간을 사주는 것이 좋다.  사는 곳 주변의 

노점이나 가게, 마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베푸

는 삶이다. 

  

앵벌이하는가?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광고 

  

베푸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 보시해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기부, 나눔이라고

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을까? 

  

저녁시간에는 EBS 에 채널이 고정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잠들 때 까지 보게 된

다. 그런 EBS 에도 광고가 있다. 그런데 광고 중에서도 공익광고를 종종 볼 수 

있다. 주로 후원광고이다. 그 중에 ‘유니세프’광고가 있다. 

  

유니세프광고를 보면 아프리카나 인도의 비참한 모습의 아이들이 등장한다. 끼

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여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후원에 동

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한달에 3 만원만을 후원하면 몇 십명의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하였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

이다. 왜 그런가? 저녁에 EBS 를 보면 유니세프 광고가 무려 6 번 이상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일 여섯 차례 이상 후원광고를 접하였을 때 마치 ‘앵벌

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유니세프광고는 불쌍한 아이들의 영상

을 연속으로 보여준다. 마치 후원을 강요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EBS 공익광고를 보면 유니세프광고 뿐만이 아니다. 유니세프 광고에 이

어 바로 다음에 이번에는 ‘유네스코’광고가 나온다. 유네스코 광고 역시 제 3

세계의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후원에 동참해 줄 것을 후원한

다. 후원 동참비는 매월 2 만원이다. 이만원이면 역시 굶는 아이 수십명을 살릴 

수 있다는 광고이다. 



  

승가원의 릴레이 후원하기 

  

가진 것을 나누고 기부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에서 마치 앵벌이 

하듯이 마치 상업광고 하듯이 광고 하였을 때 식상하게 한다. 오히려 역효과를 

주어 그 진의를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후원광고는 요란하게 하는 것 보

다 알음알이로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릴레이후

원’이다. 

  

승가원에 매월 일정액을 보시하고 있다.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

록 자동이체 하여 놓았다. 이렇게 승가원의 후원자가 된 동기는 알고 지내는 법

우님의 권유를 받고 나서부터이다. 이는 다름 아닌 ‘릴레이후원’이다. 신문이

나 방송 등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후원하는 방식을 말한

다.  

  

릴레이후원제도는 불교적 방식 

  

릴레이로 인하여 후원자로 등록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 보는 말이 있다. 그것은 

“누구의 권유로 후원하게 되었습니까?”라는 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후

원하도록 권유한 사람의 공덕에 대한 것이다.  

  

사무량심에서 기뻐함(무디따)이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수희공덕’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였을 때 칭찬하면 함께 그 보시금액만큼 공덕을 

지음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권유하여 릴레이 후원을 하여 새로운 후원자를 만들

었을 때, 후원자 뿐만 아니라 권유한 자도 동등한 공덕을 짓게 된다. 후원자와 

권유자가 동시에 공덕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릴레이후원제도는 사

무량심에 따른 매우 불교적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호국연무사 불사에 동참한 이유 

  

보시는 능력껏 하라고 하였다. 보통 자신의 수입에서 2-3% 정도로 본다. 좀더 

적극적이라면 5%이고, 10% 가량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십일

조라 하여 헌금하는데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보시해

서는 안될 것이다. 잘못 쓰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타락한 승려들에게 보

시하는 것은 보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공덕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투

명하게 관리 하는 곳에 보시해야 한다. 그런 곳이 군법당과 장애단체일 것이다. 

  

한때 불교계의 숙원사업이 있었다. 그것은 논산훈련소의 ‘호국연무사’이었다. 

5 천명이 입장가능한 대형 군법당을 건립 하는데 있어서 전불교적 후원운동이 

있었다. 2011 년의 일이다. 그 때 당시 ‘한국불교의 사활이 걸려 있는 호국연

무사와 군심(軍心)잡기(2011-11-0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리고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였다. 그 결과이서일까 현재는 교회 못지 않은 수용시설을 

갖춘 대형 군법당을 갖게 되었다.  



  

호국연무사불사에 동참하게 된 것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반사찰과 달

리 군법당에서는 수입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외부에서 후원으로만 유지가 가

능한 것이다. 더구나 수입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 안심하고 후원에 동참한 

것이다. 

  

2 억원을 후원한 익명의 70 대 

  

이어서 후원하게 된 곳이 ‘승가원’이다. 승가원 역시 외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곳이다. 장애인 등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 갈 수 없는 사

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원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승가원에서는 매 번 우편물을 보내 오고 있다. 최근 우편물에서 어느 익명의 후

원가족이 2 억원을 쾌척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기사중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

과 같다. 

  

  

2 억원의 나눔이 정해진 날은 지난 10 월 29 일 수요일, 지로를 통해 2 억원의 후

원금이 승가원에 입금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승가원 근무가족은 큰 나눔

에 놀라며 뛸 듯이 기뻐하였다. 2 억원이라는 크나큰 나눔을 보내주신 후원가족

님이 누구신지 찾아 보았으나 승가원에 남겨진 정보는 그 분의 성함과 주소뿐이

었다. 

  

익명의 후원가족님께서는 70 대 어르신으로 2002 년에 처음으로 나눔을 전해주시

고 올해 봄에도 1 백만원의 큰 나눔을 전해 주셨다.  

  

  

(승가원, 2014 년 11 월 20 일자, 익명의 후원가족, 2 억원 쾌척) 

  

  

2 억원 후원의 주인공은 70 대의 노인이라 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어떤 연유로 

후후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원자를 만날 수 없었

다고 한다. 그래서 익명의 후원자라 한 것이다.  

  

승가원에서는 익명의 후원자를 위하여 “승가원이 앞으로 장애가족을 위해 최선

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보답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죽어서 무엇을 가져가는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 갈 수 없는 자를 도와 주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와 정신을 

가진 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돈이 들어 간다. 70 대의 익명의 노인처럼 

2 억원을 보시하였다면 엄청난 금액이 수중에서 나간 것이다. 인색한 자는 자신



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처람 아깝

게 생각하지만 사무량심으로 살아 가는 자에게는 기쁨이다.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는 천박한 부자들은 돈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은

행에 번 만큼의 잔고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어

야 안심한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주변에 대하여 돈 나가는 것에 

대하여 사시나무 떨 듯 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어 죽어 갈 때 그 

많은 재산을 가져 다 갈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아들 없음의 경

2(S3.20)’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

다. 

  

  

[세존] 

“곡물도 재산도 금과 은도 

또한 어떠한 소유도 

노예, 하인, 일꾼 또는 그의 친인척도 

모두 놓고 가야 하네. 

  

신체적으로 행하는 것 

언어적으로 행하는 것 

정신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 다니네.”(S3.20, 전재성님역) 

  

  

그가 가져 가는 것은 평생 피땀 흘려 일구어낸 재산이 아니다. 그리고 처와 자

식도 아니다. 그가 가져 가는 것은 오로지‘행위(kamma)’일 뿐이다. 그가 재산

을 일구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투기 등으로 인하여 불로소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행위만을 가져 갈 뿐 결코 재산을 가져 갈 수 없다. 그

가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하여 중상모략 등으로 남을 밟고 올라 갔다면 그 행위만

을 가져 갈 뿐 지위를 가져 갈 수 없다.  

  

천박한 부자는 죽을 때 까지 막대한 재산을 손아귀에서 놓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그 재산을 가져 가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끝까지 움켜 쥐고 있어 보지만 

아무 것도 가져 갈 수 없다. 그런 재산을 집에다 가져 놓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 놓아 보지만 사실상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이 운용해야 자신의 것이다. 그러나 은행에 맡겨 놓았다면 장부상으로만 자

신의 것이다. 은행에 맡겨 놓은 재산은 은행의 것이다. 은행에서 활용하기 때문

이다. 이렇게 본다면 돈 많은 천박한 부자가 평생 먹을 것 안먹고 가난하게 살

았지만 가치있게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재산은 없는 것이나 다



름 없다. 더구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탈법, 중상모략 등 악행을 저질렀다

면 그가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악행뿐이다. 그에 대한 과보는 악처가 되기 쉽

다.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뭇삶들의 의지처가 되리” 

  

현명한 자는 쓸 줄 아는 자이다. 번 만큼 자신과 가족과 주변을 위해서 베푸는 

자이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이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진짜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까?   

  

나눔 등으로 빠져 나가는 돈은 손실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보시에 대한 

공덕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공덕은 쌓여만 간다. 

돈은 줄지만 느는 것은 공덕이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돈을 가져 갈 수

는 없지만 그 동안 쌓은 공덕을 가져 갈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정견이다.   

  

열심히 번돈을 이웃을 위하여 베푼자는 죽을 때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베풀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공덕을 가져 갈 수 있다. 

죽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덕행이라는 ‘노잣돈’을 가져 가는 것이

다. 그래서 인색한 자는 죽어서 빈털터리로 가지만 반대로 베풀고 산 자는 공덕

이라는 든든한 노잣돈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선처에 나기 쉽다. 그래서 부처님

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Tasmā kareyya kalyāṇaṃ  

nicayaṃ samparāyikaṃ, 

Puññāni paralokasmiṃ  

patiṭṭhā honti pāṇinanti. 
  

“그러므로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해서 

미래를 위해 쌓아야 하리.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뭇삶들의 의지처가 되리.”(S3.2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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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네 가지 운명의 길이 있는데  

  

  

“내가 왕년에…” 

  

옛날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

도있다.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왕년에…”라고 이야

기를 시작한다.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옛일을 떠 올린다. 새롭게 하는 일이 없어서 이미 지

나간 것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옛날 일을 자주 떠 올린다는 것

은 현재가 옛날 보다 못해서 일 것이다. 옛날 보다 지금이 더 낫다면 굳이 옛일

을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옛날을 회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 것과 같다. 마치 큰 집

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서 사는 것과 같고, 큰 차를 타고 다니다가 걸어 다니는 

것과 같다. 경에 따르면 빛에서 어둠으로 이동한 것과 같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초기경전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경에 따르면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

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입니다.(S3.21)”라 하였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Kathañca mahārāja, puggalo tamotamaparāya ṇo hoti? Idha mahārāja ekacco 
puggalo nīce kule paccājāto hoti ca ṇḍālakule vā veṇakule vā nesādakule vā 
rathakārakule vā pukkusakule vā da ḷidde appannapānabhojane kasiravuttike 
yattha kasirena ghāsacchādo labbhati.  

  

 So ca hoti dubbaṇṇo duddasiko okoṭimako bavhābādho. Kāṇo vā hoti kuṇīvā 
khañjo vā pakkhahato vā na lābhī annassa pānassa vatthassa yānassa 

mālāgandhavilepanassa seyyāvasathapadīpeyyassa.  

  

So kāyena duccaritaṃ carati. Vācāya duccaritaṃ carati. Manasā duccaritaṃ 

carati. So kāyena duccaritaṃ caritvā vācāya duccaritaṃ caritvā manasā 



duccaritaṃ caritvā kāyassa bhedā parammara ṇā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 

nirayaṃ upapajjati. 

  

Seyyathāpi mahārāja puriso andhakārā vā andhakāra ṃ gaccheyya, tamā vā 

tamaṃ gaccheyya, lohitamalā vā lohitamalaṃ gaccheyya, tathūpamāhaṃ 

mahārāja imaṃ puggalaṃ vadāmi. Evaṃ kho mahārāja puggalo 

tamotamaparāyaṇo hoti.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비천한 가문인 짠달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

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는 음식물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어렵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습니다. 그는 아름답지 않거나 흉칙하게 보이거나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애꾸눈이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불수입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상, 집, 등불을 얻

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정신

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며 

피와 같은 어둠에서 피와 같은 어둠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이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 전재성님역)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는 천민에 대하여 묘사 되어 있

다.  어느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천민을 말한다. 흔히 불가촉천민이라 한다.  

  

짠달라(caṇḍāla) 
  

불가촉천민에 대한 직업으로 짠달라(caṇḍāla) 등이 열거 되어 있다. 여기서 짠

달라는 무엇을 말할까? 각주에 따르면 “죽은 소의 고기를 먹고 사는 가장 하천

한 불가촉천민을 말한다.(상윳따 1 권 931 번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초불

연에서는 짠달라(caṇḍāla)에 대하여 ‘천민의 가문’이라 번역하였다. 빠알리사

전 PCED194 에서는 ‘an outcaste or untouchable’라 설명 되어 있다. 빅쿠보



디는 ‘a family of caṇḍāla’라 하여 빠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짠달라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을 대표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은? 

  

불가촉천민은 백과사전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카스트에 

속하는 수많은 집단 또는 카스트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정의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인도에서는 법으로 차별행위가 금지 되어 있다. 1949 년 인도

의 제정된 헌법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인도에서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

고 있다고 한다.  

  

계급에도 들어 가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에 대하여 ‘하리잔’이라 부른다. 그러

나 아무리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 그들과 접촉하면 오

염된다고 생각하여 일체 접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가촉천민은 주로 더럽고 힘든 일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① 어부 같은 사람들, ② 소를 죽이거나 죽인 소를 치우는 일 또는 가

죽무두질을 하면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 ③ 똥·오줌·땀·침 등 인체의 배설물

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청소부나 세탁부, ④ 쇠고기를 먹거나 집돼지·닭 

등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 되어 있다. 이런 직업은 경에서 표현된 “짠달

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라는 구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가난은 일반적으로 대물림된다고 하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최하위 카스트에서 상위 카스

트로 이동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더구나 선행 보다 악행을 더 많이 하였을 때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에 따른

다.  

  

신구의 삼업이 악업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몸이 부서진 뒤 죽

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라 하였다. 여기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 

nirayaṃ)’이라 하였는데 이는 어떤 뜻일까?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

어 있다.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 nirayaṃ: Mrp.I.57 에 따르면, 각각 괴로운 곳(苦

處: apāya), 악한 운명(惡趣: duggati), 타락한 곳(墮處: vinipāta), 지옥(地

獄: niraya)은 모두 지옥의 동의어이다.  

  



그러나 Las.I.51 에 따르면, 이 말들은 각각 서로 다른 네 가지 하층의 세계를 

의미한다. 즉 차례로 축생, 아귀의 세계, 아수라의 무리, 지옥을 의미한다. 지

옥은 어원적으로 ‘산산 조간난 것’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경전상에서는 네 

가지는 동의어로 네 가지 하층의 세계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상윳따 1 권 935 번 각주, 전재성님)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는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을 뜻하는

데 지옥과 동의어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분류방식에 따르면 축생, 아귀의 세

계, 아수라의 무리라 한다.  빅쿠보디는 “the plane of misery, in a bad 

destination, in the nether world”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처참한 곳[苦界], 

불행한 곳[惡趣], 파멸처”라 하였다.  

  

표를 만들어 보면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apāya duggati vinipāta 

전재성님역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빅쿠보디역 the plane of 

misery 

a bad destination the nether world 

각묵스님역 처참한 곳[苦界] 불행한 곳[惡趣] 파멸처 

상징(Las.I.51) 축생 아귀의 세계 아수라의 무리 

  

  

초기경전에서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 nirayaṃ”문구는	정형화	되어	있
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		전재성님은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대괄호를 이용한 한자어와 함께 

“처참한 곳[苦界], 불행한 곳[惡趣], 파멸처, 지옥”이라 번역하였다. 그런데 

Las.I.51 에 따르면,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에	대하여	 “축생,	아귀의 세

계, 아수라의 무리”의 라고 대비하여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은 악행을 저질렀을 때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을 때 어둠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며 피와 같은 어둠에서 피와 같

은 어둠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라 하였다. 이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도 알 

수 있다. 

  



범죄를 저질로 교도소에서 살다 나온 자를 일반적으로 전과자라 한다. 그런데 

전과자 중에는 전과 3 범이니 5 범이니 하는 딱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별이 많

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체 범죄 중에 전과자의 의하여 저질러 진 범죄가 약 80%

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소수의 전과자들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레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

한다. 이를 80 대 20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다. 백과사전에 표현 

되어 있는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시간이 총 통화시간의 80%를 차지한다.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 

-전체 주가상승률의 80%는 상승기간의 20%의 기간에서 발생한다.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성과의 80%는 근무시간 중 집중력을 발휘한 20%의 시간에 이뤄진다. 

-두뇌의 20%가 문제의 80%를 푼다.(<??) 우수한 20%의 인재가 80%의 문제를 해

결한다. 혹은 뇌의 20 프로만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80%를 해결한다 

-운동선수 중 20%가 전체 상금 80%를 싹쓸이한다. 

-인터넷 유저의 20%가 80%의 양질의 정보를 생산한다. 

  

(파레토 법칙, 위키백과) 

  

  

파레토라는 명칭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다. 그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모든 사회현상에 공통적인 비율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범죄 

역시 80 대 20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체 범죄 중에 80%는 20%의 전과자에 

의하여 저질러 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둠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대

부분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기 때문이다.  

  

악처에서 수평이동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고 어둠에서 어둠

으로 가며 피와 같은 어둠에서 피와 같은 어둠으로”라 하였다. 이는 

“andhakārā vā andhakāraṃ gaccheyya, tamā vā tamaṃ gaccheyya, lohitamalā 

vā lohitamalaṃ gaccheyya”구절에 대한 번역이다. 각묵스님은 “암흑천지에서 

암흑천지로 가거나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거나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가거나”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darkness to darkness, or from gloom 

to gloom, or from stain to stain”라 하였다. 번역차이가 있다면 세 번째 항

의 lohitamalā 에 대한 것이다.  



  

Lohitamalā 는 ‘lohita(blood) +mala(stains)’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Lohitamalā 는 피와 같이 오염된 곳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피와 

같은 어둠”이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더러운 곳’이라 하였다. 

이는 빅쿠보디의 ‘stain’과 일치 한다. 그렇다면 왜 피와 같이 오염된 것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아수라의 무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Las.I.51 에 

따르면 vinipāta 에 대하여 아수라의 무리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수라는 싸우기 좋아 하는 신들이 사는 악처이다. 그래서 하늘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삼십삼천의 신들과 전쟁을 하며 지냈다.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처럼 오염된 곳이라는 뜻의 Lohitamalā 이 아수라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andhakārā tamā lohitamalā 

영어 Darkness, 

bewilderment 

darkness, 

ignorance 

lohita(blood) 

+mala(stains) 

전재성님역 암흑 어둠 피와 같은 어둠 

빅쿠보디역 darkness gloom stain 

각묵스님역 암흑천지 어두운 곳 더러운 곳 

상징 축생 아귀의 세계 아수라의 무리 

  

  

andhakārā 에 대하여 축생으로, tamā 에 대하여 아귀의 세계로, lohitamalā 에 

대하여 아수라의 무리로 놓았다. 이는 주석적 근거를 갖지 않는 개인적 견해이

다. 그런데 어둠에서 어둠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암흑에서 암흑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피와 같은 어둠에서 피와 같은 어둠으로’라 하였다. 

암흑(andhakārā)에서 어둠(tama)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암흑(andhakārā)에서 

암흑(andhakārā)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름아닌 수평

이동을 뜻한다. Andhakārā 를 축생이라 하였을 때 축생들은 축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말한다. 또 tama 를 아귀의 세계라 하였을 때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

함을 말한다. 

  

한번 축생으로 태어나면 계속 축생으로 태어나기 쉽다. 한번 아귀로 태어나면 

연속해서 아귀로 태어나기 쉽다. 아수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축생은 축생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나고, 아귀나 아수라 역시 아귀나 아수라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며 피와 같은 어둠에서 피와 같은 어둠으로”라 하였

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처에서 수평이동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선처에서 난 자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

신적으로 선업을 쌓아 계속 선처에 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수레에서 수레로 옮기고 말의 등에서 말의 등으로 옮기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코끼리의 어깨로 옮기고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기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는 수레에서 말로, 말에서 코끼리의 어깨로 라는 식으로 상향 되는 것이 아니

다. 단지 수평이동에 대한 것이다. 그것도 수레, 말, 코끼리, 궁전 이렇게 네 

가지에 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단지 개별적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으로 설명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추론할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하여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 이렇게 네 곳을 선처라 하는데, 이를 

말, 수레, 코끼리, 궁전으로 대비하여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인간으로 태어

나면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고, 한번 욕계천상에 태어나면 계속 욕계천상에 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인간

으로 태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빛에서 빛으로 이동시에는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처로 에스컬레이트하려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악처에서 선처로 상향되는 케이스

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그가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지상에서 수레에 오르고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오르

며 말의 등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궁전으로 오르는 것

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이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

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 전재성님역) 

  

  

Puggalasutta 라는 경의 제목이 암시 하듯이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다. 

현재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면 선처에 날 수 있음을 말한

다.그래서 형벌과 같은 삶을 사는 자(지상)가 선행을 하면 높은 지위의 인간(수

레), 욕계천상(말), 색계천상(코끼리), 무색계천상(궁전)으로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주석에 없는 개인적인 견해이다. 

  



빛에서 어둠으로 가기는 쉽다 

  

가장 비참한 것은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이다. 마치 크고 화려한 집에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방으로 들어 가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

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깨끗하고 연꽃과 같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습

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상, 집,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나쁜 일을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

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고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

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

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 전재성님역) 

  

  

어둠에서 빛으로 가기는 어렵다.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에서 어

둠으로 가기는 쉽다. 선행 보다 악행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향

하는 것을 보면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궁전에서 살다가 코끼리 어깨로 내려 가

는 등 계속 하향하다고 마침내 땅까지 내려 온다. 여기서 땅의 의미는 바닥을 

의미한다. 경의 제목이 Puggalasutta 이므로 사람으로 따지면 형벌과도 같은 삶

을 말한다. 

  

밝은 곳인가 빛나는 곳인가?  

  

빛에서 어둠으로 내려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신체적으로 언어

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행을 짓지 않기 때문이

다. 이렇게 선업은 쌓지 않고 악업만 쌓는 다면 마치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 

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큰 집에서 중간 집으로 옮기고 마침내 햇볕도 들지 않

는 지하방으로 옮겨 가는 것과 같다. 물론 이는 비유이다.  



  

경에서 궁전이라 표현한 것은 무색계천상이라 볼 수 있다. 코끼리의 어깨는 색

계천상, 말의 등은 욕계천상, 수레는 지위가 높은 인간, 땅은 지위가 낮은 인간

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천상과 같은 높은 지위에 대하여 빛이라 

하였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라 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밝은 곳이라

는 의미도 있지만 천상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디가니까야 아간

냐경에 따르면 “바쎗타여, 언제 어느 때인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세계가 괴

멸하는 시기가 있다. 세상이 괴멸할 때에 대부분 뭇삶들은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들은 거기서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로서, 기쁨을 

먹고 지내고, 스스로 빛을 내고, 허공을 날며, 영광스럽게 오랜 세월을 산다. 

(D27)”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색계천상을 말한다. 색계천상에 사는 자들은 몸

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날아 다니고 빛을 내고 기쁨을 먹고 사는 자들이

라 하였다. 또 미연마의 속담에 “빛나던 범천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

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천상에 사는 존재들은 빛나는 존재들이라 볼 수 

있다.  

  

빛에서 어둠으로 간다고 하였을 때, 빛은 천상을 뜻하고 어둠은 지옥을 의미한

다. 이렇게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빠알리어로는 

‘jotitamaparāyaṇo’로 표현 되어 있다. 여기서 빛에 해당되는 말이 

jotita(illuminated)이다. Joteti 의 과거분사형으로서 illuminated(채식된, 빛

을 받은, 조명된)의 뜻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밝은 곳에서 어

두운 곳으로”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light to darkness(밞음에서 어둠으

로)”라 하였다.  

  

천상을 뜻하는 곳이 단지 밝은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밝은 곳이라

기 보다 빛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빛나는 존재는 하늘을 날

아 다닐 수 있고 기쁨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는 아간냐경(D27)에서 색계천상

의 존재가 빛나는 존재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천상은 ‘빛나

는 곳’이다. 그럼에도 천상의 세계에 대하여 단지 ‘밝은 곳’이라 한 것은 부

적절한 표현이라 본다.  

  

수평이동과 상하이동 

  

사람의 경(puggalasutta)에서는 네 종류의 인간이 설명되어 있다. 어둠에서 어

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빛에서 빛으로 이렇게 네 가지 경

우가 있다. 이 중에서 ‘어둠에서 어둠으로’와 ‘빛에서 빛으로’의 경우는 수

평이동에 대한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 가듯이 상

향이동이고, 반대로 빛에서 어둠으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 가듯이 하향

이동이다. 여기서 빛은 천상을 상징하고 어둠은 지옥을 상징한다. 모두 몸이 부

서져 죽은 다음의 세계를 말한다.  

  

네 종류의 경우에 대한 게송이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빠알리어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빅쿠보디역 

Daḷiddo puriso rāja 
assaddho hoti 

maccharī, 

Kadariyo 

pāpasaṅkappo 
micchādiṭṭhi 
anādaro. 

  

[세존] 

“대왕이여, 어

떤사람은 

가난하고 믿음

이 없고 인색하

며 

비열하고 나쁜

생각,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무례하

네.  

“어떤 사람 가

난한데 

믿음 없고 인색

하고 

구두쇠에 악한 

생각 품고 있고 

삿된 견해 가졌

으니 존경받지 

못하도다. 

"The person, 0 

king, who is 

poor, 

Lacking in faith, 

stingy, 

Niggardly, with 

bad intentions, 

Wrong in views, 

disrespectful, 

Samaṇo brāhmaṇe 
vāpi aññe vāpi 

vaṇibbake3, 
Akkosati 

paribhāsati 

natthiko hoti 

rosako, 

Dadamānaṃ nivāreti 

yācamānāna 

bhojanaṃ. 

  

수행자나 성직

자나 

다른 걸식자를 

비웃고 매도하

니 

허무주의자로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자로서 

탁발하는 자에

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한다네. 

사문이나 바라

문이나 다른 걸

식하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

는 그를 일러 

사람들은 

허무주의자요 

조롱하는 자라 

칭하나니 

음식 구해 찾아

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조차 

방해하도다. 

Who abuses and 

reviles ascetics, 

Brahmins, and 

other mendicants; 

A nihilist, a 

scoffer, who 

hinders 

Another giving 

food to beggars: 

Tādiso puriso rāja 

mīyamāno janādhipa, 

Upeti nirayaṃ 1 

ghoraṃ 

tamotamaparāyaṇo. 
  

대왕이여, 백성

의 주인이여! 

그런 사람은 죽

어서 

무서운 지옥으

로 떨어지니  

어둠에서 어둠

으로 가는 것이

네.” 

만백성의 주인

인 왕이여, 이

런 인간 죽어서 

무시무시한 지

옥에 떨어지나

니 그가 바로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도다.” 

When such a 

person dies, 0 

king, 

He goes, lord of 

the people, 

To the terrible 

hell, 

Heading from 

darkness to 

darkness. 

  

  

첫 번째 게송을 보면 “Daḷiddo puriso rāja assaddho hoti maccharī”구절이 있

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대왕이여, 어떤사람은 가난하고 믿음이 없고 인



색하며”라 하였다. Rāja에 대하여 대왕이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Rāja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다. 그래서 게송만 본다면 혼자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라자에 대한 ‘실역(失譯)’이라 본다. 빅쿠보디의 

경우 “The person, 0 king”이라 하여 Rāja에 대하여 king으로 번역하였다. 

  

첫 번째 게송에서 anādaro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무례하네”라 하

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존경받지 못하도다”라 하였다. 이는 전혀 다른 말

이다. 빅쿠보디는 “disrespectful(경의를 표하지 않는, 실례되는, 예절이 없

는)”라 번역하였다.  

  

anādaro에 대한 빠알리 사전을 보면 “Disrespectful, careless, reckless, bold”

라 되어 있다. 무례하고 예의 없다는 뜻이다. 왜 이런 표현을 하였을까? 그것은 

이어지는 두 번째 게송에 답이 나와 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들은 수행

자나 성직자에게 보시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

렇게 본다면 대단히 무례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첫 번째 게송과 

두 번째 게송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도

다”라 하여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어둠에서 빛으로 

  

  

빠알리어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빅쿠보디역 

Daḷiddo puriso rāja 
saddho hoti 

amaccharī, 

Dadāti 

seṭṭhasaṅkappo 
abyaggamanaso4 

naro. 

  

[세존] 

“대왕이여, 어

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믿

음이 있고 인색

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훌

륭한 생각을 하

며 

마음이 산란하

지 않네. 

“어떤 사람 가

난하나 

믿음 있고 인색

않고 

보시하고 고결

한 생각 품고 

있고 

그의 마음 산란

하지 않도다. 

"The person, 0 

king, who is 

poor, 

Endowed with 

faith, generous, 

One who gives, 

with best 

intentions, 

A person with 

unscattered mind 

Samaṇe brāhmaṇe 
vāpi aññe vāpi 

vaṇibbake, 
Uṭṭhāya abhivādeti 
samacariyāya 

sikkhati, 

Dadamānaṃ na 

vāreti1 yācamānāna 

bhojanaṃ.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다른 걸식자에

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올바른 행위로 

자신을 닦아, 

탁발하는 자에

게 보시하는 것

사문이나 바라

문이나 다른 걸

식하는 자들을  

일어나서 맞이

하고 공경하는 

그를 일러 

바른 행실 공부

짓는 선한 자라 

칭하나니 

Who rises up and 

venerates 

ascetics, 

Brahmins, and 

other 

mendicants; 

One who trains 

in righteous 

conduct, 



을 방해하지 않

네. 

음식 구해 찾아

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 방해

않도다. 

Who hinders none 

giving food to 

beggars: 

Tādiso puriso rāja 

mīyamāno2 

janādhipa, 

Upeti tidivaṃ ṭhānaṃ 

tamojotiparāyaṇo. 
  

대왕이여, 백성

의 주인이여! 

그런 사람은 죽

어서 

서른셋 하늘나

라에 이르니 

어둠에서 빛으

로 가는 것이

네.” 

만백성의 주인

인 왕이여, 이

런 인간 죽어서 

삼십삼천의 [천

상]세계로 가나

니그가 바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

는 자도다.” 

When such a 

person dies, 0 

king, <215> 

He goes, lord of 

the people, 

To the triple 

heaven, 

Heading from 

darkness to 

light. 

  

  

첫 번째 게송에 amaccharī 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인색하지 

않고”라 하였다. 이에 반하여 각묵스님은 “인색않고”라 하였다. ‘인색않

고’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다. 마치 ‘안인색하고’라 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게송에 sikkhati 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자신을 닦

아”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공부짓는”라 하였다. Sikkhati 는 ‘learns; 

trains oneself; practises’의 뜻이다.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뜻이다. 

이는 수행을 뜻한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공부짓는다’라 하였다. 하지만 

‘공부짓다’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공부하다’라는 말은 있

어도 ‘공부짓다’라는 말은 없다. 아마 선가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다.  

  

  

빛에서 어둠으로 

  

  

빠알리어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빅쿠보디역 

Aḍḍho ce puriso 
rāja assaddho hoti 

macchari, 

Kadariyo 

pāpasaṅkappo 
micchādiṭṭhi 
anādaro. 

  

[세존] 

“대왕이여, 어

떤 사람은 부자

지만 

믿음이 없고 인

색하며, 

비열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무례하

네. 

“어떤 사람 부

유하나 

믿음 없고 인색

하며 

구두쇠에 악한 

생각 품고 있고 

삿된 견해 가졌

으니 존경받지 

못하도다. 

"The person, 0 

king, who is 

rich, 

Lacking in faith, 

stingy, 

Niggardly, with 

bad intentions, 

Wrong in views, 

disrespectful, 



Samaṇe brāhmaṇe 
vāpi aññe vāpi 

vaṇibbake, 
Akkosati 

paribhāsati 

natthiko hoti 

rosako, 

Dadamānaṃ nivāreti 

yācamānāna 

bhojanaṃ. 

  

수행자나 성직

자나 

다른 걸식자를 

비웃고 매도하

니 

무엇이든지 부

정하고 

화를 내고 탁발

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한다네. 

사문이나 바라

문이나 다른 걸

식하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

는 그를 일러 

사람들은 

허무주의자요 

조롱하는 자라 

칭하나니 

음식 구해 찾아

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조차 

방해하도다. 

Who abuses and 

reviles ascetics, 

Brahmins, and 

other mendicants; 

A nihilist, a 

scoffer, who 

hinders 

Another giving 

food to beggars: 

Tādiso puriso rāja 

mīyamāno janādhipa, 

Upeti nirayaṃ 

ghoraṃ 

jotitamaparāyaṇo. 
  

대왕이여, 백성

의 주인이여! 

그런 사람은 죽

어서 

무서운 지옥으

로 떨어지니  

빛에서 어둠으

로 가는 것이

네.” 

만백성의 주인

인 왕이여, 이

런 인간 죽어서 

무시무시한 지

옥에 떨어지나

니 그가 바로 

밝은 곳에서 어

두운 곳으로 가

는 자도다.” 

When such a 

person dies, 0 

king, 

He goes, lord of 

the people, 

To the terrible 

hell, 

Heading from 

light to 

darkness. 

  

  

두 번째 게송에서 ‘natthiko’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허무주의자요”라 하였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과 cdb 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natthiko: 이 단어에 대하여 Srp.I.163 은 침묵하고 있지만, Krs.I.120 은 

‘natthiko’를 ‘친구가 없고(there’s no fellow)’로 해석하고 Ggs.I.149 는 

‘허무주의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부정하고’로 해석

한다. 

  

(상윳따 1 권 939 번 각주) 

  

  

Natthiko 에 대한 전재성님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빠알리 주석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Krs.I.120 나 Ggs.I.149 에서는 주석이 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전재성님의 경우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동국대 정각원 법회에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티베트대장



경, 빠알리대장경, 산스크리트대장경을 다 진열해 놓고 봐요. 그런데 보니까 한

문도 한줄이 빠진거에요. 산스크리트나 빠알리에 있는데 한문이 한줄이 없어요. 

이건 사경사가 졸다가 빼 먹은 거에요. (2012 년 3 월 31 일 정각원 토요법회)”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빠알리니까야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번역

본과 각주, 그리고 검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전재성님은 빠알리어, 산스

크리트어, 티벳어 등 칠개국어에 능하다고 한다.  

  

Natthiko 에 대하여 빠알리 주석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다고 한다. 빅쿠보디의 

CDB 에서도 설명이 없다. 이 단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A nihilist(허무주의

자)’라 번역하였다. 각묵스님도 역시 허무주의자라 번역하였다. Natthika 에 

대한 빠알리사전 PCED194 를 보면 “one who professes the motto of 

“natthi,”라 되어 있다. 없음을 주장하는 자들을 말한다. 단멸론자나 허무주

의자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게송을 보면 무례한 부자들임을 알 수 있다. 부유

하게 살면서도 걸식자를 꾸짖는 자들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 바라문들이 이에 

해당된다.  

  

악꼬사까라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 바라문에 대하여  “그는 화가 나서 불만스

럽게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 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무례하고 추악

한 말로 비난하고 모욕했다.(S7.2)”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들은 걸식자를 꾸짖는 무례한 바라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게송에서 “수행자나 성직자나 다른 걸식자를 비웃고 매도하니 무엇이

든지 부정하고”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다른 걸식하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를 일러 사람들은 허무주의자요”라 

하였다.  

  

부유하면서도 걸식자를 꾸짖는 이야기는 상윳따니까야 바라문의 모음(S7)뿐만 

아니라 숫따니빠따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라문은 카스트의 최상층에 

속해 있다. 그런 바라문이 단멸에 근거한 허무주의적 견해를 가졌을 리 없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은 Natthiko 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부정하고”라 번역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허무주의자’라 하였다. 이는 빅쿠보디가 

‘A nihilist’라고 번역한 것과 일치 한다. 

  

  

빛에서 빛으로 

  

  

빠알리어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빅쿠보디역 

Aḍḍho ve puriso 
rāja saddho hoti 

amaccharī, 

Dadāti 

seṭṭhasaṅkappo 
abyaggamanaso naro. 

[세존] 

“대왕이여, 어

떤 사람은 부자

이면서 

믿음이 있고 인

색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 부

유하고 

믿음 있고 인색

않고 

"The person, 0 

king, who is 

rich, 

Endowed with 

faith, generous, 



  보시를 하고 훌

륭한 생각을 하

며, 

마음이 산란하

지 않네. 

보시하고 고결

한 생각 품고 

있고 

그의 마음 산란

하지 않도다. 

One who gives, 

with best 

intentions, 

A person with 

unscattered mind 

Samaṇo brāhmaṇe 
vāpi aññe vāpi 

vaṇibbake, 
Uṭṭhāya abhivādeti 
samacariyāya 

sikkhati, 

Dadamānaṃ na vāreti 

yācamānāna 

bhojanaṃ.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다른 걸식자에

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올바른 행위로 

자신을 닦아, 

탁발하는 자에

게 보시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않

네. 

사문이나 바라

문이나 다른 걸

식하는 자들을  

일어나서 맞이

하고 공경하는 

그를 일러 

바른 행실 공부

짓는 선한 자라 

칭하나니 

음식 구해 찾아

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 방해

않도다. 

Who rises up and 

venerates 

ascetics, 

Brahmins, and 

other 

mendicants; 

One who trains 

in righteous 

conduct, 

Who hinders none 

giving food to 

beggars: 

Tādiso puriso rāja 

mīyamāno janādhipa, 

Upeti tidivaṃ ṭhānaṃ 

jotijotiparāyaṇoti. 
  

대왕이여, 백성

의 주인이여! 

그런 사람은 죽

고나서 

서른셋 하늘나

라에 이르니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네.” 

만백성의 주인

인 왕이여, 이

런 인간 죽어서 

삼십삼천의 [천

상]세계로 가나

니그가 바로 

밝은 곳에서 밝

은 곳으로 가는 

자도다.” 

When such a 

person dies, 0 

king, 

He goes, lord of 

the people, 

To the triple 

heaven, 

Heading from 

light to light." 

  

  

  

  

2014-12-03 

진흙속의연꽃 

  

 

 

 

 

52.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기대수명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

명은 평균 81.9 세이다. 이런 추세라면 백세시대도 머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초



기경전에서는 오래 산다는 의미로서 인간의 수명을 백세로 한 이야기가 종종 보

인다.  

  

할머니의 죽음 

  

상윳따니까야 꼬살라상윳따 ‘할머니의 경’에 따르면, 빠세나디 왕의 할머니는 

120 세 죽었다. 이에 대하여 빠세나디는 부처님에게 할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비

통해 하는 말을 한다. 

  

  

[빠세나디] 

  

“세존이시여, 나의 할머니는 대단히 나이가 많은 노부인으로 인생의 여정을 지

나서 그 종착에 이르러 나이 백 이십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나에게 할머니는 몹시 사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세존이시

여, 만약 내가 값비싼 코끼리를 주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면 나는 값비싼 코끼리를 주어서 할머니를 돌아가시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Ayyakāsutta-할머니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2, 전재성님역) 

  

  

  

빠세나디 왕이 할머니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어머니가 죽은 후 할머니가 빠세나디 왕을 키웠다.(Srp.I.1630”라 되어 있

다. 낳은 정 보다 기른 정이다.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으므로 할머니를 마치 어

머니처럼 여긴 것이다. 그런 할머니가 더 오래 살기를 바랐으나 120 세에 죽은 

것이다. 

  

할머니는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것이다. 수명대로 산 것이다. 세상사람들이 바라

는 인간의 행복이 궁극적으로 ‘수(壽)’와 ‘복(福)’이라 할 때 할머니는 수

와 복을 모두 누린 것이다. 어쩌면 천상과도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의 당위성에 대하여 

  

수와 복을 누린 빠세나디의 할머니는 사실상 행복한 죽음을 맞이 한 것이다. 그

럼에도 빠세나디왕이 값 비싼 코끼리를 주어서라도, 아니 성을 하나 통째로 주

는 한이 있더라도 살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결국 죽고 말았다. 이에 부

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빠알리어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빅쿠보디역 



Sabbe sattā 

mahārāja, 

maraṇadhammā 
maraṇapariyosānā 
maraṇaṃ anatītāti. 

  

[세존] 

“대왕이여, 뭇

삶은 죽어야 하

는 것이고 죽음

을 끝으로 하는 

것이며 죽음을 

뛰어 넘지 못하

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모

든 중생은 죽기

마련인 법이고 

죽음으로 끝이 

나며 죽음을 건

너지는 못합니

다.” 

"All beings, 

great king, are 

subject to 

death, terminate 

in 

death, and 

cannot escape 

death." 

(Ayyakāsutta-할머니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죽음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어떤 존재도 한번 태어난 이상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번역어 ‘뭇삶’에 대하여 

  

빠알리어 ‘삽베삿따(sabbe sattā)’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뭇삶’

이라 번역하였다. 뭇삶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수효가 매

우 많다는 ‘뭇’이라는 말과, 사는 일 또는 목숨, 생명이라는 뜻의 ‘삶’이 

결합되어 ‘뭇삶’이라 하였는데, 이는 전재성님이 빠알리니까야 번역을 위하여 

만든 ‘신조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이 번역한 번역서에서는 초

지일관 ‘삽베삿따’에 대하여 ‘뭇삶’이라 번역하여 놓았다.  

  

sabbe sattā 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

스님은 ‘모든 중생’이라 번역하였다. Sattā 에 대하여 한자문화권에서는 ‘중

생’이라 번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빅쿠보디는 ‘All beings’라 하여 

‘모든 존재들’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네 갈래 태어남 ‘태-란-습-화’ 

  

초기불교에서는 sabbe sattā 에 대하여 삼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초목에 대하여 삿따로 보지는 않는다. 정신기능이 있는 ‘유정

물’을 삿따로 보는 것이다. 이는 태생, 난생, 습생, 화생으로 요약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제도할 대상으로서 삼계의 ‘태-란-습-화’를 들고 있다. 

그런데 태란습화이야기는 빠알리니까야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생

명의 경이로움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화생(化生: opapatika yoni)(2014-11-

0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올린 글에서 태란습화에 대한 것을 보면 “사리뿟따여,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

이 있다. 네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Catasso kho 

imā sāriputta yoniyo. Katamā catasso? Aṇḍajā yoni, jalābujā yoni, 
saṃsedajā yoni, opapātikā yoni, M12)”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금강경에서 보는 태란습화 이야기의 오리지널 버전은 빠알리니까야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담마(dhammā)의 번역어에 대하여 

  

할머니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빠세나디 왕에게, 부처님은 “Sabbe sattā 

maraṇadhammā”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뭇삶은 죽어야 하는 것이

고”라 하였다. ‘maraṇadhamm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라 번역한 것

이다. maraṇadhammā 가 maraṇa+dhammā 이기 때문에 ‘담마(dhammā)’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것’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모든 중생은 죽기마련인 법이고”라 하여, ‘담마

(dhammā)’에 대하여 ‘법’이라 번역하였다. 죽어야 하는 것도 ‘법’으로 본 

것이다.  

  

빅쿠보디는 “All beings are subject to death”라 하여 ‘모든 존재들은 죽음

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빅쿠보디의 번역원칙에 벗어난다. 빅

쿠보디는 ‘cdb’ 해제글에서 담마에 대해서는 ‘dhamma’로 번역함을 천명하였

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담마라고 하였을 때 그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teaching(가르침)’ 등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인  ‘dhamma’

로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빅쿠보디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초불연에서도 청정도론 해제글에 따르면 부처님

이 담마라고 한 것은 그만한 충분한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함부로 바꾸어 번역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래서 담마에 관해서는 한자어 ‘법’으로만 번역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초불연 번역을 보면 “모든 중생은 죽기마련인 법

이고”라고 하여 담마에 대하여 ‘법’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담마라는 단어에 대하여 문맥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것’으로 번역하였다. 그래서 “뭇삶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라 하였다.  

  

이렇게 담마에 대하여 여러 의미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담마라는 

말이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아스님의 글에 따르면 “담마

의 넓은 의미로는 바른행동, 도덕적 행위, 도덕적 가르침, 우주적인 법칙, 교

리, 상태, 도덕적 행위, 현상, 정의, 대상, 개념, 진리, 바른 길, 교훈, 성질, 

조건, 요소, 본성 등 다양하다.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부록)”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저~ 거시기, 거시기 말여~”담마(dhamma)와 법(法)(2012-12-

2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담마라는 말에 대하여 단지 한자어 법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모든 

번역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옹기의 비유 



  

할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 빠세나디 왕에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죽을 수 

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그래서 ““대왕이여, 뭇삶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죽음

을 끝으로 하는 것이며 죽음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Seyyathāpi mahārāja, yāni kāni ci kumbhakārabhājanāni āmakāni ceva pakkāni 

ca, sabbāni tāni bhedanadhammāni bhedanapariyosānāni bhedanaṃ anatītāni. 

  

[세존] 

대왕이여, 마치 옹기장이가 만든 옹기는 구워지지 않은 것이든 구워진 것이든 

어떤 것일지라도 그 모두가 부서져야 하는 것이고 부서짐을 끝으로 하는 것이며 

부서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Ayyakāsutta-할머니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옹기의 비유를 들고 있다. 도공이 옹기를 흙을 빚어 옹기를 만들 때 

정성을 다 한다. 물레를 돌려 만든 옹기는 도중에 잘 못 되면 버려 진다. 가마

에 들어 갔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공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진다. 옹기

가 설령 상품화 되어 팔려 나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부서지게 되어 있다.  

  

숫따니빠따에도 옹기의 비유가 

  

옹기는 만들어질 때부터 언젠가는 부서질 운명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뭇

삶 역시 언젠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뭇삶은 죽어

야 하는 것이고 죽음을 끝으로 하는 것이며 죽음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입니

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숫따니빠따에도 “이를 테면, 옹기

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

렇습니다.(stn577)”라는 구절이 있다. 

  

부처님은 옹기의 비유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숫따니빠따에서는 옹기의 비유 뿐

만 아니라 과일의 비유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

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

어집니다.(stn576)”라 하였다.  

  

번역비교를 보면 

  

할머니의 경에서는 두 개의 게송이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뭇삶의 운명에 대하

여 게송으로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번역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Sabbe sattā marissanti  

maraṇantaṃ hi jivitaṃ, 

Yathākammaṃ gamissanti  

puññapāpaphalūpagā, 

Nirayaṃ pāpakammantā  

puññakammā ca suggatiṃ.  

  

Tasmā kareyya kalyāṇaṃ  

nicayaṃ samparāyikaṃ, 

Puññāni paralokasmiṃ  

patiṭṭhā honti pāṇinanti. 
  

  
[세존] 

“모든 삶은 죽음에 이르네. 

삶은 그 끝을 죽음으로 삼으니 

행위를 하는 그대로 좋고 

나쁜 과보를 받으니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네. 

  

오로지 착한 일을 해서 

미래를 위해 공덕을 쌓아라.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삶들의 의지처가 되리.” 

  

(전재성님역) 

  

  

“모든 중생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업에 따라 중생들은 제각각 갈 것이니 

공덕과 사악함의 결실대로 가리라.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 지은 중생들은 선처로 가리로다. 

  

그러므로 유익함[善]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어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각묵스님역) 

  



  

"All beings will die,  

For life ends in death.  

They will fare according to their deeds,  

Reaping the fruits of their merit and evil: 

The doers of evil go to hell,  

The doers of merit to a happy realm.” 

  

"Therefore one should do what is good  

As a collection for the future life.  

Merits are the support for living beings  

[When they arise] in the other world."  

  

(빅쿠보디역) 

  

(Ayyakāsutta-할머니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2) 

  

  

  

부처님은 옹기의 비유를 들면서 선행공덕을 쌓을 것을 말씀 하셨다. 누구나 죽

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야 함을 말씀 하신 것이

다. 이렇게 공덕행을 강조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빠세나디가 재가자이

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차제설법 

  

부처님은 처음부터 사성제를 설하지 않았다. 근기에 맞추어 차례대로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를 ‘차제설법’이라 한다. 재가자나 초심자에게는 믿음과 지계와 

보시를 강조하여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을 편 것도 차제설법이다. 할머니의 죽

음을 애통해 하는 빠세나디 왕에게 어려운 법문 보다 선행공덕을 쌓으면 하늘나

라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네. (Nirayaṃ 

pāpakammantā  puññakammā ca suggatiṃ)”라 한 것이다.  

  

빠빠(papa)와 뿐냐(puñña) 

  

첫 번째 게송을 보면 빠빠(papa)와 뿐냐(puñña)가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님은 ‘나쁜 일’과 ‘좋은 일’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은 ‘악업’과 ‘공

덕’으로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evil’과 ‘merit’로 번역하였다.  

  

빠빠(papa)와 뿐냐(puñña)라는 용어는 빠알리니까야에 수 없이 등장한다. 일반

적으로 ‘악행’과 ‘공덕행’으로 번역 된다. 이에 대하여 ‘꾸살라와 아꾸살



라, 뿐냐와 빠빠는 어떻게 다른가(2014-12-1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

다. 

  

초기경전에서 악행을 저지르면 지옥에 가고, 공덕행을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법구경에서도 “공덕이 쌓이면 행복하다. (sukho puññassa 

uccayo, Dhp118)”와 “악이 쌓이면 고통스럽다. (dukkho pāpassa uccayo, 

Dhp117)”라는 문구에서도 확인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재가자나 초심자에게 차

제설법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빠빠와 뿐냐이다.  

  

뿐냐(puñña)와 꾸살라 (Kusala) 

  

공덕행을 뜻하는 뿐냐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선(善)을 뜻하는 ‘꾸살라 

(Kusala)’가 있다. 그러나 뿐냐와 꾸살라는 뉘앙스가 다르다. 뿐냐가 천상에 

나기를 바라면서 스님에게 공양을 하는 등 모종의 장기적 기대를 하는 선행이라

면, 꾸살라는 깨달은 사람의 건전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꾸살라가 뿐냐 보다 더 수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난해한 번역 

  

두 번째 게송은 뿐냐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번째 구절을 보면 

“Tasmā kareyya kalyāṇaṃ nicayaṃ samparāyikaṃ”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오로지 착한 일을 해서 미래를 위해 공덕을 쌓아라.”라고 번역하

였다. 착한 일을 뜻하는 빠알리어가 kalyāṇa 이다. 이는 ‘charming; morally 

good. (nt.), goodness; merit; virtue; welfare’의 뜻이다. 도덕적 삶을 뜻한

다. 그래서 “Tasmā kareyya kalyāṇaṃ”구절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한다”

라는 뜻이 된다. 다음 구절을 보면 “nicayaṃ samparāyikaṃ”라 하였는데 이는 

“저 세상에 속하기 위하여 쌓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Tasmā kareyya 

kalyāṇaṃ nicayaṃ samparāyikaṃ”의 의미는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며, 저 

세상에 가기 위하여 쌓으면”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유익함[善]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어라”라 되어 ‘어리둥절’ 하게 만든다. 특히 “존재

들의 미래의 자신이어라”라고 번역한 것은 어떤 근거로 번역하였는지 알 수 없

다. 빠알리 원어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Tasmā kareyya kalyāṇaṃ nicayaṃ samparāyikaṃ”구절과 관련하여  빅쿠보디

는 “Therefore one should do what is good As a collection for the future 

life.”라 번역하였다. 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는 미래를 위한 더미로서 

선을 행해야만 한다”가 된다. 여기서 ‘a collection’이라 한 것은 빠알리어  

‘nicayaṃ(accumulation; heaping up)’에 대한 번역이라 볼 수 있다. 저 세상

을 위한 무더기를 말한다. 그것을 공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빅쿠

보디의 번역은 비교적 빠알리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그러므로 유익함[善]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

래의 자신이어라”라 한 것은 원어에 없는 말로서 대단히 난해하다.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하였을 때 어떤 근거로 번역하였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번

역어 중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는 시어로서 적합하

지 않다. 시어는 고도의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든가 ‘이것

이’ 라는 접속어는 부적합하다. 아마 빅쿠보디의 영역에서 ‘Therefore’를 참

고하여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듯 하다. 그러나 가장 이해가 가지 않은 말은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어라”라는 번역이다. 대체 이 번역은 어떤 근

거로 번역하였으며 그 뜻은 무엇일까? 아무리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난해

한 번역이다. 

  

죽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 

  

부처님은 빠세나디 왕에게 공덕행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왕에게 옹기의 비유를 들며 결국 부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상기시켜 주면서, 살아 있을 때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여 천상에 나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초심자나 재가자 등에게 적합한 가르침이다.  

  

옹기의 비유는 숫따니빠따에도 등장한다. 그런데 슬픔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해

법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숫따니빠따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

아 슬퍼하지 않습니다.(stn581)”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할머니를 잃어 슬퍼하는 빠세나디 왕에게는 공덕행을 닦아 천상에 나

는 가르침을 설하였다. 그러나 숫따니빠따 ‘화살의 경(Sn3.8)’에서는 천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같은 옹기의 비유를 하였지만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엇박자가 날까? 

  

세월호사건이 일어난지 8 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

아 있다. 이에 학생측의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혀 내고자 한다. 그러나 같은 유

가족이라도 일반유가족은 태도가 다르다. 오히려 학생유가족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이는 죽음의 성격이 다르

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다”고 

한다. 이런 원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그대로 들어 맞는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엄마 아빠 들은 진실규명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다. 그래서 투사가 되었

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은 학생유가족과는 달리 ‘엇박자’를 

낸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죽을 때 까지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식이 죽는 순간 부모도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매우 ‘비통’해 하는 것이다.  

  

  

 
  

  

숫따니빠따 ‘화살의 경(Sn3.8)’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의 재가신자가 아들이 

죽어서 슬픈 나머지 일주일간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다. 그를 불쌍히 여겨 

부처님은 그 재가신자의 집으로 가서 이 경을 설했다.(Prj.II.457)”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빠세나디 왕과는 다른 케이스임을 알 수 있

다.  

  

빠세나디 왕은 할머니가 죽었다. 그래서 옹기의 비유를 들며 공덕행을 하여 하

늘나라에 태어나는 법문을 하였다. 그러나 숫따니빠따 화살의 경에서는 자식이 

죽어 비통해 하는 재가신자를 위하여 법문하였다. 이렇게 죽음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법문 역시 전혀 다른 법문이 되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를 위하여 

  

이런 차이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자와 부모를 산에 묻은 자

의 차이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자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것

일까?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1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있습니다.  

  

2.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뭇 삶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3.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4.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렇습니다.  

  

5.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현명한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6.  

죽음에 패배 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지들도 그가 아는 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7.  

친지들이 지켜보지만,  

보라 매우 애통해하는 자들을!  

죽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8.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에 삼켜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9.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 양극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 웁니다.  

  

10.  

미혹한 자가 자기를 해치며,  

비탄해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1.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 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윌 따름입니다.  

  

12.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서  

몸은 여위고 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은 자들을 수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비탄해 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13.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은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14.  

또한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태어날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죽음에 정복당해  

전율하고 있는 뭇 삶들을 보십시오.  



  

15,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그 생각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남도 이와 같으니,  

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16.  

가령 사람이 백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을 떠나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17.  

그러므로 거룩한 님에게 배워,  

죽은 망자를 보고서는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고  

비탄해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18.  

보금자리에 불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이,  

단호하고 지혜롭고 잘 닦인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람이 솜을 날리듯,  

생겨난 슬픔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19.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탐욕과 근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20.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자로 열반에 들 것입니다.  

  

(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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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단멸론자들은 왜 공덕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사람들마다 인생관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이 다르다. 사람들마다 종교가 

다르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자신이 처한 지역에서 역사와 문화와 종교

의 영향으로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다면 불교적 인생관과 가치관은 어떤 것

일까? 부처님과 빠세나디왕의 대화에서 빠세나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Yāni tāni bhante raññaṃ khattiyānaṃ muddhāvasittānaṃ 

issariyamadamattānaṃ kāmagedhapariyuṭṭhitānaṃ janapadatthācariyappattānaṃ 

mahantaṃ paṭhavimaṇḍalaṃ abhivijiya ajjhāvasantānaṃ rājakaraṇīyāni 
santi4, tesvāhaṃ5 etarahi ussukkaṃ āpannoti. 

  

[빠세나디] 

“세존이시여, 권력의 도취에 몰두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전념하고, 나라

에 안정된 지배를 확보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왕족 출신의 왕

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나는 그 해야 할 일에 열중하고 있습

니다.” 

  

(Pabbatūpamasutta-산에 대한 비유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5, 전재성님역) 

  

  

이 구절과 관련하여 초불연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세존이시여, 권력의 취기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에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정의 대관

식을 거행한 끄샤뜨리아 왕에게는 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요

즘 그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Pabbatūpamasutta-산의 비유 경, 상윳따니까야 S3.25, 각묵스님역) 

  

  

가장 크게 번역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관정의 대관식’이다. 각묵스님은 “관

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뜨리아 왕”이라 하였다. 전재성님은 “왕족 출신의 

왕”이라 하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관정의 대관식 

  



빠알리원문을 보면 “raññaṃ khattiyānaṃ muddhāvasittānaṃ”라 되어 있다.  

이 말은 rañña 가 king 의 의미이고, khattiyā 는 왕족(끄샤뜨리야)을 의미하고, 

muddhāvasitta 는 properly anointed (king)의 뜻이다. 여기서  muddhāvasitta

는 ‘적절하게 기름을 바른 왕(properly anointed (king))’의 뜻이다. 그래서

일까 초불연에서는 “raññaṃ khattiyānaṃ muddhāvasittānaṃ”에 대하여 “관

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뜨리아 왕”이라 번역하였다. 전재성님은 “왕족 출

신의 왕”이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CDB 를 보니 “kingship typical for head-

anointed khattiya kings”라 되어 있다. 이를 번역하면 “머리에 기름이 뿌려

진 끄샤뜨리왕을 위한 전형적인 왕권”이 된다. 머리에 관정을 하여 왕으로서 

권위가 부여된 왕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각묵스님이 번역한 “관정의 대관식

을 거행한 끄샤뜨리아 왕”이라는 번역과 일치 한다. 

  

힌두교에서 삶의 세 가지 목표 

  

경에서 “지금 나는 그 해야 할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전재성님역)”라는 구

절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하였다. 

  

  

이 말에는 이러한 생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어떤 비난이나 반성도 발견할 

수 없다. 힌두교에서 삶의 세 가지 목표가 현세이익적 의무[sk. Dhamal], 사랑

[감각적 쾌락의 욕망 sk. Kamal], 이익[sk. Artha]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은 부처님이 왕에게도 늙고 죽음이 닥쳐오므로 영토를 정복하고 감각적 쾌

락에 몰두하는 삶의 허망함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Srp.I.167 에서 붓다고싸는 이러한 이야기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빠쎄나디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는 중에 반란군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그

러나 왕은 그들을 사로잡아 잔인하게 살해 했다. 부처님은 간접적으로 왕의 잔

인함이 잘못된 것임을 꾸짖었다.’  

  

그렇지만 붓다고싸의 말은 Krs.I.127 에서도 지적하듯이 경의 내용과는 들어맞

지 않는다. 

  

(상윳따 1 권 974 번 각주, 전재성님) 

  

  

경에서 빠세나디왕이 한 말 중에 “권력의 도취에 몰두하고, 감각적 쾌락의 욕

망에 전념하고”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욕망에 해당된다. 흔히 오욕

락이라 불리우는 말이다. 세속인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재욕, 명예욕을 말한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현세이익적 의무, 사랑[감각적 



쾌락의 욕망], 이익’이라 하여 삶의 세 가지 목표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힌

두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불교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다른 것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오로지 여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힌두교와 불교의 가치관은 다른 것이다. 

  

경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붓다고사의 주석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이 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왕에게도 늙

고 죽음이 닥쳐오므로 영토를 정복하고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삶의 허망함을 

일깨우는 내용”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붓다고사는 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주석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초불연 각주를 보면 붓다고사의 주석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은 매일 세 번을 세존을 친견하러 갔다고 한다. 그가 갈 때 군대는 많을 때

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 500 명의 도적들이 ‘이 왕은 때가 아닌 

때에 적은 군대를 데리고 사문 고따마를 친견하러 간다. 우리는 도중에 그를 잡

아서 왕국을 빼앗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님들의 숲에 숨어 있었다. 왕에게는 

많은 공덕이 있었는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나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

다. 왕은 그들을 모두 잡아서 극형에 처했다. 왕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SA.i.167) 

  

  

(초불연 상윳따 1 권 433 번 각주, 각묵스님) 

  

  

초불연 각주를 보면 붓다고사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Krs.I.127’를 근거를 들어 붓다고사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주석을 하였다

고 하였다. 그래서 붓다고사의 말은 “경의 내용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라 하

였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 붓다고사의 주석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빅쿠보디는 어떻게 각주 하였을까? 찾아 보니 다음과 같다.  

  

  

Spk says that Pasenadi arrived after he had just finished impaling a band 

of criminals that he had arrested when they tried to ambush him and usurp 

the kingdom. The Buddha thought, "If I reprimand him for such a terrible  

deed, he will feel too dismayed to associate closely with me. Instead I 

will instruct him by an indirect method."  

  



I agree with C.Rh.D that the story does not fit well, and I would add that 

it even detracts from the solemn dignity of the Buddha's discourse.  

(cdb 257 번 각주, 빅쿠보디)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석에따르면 빠세나디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매복해 있는 범죄자무리를 격

퇴한 후에 곧바로 도착해서 한 말로 되어 있다. 부처님은 “내가 그러한 끔찍한 

행위를 꾸짓는다면 그는 너무 낙담하여 나와 긴밀하게 교제 하지 않으려 할 것

이다. 대신 나는 그에게 간접적 방식으로 교훈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C.Rh.D 에서와 같이 그 이야기가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진지하고 엄숙한 교설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덧붙이

고 싶다. 

  

(cdb257 번 각주 번역)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주석에 실려 있는 설명은 경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라 하였다. 이는 전재성님이 “붓다고싸의 말은 Krs.I.127 에서도 지적하듯이 

경의 내용과는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각주 한 것과 일치 한다. 그래서 빅쿠보

디는 주석에 대하여 “the story does not fit well(그 이야기가 상황에 잘 맞

지 않는다고 본다)”라 하였다. 그럼에도 초불연 각묵스님은 붓다고사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여 500 명의 도적떼 이야기를 하였다.  

  

참고문헌의 차이인가? 

  

그렇다면 각묵스님의 각주와 전재성님의 각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문헌의 차이라 본다. 전재성님의 경우 

‘Krs.I.127’의 근거를 들어 붓다고사가 주석한 것이 경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지만, 각묵스님은 붓다고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 이를 

증명한다. 더구나 빅쿠보디가 C.Rh.D 의 예를 들어 역시 붓다고사가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각묵스님은 붓다고사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은 미스터리다. 아마 초불연의 번역방침 때문일 것이다.  

  

초불연 니까야 해제글에 따르면 초불연에서는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그리고 주

석을 중시하여 번역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5 세기에 주석한 붓다고사의 

견해가 모두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빅쿠보디와 전재성님은 붓다고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특히 전재성님의 경우 경의 상황



에 대하여 힌두교의 현세이익적 개념과 관련하여 빠세나디의 행위를 설명하였는

데 이는 매우 설득력 있다. 이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산의 비유 

  

고대인도에서 불교가 출현하기 전 상위카스트에서는 현세이익적 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끄샤트리아 계급이 그랬던 것 같다.  빠세나디왕 “권력의 도취

에 몰두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전념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때 

당시 지배계층에서는 오욕락을 당연시 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았

다. 이와 같은 현세이익적 개념에 대하여 부처님은 잘못된 견해라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산의 비유로서 알 수 있다.  

  

  

[세존] 

“대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동쪽으로부터 당신을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시다. ‘대왕이시

여,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구름과 같은 큰 산

이 모든 뭇삶들을 부수면서 이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당

신이 해야 할 일을 해 주십시오.’ 

. 

. 

대왕이여, 이와 같은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

오고 사람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Pabbatūpamasutta-산의 비유 경, 상윳따니까야 S3.25, 각묵스님역) 

  

  

부처님은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에서 거대한 산이 밀고 들어 올 때 어떻게 해

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지금 태평해 보여도 알 수 없는 미래

에 마치 쓰나미가 밀려와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오

욕락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이라 볼 수 있다. 

  

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자 빠세나디왕은 잔뜩 겁먹은 듯 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Evarūpe me bhante mahati mahabbhaye samuppanne d āruṇe manussakkhaye 
dullabhe manussatte kimassa kara ṇīyaṃ aññatra dhammacariyāya samacariyāya 

kusalakiriyāya puññakiriyāyāti. 

  

[빠쎄나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사람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여법하

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

습니까?” 

  

(Pabbatūpamasutta-산의 비유 경, 상윳따니까야 S3.25, 각묵스님역) 

  

  

왕족으로서 현세적 이익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히 여기던 빠

세나디왕은 부처님의 산의 비유를 듣고 곧바로 알아 차렸다. 그래서 “여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

까?”라고 말한다. 바로 이 말이 이 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현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사람들은 오로지 오욕락만을 추구한다. 지금 살아 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는 생

각이 이를 말한다. 죽으면 썩을 것인데 살아 있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욕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욕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오욕락이

다.이는 눈과 귀 등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세속

적 오욕락이다. 이는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을 추구하는 삶을 말

한다.  

  

세속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욕락을 위하여 살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여유 있는 계층이 그렇다. 부처님당시에도 왕족과 같은 카스트의 

상층에 있는 계층은 오욕락추구의 삶이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오욕락추구의 삶

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이 산의 비유이다.  

  

산의 비유는 재난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평온하여도 앞으로 

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행복하다고 하여 이 행복이 천년 만년 가지 않음

을 말한다. 어느 날 닥친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들의 다툼

에서 비롯되는 전쟁 등 인간재해 등 어느 누구도 수명이 보장 되지 않는다. 이

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작 현세의 오욕락을 즐

기기 위한 삶을 살아 가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

로운 빠세나디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채고 현세의 이익추구 보다 “여법하

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군으로도 못 막는 늙음과 죽음 

  

경에서는 산의 비유와 함께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다. 그것은 사군과 책략과 

재보이다. 이는 빠세나디가 왕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세나디의 말을 빌어 

“코끼리 부대가 싸우더라도 늙음과 죽음이 덥쳐오는 데는 아무 방도가 없습니



다.”라고 말한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강력한 군대로도 이를 

저지 할 수 없음을 말한다.  

  

부처님은 강력한 군대로서 사군의 예를 들었다. 여기서 사군은 코끼리 전투부

대, 기마 전투부대, 전차 전투부대, 보병 전투부대를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군을 지휘하여 적을 격파할 수 있는 책략과 사군을 보급하기 위한 재보가 등

장한다. 그래서 사군을 비롯하여 어떤 책략이나 재보로도 늙음과 죽음을 막아 

낼 수 없음을 말한다.  

  

핵심 메시지에 대한 번역비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이 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에 대하여 

각 번역자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aññatra dhammacariyāya samacariyāya 

kusalakiriyāya puññakiriyāyāti. 

dhammacariyā 

전재성님역 “여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법하게 살고 

각묵스님역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

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답게 살고 

빅쿠보디역 “what else should be done but to live 

by the Dhamma, to live righteously, 

and to do wholesome and meritorious 

deeds?” 

to live by the 

Dhamma 

  

  

  

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구절이다. 이는 dhammacariyā, 

samacariyā, kusalakiriyā, puññakiriyā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담마짜리야(dhammacariyā)에 대하여 

  

담마짜리야(dhammacariyā)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여법하게’라고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은 ‘법답게’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by the Dhamma’라 하였다.  

  

여기서 법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초불연 각주에 따르면 “법답게 살

고 올 곳게 산다는 것은 열가지 유익한 업의 길[십선업도]을 말한다.(434 번 각

주)”라고 설명하여 놓았다. 십선행을 말한다. 빅쿠보디는 주석을 인용하여 담

마짜리야에 대하여 “Spk explains dhammacariya as the ten wholesome courses 



of kamma(cdb 258 번 각주)”라 하였다. 각묵스님이 각주 해 놓은 것과 같다. 

그러나 전재성님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담마짜리야에 대하여 숫따니빠따에 별도의 경이 있다. 그것은 

‘Dhammacariyasutta’라 하여 전재성님은 ‘정의로운 삶의 경(Sn2.6)’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Dhammacariya 에 대하여 빠알리사전 PCED194 를 보면 ‘[f.] observance of 

righteousness’라 되어 있다. ‘고결한 삶의 준수’라는 뜻이다. 또 

‘Religious life(종교적 삶), piety(경건)’이라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담

마짜리야는 세속에서 오욕락을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매우 종교

적 삶이라 볼 수 있다.  

  

바라문의 인생사주기 

  

숫따니빠따 Sn2.6) 첫 구절을 보면 “Dhammacieyaṃ brahmacieyaṃ etadāhu 

vasuttamaṃ”라 되어 있어서 담마짜리야가 브라흐마짜리야와 함께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정의로운 삶, 순결한 삶, 이것을 위없는 재보라 한

다.(stn274)”라고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 순결한 삶이라 번역된 브라흐마짜리

야의 의미는 무엇일까?  

  

브라흐마짜리야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청정한 삶’으로 번역하다. 초불연에서

는 ‘청정범행’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청정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는 숫따니빠따에서 이어지는 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어지는 경에서 ‘바라

문의 삶에 대한 경(Brāhmaṇadhammikasutta, Sn2.7)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담마짜리야와 브라흐마짜리야는 바라문의 인생사주기와 관련이 있다.   

  

고대인도에서 정통바라문교도들은 인생을 네 주기로 나누어 생활 하였다. 즉 1)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梵行期: Brahmacariya], 2) 가정에서 결혼하여 생활

하는 시기[家住期: Gārhasthya], 3) 숲에서 수행하는 시기[林棲期: 

Vānaprastha], 4) 유행하며 돌아다니는 시기[遊行期: Saṃnyāsin]를 말한다. 여

기서 첫 번째 시기인 범행기에 대하여 브라흐마짜리야라 하는데 이는 주석에 따

르면 ‘성적교섭을 삼가는 삶’이라 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출가자의 삶에 대

하여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였다. 이때 청정한 삶이라는 말이 바라문들

의 범행기에 해당된다. 범행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출가자의 삶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열반을 지향하는 삶 

  

담마짜리야에 대하여 숫따니빠따에서는 별도의 경이 있다. 그것이 

Dhammacariyasutta(Sn2.6)이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존] 

“정의로운 삶, 순결한 삶,  

이것을 위없는 재보라고 한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만약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악해지고  

자신을 더러운 먼지로 오염시킬 것이다.  

  

3.  

논쟁을 즐기는 수행승은  

우매한 성품으로 덮여있어  

깨달은 님께서 친히 설한  

설법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4.  

그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  

번뇌를 알지 못한다.  

  

5.  

참으로 이러한 수행승은  

타락한 곳에 태어난다.  

모태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6.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차듯,  

부정한 사람은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없는 짐승을 말한다.  

  

7.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자들은,  

사실은 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그의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8.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려라.  

  

9. 그리하여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쌀겨들을 날려버려라.  

  

10.  

청정한 자들이라면 서로 새김을  

가지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리하면 서로 화합하여 사려 깊게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것이다.  

  

(Dhammacariyasutta-정의로운 삶의 경, 숫따니빠따 Sn2.6, 전재성님역) 

  

  

담마짜리야경의 내용을 보면 십선행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

은 주석에서 설명된 십선행에 대하여 각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담마짜리

야경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정의로운 삶의 경(Dhammacariyasutta)은 궁극적으

로 열반을 지향하므로 ‘진리에 입각한 삶의 경’ 또는 ‘여법한 삶의 경’이라

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숫따니빠따, 802 번 각주)”라고 설명해 

놓았다. 궁극적으로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 법다운 삶, 여법한 삶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로지 오욕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지배한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단멸론자들이 그렇다.  

  

단멸론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 

  

시간이 돈인 시대임에도 불자들은 법문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시대이다. 네트워크만 연결 

되어 있으면 가정이나 직장, 일터에서 누구나 쉽게 부처님 말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인터넷에서는 온갖 쓰레기 정보도 넘쳐 

나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그런 것 중에 ‘단멸론’이 

있다. 

  

단멸론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현세적인 가르침만 이야

기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과 관련된 사성제와 팔정도실천만을 

강조한다. 또 내세나 윤회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자신의 감각으로 인지 되지 않은 것이나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세의 이익에 

대한 것만 있게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 등 현세적



인 가르침만 펼치셨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인터넷 시대에 독버서처

럼 생겨나고 있다.  

  

단멸론자들은 왜 ‘공덕’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부처님은 현세의 이익에 대한 법문도 하셨지만 내세를 위한 법문도 하셨다. 만

일 불교가 오욕락 등 오로지 현세의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종교라면 오늘

날까지 전승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현세적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힌두교처럼 될 것이다. 전재성님이 힌두교에 대하여 각주한 것을 

보면 “현세이익적 의무[sk. Dhamal], 사랑[감각적 쾌락의 욕망 sk. Kamal], 이

익[sk. Artha]”라 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가 힌두교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가 오로지 현세적 이익이 되는 삶과 오욕락만을 추구 한다면 힌두교

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경에 따르면 빠세나디는 왕족으로서 오욕락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빠세나디는 

세속적 오욕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산의 

비유를 들어 오욕락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래

서 지혜로운 왕이 “오로지 여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깨우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세의 이익 보다 궁극적으로 열반을 지향하

는 삶이다. 그러나 현세에서 성취하지 못하였다면 다음생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다. 그래서 여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덕을 강조 하였다. 

  

그런데 현세의 이익과 오욕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

는다. 인터넷시대의 단멸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현세적 가르침을 

펼치셨다고 하여 사성제와 팔정도 등 근본가르침만 언급하지만 공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공덕에 대하여 언급하는 순간 내세와 윤회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세의 이익은 물론 내세의 이익까지 

  

부처님은 현세적 이익에 대한 가르침만 아니라 내세의 이익이 되는 가르침도 설

하였다.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여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지

만, 부처님은 “여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함으로서 공덕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세의 이익은 물론 내세의 이익까지 되는 가르침을 

펼치신 것이다.  

  

  

구 분 게   송  1 비   고 

빠알리어 Yathāpi selā vipulā   



nabhaṃ āhacca pabbatā, 

Samantā anupariyeyyuṃ 

nippoṭhentā catuddisā. 
전재성님역 하늘을 찌를 듯한 

커다란 바위산이 

사방에서 짓이기며 완전히 둘러싸듯, 

늙음과 죽음은 뭇삶들을 덮치네. 

  

각묵스님역 거대한 석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 갈아 내리면서 주위를 배회하듯 

그와 같이 늙음-죽음 중생들을 정복하네. 

3 구게 

빅쿠보디역 “Just as mountains of solid rock,  

Massive, reaching to the sky,  

Might draw together from all sides,  

Crushing all in the four quarters  

So aging and death come  

Rolling over living beings-“ 

5 구게 

  

  

  

구 분 게   송  2 비   고 

빠알리어 Evaṃ jarā ca maccu ca 

adhivattanti pāṇino, 
Khattiye brāhmaṇe vesse 
sudde caṇḍālapukkuse, 

Na kiñci parivajjeti  

sabbamevābhimaddati.  

  

전재성님역 왕족과 바라문과 평민과 

노예와 천민과 청소부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네.” 

  

각묵스님역 왕족이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불가촉천민이든 야만인이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 갈 수 없나니 

[죽음은] 이 모두를 갈아 없애 버리누나. 

  

빅쿠보디역 Khattiyas, brahmins, vessas, suddas, 

Candalas and scavengers:  

They spare none along the way  

But come crushing everything.  

  

  

  

  

구 분 게   송  3 비   고 

빠알리어 Na tattha hatthinaṃ bhūmi   



na rathānaṃ na pattiyā, 

Na cāpi mantayuddhena  

sakkā jetuṃ dhanena vā. 

전재성님역 거기에는 코끼리 부대도, 전차 부대도 

보병 부대도 어쩔 수 없네. 

또한 전략으로 싸우더라도 

재력으로 싸우더라도 승리는 없으니. 

  

각묵스님역 그곳은 코끼리와 전차와 보병의 영역도 아니

고 

책략의 전쟁이나 재물로도 이길 수 없도다. 

2 구게 

빅쿠보디역 "There's no ground there for elephant 

troops, 

For chariot troops and infantry.  

One can't defeat them by subterfuge,  

Or buy them off by means of wealth. 

  

  

  

  

구 분 게   송  4 비   고 

빠알리어 Tasmā hi paṇḍito poso 
sampassaṃ atthamattano, 

Buddhe dhamme ca saṅghe ca 
dhīro saddhaṃ nivesaye. 

  

전재성님역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위한 일을 살피네. 

슬기로운 사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에 믿음을 심는다네. 

  

각묵스님역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 보아서 

지혜로운 그 사람,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하노라. 

3 구게 

빅쿠보디역 "Therefore a person of wisdom here,  

Out of regard for his own good,  

Steadfast, should settle faith  

In the Buddha, Dhamma, and Sangha.  

  

  

  

  

구 분 게   송  5 비   고 

빠알리어 Yo dhammacārī1 kāyena  

vācāya uda cetasā, 

Idheva naṃ pasaṃsanti 

pecca sagge pamodatīti.  

  

전재성님역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여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네. 

각묵스님역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자를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를 크게 칭송하지만 

죽은 뒤 그 사람은 천상 기쁨 누리도다. 

3 구게 

빅쿠보디역 When one conducts oneself by Dhamma  

With body, speech, and mind,  

They praise one here in the present life, 

And after death one rejoices i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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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에까야나(ekayana)에 대하여 

  

  

영화를 볼 때 

  

종종 영화를 본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TV 에서 본다. 요즘 EBS 에서는 

지난 시절 유명한 외화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도 특선하여 보여 준다. 고화질로 

서비스 되는 HDTV 로 영화를 보면 볼만 하다. 

  

영화를 볼 때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있다. 영화속의 배경도 함께 보는 것이다. 

사무실이 나오는 장면이라면 그 때 당시 분위기도 파악 하는 것이다. 60 년대 

한국영화라면 사무실에 전화 한대가 고작이다. 오늘날 각자 책상에 PC 가 갖추

어져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원시적’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원시적이었을까? 

  

흘러간 영화 중에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날 드라마를 보는 것과 전혀 다

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측면에서 본다면 원시적이다. 요즘

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

고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영화속의 연인들은 약속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활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때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것 등이 원시인수준이었을까? 



  

과학의 잣대로 

  

최근 과학을 전공하는 어느 교수의 칼럼이 교계신문에 실려 있다. 칼럼을 올릴 

때 마다 반응이 뜨겁다. 그래서 넷상에서는 ‘댓글전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교수의 글을 보면 과학을 대단히 강조 한다.  

  

그 교수에 따르면 과학의 시대는 문명의 시대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제 과학의 발달로 뇌와 의식의 비밀이 풀리고 있다. 종교인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 비밀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임사체험, 유체이탈, 황홀경, 비전, 그리고 

신비적 합일 등이 인정사정없이 해체된다.”라고 하였다. 마치 과학만능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과학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2 천 6 백년 전 부처님이 말씀을 기록한 초기

경전은 모두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의 시대에 도저히 검증될 수 

없는 악마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범천)에 대한 이야기, 제석천에 대한 이야기 

등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이야

기는 누군가 꾸며 낸 ‘환망공상’이 될 것이다. 

  

과학의 잣대로 이 세상을 바라 보았을 때 초기경전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 간다

면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 볼 수 있다. 보이지도 않은 것, 있지도 않은 것을 대

상으로 한 이야기는 과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천

년전 미개한 원시인 수준의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서 꾸며낸 이야기로 보는 것과 

같다. 과연 수천년전의 사람들의 사고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와 달리 원시적

이었을까? 

  

초기경전을 접하고 

  

초기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난다. 처음에는 초기경전이 있는 줄도 몰랐

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승경전을 통하여 불교를 접하였다. 

그런데 대승경전을 보면 현실의 내용과는 달랐다.  

  

대승경전의 어느 구절을 보면 마치 SF 판타지 소설을 접하는 듯 하였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접하다 보니 대승경전을 불신하게 되었다. 누군가 소설

을 쓰듯이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였다. 사실 그랬다.  

  

대승경전은 필요에 따라 대승논사들이 쓴 것이다. 다만 책을 출간할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 가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대승경전을 보면 대단히 장황하다. 그래서일까 법정스님이 번역한 

한역화엄경 해제글에 따르면 “사실 80 권 화엄경을 읽어내기란 어지간한 인내

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비현실적 묘사에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 놓은 장광설”이라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보통불자가 화엄경



과 같은 대승경전을 읽어 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다 초기경전을 

접하였다.  

  

초기경전은 대승경전과 달랐다.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 이야기가 별로 없으나 

초기경전에서는 주로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현실에서 살아 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다.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우정에 대한 이야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 등 현실의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초

기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보였다.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처럼 

  

초기경전에도 대승경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황당한 이야기도 종종 보인다. 악

마, 하느님(브라흐마), 제석천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

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등장하기 때

문이다.  

  

초기경전에 초월적 존재가 등장한다고 하여도 그다지 거부감이 없다. 그저 ‘그

러려니’ 하고 받아 들인다. 그럼에도 일부 불자들은 초월적 존재나 신비한 이

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한다. 부처님은 현세적 이익에 대한 가르침을 전

달하셨지 내세와 윤회에 대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근본불교를 한다는 스님이나 교수의 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사념처 등만 

모아서 한권으로 된 경전을 따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마치 바이블처럼 한권으로 

된 초기경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아마 초월적 존재나 신비

한 이야기는 모조리 빠질 것이다. 마치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

전’처럼 될 것이다. 

  

상윳따니까야 제 1 권에는 

  

과학을 신봉하는 자나 단멸론적 근본불교주의자 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상윳따니까야 제 1 권에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남방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는 제 1 권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한다.  

  

상윳따니까 1 권에는 상윳따니까야 전체를 마치 한권으로 요약해 놓은 듯 하다. 

또 게송이 매우 풍부하여 ‘법구경’ 못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상윳따니까야 1

권은 상윳따니까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고, 더구나 게송이 풍부하

여서 부처님의 말씀 전체가 잘 요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상윳따니까야 

제 1 권에  마라상윳따(S4)가 있다. 이를 성전협에서는 ‘악마의 모음’이라 하

였고, 초불연에서는 ‘마라상윳따’라 하였다.  

  

부처님과 악마의 대화 



  

마라상윳따에서는 주로 악마와 부처님, 악마와 부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등

장한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막 깨달음을 얻었을 때이다. ‘고

행의 경(S4.1)’에 따르면 “이와 같이 들었다. 한 때 세존 께서는 완전한 깨달

음을 얻은 직후 우리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아자빨라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S4.1)”라고 시작 된다.  

  

아자빨라보리수(ajapālanigrodhamūle) 

  

여기서 ‘아자빨라보리수(ajapālanigrodhamūle)’가 등장한다. 이 나무에 대하

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Ajapālanigrodhamūle: 부처님이 최상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장소, 

아자빨라(ajapāla)는 염소치기 또는 암송하지 못함을 뜻 하는데, 이 나무 밑은 

염소치기들이 쉬곤 했기 때문에, 나이 든 바라문이 베다를 암송하지 못하게 되

자 이 나무 밑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니그

로다는 뱅골보리수로 한역에서는 용수 또는 니구율이라고 한다. 

  

(상윳따 1 권 985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 따르면 ajapālanigrodha 는 ‘ajapāla(염소치기)+nigrodha(뱅골보리

수)’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초불연에서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나

무’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the Goatherd's Banyan Tree’라 하였다. 

‘염소치기의 반얀나무’라는 뜻이다.  

  

반얀나무(Banyan Tree)란? 

  

빅쿠보디는 nigrodha 에 대하여 ‘반얀나무(Banyan Tree)’라고 구체적으로 나

무명을 표현 하였다. 반얀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검색해 보니 반얀나무는 수

간이 가장 큰 나무라 한다. 한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와 큰 숲을 이루고 있다

고 한다. 또 이 나무의 특징은 가지에서 뿌리가 내려 땅에 닿으면 그대로 기둥 

뿌리가 되어 나뭇가지들을 스스로 받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반얀나무(Banyan Tree) 

  



  

  

아자빨라니그로다보리수가 등장하는 경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하여 아자빨라니그로다보리수는 초기경전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율장대품에서는 아자빨라니그로다 이야기라 하여 ‘오만한 바라문’

이 등장한다. 또 율장대품과 상윳따니까야, 맛지마니까야, 디가니까야 등에서 

‘사함빠띠 브라흐마’와 관련하여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가 등장한다. 그리고 

마라상윳따에서 등장한다.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가 등장하는 경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등장인물 비  고 

1 율장대품 

아자빨라니그로다이야기  

거만한 바라문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

시고 두 번째 해탈의 지

복을 누릴 때 

2 상윳따니까야 

고행의 경(S4.1) 

악마 빠삐만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

을 얻은 직후 

3 상윳따니까야 

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S6.1) 

브라흐마 사함빠

띠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

을 얻은 직후 

  

  

  

등장인물을 보면 각각 다르다. 거만한 바라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흥흥거

리는 오만한 바라문과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이야기(2014-10-05)’라는 제목으

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S6.1)과 하느님의 경(S47.18) 

  

아자빨라니그로다 보리수가 관련 이야기중에 브라흐마 사함빠띠가 등장한다. 그

것이 ‘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S6.1)’이다.  

  

그런데 초불연 각주에 따르면 아자빨라니그로다보리수에 대하여 한 곳이 더 나

오는 경이 있다고 하였다. 상윳따니까야 ‘하느님의 경(Brahmasutta, S47.18)’

을 말한다. 이 경에서 사함빠띠는 사념처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는 S6.1 에

서 진리를 펼치시기를 설해 달라는 것과 대조적이다.  

  

S6.1 에서는 사함빠띠가 부처님에게 “오염된 자들이 생각해낸/ 부정한 가르침

이 일찍이 마가다 인들에게 퍼져 있으니,/ 불사의 문을 열어 젖히소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게송의 말미에서는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주소서”라고 

말한다. 여기서 ‘가르침(dhamma)’은 어떤 것일까?  

  



네 가지 새김의 토대(사념처) 

  

S6.1 에서는 사함빠띠가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어떤 가르침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S47.18 에서는 분명하

게 드러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함빠띠의 말로 알 수 있다. 

  

  

[사함빠띠] 

“세상의 존귀한 님이여,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여, 그렇습니

다. 이것이 뭇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

을 소멸시키고 바른 방도를 구현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로 통하

는 길 곧, 네 가지 새김의 토대입니다. 네 가지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행승이

….” 

  

(하느님의 경- Brahmasutta, 상윳따니까야 S47.18,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직후 홀로 고요히 명상하고 계실 때 생각이 떠 올랐는

데 그것은 ‘사념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괴로움과 근심을 소멸 

시키는 방도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 있다’고 하였다.  

  

S47.18 에서는 ‘네 가지 진리(사성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사념처’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생각을 읽은 하느님(브라

흐마) 사하빠띠가 부처님 면전에 ‘마치 힘 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하신 바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에까야나(ekayana), ‘하나로 통하는 길’인가 ‘유일한 길’인가? 

  

이렇게 본다면 사념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실

현 하기 위하여 팔정도를 실천한다고 하였는데 수행으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

념처가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전재성님은 “열반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로 통하는 길”이라 하여 사념처에 

대하여 ‘하나로 통하는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유

일한 길’이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the one-way path’라 하여 ‘한 방향의 

길’이라 번역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빠알리어 ‘에까야나(ekayana)’는 ‘하나

로 통하는 길’, ‘유일한 길’, ‘the one-way path(편도길)’등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맛지마니까야 ‘염처경(M10)’에서는 ‘에까야나(ekayana)’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하나의 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ekayana magga 에 대하여 “행선지로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 지름길을 뜻한



다”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열반으로 이르는 길은 사념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길은 37 조도품으로 설명되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 즉,  팔정

도, 칠각지, 오근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가

장 최단 거리 길이 바로 사념처라는 것이다. 

  

‘에까야나(ekayana)’에 대하여  하나의 길, 하나로 통하는 길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유일한 길’이라 하였다. 이는 에까(eka)라는 말이 숫자 

‘One’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였을지 모른다. 마치 마치 유일신교에서 

‘하나’를 뜻하는 하나가 또한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한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유일신교에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이다.  

  

 ‘에까야나(ekayana)’에 대하여 유일한 길이라고 한정해 버리면 다른 깨달음

의 수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37 조도품에  따르면 깨달음의 수단은 사념처 

뿐만 아니라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이 있다. 그런데 사념처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한정해 버리면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이

런 모순이 있어서인지 ‘에까야나(ekayana)’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하나로 통

하는 길’ 또는 ‘하나의 길’로 번역한 것으로 본다. 

  

수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괴로움을 소멸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게 위하여 ‘수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념처가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S47.18 에서는 사함빠띠가 부처님의 생각을 

마음으로 알아차리며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는다. 

  

  

구  분 번   역(S47.18) 비  고 

빠알리어 Ekāyanaṃ jātikhayantadassī 

maggaṃ pajānāti hitānukampī  

Etena maggena atariṃsu pubbe 

tarissanti ye ca taranti oghanti.  

Ekāyana 

전재성님역 [싸함빠띠] 

“태어남을 소멸시켜 그 궁극을 보는 님, 

뭇삶에 대한 이익과 애민을 갖춘 님께서는 

하나로 통하는 길을 알아 그 길을 따라 

거센흐름을 건넜고 건널 것이고 지금도 건너고 있

네. 

하나로 통

하는 길 

각묵스님역 “태어남과 소멸을 보시고, 중생의 이익을 위하며, 

연민심을 가진 분께서는 유일한 이 길을 아신다. 

그들은 이전에도 이 길을 따라 폭류를 건넜고, 

미래에도 건널 것이며, 현재에도 건너고 있다.” 

유일한 이 

길 



빅쿠보디역 “The seer of the destruction of birth,  

Compassionate, knows the one-way path 

By which in the past they crossed the flood,  

By which they will cross and cross over now. ” 

the one-

way path 

  

  

  

  

사함빠띠가 “건넜고 건널 것이고 지금도 건너고 있네”라고 하였다. 여기서 건

넜고는 부처님을 뜻한다. ‘건널 것이고’의 뜻은 부처님이 아직 가르침을 펼치

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사념처수행으로 괴로움을 소멸하여 열반에 도달할 수행

승이 생겨 날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념처 수행은 열반에 이르는 가

장 빠른 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에까야나(ekāyana)’라 하였을 것이다. 

  

빠빠만이 부처님의 면전에서 

  

초기경전을 보면 초월적 존재들은 마음을 알아 본다. 마라 역시 마음을 알아 본

다. 그래서 경에서는 “마침 악마 빠삐만이 세존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채고는 세존께 계신 곳으로 왔다.(S4.1)”라고 표현 되어 있다.  

  

악마 빠삐만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알자 부처님 면전에 나타난다. 그리고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한다. 

  

  

구  분 번   역(S4.1) 비  고 

빠알리어 Tapokammā apakkamma 

yena sujjhanti mānavā, 

Asuddho maññasi suddho  

suddhimaggamaparaddhoti.  

Tapokammā 

전재성님역 [빠삐만] 

“젊은 학인들은 청정함으로 이끄는 

고행의 실천을 버리고 

청정한 삶의 길에서 빗나가 

부정한 것을 청정하다 여기네.” 

젊은 학인들 

각묵스님역 “바라문 학도들이 청정해지는 

그런 고행으로부터 일탈하여 

청정하지 못하면서도 청정하다 생각하니 

그대 이제 청정한 도를 범하였도다.” 

바라문 학도들 

빅쿠보디역 “Having deviated from the austere 

practice 

By which men purify themselves,  

Being impure, you think you're pure:  

You have missed the path to purity."  

the austere 

practice 



  

  

  

  

빠삐만(Pāpimān)에 대하여 

  

빠알리어 마라에 대하여 악마라 하였다. 그런데 마라의 또다른 이름이 빠삐만이

다. 이 빠삐만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Pāpimān : 악마 마라의 별명이 빠삐만이다. 악마는 모든 경우에 부처님과는 다

른입장에 선다. 악마는 일반적으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유혹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엄격한 고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악마는 다른 종교에서의 악마와는 달리 대조적인 견해를 드러내서 깨달음

의 길을 분명히 하는 데 이용된다. 철학적으로 악마는 번뇌, 업의 형성력, 존재

의 다발 등을 상징한다. 

  

Prj.I.44 에 따르면, 악마 마라는 자재천(Vasavatthi)으로 하늘아들 다마리까

(Damarika)라고 불리며,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하늘나라에서 그 최고천인 남

이 만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의 하늘나라(타화자재천)에 살면서 수행자들이 감각

적 쾌락의 욕계를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이다. 

  

(상윳따 1 권 987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를 보면 악마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초기경에 등장하는 악마는 

항상 부처님의 견해와 반대로 나타난다. 게송에서 악마가 고행을 강조하는 것은 

것 부처님의 중도사상과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

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

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S56.11)”라 하였다. 극단적 쾌락의 추구나 극단

적 고행이 무익하고 무의미하다고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빠삐만은 고

행을 통하여 청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극단은 서로 통한다 

  

게송에서 각묵스님은 “그대 이제 청정한 도를 범하였도다”라고 번역 하였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마라는 대부분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비구들

을 꼬드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고행을 버렸다고 부처님을 비



난하고 있다. (초불연 상윳따 1 권 442 번 각주)”라고 각주 하였다. 주석을 참

고함 없이 각묵스님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빅쿠보디는 다음

과 같이 각주 하였다.  

  

  

There is a delicate irony here in Mara the Tempter, usually the suave 

proponent of sensual indulgence, now recommending strict asceticism. This 

confirms the old maxim that the extremes are actually closer to each other 

than either is to the mean. I read pada d with Se and Eel as suddhimaggam  

aparaddho as against Be and Ee2 suddhimagga aparaddho.  

  

(CDB 262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 역시 주석의 인용 없이 개인적 견해를 말하였다. 괘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은 수단으로서 보았을 때 서로 닮았다. 이렇게 본다면 쾌락을 유혹하

는 마라가 고행을 운운하는 것이 모순 같아 보이지않는다. 수단이 같기 때문이

다.   

  

악마 빠삐만임을 알아 보고 

  

초기경을 보면 악마 빠삐만은 수행자에게 접근하여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래서 “존자들은 젊은 나이로 아주 검은 머리를 하고 있고 꽃다운 청춘을 갖춘 

인생의 초년에 감각적 쾌락의 맛을 모르고 출가했습니다. 존자들은 먼저 인간의 

감각적 쾌락을 즐기십시오.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십시

오.(S4.21)”라고 유혹한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으로 대표되는 악마가 고행을 말한다. 그러나 양극단은 모두 

저열하고 천박한 것이기 때문에 쾌락과 극단은 서로 통한다. 이렇게 본다면 악

마 빠삐만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비속함의 대명사와 같다. 그런 악마를 부처님은 

알아 보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물리쳤다.  

  

  

구  분 번   역(S4.1) 비  고 

빠알리어 Anatthasaṃhitaṃ ñatvā 

yaṃ kiñci amaraṃ tapaṃ, 

Sabbaṃ natthāvahaṃ hoti 

piyārittaṃ va dhammani. 

Sīlaṃ samādhiṃ paññañca 5 

maggaṃ bodhāya bhāvayaṃ, 

Pattosmi paramaṃ suddhiṃ 

nihato tvamasi antakāti.  

  

antakā 



전재성님역 [세존] 

“불사(不死)를 위한 

어떠한 고행도 소용이 없고 

마른 땅 위에 배의 노나 키처럼 

모든 고행이 쓸모없음을 아니, 

  

계행과 삼매와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나는 위없는 청정한 삶에 이르렀으니, 

악마여, 그대가 패했네.” 

악마 

각묵스님역 “불사(不死) 위해 행한 고행이 그 무엇이든 간

에 

그것은 아무 이익 주지 못함 이노라. 

맨땅 위의 노와 키처럼 

그 모두는 참으로 무익한 것이라. 

  

깨달음을 위해 계행과 삼매와 

통찰지로 이루어진 도를 닦아서 

나는 이제 궁극적인 청정을 증득했노라. 

끝장을 내는 자여, 그대가 패했도다.” 

끝장을 내는 

자 

빅쿠보디역 “Having known as useless any austerity  

Aimed at the immortal state,  

That all such penances are futile  

Like oars and rudder on dry land  

  

By developing the path to enlightenment  

Virtue, concentration, and wisdom - 

I have attained supreme purity:  

You're defeated, End-maker!” 

End-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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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출가한 자는 어디서 머무는가? 

  

  



“그대는 인간입니까?” 

  

요즘 TV 를 보면 케이블 채널에서 괴기한 모습의 외계인을 종종 볼 수 있다. 

‘맨인블랙’류의 영화에서 외계인은 변신에 매우 능하다. 때로는 사람모습으로 

때로는 파츙류의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몸을 바꾼다. 중국영화 이연걸의 ‘백사

대전’에서도 요괴가 커다란 백색의 뱀의 모습으로 바꾼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요괴도 몸을 자유자재로 바꾼다. 초기경전에서도 몸을 바꾸는 이야기가 종종 있

다. 

  

율장대품에 따르면 용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구족계를 받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곧바로 탄로 나고 만다. 경에 따르면 “그 용은 수행승이 나가

면 안심하고 잠들었다. 그러자 온통 승원이 한 마리의 뱀으로 가득 찼다. 칭문

으로 똬리가 불쑥 튀어 나왔다. (Vin.I.86-87)”라고 되어 있다. 마치 이연걸의 

백사대전 모티브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인간 아닌 것이 출가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금하였다. 그 사건을 계

기로 이후 출가자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였다. 그래서 구족계를 받고자 원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이었다.  

  

  

1) 그대에게 나병, 종기, 습진, 폐병, 간질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2) 그대는 인간입니까? 

3) 그대는 남자입니까? 

4) 그대는 자유민입니까? 

5) 부채가 없는 자입니까? 

6) 왕의 신하가 아닙니까? 

7) 부모의 허용을 받았습니까? 

8) 이십 세가 되었습니까? 

9) 발우와 옷을 갖추었습니까? 

10) 이름이 무엇입니까? 

11) 친교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족계 갈마, 율장대품 Vin76) 

  

  

위와 같은 열 한가지 조건은 초기 승단에서 구족계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이다. 모두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중 두 번째 “그대는 인

간입니까?”라는 구절은 용왕사건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족계를 

받으려면 자신이 인간임을 선언하여야 했다. 

  

귀신이 나타날 때 

  



요괴들은 변신에 능하다. 그런데 초기경전에서 마라 역시 변신에 능하다. 때로

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 시험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한 이야기가 ‘코끼리왕 모습의 경(S4.2)’과 ‘아름다움의 경(S4.3)’에 있다.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아자빨라보수리수 

아래에 계실 때이다. 이때의 악마가 나타난다. 악마가 나타나기 전의 상황에 대

하여 경에서는 “그 때 세존께서는 밤의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바깥에 앉아 계

셨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S4.2)”라고 표현 되어 있다.  

  

귀신이 나타날 때 어둑한 공동묘지에 그것도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나타난다고 

하듯이, 경에서도 악마가 나타날 때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비가 내릴 때 나타나

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계속내리는 비인가 부슬비인가? 

  

이부분과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그때 세존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노지

에 앉아 계셨고 비가 가끔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전

재성님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라 하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

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Devo ekamekaṃ phusāyati.: Krs.I.129 에서는 ‘ekamekaṃ’을 sk. eka eka 를 

상기시켜 ‘drop by drop’의 뜻으로 해석했다. ‘phusita’는 ‘물방울’을 의

미한다. Cdb.196 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상윳따 1 권 996 번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Krs.I.129 에 실려 있는 견해를 따른 것으로 되어 있

다.그래서 ‘ekamekaṃ’에 대하여 ‘drop by drop’의 뜻으로 보아 우리말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cdb 에서 빅쿠보디는 “it was drizzling”이라 하였다. drizzle 의 뜻은 

‘이슬비, 보슬비’의 의미이다. 그래서 drizzling 이라 하면 비같지 않은 보슬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빅쿠보디는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Devo ca ekamekaṃ phusāyati. I  understand  this  idiom (which  recurs  at 
6:13 and  7:22)  to mean that  rain was falling drop by drop, not that it 

was falling  continuously (the meaning ascribed to it by CPD). It would 

hardly seem sensible for the Buddha to  sit out in the open if rain was 

falling heavily.  



  

Spk: He was sitting there reviewing his practice of striving in order to 

provide a model for clansmen in the future, who would strive in emulation 

of the Teacher. 

  

(cdb 266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에 따르면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 이유로서 비가 계

속 내리면 노지(the open)에서 앉아 있기 힘들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픈되어 있는 노지에 있지 않았다. 경에 따르면 분명히 아자빨라보리수 나무아

래에 있었다고 하였다.  

  

노지에 앉아 계셨다고? 

  

아자빨라보리수는 매우 큰 나무 이었을 것이다. 비가 왔을 때 나무 아래로 가면 

비가 덜 맞듯이 커다란 나무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안심이다. 이

렇게 본다면 아자빨라나무 아래에 있는 부처님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를 

거의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그 때 세존께서는 밤의 칠흑 같

은 어둠속에서 바깥에 앉아 계셨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S4.2)”라고 번

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각묵스님은 “그때 세존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노지에 앉아 계셨고 

비가 가끔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였다”라 하여 빅쿠보디와 유사하게 번역하였

다. 더구나 각묵스님는 “노지에 앉아 계셨고”라 하였는데 이는 빅쿠보디가 

“was  sitting out in the open air”라 표현과 같은 내용이다.  

  

노지와 바깥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빠알리어를 보면 “Tena 

kho pana samayena bhagavā rattandhakāratimisāyaṃ ajjhokāse1 nisinno hoti. 

Devo ca ekamekaṃ phusāyati.”로 되어 있다. 왜 이렇게 번역차이가 나는 것일

까? 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     역 비   고 

빠알리어 Tena kho pana samayena bhagav ā 

rattandhakāratimisāyaṃ ajjhokāse1 

nisinno hoti. Devo ca ekamekaṃ 

phusāyati. 

ajjhokāsa 

전재성님역 그 때 세존께서는 밤의 칠흑 같은 어둠속

에서 바깥에 앉아 계셨는데 비가 계속 내

리고 있었다. 

바깥에 앉아 



각묵스님역 그때 세존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노

지에 앉아 계셨고 비가 가끔 부슬부슬 내

리기도 하였다. 

노지에 앉아 계셨

고 

빅쿠보디역 Now on that occasion the Blessed  

One  was  sitting out in the open air 

in the thick darkness of the  

night while it was drizzling.  

was  sitting out 

in the open air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처님이 비를 맞으며 노지에 앉아 있었

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가 계속 내리는 비인지 부슬비인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노지에 앉아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출가자는 어디서 머무는가? 

  

부처님은 출가 하였다. 출가한 것에 대하여 초기경에 따르면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라고 정형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출가하게 되면 어디서 머물까? 이에 

대하여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Sn3.1)에 따르면 “대왕이시여, 그 수행자는 판다

바산 앞쪽에 있는 굴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 있습니

다.(stn416)”라는 표현이 있다. 부처님은 ‘동굴’에 머물렀음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초기경에 따르면 별도의 거처가 없는 한 ‘숲’에서 머문다고 되어 있

다.  

  

부처님이 출가하여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초기경에 따르면 알랄라 깔

라마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세계(무소유처)’를 배웠고, 웃따까 라마뿟따로부

터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비상비비상처)’에 

대하여 배웠다. 그러나 두 스승으로부터 떠났다. 이유는 그런 세계에 머무는 한 

“그의 가르침은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

반으로 이끌지 못한다.(M26)”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떠나 

홀로 수행을 하였다. 그 장소가 우루벨라 세나니가마이다.  

  

세나니가마 마을에 대하여 경에서는 “거기서 나는 고요한 우거진 숲이 있고 아

름다운 둑에 싸여 맑게 흐르는 강물이 있고,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

는, 마음에 드는 지역을 발견했다.(M26)”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

는 것은 부처님이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룰 때 까지는 숲에서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매우 ‘우거진 숲’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비를 맞

아 가며 노천에 앉아 있었을 리가 없다. 

  

하늘을 이불삼아? 

  

노천과 관련된 단어가 ‘ajjhokāsa’이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the 

open air. 露地, 野天’라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빅쿠보디는 ‘in the open 



air’라 하였다. 각묵스님도 ‘노지에’라 하였다. 이는 ‘ajjhokāsa’에 대하

여 직역한 것이다.  

  

부처님이 노지에 있었던 것은 틀림 없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가 노

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가림막도 없는 들판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을까? 

  

요즘 노숙자 또는 노숙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길

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하늘을 이불 삼아’ 길거리에

서 자는 것일까?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지하철 역에서 잔다. 공원에서 자더라도 

나무 아래 의자 등을 의지한다. 이렇게 본다면 노숙자는 길거리에 자는 자라기 

보다 뚜렷한 거처가 없는 자를 뜻한다. 

  

부처님당시 출가자들은 특별한 거처가 없었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

들이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입가(入家)’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에 따르

면 출가자들은 유행을 하였는데 머무는 장소는 주로 ‘숲’이었다. 그것도 마을

과 가까운 숲이었다. 탁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이었다. 출가를 한 후에 홀로 수행장소로서 선택한 곳이 네란

자라 강가에 있는 세나니가마 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황무지와 같

은 노지가 아니라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비가 왔

을 때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우기에 비가 내리면 

  

아열대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다. 그래서 비가 오면 계속 내리는 비이다. 

북유럽과 같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에서 언급한 

비는 ‘계속 내리는 비(ekamekaṃ phusāyati: falling drop by drop)’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빅쿠보디는 ‘drizzling’이라 하여 ‘이슬비’ 또는 ‘부슬비’ 개념

으로 보았다. 빅쿠보디의 견해를 중시하는 초불연에도 “부슬부슬 내리기도”라 

하여 역시 부슬비 개념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나라에서 부슬비 개념은 맞지 않는다. 더구나 부

처님이 노지에서 부슬비를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해석 역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우기에 비가 내리면 계속 내리는 비일 것이다.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느 누가 내리는 비를 계속 맞고 있을까? 아무리 집에서 집없는 곳

으로 출가한 자라도 내리는 비는 피하고 볼 것이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갔을 것이다. 

  



커다란 나무는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밖으로 보내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을 것이다. 비를 맞더라도 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

님이 “바깥에 앉아 계셨는데”라는 번역은 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

래에 앉아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빅쿠보디와 각묵스님은 마치 노지에서 비를 다 맞고 있는 것으로 번역

하였다. 그것도 계속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마치 북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비가 내

리는지 마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약한 이슬비 또는 부슬비 개념으로 본 

것이다. 

  

비가 내리는 칠흑 같은 밤에 악마가 

  

비가 내리는 칠흑 같은 밤에 악마가 나타난다. 그런데 악마는 변신에 능해서 때

로는 매우 추한 모습으로 때로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에서는 

‘코끼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마침 악마 빠

삐만이 머리털이 치솟을 정도의 두려움을 일으키려고 큰 코끼리왕의 모습을 하

고…”라 되어 있다. 그런 코끼리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Seyyathāpi nāma mahāariṭṭhako maṇi, evamassa sīsaṃ hoti. Seyyathāpi nāma 

suddhaṃ rūpiyaṃ, evamassa dantā honti. Seyyathāpi nāma naṅgalīsā2, 
evamassa soṇḍo hoti. 
  

예를 들면 그의 머리는 커다란 검은 돌덩어리와 같았고 그의 이빨은 깨끗한 은

과 같았으며 그의 코는 커다란 쟁기의 손잡이와 같았다. 

  

(Nāgasutta-코끼리왕의 모습, 상윳따니까야 S4.2, 전재성님역) 

  

  

머리와 이빨과 코에 대한 묘사이다. 글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는 상상이 되지 않

는다.  

  

동석(凍石)에 대하여 

  

‘커다란 검은 돌덩어리 같다(mahāariṭṭhako maṇi)’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주석을 인용하여 ‘검은 돌(kalako 

panaso)’이라 하였다. 머리통이 검은 바위처럼 크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동석(凍石)덩어리 같았고”라 하였다. 동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자로 ‘凍石’이라 하는데 어떤 뜻일까? 사전을 찾아 보았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광업용어로서 “질이 좋고 모양이 고운 활석(滑石)의 하

나”라 설명 되어 있다. 또 부연설명에는 “흔히 잿빛 또는 엷은 녹색이며, 사



문석이나 운모 편암 속에서 발견된다. 도장이나 조각의 재료, 내화 재료, 절연 

재료 따위로 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동석에 대하여 일본사이트에서 일본어 사전을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凍石 

とうせき 

steatite 

  

滑石の一種で俗名石鹸石 soap stone。凍ったような青緑色の色彩をもつ軟らかい

美玉。ステアタイト磁器の原料や紙，織物の目地の充填剤に使用する。メソポタミ

アの円筒形印章，エジプトのスカラベ，中国の彫像の素材としても使われていた。  

本文は出典元の記述の一部を掲載しています。 

  

(凍石) 

  

 

동석은 활석의 일종으로서 ‘비누돌(soap stone)’이라고도 한다. 얼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청록색’의 색채를 가지고 있고 연한 재질이라 한다. 그래서 

자기의 원료나 제품의 내구성 강화를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조각상

을 만들 때 소재로도 활용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괴물은 청록색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동석을 영어로 ‘스테아타이트(steatite)’라 한다. 동석과 steatite 에 대하여 

이미지 검색해 보면 주로 작은 예술조각품으로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번역에서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코끼리에 대하여 동석덩어리라 

하였을까? 

  

각묵스님이 ‘큰 동석 덩어리’라 번역한 것은 ‘mahāariṭṭhako maṇi’를 말한

다.  

ariṭṭhaka 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 보면 ‘A class of devas who were present at 

the preaching of the Mahāsamaya Sutta.’라 되어 있다. 악마의 일종을 일컫는 

말이다.  

  

ariṭṭhaka 에 대한 다른 의미로 ‘soap-berry plant’라 되어 있다. 또 S.I,104 

에 나오는 빠알리문구 ‘mahā ariṭṭhako maṇi’ 를 인용하여 “a great mass of 

soap stone” (cp. Rh. D. in J. R. A. S. 1895, 893 sq.), “a shaped block 

of steatite” (Mrs. Rh. D. in K. S 130). (Page 77) 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mahāariṭṭhako maṇi’는 ‘스테아타이트의 형상의 큰 덩어리’

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빅쿠보디는 “like a huge block of steatite”라 



하였다. ‘큰 스테아타이트 덩어리’라는 뜻이다. 이는 각묵스님이 번역한 ‘큰 

동석 덩어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주석을 인용하여 ‘검은 돌(kalako panaso)’이라 하였다. 

빅쿠보디와 각묵스님은 동석이라 하여 청록색이 나는 돌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였

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괴물의 형상은 검은 모습일까 청록색

의 모습일까? 주석의 견해를 중시하면 검은 색이다. 그러나 빠알리원어 그대로 

적용하면 청록색이 나는 동석 같은 것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분

명한 사실은 빅쿠보디와 각묵스님의 번역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따(dantā), 이빨인가 상아인가? 

  

부처님 앞에 있는 괴물은 머리가 커다란 동석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빨에 대

한 묘사를 보면 ‘이빨은 깨끗한 은과 같다’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상아는 

희디흰 은과 같다’라 하였다. 빅쿠보디는 ‘tusks were like pure silver(엄니

는 순수한 은과 같다)’라 하였다. 여기서 이빨로 묘사된 빠알리어는 무엇일까? 

그것은 dantā 이다. 이는 ‘a tooth; tusk, 歯, 歯牙, 象牙’의 뜻으로 ‘이

빨’의 뜻이다.  

  

지금 부처님 앞에 무서운 형상이 있다. 그것은 전에 보지 못하던 흉측스런 것이

다. 그것은 은색으로 빛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dantā 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tusk’라 하여 ‘엄니, 상아’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괴물이 코끼리 처럼 보

이지만 코끼리 상아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빨의 뜻을 가진 dantā 에 대하

여 상아의 뜻으로 번역한 것이다. 각묵스님은 빅쿠보디와 같이 상아로 번역하였

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이빨로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코’에 대한 것이다. 

  

용같기도 코끼리 같기도 한 기괴한 괴물 

  

괴물의 코에 대한 묘사를 보면 “코는 커다란 쟁기의 손잡이와 같았다”라고 되

어 있다. 이는 각묵스님 역시 쟁기 손잡이라 하였고, 빅쿠보디도 ‘a huge 

plough pole’이라 하였다.  

  

‘쟁기의 손잡이’로 번역한 것은 빠알리어 ‘soṇḍo’에 대한 것이다. 이는 

‘An elephant's trunk(코끼리의 코)’라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부처

님 앞에 있는 무서운 형상은 마치 코끼리처럼 보이는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는 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가숫따(Nāgasutta)라 하여 코끼리의 

경이라 번역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가(Nāga)라는 말은 코끼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a cobra’이다. 한자어로는 ‘龍, 象’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면전

에 있는 무시무시한 것은 용같기도 하고 코끼리 같기도 한 기괴한 괴물을 말한

다. 그런데 수시로 모양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흉측하게 때로는 매혹적

으로 아름답게 자유자재로 변신을 하는 것이다.  



  

  

 
  

Naga dragon 

  

  

지금 부처님 면전에 마치 코끼리 같기도 하고 용같기도 한 괴물이 갑자기 출현

하였다. 그 형상은 전에 보지 못하던 추하고 무서운 형상이었을 것이다. 마치 

영화에서 보는 외계생명체나 좀비, 파충류형상을 한 괴물과도 같은 보기에도 흉

측한 모양이었을 것이다.  

  

악마 빠삐만임을 알아채고 

  

부처님은 비내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나타난 괴물을 한눈에 알아 보

았다. 경에 따르면 “이것은 악마 빠삐만이다.(iti  māraṃ pāpimantaṃ)”라고 

표현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구  분 나가경(Nāgasutta, S4.2) 비   고 

빠알리어 Saṃsaraṃ dīghamaddhānaṃ 

vaṇṇaṃ katvā subhāsubhaṃ, 

Alaṃ te tena pāpima 

nihato tvamasi antakāti.  

  

전재성님역 [세존]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으로 변하며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는구나. 

  



악마여, 그것으로 족하니 

죽음의 신이여, 그대가 패했네.” 

각묵스님역 “긴 세월 배회하면서 그대 

아름답거나 흉한 모습 보여 왔나니 

빠삐만이여,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끝장을 내는 자여, 그대가 패했도다.” 

  

빅쿠보디역 “You've wandered through the long course  

Creating beautiful and hideous shapes.  

Enough, Evil One, with that trick of 

yours: 

You're defeated, End-maker!” 

  

  

  

  

  

전재성님과 각묵스님의 번역에 서로 다른 용어가 있다. 그것은 ‘삼사라

(Saṃsara)’에 대한 번역이다. 삼사라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윤회’로 번역하

였지만, 각묵스님은 ‘배회’로 번역하였다. 윤회와 배회는 다른 말이다.  

  

삼사라, 윤회인가 배회인가? 

  

삼사라에 대하여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면 제 1 의 뜻이 ‘round of rebirth’이

다. 이를 우리말로 윤회라 하다. 또 다른 뜻으로 ‘faring on(여행하는 것); 

transmigration(윤회, 환생, 이주)’의 뜻이 있다. 한자어로는 ‘輪廻, 流転’이
라 한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삼사라에 대하여 배회로 번역한 것이다. 그것도 

‘긴 세월 배회’라 하였다. 

  

Saṃsaraṃ dīghamaddhānaṃ 구절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wandered through the 

long course”라 하였다. ‘오랜 세월 돌아다녔다’ ‘오랜 세월 배회하였다’

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각묵스님이 번역한 ‘긴 세월 배회하면서’라고 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 한다. 그렇다면 각묵스님은 삼사라에 대하여 윤회라 번역하

지 않고 배회라 번역하였을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배회하면서’는 Ee1 의 saṃsāraṃ(윤회) 대신에 Be, Se, Ee2 의 Saṃsaraṃ으

로 읽었다. 주석서는 “ ‘배회하면서(saṃsāraṃ)’라는 것은 흘러오면서

(saṃsāranto), 오면서(āgacchanto)라는 뜻이다.”(S.A.i.170)로 해석하고 있

다. 

  

(초불연 상윳따 1 권 448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에 따르면 Saṃsara 에 대하여 배회로 번역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

고 있다. 하나는 ‘판본’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주석의 견해를 중시’해

서 이다.  

  

그러나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면 saṃsāra 와 Saṃsara 는 의미가 같다. 단지 철

자가 ā 와 a 의 차이라 하여 배회라 번역한 것은 쉽게 받아 들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어떻게 각주 하였을까? cdb 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In pada  a we  should read with Be, Se, and Ee2 sa ṃsāraṃ rather  than  Ee 

l  Saṃsaraṃ. The  "long  course"  (dīghamaddhānaṃ) is saṃsāra.   

  

 (cdb 267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각묵스님이 각주 해 놓은 것과 정확하게 일치 한다. 빅

쿠보디가 판본의 예를 들어 가며 자신은 Saṃsaraṃ가 아닌 saṃsāraṃ로 읽겠

다고 한 것이 각묵스님이 각주한 내용과 같다. 다만 각묵스님은 주석의 견해를 

한 줄 추가 하였는데 이는 단지 문자적 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난해한 설명과 쉬운 설명 

  

빅쿠보디는 각주에서 주석을 인용하여 “It is said that there is no form 

that Mara had not previously assumed in order to frighten the Blessed 

One”라 하였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세

존을 놀라게 하려고 마라가 전에 만들지 않은 모습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

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S.A.i.171)”라 하였다. 참으로 난해한 말이

다. 대체 이말은 무슨 뜻일까?  

  

전재성님은 주석을 인용하는 것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서 “악마가 자주 추하거

나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서 부처님을 시험하는 것을 경고하는 시이다.”라

고 각주 하였다.  

  

주석을 인용한 빅쿠보디와 각묵스님의 글을 보면 부정에 부정을 거듭한 문장을 

사용하여 말이 돌려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누

구나 이해 하기 쉽게 설명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나가경(Nāgasutta, S4.2) 비   고 

빠알리어 vaṇṇaṃ katvā subhāsubhaṃ 원문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으로 변하며) 

  

전재성님 

각주 

악마가 자주 추하거나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

장해서 부처님을 시험하는 것을 경고하는 시

이다. 

상윳따 1 

999 번 각주 

각묵스님 세존을 놀라게 하려고 마라가 전에 만들지 않

은 모습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 그

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S.A.i.171) 

초.상윳따 1 

449 번 각주 

빅쿠보디 .  Spk: It is said that there is no form 

that Mara had not previously assumed in 

order to frighten the Blessed One  

Cdb 267 번 각

주 

  

  

  

각주를 보면 각묵스님의 “세존을 놀라게 하려고 마라가 전에 만들지 않은 모습

은 없다고 한다”라 하여 ‘난해’하게 설명하였다. 반면 전재성님은 “악마가 

자주 추하거나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서 부처님을 시험하는 것을 경고하는 

시이다.”라고 하여 ‘쉽게’ 설명하였다.  

  

각묵스님이 어렵게 설명한 것은 주석의 견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재성

님은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것은 주석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았

기 때문일 것이다. 

  

  

  

2014-12-25 

진흙속의연꽃 

  

 

 

 

56. 요니소마나시까라(如理作意)와 오장애의 극복 

  

  

올가미 

  

부처님의 전도선언으로 유명한 경이 있다. ‘빠사경(pāsasutta)’이라 한다. 여

기서 빠사(pāsa)라는 말은 ‘올가미’를 뜻한다. 영어로는 ‘a sling; a snare; 

a button hole’의 뜻이다. 빅쿠보디는 ‘Māra's Snare’라 하였다. 전재성님은 

‘악마의 올가미에 대한 경’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마라의 올가미 경’이

라 하였다. 

  



올가미는 ‘새끼나 노, 철선 따위로 고를 맺어 짐승을 잡는 기구’를 말한다. 

사냥꾼이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를 설치 해 놓았을 때 이를 모르고 지나

다니는 짐승이 걸려 들면 빠져 나가지 못한다. 꼼짝 없이 잡히게 되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들어 있는 경에서 제목을 왜 ‘올가

미’라 하였을까?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상윳따니까야에는 빠사경(pāsasutta)이 두 개가 있다. 빠사경 1 과 빠사경 2 를 

말한다. 그런데 빠사경 1 에 따르면 “한때 세존 께서는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

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S4.4)”라고 경이 시작된다. 여기서 이사빠따나

(isipatana)는 부처님의 초전법륜지이다. 오늘날 불교의 사대성지 중의 하나인 

‘사르나트’를 말한다. 그런데 이시빠따나에서도 미가다야(migadāya)라 하였

다. 미가다야는 한역으로 녹야원이라 한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장소에 

세워진 승원을 말한다. 

  

  

  

 
  

  

빠사경에서는 부처님이 계셨던 장소가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

다야에 계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경에 따르면 “그 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

다.(S4.4)”라고 되어 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구   분 pāsasutta 1(S4.4) 비   고 

빠알리어 Mayhaṃ kho bhikkhave yoniso manasikārā 

yoniso sammappadhānā anuttarā vimutti 

anuppattā, anuttarā vimutti sacchikatā. 

Tumhepi bhikkhave yoniso manasikārā yoniso 

sammappadhānā anuttaraṃ vimuttiṃ 

anupāpuṇātha. Anuttaraṃ vimuttiṃ 

sacchikarothāti. 

yoniso 

manasikārā 

전재성님역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

을 일으키고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여 위없

는 해탈에 이르렀으며 최상의 해탈을 증득했

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도 이치에 맞게 정

신활동을 일으키고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

여 위없는 해탈을 이르러야 하며 최상의 해탈

을 증득해야 한다.” 

이치에 맞게 정

신활동을 일으

키고 

각묵스님역 “비구들이여, 나는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

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노력하여 위없는 해탈

을 증득하였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하였다. 비

구들이여, 그대들도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

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노력하여 위없는 해탈

을 증득하 위없는 해탈을 실현하도록 하라.” 

지혜롭게 마음

에 잡도리하고 

빅쿠보디역 “Bhikkhus,  by careful  attention,  by 

careful right  striving,  I have  arrived 

at unsurpassed liberation, I have  

realized unsurpassed liberation. You to o,  

bhikkhus, by  careful  attention, by 

careful  right striving,  must arrive  at 

unsurpassed  liberation, must realize 

unsurpassed liberation.” 

careful  

attention 

  

  

  

  

  

빅쿠보디는 왜 “it seems”라 하였을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여 해

탈해야 함을 말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This discourse is  also  at Vin I  22,24 -36,  set  soon  after  the  

Buddha's first  rains  residence  at the  Deer Park in  Isipatana.  

  

The  Buddha had  already  sent out his first sixty arah ant disciples to  

spread  the  Dhamma.  The  present admonition, it seems, is addressed to 

the newly ordained bhikkhus who had come to the Buddha in response to the  

missionary work of the first disciples.  

  

(CDB 269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에 따르면, 이 교설은 율장 1 권 22 페이지와 24-36 페이지에도 실려 있

는 것이라 한다. 경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장’에도 실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설이 부처님의 첫번째 우기가 끝난 후 말씀 하신 것으로 되어 있

다. 이에 대하여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은 부처님이 담마를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이미 60 명의 

아라한을 내 보내고 난 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새로 들어 온 새내기 수행

승들을 대상으로 설법한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it seems(~로 

보인다)”라 하여 ‘추측’의 뜻으로 설명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각묵스님은 “세존께서는 그 안거에서 이미 60 명의 아라한

을 배출하셔서 법을 전파하도록 내 보내셨다. 본경은 이들 60 명의 비구들에 교

화되어서 세존을 친견하러 온 신참 비구들에게 설하신 것인 듯하다.(초불상윳따

1, 451 번 각주)”라 하였다. 빅쿠보디의 설명과 거의 같다. 더구나 “설하신 

것인 듯하다.”라 하였는데 이는 빅쿠보디가 “it seems(~로 보인다)”와 일치

한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육십명의 아라한을 처음 파견한 뒤에 

새로 입문한 수행승들을 위하여 법을 설한 것이다”라 하였다. 빅쿠보디와 각묵

스님이 “~인듯하다”라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율장대품과 비교해 보니 

  

상윳따니까야 빠사경 1 의 각주에 따르면 새내기 수행승들에 대한 교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빠사경 2 에서는 유명한 전도선언이 나온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60 명의 아라한에게 전도할 것을 명한 것이 빠사경 1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빠사경 2 에 전도선언이 있고, 빠사경 1 에서는 새내기 수행승을 대상으

로 한 교설이다.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까? 

  

율장대품에도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빠사경과 거의 유사한  두 개의 경이 

있다. ‘악마에 대한 이야기 1(Marakatha1)’과 ‘악마에 대한 이야기 

2(Marakatha2)’이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상윳따니까야와 반대로 되어 있다. 

율장대품에서는 전도선언이 실려 있는 경이 앞서 나오고, 후에 새내기 수행승에 

대한 교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까야 번역서에는 이런 사실이 각주

에 표기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율장대품의 순서가 맞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이 60 명의 아라한

에게 전도선언을 하여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라고 내 보내고 난 다음, 새로 입문

한 수행승들을 대상으로 설한 것이 율장대품에서 ‘악마에 대한 이야기 

2(Marakatha2)’이다. 

  

  

악마 빠삐만이 게송으로 말하기를 

  

상윳따니까야에서 ‘악마의 올가미에 대한 경 1(Pathamamarapasasutta, S4.4)’

은 율장대품에서는 두 번째 경에 해당된다. 새내기 수행승들을 대상으로 한 것

이다. 부처님이 새내기 수행승들에게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여 해탈해야 

함을 말씀 하시자 악마 빠삐만이 부처님 면전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한다. 

  

  

구   분 pāsasutta 1(S4.4) 비   고 

빠알리어 Baddho'si mārapāsena  

ye dibbā ye ca mānusā, 

Mārabandhanabaddhosi  

na me samaṇa mokkhasīti. 

samaṇa 
전재성님역 [빠삐만] 

“그대 악마의 올가미에 묶였네. 

하늘의 것이든 인간의 것이든 

그대 악마의 올가미에 묶였네. 

수행자여, 그대 내게서 벗어나지 못했네.” 

수행자여 

각묵스님역 “그대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마라의 올가미에 걸렸도다. 

사문이여, 그대는 마라의 속박에 걸렸나니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다.” 

사문이여 

빅쿠보디역 “You are bound by Mara's snare 

Both celestial and human;  

You are bound by Mara's bondage:  

You won't escape me, ascetic!” 

You 



  

  

내가 그를 막아야겠다? 

  

빠삐만이 부처님 면전에서 왜 이 게송을 읊었을까?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주

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Spk: Mara approached and spoke, thinking:  “He won't be satisfied that he 

himself put forth energy and attained arahantship. Now he is eager to get 

others to attain it. Let me stop him!” 

  

(CDB 271 번 각주, 빅쿠보디)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빅쿠보디의 각주의 내용과 거의 같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마라는 ‘이 사문은 자기 혼자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

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증득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를 막아야겠

다.’라고 생각하여 세존께 다가가서 다음의 게송을 읊었다.”(S.A.i.171) 

(초불 상윳따 1 454 번 각주, 각묵스님) 

  

  

빠삐만이 게송을 읊기 전에 부처님 면전에 나타났다. 그 때 부처님은 새내기 수

행승들에게 ‘여리작의’ 하여 해탈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그런데 빠삐만은 부

처님에게 “수행자여(samaṇa)”라고 말하며 자신의 올가미에서 빠져 나갈 수 없

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주석을 인용하여 “Let me stop 

him! (내가 그를 막아야겠다)”라 하여 빠삐만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각주는 경의 내용과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은 주석을 인용

하지도 않았고 각주 하지도 않았다. 

  

빠삐만이 부처님에게 “사문이여”라 하였다. 이는 일개 수행자로 간주 하여 낮

추어 본 것이다. 그러면서 악마의 올가미에 걸렸으므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 하였다. 이는 빠삐만이 착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이미 위없

는 깨달음을 증득하여 아라한이 되었고, 60 명의 수행승들도 아라한이 되어 널

리 법을 펼치려고 떠났다. 그런데 뜬금 없이 빠삐만이 “수행자여, 그대 내게서 

벗어나지 못했네(na me samaṇa mokkhasīti.)”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

는 “마라는 ‘이 사문은 자기 혼자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증득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를 막아야

겠다.’라고 생각하여 세존께 다가가서 다음의 게송을 읊었다.”(S.A.i.171)하

였는데, 이는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가 패했네” 

  

빠삐만이 “수행자여, 그대 내게서 벗어나지 못했네(na me samaṇa 
mokkhasīti.)”라 한 것은 부처님이 해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를 말한다. 이는 

해탈을 뜻하는 mokkha 앞에 부정어 ‘na’가 ‘na mokkhasīti’가 되면 ‘해탈

하지 못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는 빠삐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 상황파

악이 덜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알려 준다.  

  

  

구   분 pāsasutta 1(S4.4) 비   고 

빠알리어 Muttohaṃ mārapāsena 

ye dibbā ye ca mānusā, 

Mārabandhanamuttomhi  

nihato tvamasi antakāti.  

antakā 

전재성님역 [세존] 

“나는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네. 

하늘의 것이든 인간의 것이든 

나는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네. 

죽음의 신이여, 그대가 패했네.” 

죽음의 신이여 

각묵스님역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마라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도다. 

나는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났나니 

끝장을 내는 자여, 그대가 패했도다.” 

끝장을 내는 

자여 

빅쿠보디역 “I am freed from Mara's snare  

Both celestial and human;  

I am freed from Mara's bondage:  

You're defeated, End-maker!” 

End-maker! 

  

  

  

죽음의 신과 끝장 내는 자 

  

부처님은 빠삐만에게 “죽음의 신이여, 그대가 패했네(nihato tvamasi 

antakāti)”라 하였다. 여기서  안따까(antakā)는 ‘[m.] the Death’의 뜻이

다. 또 다른 의미로 ‘being at the end’ 또는 ‘making an end’의 뜻이다. 

‘끝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End-maker’라 하였다. 

각묵스님 역시 빅쿠보디와 같이 ‘끝장을 내는 자’라 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

은 ‘죽음의 신’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게송에서 마라는 말이 있음에도 끝을 만드는 자의 뜻인 ‘antakā’라 

하였을까? 이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라 본다. 먼저 게송에서 빠삐만이 부

처님에 대하여 ‘사마나(samaṇa)’라 불렀다. 이는 부처님이 정각을 깨달은 자

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낮추어 부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 당시 부



처님에 대하여 여러 수행자 중의 하나로 생각하여 “수행자(samaṇa)”라 한 것

이다. 이에 부처님은 게송에서 ‘antakā’라 하였다.  

  

게송에서는 악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인 ‘마라’라 하지 않고 

‘끝장을 내는 자’의 뜻인 ‘antakā’라 한 것이다. 마치 장군멍군 하는 식이

다. 그래서 빅쿠보디와 각묵스님은 빠삐만이 ‘수행자’라 한 것에 대응하여 

‘끝장을 내는 자’의 뜻으로 번역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비록 빠

삐만이 부처님을 낮추어서 “수행자여”라 했을 지라도 격식을 갖추어 품위 있

게 “죽음의 신이여”라 번역한 것으로 본다. 

  

올가미란 어떤 뜻일까? 

  

부처님은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올가미란 어떤 뜻

일까? 빅쿠보디는 주석을 인용하여 “Mara's snare (mārap pāsa) is the snare 

of the defilements(cdb 272 번 각주)”라 하였다. ‘오염원’에 대하여 올가미

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the celestial and human cords of sensual 

pleasure(하늘과 인간의 감각적 쾌락의 줄)”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천상이나 인간에 있는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kama-guna)이

다”라 하였다. 여기서 guna 는 ‘virtue; quality; a cord or string; a bow-

string’의 뜻이다. 여러 가지 뜻 중에서 ‘cord’와 ‘string’의 뜻에 가깝

다. 마치 기타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kama-guna 에 대하여 

‘cords of sensual pleasure(감각적 쾌락의 줄들)’의 뜻으로 설명하였다. 전

재성님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종류”라 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괄호치기를 이용하여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kama-

guna)”이라 하였다. 눈과 귀 등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즐기는 오욕락을 말한

다.  

  

그러나 주석에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이라고 풀이 해 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올가미를 뜻하는 pāsena 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the snare of 

the defilements’라 하여 ‘오염원들의 올가미’의 뜻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

다.  

  

오염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탐욕, 성냄, 해태, 혼침, 의심 등을 말한다. 빅쿠

보디가 참고하라는 경에 따르면 오장애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이

는 눈, 귀, 코 등의 오욕락에 대하여 올가미로 본 것이다. 더구나 대괄호치기를 

이용하여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kama-guna)’이라 하였다.  

  

여기서 대괄호로 설명한 것은 주석의 원문에 없는 내용을 보충한 것이

다.  kama-guna 에 대괄호를 빼 버리면 ‘가닥의 감각적 욕망(kama-guna)’이 

된다. 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말이 된다.  

  



각묵스님이 말하는 가닥은 아마 스트링이나 코드 개념일 것이다. 마치 현악기에 

다섯 개의 줄이 있다면 이를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으로 보아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kama-guna)’이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ama-guna 에 대

하여 오욕락의 뜻으로 설명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 그런가?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알 수 있다.  

  

요니소 마나시까라(yoniso manasikārā) 

  

부처님은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 났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는 경에서 부처님이 새내기 수행승들에게 “이

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키고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여 위없는 해탈을 이르

러야 하며 최상의 해탈을 증득해야 한다.(S4.4)”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는 말이 ‘요니소 마나시까라(yoniso 

manasikārā)’이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Spk: Careful attention (yoniso manasik ārā) is attention that is the right 

means  (upāya manasikārā). Careful right striving (yoniso sammappadh āna) 

is  energy that is the right means, energy that  is  the  causal basis  

(upāyaviriya  kāraṇaviriya).  

  

Unsurpassed liberation  (anuttaravimutti) is liberation  of the fruit  of  

arahantship.  On the  role  of  careful attention,  see 46:51.  Right  

striving is  the fourfold  right  effort;  see  45:8, 49:1.  

  

(CDB 270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는 주석을 인용하여 ‘yoniso manasikārā’에 대하여 ‘Careful 

attention’이라 하였다. 전재성님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키고”라 

하였다. 각묵스님은 “지혜롭게 마음에 잡도리하고”라 하였다.  

  

‘잡도리한다’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다. 선가에서 선승들이 화두를 들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에서 선가에

서만 통용되는 말을 번역어로 채택한다는 것은 사전을 다시 한번 열어 보게 하

는 불편을 초래 하게 만든다.  

  

참고하라는 경을 보니 

  

빅쿠보디는 각주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실었다, 그것은 “Unsurpassed 

liberation  (anuttaravimutti) is liberation  of the fruit  of  

arahantship”라는 말이다. 최상의 해방은 아라한과의 증득에 따른 해방이라는 



뜻이다. 이는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키고(yoniso manasikārā), 이치에 맞

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yoniso sammappadhāna) 으로부터 최상의 해탈

(anuttaravimutti) 이 성취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46:51 과 

45:8, 49:1 을 참고하라고 하였다. 

  

빅쿠보디의 설명대로 46:51 과 45:8, 49:1 를 찾아 보았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

뀌어 있다.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yoniso sammappadhāna)’에 대한 

경은 S46:51 이 아니라 S49:1 이다. 또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것

(yoniso manasikārā)’은 S49:1 이 아니라 S46:51 이다.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yoniso sammappadhāna) 

  

먼저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yoniso sammappadhāna)’에 대한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승이  

1)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하고 불건전 것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

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한다.  

2)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

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한다.  

3)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

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한다.  

4)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확대시키

고 계발시키고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한다.  

  

수행승들이여, 이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은 이와 같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갠지스 강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나아가고 동쪽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수행승은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닦고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익히면,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동쪽으로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49.1, 전재성님역) 

  

  

‘사정근’에 대한 것이다.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정근에 해당된

다. 이렇게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마치 갠지스강이 동쪽으로 흘라

가 바다에 도달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올바로 노력하면 마침내 ‘열반’에 도

달할 것이라 하였다.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것(yoniso manasikārā) 

  



다음으로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것(yoniso manasikārā)’에 대한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다섯 가지 장애와 일곱 가지 깨달음 고리가 자양분인가 자양분

이 아닌가에 대하여 설할 것이니 그것을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

다. 

  

1) 수행승들이여,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생겨나게 하

거나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증가시키고 확대시키는 자양분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매혹적인 인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자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생겨나게 하거나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증가시키고 확

대시키는 자양분이다. 

  

(자양분의 경, 상윳따니까야 S46.51, 전재성님역) 

  

  

요니소 마나시까라의 대상에 대하여 ‘오장애’와 ‘칠각지’를 들고 있다. 여

기서 오장는 감각적 쾌락, 악의,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한, 회의적 의심 이렇

게 다섯 가지를 말한다.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다섯 가지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경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다섯가지 장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것 

1 감각적 쾌락 부정의 인상 

2 악의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 

3 해태와 혼침 시작의 요소, 노력의 요소, 용맹의 요소 

4 흥분과 회한 마음의 안정 

5 회의적 의심 착하고 건전한 것과 악하고 불건전한 것, 

비난 받아야 할 것과 비난 받을 수 없는 것, 

열등한 것과 수승한 것,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첫 번째 항의 감각적 쾌락에 대하여 ‘부정의 인상(asubhanimitta)’에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면 극복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부정의 인상은 ‘십부

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부풀어 오른 시체에 대한 



지각 등 열 가지를 말한다. 주석에 따르면 부정상 학습, 부정에 대한 수행에 몰

두, 감각능력에 대한 감관의 수호, 음식의 양을 아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이 감각적 쾌락을 포기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두 번째 항의 악의에 대한 것을 보면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에 정신활동

을 기울이라 하였다. 성냄이나 악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

로 가능함을 말한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자비상의 학습, 자비에 대한 수행

에 몰두, 행위에 대한 책임의 관찰, 자주 성찰하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설명 되어 있다. 

  

세 번째 항의 해태와 혼침에 대하여 ‘시작의 요소, 노력의 요소, 용맹의 요

소’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가? 주석에 따르면, 과식을 하지 말 것, 자세를 변화시킬 것, 빛에 대한 자각의 

정신활동, 야외에서 지내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이

라 설명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야외에서 지내는 것이 있다. 이는 방에서 지내는 

것 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방에서 참선만 하면 졸음으로 인하여 집중이 되

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때 야외에 있다면 해태나 혼침은 사라질 것이다. 

  

네 번째 항을 보면 흥분과 회한에 대하여 ‘마음의 안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이

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많이 배우는 것, 두루 질문

하는 것, 계율에 숙달하는 것, 성숙한 사람을 섬김,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

한 대화를 하는 것이 흥분과 회한에 효과적이라 하였다.  

  

다섯 번째 항의 회의적 의심에 대해서는 ‘착하고 건전한 것과 악하고 불건전한 

것, 비난 받아야 할 것과 비난 받을 수 없는 것, 열등한 것과 수승한 것, 어두

운 것과 밝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많이 배우는 것, 두루 질문하는 것, 계율에 숙달하는 것, 자주 

결정하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면 회의적 의심이 버려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오장애를 극복 하는 방법 

  

이와 같이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여 오장애를 극복 하는 방법이다. 이를 

다시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o 다섯가지 장애 극복 하는 방법 

1 감각적 쾌락 부정상 학습, 부정에 대한 수행에 몰두, 감각능력에 

대한 감관의 수호, 음식의 양을 아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 

2 악의 자비상의 학습, 자비에 대한 수행에 몰두, 행위에 대

한 책임의 관찰, 자주 성찰하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 



3 해태와 혼침 과식을 하지 말 것, 자세를 변화시킬 것, 빛에 대한 

자각의 정신활동, 야외에서 지내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 

4 흥분과 회한 많이 배우는 것, 두루 질문하는 것, 계율에 숙달하는 

것, 성숙한 사람을 섬김,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

한 대화를 하는 것 

5 회의적 의심 많이 배우는 것, 두루 질문하는 것, 계율에 숙달하는 

것, 자주 결정하는 것,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 

  

  

  

표를 보면 다섯 가지 오장애를 극복하는 항목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좋은 친구를 갖는 것과 적당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여,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

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S3.18)”라 하였다.  

  

죽음의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빅쿠보디가 요니소마나시까라에 대하여 참고하라는 경을 찾아 보았다. 오장애 

극복에 대한 것이다. 물론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의 경(M2)’에 따르면, 요

니소마나시까라 함에 따라 수호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등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수호에 의하여 끊어지는 번뇌는 시각, 청각 등 다섯 가지 감각의 

문을 수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요니소 마나시까라의 대상은 

각묵스님이 각주한대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kama-guna)’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한정적’이다. 오장애에 따르면 다섯 가지 감각적 욕

망을 포함하여 악의,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한, 회의적 의심 등 다섯 가지 오

염원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

으키는 것(yoniso manasikārā)’의 대상은 사실상 ‘모든 오염원’이 된다.  

  

부처님은 올가미의 경에서 입문한 수행승들에게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

키고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여 위없는 해탈을 이르러야 하며 최상의 해탈을 

증득해야 한다.”라 하였다. 이렇게 하였을 때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 때 악마의 올가미는 다름 아닌 오장애와 같은 오염원이다. 오

염원에서 벗어 났을 때 끝장을 내는 자, 즉 죽음의 신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

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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