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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12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때 쓴 담마에 대한 글을 책으

로 엮는 작업하면서 서문을 쓰기 위해서 회상에 본다. 그때 나는 무엇을 

했었을까? 

 

한존재의 시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 학창시절이라면 초등

학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로 나눌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경우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일어났던 일이 기억날 것이다. 직장생활을 

했다면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 

 

내년에 국민연금 대상이 된다. 그에 앞서 조회를 해 보았다. 놀랍게도 

직장이력이 있었다. 몇개나 될까? 한번이라도 월급을 받아먹은 회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13개나 되었다.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닌 사람이 어디 있을

까? 마치 나의 업경대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이 있다. 죽으면 과거에 지은 행위가 마치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른바 업경대이다. 업에는 공덕이 되는 행위도 있

을 것이고 악덕이 되는 행위도 있을 것이다. 모두 자신이 지은 것으로서 

업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은 업은 상속자인 것이다. 나의 업경대는 어

떤 것일까? 

 

진실되지 않은 자의 업은 불선업이기 쉽다. 설령 공덕이 되는 행위를 했

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나는 얼마나 남들

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왔을까?  

 

대부분 각감적인 삶을 산다. 이는 이기적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더구

나 수명이 길수록 불선업은 더 높이 쌓여 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

래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공덕짓기 위해서이다. 오래 살면 살수록 악덕

만 짓게 된다면 장수하는 것이 죄악이 된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

로 가득한 자가 오래 살았을 때 그 모습은 보기가 매우 흉할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선업 공덕을 쌓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탐, 진, 치를 소멸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더 공덕은 많아질 것이다. 남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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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2012년에 글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다. 쓴 글은 고스란히 블로그에 남

아 있다. 요즘 블로그는 살아 있는 전자책 같은 것이다. 검색창에 키워

드만 입력하면 10년전에 쓴 글이라도 소환할 수 있다. 오자나 탈자 등 

오류가 있어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별도로 책을 만들지 않

아도 된다. 블로그 자체가 책이기 때문이다. 

 

블로그가 전자책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가시화하고자 한다. 종이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지난 시절 업경대 역할을 하기도 한

다. 그때 당시 쓴 글이 고스란히 결과로 남은 것이다. 이를 현대판 업경

대라 할 것이다. 

 

이번에 39번째 책을 만들었다. 책 제목을 ‘39 담마의 거울 2012 V’로 

했다. 2012년 담마에 대한 다섯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기간은 2012년 8

월 15일부터 2012년 9월 27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기록에 대한 것이다. 

목차를 만들어 보니 모두 22개이다.  

 

담마에 대한 글로서 불교 교학과 교리에 대한 것이 많다. 수행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 그때 당시 오로지 초기경전과 아비담마, 청정도론을 보

고서 글만 썼기 때문이다. 

 

목차를 보면 세 번째 글에 ‘사띠(sati)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챙김과 

새김’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사띠논쟁과 관련된 것이다. 수행을 제대

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교계신문을 보고서 견해를 블로그에 써 

본 것이다. 

 

사띠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뜨거운 이슈에 해당된다. 이는 

한국불교에서 사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불교를 배워온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띠라는 말

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하여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띠에 대하여 한마디씩 하기도 했다. 그때 당시 사띠 논쟁에 대한 

것을 교계신문에서 보고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다.  

 

2012년 당시 한국불교를 비판했다. 이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

기 때문이다. 종단에 소속되어서 녹을 받아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가 있어서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마음대로 썼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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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5. 한국불교가 조교(祖敎)인 이유’ ‘8. 초기불교에 가장 가까

운 수행법이 간화선이라고?’ ‘18. 선사들의 불이(不二)법문, 왜 불일

(不一)은 말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썼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도 된다.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를 때 경전과 논서, 주석서만 보고서 한국불교를 비판했다. 

만약 자신의 견해가 담겨 있다면 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전에 근거

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18번 글에서와 같이 한국

불교를 불교가 아닌 조교(祖敎)라고 했다. 조사의 불교라는 뜻이다.  

 

목차에서 22번 글이 있다. 제목을 ‘꾸살라와 아꾸살라, 그리고 뿐냐와  

빠빠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했다. 이런 제목은 생소한 것이다. 빠알리

어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이는 문자쓴다

고 말할지 모른다.  

 

문자로서 도발해 보고 싶었다. 한국불교에서 한문을 쓰면 문자쓴다고 하

는데 빠알리어를 써서 문자를 써서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

고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못한다. 블로그에 글을 올려 놓으면 누군가 검

색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간적접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글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인터

넷 시대이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글이 걸린다. 글이 많이 깔려 있으면 

있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전에 근거한 많은 글을 

올렸다.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올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루 일

과 중에 오전은 글쓰기로 다 보냈기 때문이다. 이번에 책으로 만든 ‘39 

담마의 거울 2012 V’도 이에 해당된다. 

 

22번 글은 불교TV를 보고 쓴 글이다. 불교TV사이트에 들어가서 스리랑카 

아상가 교수가 강연한 것을 일일이 녹취하여 글로서 완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날 여러 시간이 소비되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 종종 블로그 댓글을 받는다. 담마에 대한 글을 책으로 엮은 것을 

보내 달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pdf자료를 메일로 발송해 준다. 특히 

2009년에 썼던 ‘담마의 거울 2009’이 가장 많다. 어느 정도로 많을까? 

세어 보지 않았지만 거의 백명 이상 되는 것 같다. 불교 초심자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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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학인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요청이 많아

서 해당 포스팅 글에 pdf파일을 올려 놓았다. 누구든지 가져 가게 만들

어 놓은 것이다. 

 

앞으로 책 제작과 관련된 포스팅에는 pdf파일을 올려 놓고자 한다. 보관

용 책은 두 권 만들지만 pdf파일로 된 것은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가 뒤따른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

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가 따르기 때문에 선업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업이 된다. 신구의 삼업 중에서 

구업에 해당될 것이다. 

 

글쓰는 것을 필업(畢業)이라고 말한다. 글쓰기는 언어적 행위에 해당되

기 때문에 구업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고 보니 구업을 많이 지었다. 그 

동안 쓴 수천개의 글이 모두 구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매일 구업짓고 있다. 과거에도 구업 지었고 미래에도 구업 지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한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구업이 되지만 경전을 근거로 

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업에서 벗어날 수 없

다. 설령 선업이 되는 행위라도 업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매일 필

업 짓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구업 짓고 있는 것이다.  

 

 

2021-11-22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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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 달리 탐진치로 대표되는 번뇌에 대한 

소멸을 강조 하고 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런 

가르침은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어느 종교나 믿음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 볼 수 있는 분노의 품 역시 보편타당한 가르침이다. 그 

어디에도 배타적 교리나 종교적 도그마는 보이지 않는다. 불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이자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수행자를 판단하는 기준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시종일관  

경계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탐진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나쁜 것인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탐진치가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쉽게 휘둘리게 

된다. 이는 좀 수행을 하였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수행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맛지마 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14.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이 싸밧티 시에 베데히까라고부르는 장자의 부인이 있었다.  

  

수행승들이여,  

싸밧티 시에서는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에 대해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친절하다.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겸손하다.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정숙하다.’라고 훌륭한 명성들이 자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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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에게는 깔리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잘 처리했다. 

  

15.  

수행승들이여,  

하녀 깔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나의 주인의 부인에게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친절하다.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겸손하다.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정숙하다.’라고 

훌륭한 명성이 자자하다.  

  

귀부인께서 결코 화를 내보인 적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속으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일을 잘 처리하니까 귀부인께서, 실제로는 화를 낼 줄 

알지만, 내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내가 귀부인을 테스트해보면 

어떨까?’  

  

16.  

그래서 하녀 깔리는 해가 떠서야 늦게 일어났다. 그러자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하녀 깔리에게 말했다. 

  

‘얘야, 깔리야.’ 

  

‘귀부인이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늦게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냐?’ 

‘ 

귀부인이여, 아무 일도 아닙니다.’ 

  

‘못된 하녀야, 해가 떠서야 일어나고도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냐?’ 

  

그녀는 분노하고 불쾌히 생각하고 하녀를 노려보았다. 

  

17.  

그러자, 수행승들이여,  

하녀 깔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11 

 

  

‘귀부인께서 결코 화를 내보인 적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속으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일을 잘 처리하니까 귀부인께서, 실제로는 화를 낼 줄 

알지만, 내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내가 귀부인을 더 테스트해보면 

어떨까?’ 

  

18.  

그래서 하녀 깔리는 해가 떠서 더욱 늦게 일어났다. 그러자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하녀 깔리에게 말했다.  

  

‘얘야, 깔리야.’ 

  

‘귀부인이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늦게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냐?’ 

  

‘귀부인이여, 아무 일도 아닙니다.’  

  

‘못된 하녀야, 해가 떠서야 일어나고도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냐?’ 

  

그녀는 분노하고 불쾌히 생각하여 하녀에게 욕지거리를 해댔다. 

  

19.  

그러자 수행승들이여,  

하녀 깔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귀부인께서 결코 화를 내보인 적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속으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일을 잘 처리하니까 귀부인께서 실제로는 화를 낼 줄 

알지만, 내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내가 귀부인을 더 테스트해보면 

어떨까?’ 

  

20.  

그래서 하녀 깔리는 해가 떠서 더욱 늦게 일어났다. 그러자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하녀 깔리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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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야, 깔리야.’ 

  

‘귀부인이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늦게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냐?’ 

  

‘귀부인이여, 아무 일도 아닙니다.’  

  

‘못된 하녀야, 해가 떠서야 일어나고도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냐?’ 

  

그녀는 분노하고 불쾌히 생각하여 나무못을 집어 머리에 던지는 바람에 

하녀의 머리가 깨졌다. 

  

21.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하녀 깔리는 깨진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이웃들에게 ‘귀부인의 

친절한 행동을 보세요. 귀부인의 겸손한 행동을 보세요. 귀부인의 

정숙한 행동을 보세요.’라고 불평하여 말했다.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이후부터는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에게는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난폭하다.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겸손하지 않다. 장자의 

부인 베데히까는 정숙하지 않다.’라는 나쁜 평판이 나돌았다. 

  

22.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수행승은 불쾌한 말을 만나지 않는 한, 

지극히 친절한 자이고, 지극히 겸손한 자이고, 지극히 정숙한 자이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불쾌한 말을 하는 자와 만나더라도, 지극히 친절한 자로 

알려져야 하고, 지극히 겸손한 자로 알려져야 하고, 지극히 정숙한 자로 

알려져야 한다. 

  

(까까쭈빠마경-Kakacūpamasuttaṃ-The Simile of the Saw- 톱에 대한 

비유의 경, 맛지마니까야 M21,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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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평소에 친절하고 겸손하고 정숙한 귀부인으로 알려져 있던 

베데히카장자부인은 영리한 하녀의 ‘약올림’에 의하여 모든 것이 

들통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도 단 세번에 들통 났다.  

  

장자 부인은 처음에 화를 내었다. 두 번째는 욕지거리를 하였고, 세 

번째에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여 하녀의 머리가 깨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 세  번 만에 본성이 여지 없이 드러나 버렸는데, 반드시 장자부인에 

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비의 분노라고?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 참으로 난감하다. 이럴 경우 

인내하기란 쉽지 않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그야말로 피튀기는 싸움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부부간, 부모자식간에 일어나는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튀기는 전쟁과도 같다.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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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을 듣다 보면 종종 큰스님들에 대한 일화를 듣는다. 그런 이야기 

중에 성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제자들이 잘못 하였을 경우 혼쭐이 

나도록 야단을 쳤다는 이야기이다.  

  

성냄이나 분노가 번뇌를 유발하는 해로운 마음인데도 큰스님들이 화를 

내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자비의 분노’라고 

하였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을 낸 것일 뿐 진짜 성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불구하고 화를 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을까. 경에서는 “불쾌한 말을 

하는 자와 만나더라도, 지극히 친절한 자로 알려져야 하고, 지극히 

겸손한 자로 알려져야 하고, 지극히 정숙한 자로 알려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화를 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경에서 베데히카장자 부인이 겉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고 

정숙하게 보였지만 어떤 경계에 이르렀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듯이, 수행자가 겉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고 정숙해 보일지라도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화 내는 이에게 화 내지 말라 

  

상대방이 화를 내며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더구나 

비아냥거리며 약을 올리고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연달아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Jayaṃ ve maññati bālo vācāya pharusaṃ bhaṇaṃ, 

Jayaṃ ve cassa taṃ hoti yā titikkhā vijānato. 

 

 

Tasseva tena pāpiyo yo kuddhaṃ paṭikujjhati, 
Kuddhaṃ appaṭikujjhanto saṅgāmaṃ jeti dujjay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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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hinnamatthaṃ carati attano ca parassa ca, 

Paraṃ saṃkupitaṃ ñatvā yo sato upasammati. 

 

 

Ubhinnaṃ tikicchantaṃ2 attano ca parassa ca, 

Janā maññanti bāloti ye dhammassa akovidāti. 

  

  

말로 거칠게 꾸짖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겼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인내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승리는 돌아가리.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네.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 주의 깊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그 둘 다를 위하는 것이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치료하는 사람을 

가르침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The foolish think it is victory to talk rough words. 

Victory is to him, who heals the mind, knowing it. 

 

 

So also it is demerit to arouse someone, who has aroused you 

He that does not arouse someone in return has won a difficult 

battle. 

 

 

He behaves for his own good and the good of the other 

Knowing that someone is angry, if you appease yourself mindfully, 

 

 

You heal both yourself and the other 

Those not clever in the Teaching, think they are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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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린다까경-Asurindakasuttaṃ- The Brahmin Asurinda Bharadvaja, 

상윳따니까야 S6. 1.3, 전재성님역) 

  

  

  

싸움을 걸어 오는 측을 보면 먼저 거친 말을 한다.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붓고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안겨 주는 말을 한다. 이렇게 거친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가 이겼다고 볼 수 있을까. 목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인내(titikkhā, forbearance)’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화내는 이에게 화를 낸다면 화내는 이와 똑 같은 자가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내는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주의 깊게 

마음을 고요히(sato upasammati)”하라고 하셨다. 이는 

‘알아차림(sati)’을 말한다. 화내는 그 모습을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수행의 힘으로 

  

하지만 이와 같은 알아차림은 결코 쉽지 않다. 화내는 이를 향하여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의 힘으로 분노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이를 수행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띠빳타나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안으로 분노가 존재하면  

‘나에게는 안으로 분노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안으로 분노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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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생겨나지 않은 분노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분노를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버려진 분노가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생겨나지 않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사띠빳타나경-Satipaṭṭhānasuttaṃ- Establishing Mindfulness-새김의 

토대애 대한 경-염처경, 맛지마니까야 M10, 전재성님역) 

  

  

경에서 법에 대한 관찰에 대한 것이다. 다섯가지 장애중의 하나인 

분노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분노가 일어 났을 때 마치 

제 3자가 관찰하듯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객관명상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방법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아차림에 의하여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데, 

맛지마 니까야에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벗들이여,  

만약 어떤 수행승을 다른 자가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여 상처를 

준다면, 그는 이와 같이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그것은 조건으로 생겨났으므로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접촉을 조건으로 한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는 ‘접촉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지각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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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의식은 무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대상의 세계가 무상함을 마음으로 꿰뚫어 보아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습니다. 

  

(마하핫티빠도마경-Mahāhatthipadopamasuttaṃ The Major Disourse on 

the Simile of the Elephant's Footprint- 코끼리 자취에 비유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28, 전재성님역) 

  

  

  

어떤 사람이 나를 심하게 꾸짖고 질책한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며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욕하는 이에게 욕설로 대해야 할까. 

화 내는 이에게 역시 분노로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준다. 그것은 접촉에 대한 것이다. 

  

지금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비난과 비아냥을 받았을 때 

그것은 나의 귀를 통하여 전달 된 것이다.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감각대상이 맞부딛쳐 ‘청각의식’이 생겨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욕설, 

비난, 비아냥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최초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를 

12 연기에서 감각접촉(passa)이라고 한다. 

  

 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그런 느낌은 세 가지 중의 

하나이다. 싫은 느낌(苦受), 좋은 은낌(樂受), 싫지도 좋지도 않은 

느낌(不苦不樂受)이다. 이 중 듣기 싫은 소리는 괴로운 느낌(苦受)일 

것이다.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갈애가 일어난다. 그 결과 

욕하는 이에게 욕하게 되고, 화내는 이에게 화를 내게 되어 결국 똑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부처님은 느낌 단계에서 알아차릴 것을 말한다.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접촉,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화를 내면 아수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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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그로 인한 괴로운 느낌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에 

집착한다면 새로운 업을 짓게 된다. 상대방과 똑 같은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나마 ‘아수라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를 자주 내는 자는 죽어서 아수라에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아수라세상은 있기나 한 것일까. 

  

흔히 회의론자들은 세상을 삼계로 나누고 육도 윤회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육도 중에 인간과 축생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을지 

모르나 자신의 감각적 인지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옥, 아귀, 아수라, 

천상의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을 유보하거나 허황된 주장이라 한다.  

  

31 가지 세상은 존재한다! 

  

하지만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31 가지 중생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 사야도의 주석을 참고 

하였다. 

  

  

31 가지 중생계는 불교의 세계관이다. 이 31 가지 중생계는 중생의 

마음에 있는 여러 현상이 외부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거주하는 세계의 계층조직은 마음의 계층조직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어서 이 둘은 상응하는 것이다.  

  

생명체들이 사는 세상이나 마음의 경지는 참으로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적 깊이나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31 가지 

중생계이고 이것은 크게 삼계(三界, ti-loka)로 나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삼계는 세상(bhumi/loka)과 

마음(citta)의 두 가지에 다 적용되는 용어라는 점이다.  

  

세상으로서의 삼계(三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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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상으로서의 삼계(三界)를 살펴본다. 욕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육욕천(六欲天)이다. 색계는 초선천(初禪天)부터 

사선천(四禪天)까지의 16 가지 색계천(色界天)이다. 무색계는 

공무변처천(空無邊處天)부터 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處天)까지 4가지 

무색계천(無色界天)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세상은 모두 중생들 마음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욕계는 다양한 감각적 욕망(kāmā)에 휩싸인 심리상태를 가진 중생들이 

사는 곳이다. 색계는 색계선(色界禪)이라 불리는 초선부터 사선까지의 

선정의 심리상태에 있는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고, 무색계는 무색계 

사선의 심리상태를 가진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이들 31 가지 

중생계, 즉 삼계(三界)는 갈애(taṇhā)를 근본으로 한다. 그래서 

주석서는 욕계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慾愛, kāma-taṇhā)가 

지배하는 곳이고, 색계와 무색계란 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bhava-

taṇhā)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마음으로서의 삼계 

  

두 번째로 마음으로서의 삼계를 살펴보겠다. 아비담마에서는 우리의 

마음상태를 크게 ① 욕계마음(kāmāvacara-citta), ② 

색계마음(rūpāvacara-citta), ③ 무색계마음(arūpāvacara-citta), ④ 

출세간의 마음(lokuttara-citta)의 넷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색계마음은 초선부터 제 4선까지의 근본집중(appanā-

samādhi)에 든 심리상태를 뜻하고, 무색계마음은 무색계선에 든 상태를 

뜻하며, 선정 즉 근본집중의 경지에 들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심리상태를 

욕계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열반에 든 심리상태를 출세간의 

마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욕계에 있는 인간이 초선에 들어있으면 그때 그는 욕계에 

머물지만 색계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욕계에 있는 인간이 열반을 

실현하면 그는 욕계에 머물지만 그의 마음은 삼계를 벗어난 출세간의 

경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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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삼계는 세상과 마음의 두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고 삼계를 

분류하는 가중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선정(근본집중)이다. 색계와 

무색계는 근본집중의 증득 없이는 불가능한 마음이고 세상이다.  

  

한편「청정도론」은 “계(戒, sīla)는 나쁜 세계를 뛰어넘는 수단을 

나타내고, 집중(定, samādhi)은 욕계를 뛰어넘는 수단을, 지혜(慧, 

paññā)는 모든 존재(삼계)를 뛰어넘는 수단을 나타낸다.”라고 적고 

있다.  

  

비록 선정이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수행은 되지만, 

생사윤회의 근본원인인 갈애와 무명을 타파하는 지혜(paññā)가 없이는 

삼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삼계를 설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집중을 닦아서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제법의 무상·고·무아를 통찰하여 삼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31 가지 중생계,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형성조건 생성방식 명 칭 수 명 분류  

   (31) 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處天) 
84,000 

대겁 
 

무 

색 

계 

  

 

무형상 화생 (30) 무소유처천(無所有處天) 
60,000 

대겁 

 

   

 

(無形象)   (29) 식무변처천(識無邊處天) 
40,000 

대겁 

 

   

 

   (28) 공무변처천(空無邊處天) 
20,000 

대겁 

 

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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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색구경천(色究境天) 
16,000 

대겁 

  

      

 

정거천 (26) 선견천(善見天) 
8,000 

대겁 
 

(淨居天) (25) 선현천(善現天) 
4,000 

대겁 

 

사선    천  

 

 (24) 무열천(無熱天) 
2,000 

대겁 

 

(四禪)      

 

 (23) 무번천(無煩天) 
1,000 

대겁 

 

  천 색    

 화생 (22) 무상유정천(無想有情天) 500 대겁 

   업  

    

 

   (21) 광과천(廣果天) 500 대겁 

 

    

 

삼선   (20) 변정천(遍淨天) 64 대겁 

 

    

 

(三禪) 화생 (19) 무량정천(無量淨天) 32 대겁 

 

  상  

 

   (18) 소정천(小淨天) 16 대겁 

 

계 계   

 

이선   (17) 광음천(光音天) 8 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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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禪) 화생 (16) 무량광천(無量光天) 8 대겁 

 

   보 

 

   (15) 소광천(小光天) 2 대겁 

 

    

 

초선   (14) 대범천(大梵天) 1 무량겁 

 

    

 

(初禪) 화생 (13) 범보천(梵輔天) 
1/2 

무량겁 

 

  계  

 

   (12) 범중천(梵衆天) 
1/3 

무량겁 
 

   (11)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16,000 

천상년 

 

천 

상 

의 

  

욕 

계 

   

 

믿음   (10) 화락천(化樂天) 
8,000 

천상년 

 

   

 

보시 화생 (9) 도솔천(兜率天) 
4,000 

천상년 

 

욕  계 

 

지계   (8) 야마천(耶麻天) 
2,000 

천상년 

 

   

 

   (7) 삼십삼천(三十三天) 
1,000 

천상년 

 

   

 

   (6) 사천왕천(四天王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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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천상년 
    

오계 태생 (5) 인간(人間) 정해지지 않음  인간 

  

악 

 

성냄 화생 (4) 아수라(阿修羅) 정해지지 않음  아수라 

 

업 

 

우치․탐욕 태생․난생 (3) 축생(畜生) 정해지지 않음 계 축생  

인색․집착 화생 (2) 아귀(餓鬼) 정해지지 않음  아귀 

 

보 

 

잔인․살생 화생 (1) 지옥(地獄) 정해지지 않음  지옥 

 

계  

  

형성조건에 따른 31 개의 세상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 초전법륜경에 실려 있는 31 가지 중생계에 대한 

설명은 아미담마 논장의 주석과 같은 것이다.  

  

삼계라 불리우는 31 가지 세상은 중생들이 거주하는 세상으로서의 삼계와 

마음으로서의 삼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으로서의 삼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각자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는 적합한 세상을 말한다. 동물이 축생계에 

속하듯이 선정 수행을 한자는 그 공덕으로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형성조건에 따른 것이다.  

  

“끼리끼리 논다” 

  

경전과 주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잔인한 사람이나 살생을 저지른 자는 

‘지옥’에 나고, 인색하거나 지나치게 집착이 강한 자는 ‘아귀’의 

세상에 나고, 어리석고 탐욕이 많은 자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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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에 가득 차 늘 화를 내는 자는 ‘아수라’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악처에 태어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선처에 나는 자들도 있다.  

  

오계를 지키면 인간으로 태어 나고, 보시 하고 지계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욕계 천상’에 난다고 한다. 또 자애와 연민과 함께 기뻐함과 

평정 등 사무량심을 닦은 자는 범천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각자 

지은 업과 공덕에 따라 자신이 태어나기 적합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윳따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뭇삶들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것과 어울린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탁월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 

  

(히나디뭇띠까경-Hīnādhimuttika suttaṃ- The Inferior Inclination -

열등한 경향경, 상윳따니까야 S13.2.4, 전재성님역)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다. 한자어로 ‘유유상종(類類相從)’을 

말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조폭의 세계는 조폭 특유의 마인드를 가진 자들의 집합체이듯이 

마찬가지로 세상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끼리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것이다. 소위 사악처라 불리우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의 세상도 다름이 아니다.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 사는 세상이 있는 반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삼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마음으로서의 

삼계’라 하였다.  

  



26 

 

지금 화내는 마음을 가지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 놓은 모든 

공덕을 파괴해 버린다. 분노할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본다면 어떨까. 

굳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아수라세상에서 사는 존재들의 표정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살생을 저지르고 있는 순간의 마음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인색하면 ‘아귀’의 세상에 가 있듯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육도윤회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31 개의 중생계는 ‘중생들이 거주 하는 세상’과 단지 마음을 

내어서 알 수 있는 마음의로서의 세상,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31 개의 세상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으로 벗어나자는 것이다. 중생을 윤회하게 하는 속박 들,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여 삼계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을 

말한다. 삼계의 천상에 나는 것이 아니라 삼계를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을 제시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대표 되는 번뇌를 소멸해야 한다고 한다. 그중에 하나가 성냄인데, 이와 

같은 분노의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법구경에서, 상윳따니까에서, 맛지마니까야 등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 올리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 

  

  

  

2012-08-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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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극단은 서로 통한다 

  

  

  

크리스천 친구 

  

그가 찾아 왔다. 잊을 만하면 찾아 오는 그는 이제 정다운 

사회친구이다. 그는 크리스천이다. 그에 대하여 몇 차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와 친구가 된 것은 대화가 통하였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경청하는 태도등 열린자세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동향이고 더구나 시대의 아픔까지 함께 하였던 공감대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한 때 잘 나가던 벤처회사를 

경영한 사장 이기도 하였던 그는 DJ 정부시절 ‘신지식인’에 뽑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었다. 그래서 현재 신불자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도시의 들개 마냥 일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 다닌 끝에 이번  

폭염기간에도 땀을 무척 많이 흘렸다고 하였다.  

  

기독교인들의 내세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옮겨 편안한 자세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크리스천이다 보니 주로 종교에 대한 대화가 주류를 이룬다.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불교에 

대하여 오해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확실히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을 느낀다. 같은 현실세계에 

살고 있지만 정신세계는 다른 것이다. 그런 것중의 하나가 

‘내세관’이다. 

  

기독교인들의 내세관은 매우 단순하다. 말을 들어 보니 오로지 

‘현생’과 ‘내생’ 두 가지 밖에 없다. 특히 내생을 중시하는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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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 갈 곳은 또 두 가지 밖에 없다. ‘천국’아니면 ‘지옥’이라 

한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매우 단순한 사고 방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오로지 현생과 

내생 밖에 없다는 것과 내생은 천국과 지옥 밖에 없다는 논리는 명백히 

‘이분법적’ 논리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헤어 날 길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에 따르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문은 매우 좁다고 

말한다. 천국의 가는 사람들은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게 될까. 천국아니면 지옥이라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는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 

  

양극단은 서로 통한다 

  

이렇게 기독교의 세계관은 현생과 내생, 두 가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만일 현생만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될까.  

  

오로지 한번 뿐인 인생임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현생만 

인정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 전생이니 내생이니 하는 것들은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고 느끼는 

현실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생만 인정하다 보면 결국 ‘단멸론’으로 가게 된다.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신도 함께 죽어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을 쌓을 필요도 없고 도덕적인 규범을 지킬 의무도 

느끼지 못한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을 기반으로 내생을 인정하면 영속론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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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을 부정하면 단멸론이 되어 버린다. 이는 극단이다. 이런 극단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또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극단에 대하여 전생을 인정하면 어느 정도 완화 된다. 윤회를 

말한다. 전생, 현생, 내생을 인정하는 윤회관에 따르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존재할 수 없다. 영속론이 극복 되는 것이다. 또 윤회를 

인정하면 단멸론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단멸론자들이 왜 그토록 윤회를 

부정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전생, 현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윤회는 영속론과 단멸론을 

논파하기게 충분하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윤회를 절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영속론과 단멸론은 서로 통하는데가 있다는 것이다.  

  

생김새와 성향이 왜 다른지 물었더니 

  

크리스천친구와 대화에서 놀라울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전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질문을 하였다. 사람들의 생김새와 성향은 왜 

다른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자들이라면 당연히 업의 

결과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그런 답을 기대하기는 

무리이었다.  

  

크리스천 친구가 설명하기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어서이고 서로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학적으로 결정짓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류의 답변을 

단멸론자들에게서도 보았다는 것이다.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에 빠지는 이유 

  

요즘 단멸론자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 카페의 토론사이트에 

가면 종종 단멸론자들의 주장을 볼 수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하게 왜곡한 것들이다.  

  

단멸론자들은 일종의 회의론자들이라 볼 수 있는데 초기경전의 내용이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하고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뜻을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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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그러다보니 윤회에 관련된 경은 모두 후대에 편집되었거나 

힌두교의 교리가 섞인 것이라 강조한다.  

  

이렇게 윤회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윤회를 인정하는 순간 단멸론은 설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당시부터 단멸론자들을 외도로 간주하였고 영속론 보다 더 

저질로 보았다.  

  

어느 인터넷카페 토론사이트에서 누군가 단멸론자에게 질문하였다. 

사람은 왜 생김새와 성향이 서로 다른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앞서 

크리스천에게 질문하였던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단멸론자는 

부모로 인하여 태어 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학적으로 운운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은 크리스천의 답변과 100% 같은 내용이었다. 놀라우리 

만치 일치 하는 답변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영속론자들과 

단멸론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영속론자들은 오로지 현생과 내생 두가지만 인정하고, 단멸론자들은 

오로지 현생 한가지만 인정할 뿐, 두 극단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전생과 

윤회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쪽은 상견(常見)이라는 극단에 

빠지고, 또 한쪽은 단견(斷見)이라는 극단에 빠진다. 그렇다면 상견과 

단견은 있기나 한 것 일까. 

  

브라만교의 윤회 

  

부처님이 출현 할 당시 고대인도에서는 상견아니면 단견이 지배적 

이었다. 상견은 주류 종교인 ‘브라만교’로 대표되고, 단견은 

‘육사외도’ 중 뿌라나 까사빠(Pūrana Kassapa)와 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āla)와 아지따 케사캄발린(Ajita Kesakambalin)의 

사상이 대표된다. 그런데 이들 브라만교와 육사외도의 일부에서도 

윤회가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윤회는 어떤 것일까. 

  

브라만교에도 윤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아뜨만의 ‘전변(轉變)’에 

따른 것이다. 아뜨만이라는 불멸의 윤회 주체가 있어서 태어날 때마다 

‘재육화’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치 옷을 갈아 입듯이 몸만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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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이렇게 몸만 바꾸는 윤회를 ‘환생(reincarnation)’이라 

한다. 우리나라 스님들의 법문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육사외도에도 윤회설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육사외도의 일부에서도 윤회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육사외도 중 니간따 나따뿟따(Nigantha Nātaputta)의 

자이나교와 빠쿠다 까짜야나(Pakudha Kaccayāna)의 칠요소설이다.  

  

먼저 니간따 나따뿟따의 자이나교이다. 니간따 나따뿟따는 자이나교의 

교주로 잘 알려져 있다. 불교와 거의 같은 시대에 개창되어 교리, 용어 

등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도 많다.  

  

이들은 처자와 모든 욕망을 떠나 독신 유행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불살생(不殺生), 진실어(眞實語), 불투도(不偸盜), 불음(不淫), 

무소유(無所有)의 5 가지 엄격한 계율을 실천하고 특히 살생을 엄격히 

금하며, 또한 무소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의복까지도 버리고 나체로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니간따 나따뿟따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에는 “영혼(jīva)이 

물질(ajīva)에 흘러들어 윤회·전생하는데, 어떻게 이 영혼을 

물질로부터 분리하여 홀로 우뚝 존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이나 

수행과 교리의 중심체계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니간따 나따뿟따의 교리는 영혼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혼체가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해탈 

되었을 때 수행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다.  

  

최악의 견해(Mahādiṭṭhi) 
  

다음으로 ‘빠쿠다 까짜야나(Pakudha Kaccayāna)’이다. 빠쿠다 

까짜야나는 7 요소설을 주장하였다. 영혼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 

7 요소는 생주이멸치 않고 서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아무도 누구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며 단지 7 요소 사이를 칼이 통과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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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물론적 영혼론을 주장한 빠꾸다 까짜야나의 윤회관은 

무엇일까. 초기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 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 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 백 업류, 

5 업류, 3 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 가지의 업도가 있고 62 주기의 겁이 있고 6 가지의 인종이 있고 

8 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 9 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 천 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 천 9 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 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 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 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 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 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 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 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 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 가지의 꿈 7 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 백 4 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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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딧티경-Mahādiṭṭhi suttaṃ-With the Worst View-견해로 경,  

상윳따니까야 S23.3.1.8, 전재성님역) 

  

 

이와 같은 빠쿠다 까짜야나의 견해에 대하여 빠알리어 제목은 마하딧티 

(Mahādiṭṭhi)라 하였고 영문제목은 ‘With the Worst View’로 되어 

있어서 ‘최악의 견해’라 볼 수 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이는 한마디로 도덕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가택을 침입하고 노략질하고 

타인의 처를 겁탈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였기 때문이다.  

  

실타래의 비유 

  

이와 같이 ‘절대적 도덕부정론’을 주장한 빠쿠다 까짜야나의 윤회관을 

보면 ‘실타래의 비유’가 있다.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라는 견해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행을 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윤회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마치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깨어나듯이 모두 해탈하도 

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육사 외도 중에 니간따 나따뿟따와 빠꾸다 까짜야나가 윤회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영혼론에 기반한 윤회이기 

때문에 브라만의 아뜨만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윤회는 이와 다르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윤회의 주체가 없는 연기적 흐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힌두교의 윤회는 이 아트만의 전변(轉變)이지만 불교의 윤회는 

갈애(taṇhā)를 근본원인으로 한 ‘다시 태어남’, 즉 ‘재생(再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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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ara 

  

  

  

고대 인도의 사상 흐름 

  

참고로 부처님 당시 고대 인도의 사상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인도의 외도사상 
No 구 분 사상 내용 비고 

1 브라만교 아뜨만(atman)은 힌두교와 인도철학에서 말하는 

자아(自我), 개아(個我), 진아(眞我)로 만물 

속에 내재하는 영묘한 힘을 뜻한다. 인도의 

철학자들은 이 말을 둘러싸고 많은 학설을 

전개하였다. 

  

우파니샤드나 베단타학파에서는 이것을 보편적 

실재라고 생각하여 세계원리인 브라만[梵]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현실의 나인 

아뜨만은 브라만과 하나가 됨[梵我一如]으로써 

최고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자재화작인설(自

在化作因說), 

창조론,  

영원론 

영혼론, 

2 도덕 부정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푸라나는 원인과 업보를 

부정하는 주장을 폈다. 악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간에 둘 다 선악의 과보를 받지 

단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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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라나 

깟사빠(Pūrana 

Kassapa) 

않는다고 했다. 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숙명론 

막칼리 

고살라(Makkha

li Gosāla) 

  

아지비까(Ājīvika)교파의 개조인 막칼리는 삶의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정된 숙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 생명체의 윤회나 해탈도 원인이 

없으며, 다만 자연의 상황과 결정에 따른다고 

하였다. 

  

부처님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가졌으며 후대의 

아소까(Asoka)왕 비문에도 독립종교로 

기록되었으나, 후에 자이나교에 흡수되었다. 

아지비카(Ājīvika)란 생계수단을 뜻하는 

ājiva(命)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들은 바르지 

못한 생계수단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명외도(邪命外道)로 옮겼다. 이들은 

나체수행자들이었다고 한다. 

숙작인설 

(宿作因說), 

운명론 

단멸론 

4 유물론 

아지따 

께사깜발린(Aj

ita 

Kesakambalin) 

  

아지따는 모든 것이 지·수·화·풍의 4 요소와 

활동하는 공간인 허공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직 현세만이 있을 뿐이며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으며, 생명체가 

죽으면 신체구성의 4 요소가 자연계로 

환원한다고 보았다. 

  

존재론적으로는 유물론이고, 인식론적으로는 

감각론이며, 실천적으로는 쾌락주의인 아지따의 

사상은 푸라나의 도덕부정론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유물론의 전통은 그 후에도 인도에 

존재했는데, 이것을 로까야따(Lokāyata)라 하며 

불전에서 순세외도(順世外道)라고 하였다. 또한 

후세에는 쨔르바카(Cārvāka)라고도 한다. 

우연인설 

(偶然因說), 

단멸론 

5 7 요소설 

빠꾸다 

까짜야나(Paku

dha 

Kaccayāna) 

  

빠쿠다는 지·수·화·풍의 4 요소 외에 괴로움, 

즐거움, 영혼을 더해 7 요소를 인정했는데, 이 

영혼도 물질적인 것이므로 그의 사상도 

유물론적이다. 

  

이 7 요소를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로 

보았으며, 칼로 사람을 베어도 칼이 다만 7 요소 

사이를 통과한 것뿐이어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유물론적 영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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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만의 실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은 

후세의 승론학파(勝論學派, Vaiśeṣika)로 계승 

발전되어 갔다. 

6 회의론 

산자야 

벨라띠뿟따(Sa

ñjaya 

Belaṭṭiputta) 
  

산자야는 ‘내세, 선악의 과보, 윤회’ 등의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 인간의 인식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不可知論)을 

주장하였다. 당시 이러한 회의론은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으며, 부처님 상수제자인 

사리뿟따(Sāriputta)와 목갈라나(Moggalāna)도 

처음에는 산자야의 제자였었다. 

불가지론 

7 자이나교 

니간따 

나따뿟따(Niga

ntha 

Nātaputta) 

  

모든 존재를 Jīva(영혼)과 Ajīva(비영혼)로 

나누고, 비영혼을 다시 Dharma(운동의 조건), 

Adharma(정지의 조건), 허공, 물질로 나눈다. 

업(karma)은 미세한 물질로서 외부에서부터 

신체로 유입되어 영혼에 부착함으로써 윤회에 

속박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땅바닥의 벌레를 밟지 않도록 비를 들고 

다니며,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하였다. 또 무소유계를 

지키기 위해 나체로 수행했기 때문에 

나형외도(裸形外道)라 불리었다. 

영혼론 

  

  

  

표를 보면 브라만교를 포함하여 모두 7 개의 사상이 있는데, 이중 영혼을 

인정하는 외도에 대한 것은 브라만교와 육사외도 중에는 니간따 

나따뿟따와 빠꾸다 까짜야나 이렇게 세 개의 사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멸론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은 뿌라나 깟사빠, 막칼리 고살라, 아지따 

께사깜발린 이렇게 세 명의 사상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도의 난립을 보는 듯한 한국 

  

이와 같이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에서는 영속론과 단멸론, 불가지론, 

숙명론 등 갖가지 사상이 난립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난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갖가지 사상의 난립장소와도 같아 보인다. 

‘예수천국불신지옥’을 주장하는 영속론이 있는 가 하면 운명감정을 



37 

 

해주는 점집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운명론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또 밤만 

되면 화려한 네온싸인 불빛과 함께 유흥접객업소는 불야성을 이루는데 

이는 단멸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영향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상견, 단견, 운명론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현실인데 

불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스님들 법문을 들어 보면 

분명히 영혼체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 또 “오직 모를 

뿐”이라는 법문이 있는 가 하면, 점을 보아 주는 스님이 있다. 또 어느 

스님은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어서 이책은 

현재 단멸론의 바이블처럼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불교에는 상견, 단견, 불가지론 등 

마치 부처님 당시 외도의 사상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깟짜나곳따경(S12.1.5)에서 

  

타종교를 비롯하여 불교계는 물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상견 

아니면 단견으로 구분된다. 이런 상단견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상견이나 단견은 있을 수 없는 견해라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상단견에 대하여 어떻게 논파하였을까. 이는 

초기경을 보면 알 수 있다. 

  

  

[깟짜야나]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하는데 세존이시여, 올바른 견해란 어떤 

것입니까?" 

  

[세존]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두 가지에 의존한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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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접근, 취착, 주착을 통해 얽매여 있다. 

깟짜야나여, 이러한 접근하고 취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에 다다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주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의심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이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이와 같이 

올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Venerable Kacchānagotta, 

상윳따니까야 S12.1.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먼저 존재와 비존재에 대하여 이야기 하신다. 여기서 존재는 

상견을 말하고, 비존재는 단견을 말한다. ‘있음(有)’과 

‘없음(無)’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유’는 존재의 영원성을 말하는데, 절대적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견해를 말한다.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이다. 반대로 ‘무’란 존재의 불연속적인 허무성을 뜻한다. 

‘미래가 없다’든가 ‘내생이 없다’는 단견을 말하는데, 이는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단멸론이 대표적이다.  

  

중도(中道, majjhima-paṭipadā)란 

  

하지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관찰하면 상견과 단견은 

사라진다고 하였다. 상견과 단견이 생기는 원인은 철저하게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갈애가 생겨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 영속론이 발생하고, 비존재에 대한 갈애가 생겨 

죽음과 함께 더 이상 내생이 없다는 단멸론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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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견해가 생겨 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나,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취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 대하여 취착하지 않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올바른 견해가 생겨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였다. 법이 조건에 따라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상견이 타파되고, 법이 조건에 따라 뒤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단견이 타파 되는데, 이렇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부처님은 

‘중도(中道, majjhima-paṭipadā)’라 하였다.  

  

중도라 하여 양극단을 떠난 ‘가운데 길’이라는 의미보다 ‘바른 

길’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중도라는 의미와 같게 사용되는 팔정도에서 

바른 것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는 불자라면 

  

모처럼 크리스천 친구와 대화를 가지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그것은 영속론자들과 단멸론자들이 때로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양극단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의 생긴모습과 성향에 대하여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양극단의 공통적 답변은 교과서에서 배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식의 

답변이었다.  

  

이와 같이 과학을 기반으로 한 답변이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는 불자라면 대부분 ‘업(業, kamma)’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전생에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이 익어 과보로 나타난 업보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긴모습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생긴모습과 성향차이에 대한 견해는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 본다. 이런 업설을 크리스천친구에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대화 한 장소도 문제이지만 업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긴 설명을 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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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지마니까야에 발라빤디따경(M129)이 있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이라는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자어를 써서 

‘우현경’이라 한다.  

  

경에서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성향, 심지어 서로 다른 

가문에 태어 났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의자 위에 올라앉거나 침대위에 올라 눕거나 땅바닥에서 

쉬거나 할 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진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커다란 산봉우리의 그림자가 저녁 무렵에 지상에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의자 위에 올라앉거나 침대 위에 올라 눕거나 땅바닥에서 쉬거나 

할 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진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참으로 나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참으로 나는 건전한 일을 하지 않았다. 두려움에서 나를 

수호하지 않았다. 참으로 나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참으로 나는 

불건전한 일을 하였다.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악을 짓고 

포악하고 죄과를 지은 자들의 운명, 그 운명으로 수명이 다하면 떨어질 

것이다. 그는 슬퍼하고 우울해 하며,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다가, 실신한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세 번째의 고통과 불쾌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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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해서 몸이 파괴되고 죽은 후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부처님은 악처에 나는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신다. 이는 크리스천 친구가 

말하는 지옥관과 다른 것이다.  

  

크리스천 친구는 말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조리 지옥행이라고 

하였다. 그것도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지옥이라 한다. 불교인이 

보았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지만 실제로 유일신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 따라 지옥에 나서 갖은 

고통을 겪는 과정이 경에서 매우 실감나게 묘사 되어 있다. 또 맛에 

탐착하여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정도 묘사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악처에 있다 인간의 몸을 얻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경에서는 이에 대하여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에 목을 끼워 넣는 것이 수행승들이여, 한 번 타락한 곳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빠르다.” 

  

  

라고 표현 하였다. 이 문구에 대한 주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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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람이 다시 되었지만 낮은 계급의 사람이 되었다. 말세의 

흐름에 든 지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의 우주기가 시작할 때 

기초적인 조건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라고 설명해 놓았다. 

  

모처럼 인간의 몸을 얻었건만 

  

이렇게 한번 악처로 타락한 자가 맹구우목의 비유처럼 어렵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김새와 성향 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인간의 몸을 

얻는다면, 그때마다 비천한 가문 즉 짠달라의 가문, 사냥꾼의 가문, 

죽세공의 가문, 수레공의 가문, 백정의 가문과 같은 가난하고 음식이 

모자라고 곤궁하게 사는 가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곳에서는 음식과 의복을 얻기도 힘들다. 그는 용모가 악하고 모습이 

추하고 왜소하고 질병이 많고, 눈멀거나 팔병신이거나 절름발이이거나 

반신불수이고, 음식, 의복, 수레, 화환,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지 못한다.  

  

그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지옥과 같은 악처에서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축생으로 있었을 때는우 오로지 ‘약육강식’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지옥과 축생에 있다 한량 없는 세월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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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우목의 비유처럼 간신히 인간의 몸을 얻게 되었을 때 설명에 대한 

것이다.  

  

또 다시 악처에 날 수 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어렵게 인간의 몸을  얻게 되었더라도 또 다시 악처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져서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얽어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져서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얽어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곳, 지옥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커다란 패배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의 단계가 완전히 성숙하면 이와 같다.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도박꾼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도박을 하는 자들은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아내도 팔고 자식들을 팔아 도박비용으로 

충당한다. 그러다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 동안 지은 악행의 과보로 인하여 

악처에 날 것이라 한다. 그래서 도박에서 진 것 보다 악처로 떨어진 

것이 더 큰 패배라 한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정신구조를 가진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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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을 서슴없이 일삼는 자들이 있다. 마치 빠꾸다 까짜야나의 

도덕부정론을 보는 것 같은 자들이다. ‘조폭’을 예로 들 수 있다.  

  

크리스천 친구는 조폭의 세계에 대하여 매우 실감나게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자신이 벤처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이유로 인하여 조폭과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라 한다. 

한 번 쳐다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는데 폭행을 

하고도 태연한 것은 상대방이 맞을 짓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혀 미안한 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조폭은 평소에는 보통사람들과 똑 같이 웃고 떠들고 하지만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매우 잔인하게 돌변하고 아무런 죄책감, 미안함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보통사람들과 다른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 친구는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동물적 본능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생에 축생으로 있었을 때 

약육강식에 대한 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도박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 

도박비용을 충당하는데 서슴지 않는 것도 동물적인 본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어렵게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 났지만 악행에 대한 

과보로 또 다시 악처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좋은 가문, 아름다운 용모,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이처럼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 반면에 현명한 자도 있다. 현명한 자는 

오계를 준수 하고 몸과 말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후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경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행복에 대하여 매우 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인간의 지위을 



45 

 

얻어 태어날 경우 생김새와 성향 등은 어떠할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행승들이여,  

그 현명한 자는 언젠가 어디선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인간의 지위를 

얻더라도, 높은 가문, 왕족의 대부호의 가문, 또는 바라문의 대부호의 

가문이나 장자의 대부호의 가문과 같은 부유하고 대부호이고 

대자산가이고 금은이 많고 재물이 많고 돈과 곡식이 많은 가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는 잘 생기고, 보기에 좋고, 청정하고 연꽃처럼 최상의 용모를 

갖추었고, 음식, 의복, 수레, 화환,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는다.  

  

그는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한다.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이겨서 커다란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이겨서 커다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승리는 

오히려 작다. 현명한 자가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커다란 승리이다.  

  

수행승들이여,  

현명한 자의 단계가 완전히 성숙하는 것은 이와 같다.”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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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악처에서 인간으로 난 것과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천상에 

있다가 인간으로 났을 때 좋은 가문, 아름다운 용모,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세가지 선행 즉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선행공덕으로 인하여 다시 천상에 나게 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주석에 따르면  현명한 자들 완성하는 것은 세간적이라 한다. 

해탈의 길에서 본다면 보다 탁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극단과 윤회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보았을 때 왜 사람들의 외모가 서로 다르고 

성향이 서로 다른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받아 들일 것이다. 그러나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영속론자나 단멸론자들은 받아 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를 받아 들이는 순간 영속론과 단멸론의 토대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영속론과 단멸론은 서로 양극단이지만 

전생과 윤회를 부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2012-08-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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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띠(sati)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챙김과 새김 

  

  

  

각묵스님의 초기불교 강의 

  

각묵스님의 동영상강의를 듣고 있다. 사미니승을 대상으로 한 강연한 

것을 음성파일 형태로 초불카페에 올려진 것이다. 대상이 스님들이다 

보니 일반재가자들을 상대로 한 강의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일까 

스님들에 대하여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종종 듣늗다.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는 순간 ‘공인’이라거나, 스님들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라는 말이 그것이다.  

  

각묵스님의 강의는 여러 차례 들었다. 불교 TV에서 여러 차례 방영한  

초기불교에 대한 강의와 각종 강연회에서의 강의한 아미담마가 

대표적이다. 이들 강의를 통하여 초기불교에 대한 교학의 체계를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각묵스님의 

초기불교 강의는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묵스님의 강의는 언제들어도 재미 있고 유익하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은 것은 초기불교의 교학체계를 아는 재미도 있지만 스님 

특유의 ‘개성’때문이라 생각한다. 그저 듣기만 하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강의를 재미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일지라도 일을 하면서 동시에 듣기도 하는데, 최근 올려진 

강의에서 ‘사띠(sati)’에 대한 이야기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0) 가 있었다. 

  

사띠에 번역어 이야기는 늘 논쟁거리 

  

사띠에 대한 번역어 이야기는 늘 논쟁거리이다. 지난 2009 년도 

인경스님에 의하여 제기된 사띠번역어 논쟁이 촉발된 이래 초기불교를 

한다는 학자나 스님들이 나서서 모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닌 것 같다. 모두 제 각각의 번역어를 내 

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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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스님은 사띠의 번역어 ‘마음챙김’에 대하여 ‘비불교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왜 비불교적 이라고 하였을까. 법보신문에 따르면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제행무상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마음은 끊임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인데 챙겨서 가질 수 있는 대상이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일까 이번 음성파일에서 각묵스님은 

마음챙김용어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하여 설명하였다.  

  

마음챙김은“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라고 

  

음성파일에서 각묵스님은 사띠 번역어가 단순한 마음챙김이 아니라 

한다. 문자그대로의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챙김에 대하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음챙김이란 “마음이 

대상을 챙김”으로 정의 하였다고 한다. 요약하면 1)대상에 깊이 들어 

가는 것, 2)대상을 거머 쥐는 것, 3)확립, 4)보호 이렇게 네가지라 

한다. 이에 대하여 주로 청정도론의 근거를 들었고, 특히 경전적 근거로 

‘운나바바라문경’을 들었다.  

  

“챙긴다”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 

  

각묵스님이 말하는 사띠 번역어 마음챙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챙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챙긴다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 

음성강의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띠는 철저하게 수행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번역하면 안된다. 

그래서 수행에 맞는 번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운나바 바라문경’에서는 사띠는 우리 마음을 해탈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문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해탈과 열반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챙기는 역할을 한다. 혹은 마음이 대상을 챙겨서 해탈 열반으로 

지향한다. 이래 되기 때문에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안세고 스님은 아나빠나사띠숫따를 안반수의경이라고 

옮겼습니다. 아나빠나는 들숨날숨인데 ‘안반’으로 옮기고 사띠를 

‘수의(守意)’로 옮겼습니다. 사띠를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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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지킴으로 해야하나 마음챙김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옛날 스님들 번역과 경전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옮긴 것입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0:, 제18장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사념처) (하)) 

  

  

각묵스님은 두 개의 경전적 근거를 들고 있다. 하나는 

‘운나바바라문경(S48:42)’이고,  또 하나는 2세기 중국에서 안세고 

스님에 의하여 번역된 ‘안반수의경’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 경을 중요시 하고 있을까. 그것은 사띠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해탈과 연결시켜 주는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사띠는 기억으로 번역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번역어 ‘마음챙김’의 모순점 네 가지 

  

이런 관점은 전재성박사의 주장과 매우 차이가 난다. 4 부 니까야 완역자 

전재성박사는 사띠를 ‘새김’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재성박사는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번역하면 발생하게 될 모순점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싸띠는 내용적으로,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분별적 

사유나 숙고에 휩싸이지 않고 대상을 알아채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단순히 고려한다면 싸띠를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몇 가지 모순을 갖는다.  

  

첫째, 모든 가르침의 요소들이 마음과 관계되는 것인데 유독 싸띠에만 

별도로 원래 없는 마음이라 단어가 부가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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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올바른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이라는 말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지향하는 올바른 정진과 특히 내용상 구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셋째, 네 가지 새김의 토대(사념처)에서 토대가 되는 명상주제의 하나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두고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챙김’이나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지킴’이라고 삼중적으로 

번역하는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싸띠라는 빠알리어 자체는 마음은 커녕 챙김이나 지킴이라는 뜻도 

어원적으로 없다. 

  

(전재성박사, 싸띠(sati:念)와 새김, 맛지마니까야 해제, 중요한 번역 

술어에 대한 설명) 

  

  

사띠 번역어 ‘마음챙김’은 겉으로 보기에 ‘마음’과 ‘챙김’의 

결합어로 보인다. 그런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마음에 대한 것인데 

사띠에다 없는 마음을 또 붙여서 마음챙김으로 하였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사띠라는 말 자체에는 그 어떤 마음과 관련된 어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띠를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였을 때 사념처 중 

심념처에서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챙김”이 되어 버려 하나의 

마음에 대하여 ‘삼중적으로’ 번역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띠의 어원을 보면 

  

그래서 사띠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런 

사띠에 대한 경전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 한다. 

  

  

  

이 싸띠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쌍윳따니까야>>에서 정의 내린 

부분-‘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anussarati anuvitakketi), 그 때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시작한다.(S45:3)’-을 참고 하여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는 분명히 기억과 사유가 새김의 전제조건으로 확실한 싸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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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학적 설명, 즉 기억과 새김의 전제조건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싸띠라는 말은 범어의 스므리띠(smurti)의 빠알리어 형태로 

원천적으로 ‘기억’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앎’이란 의미도 갖고 있으므로 그 둘 다의 

의미를 지닌 우리 말을 찾던 역자는 ‘새김’이란 가장 적당한 

번역어라고 생각했다.  

  

새김은 과거에 대한 기억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조각(彫刻)-물론 

사유를 은유적으로 이해할 때에-이라는 의미를 모두 함축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이 없이는 사물에 대한 지각을 올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재성박사, 싸띠(sati:念)와 새김, 맛지마니까야 해제, 중요한 번역 

술어에 대한 설명) 

  

  

전재성박사의 해제글에 따르면 각묵스님의 주장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전박사는 사띠에 대하여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앎”이라고 강조하였다. 반면 각묵스님은 음성강의에서 사띠는 

“수행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번역하면 안된다”고 강조 하였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전재성박사와 각묵스님은 빠알리 니까야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자들이다. 

전재성박사의 경우 4부 니까야를 완역하였고, 그외 숫따니빠따와 

법구경과 우다나 등 쿳다까니까야 일부도 완역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빠알리 경전 번역자로 알려져 있다.  

  

각묵스님은 4 부 니까야 중 디가니까야와 상윳따니까야를 완역하였고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연등으로 초기불교를 전법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역자의 번역에 대한 것을 보면 일부 용어에 있어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사띠 번역어가 대표적이다. 

  

  



52 

 

번역어‘마음챙김’의 경전적 근거 

  

사띠 번역어에 대하여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각묵스님은 경전적 

근거로서 운나바바라문 경을 들고 있다. 스님이 근거로 들고 있는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바라문이여, 이처럼 다섯 가지 감각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다섯 가지 감각기능은 마음[意]을 의지한다. 

마음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마음[意]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마음[意]은 마음챙김을 의지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마음챙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마음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운나바 바라문 경, 상윳따니까야 S48:42, 각묵스님역) 

  

  

경에서 “마음[意]은 마음챙김을 의지한다”라고 하였다. 각묵스님은 

이부분을 매우 중시한다.  왜 그럴까. 마음챙김은 해탈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의지하는 대상 순서로 

나열하면 ‘마음[意]- 마음챙김-해탈-열반’ 순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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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음챙김은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수행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사띠는 기억이 될 

수 없고 챙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마치 화두 챙기듯 

  

마치 화두 챙기듯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음성강의에서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그냥 멋대로 지 생각나는대로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옮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두가지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옮겼고, 그리고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마음챙김으로 통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챙긴다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에서 수행법인 화두 챙기는 

것, 화두를 챙긴다, 챙김이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마음챙김이라 

했습니다. 마음챙김이라는 단어 하나에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을 

초기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하고 연결시켜 주는 번역입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0:, 제18장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사념처) (하))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경전적 근거(운나바 

바라문경과 안반수의경)와 더불어 한국의 화두선에 근거한 것이라 한다. 

화두를 들 때 일반적으로 ‘화두를 챙긴다’라고 하는데, 그 때 

‘챙긴다’라는 말이 마음챙김과 같은 의미라 한다.  

  

이와 같은 각묵스님의 주장에 따르면 사띠 번역어 마음챙김은 단지 

문자적 의미인 ‘기억’이 결코 될 수 없고 반드시 ‘수행의 관점’으로 

파악해야 올바른 것이라 한다. 그래서 수행의 단계를 설명한 

운나바바라문경에서 “마음[意]은 마음챙김을 의지한다”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화두 챙기듯이 마음 또한 챙겨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전재성 박사는 이와 다르다.  

  

번역어 ‘새김’의 경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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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박사는 사띠 번역어 새김을 설명함에 있으서 역시 경전적 근거를 

들었다. 각묵스님이 수행의 단계를 알려 주는 운나바바라문경을 

들었다면, 전박사는  다음과 같은 경전적 근거를 들었다. 

  

  

Yasmiṃ samaye bhikkhave, bhikkhu yathā vūpakaṭṭho viharanto taṃ 

dhammaṃ anussarati anuvitakketi. satisambojjhaṅgo tasmiṃ samaye 

tassa bhikkhuno āraddho hoti.  

  

Satisambojjhaṅgaṃ yasmiṃ samaye bhikkhu bhāveti, satisambojjhaṅgo 
tasmiṃ samaye bhikkhuno bhāvanāpāripūriṃ gacchati. So tathā sato 

viharanto taṃ dhammaṃ paññāya pavicinati pavicarati 

parivīmaṃsamāpajjat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함으로서 

비로서 새김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수행승들이여,  

새김의 깨달음 고리를 닦을 때에 수행승의 새김의 깨달음 고리는 

닦임으로 원만해진다. 이와 같이 마음에 새겨 그 가르침을 지혜로서 

탐구하고 조사하고 관찰한다. 

  

(실라경-Sīlasuttaṃ-계행경, 상윳따니까야 S45.1.3, 전재성님역) 

  

  

보장가상윳따(Bojjhaṅga Saṃyutta,S45)에 실려 있는 ‘실라경’의 

내용이다. 경에서 사띠에 설명이 보인다. 그것은 ‘기억하고 사유하는 

것 (anussarati anuvitakketi)’으로 되어 있다.  

  

깨달음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사띠의 역할을 말한다. 해탈과 열반을 

실현함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를 잊지 않고 생각해 

냄’으로서 비로소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새김의 깨달음 고리를 닦음 (Satisambojjhaṅgaṃ)’이라 표현 하였다.   

  

두 번역자의 입장차이를 표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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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번역자의 사띠에 대한 인식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사띠(sati) 번역어 대한 니까야 번역자의 입장 
구  분 각묵스님 전재성박사 

번역어 마음챙김 새김 

번역어 관점 수행적 요소로 보아야 원어에 충실해야 

경전적 근거 운나바 바라문 경  

(상윳따니까야 S48:42) 

실라경 

(상윳따니까야 S45.1.3) 

  

Manassa kho, brāhmaṇa, sati 
paṭisaraṇa 
Satiyā kho, brāhmaṇa, 
vimutti paṭisaraṇa 
  

마음[意]은 마음챙김을 

의지한다. 

마음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Yasmiṃ samaye bhikkhave, bhikkhu 

yathā vūpakaṭṭho viharanto taṃ 

dhammaṃ anussarati anuvitakketi. 

satisambojjhaṅgo tasmiṃ samaye 

tassa bhikkhuno āraddho hot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함으로서 

비로서 새김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용어 설명 마음챙김을 "마음이 대상을 

챙김"이라 정의한다. 

새김은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앎’이 

라는 뜻이다. 

용어 비판 (‘새김’ 용어 비판) 

  

사띠는 철저하게 수행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번역하면 

안된다. 

  

(‘마음챙김’ 용어 비판) 

  

1)모든 가르침의 요소들이 마음과 

관계되는 것인데 유독 싸띠에만 

별도로 원래 없는 마음이라 단어가 

부가될 이유가 없다. 

  

2)올바른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이라는 말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지향하는 올바른 정진과 

특히 내용상 구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3)네 가지 새김의 토대(사념처)에서 

토대가 되는 명상주제의 하나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두고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챙김’이나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지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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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적으로 번역하는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 

  

4)싸띠라는 빠알리어 자체는 마음은 

커녕 챙김이나 지킴이라는 뜻도 

어원적으로 없다. 

  

기 타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을 

초기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하고 연결시켜 주는 

번역어이다. 

새김은 과거에 대한 기억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조각(彫刻)-물론 사유를 은유적으로 

이해할 때에-이라는 의미를 모두 

함축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이 

없이는 사물에 대한 지각을 올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Mindfulness 

  

  

  

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이렇게 두 번역자의 사띠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띠에 대하여 ‘기억’의 관점으로 보느냐, 

‘수행’의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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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은 사띠에 대하여 기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철저하게 수행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성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화두는 무엇입니까? 화두야말로 가장 멋진 명상주제이고 마음챙김의 

대상입니다. 화두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챙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상구조가 초기경에서 말하는 수행의 

발상구조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으로 대상이 

굳게 이렇게 하고 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0:, 제 18 장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사념처) (하)) 

  

  

각묵스님은 마음챙김에 대하여 화두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화두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뭐꼬’ ‘판치생모’ ‘무’ 등의 화두는 늘 

챙겨야 할 대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사띠 역시 

수행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챙겨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사띠에 대하여 화두챙기듯이 ‘마음챙김’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전재성박사는 “새김은 과거에 대한 기억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조각(彫刻)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기억이 없이는 사물에 대한 지각을 올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앎’을 강조 하였다. 

  

사띠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기억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사띠는 기억이라는 뜻이라 한다. 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 

  

  

  

2012-08-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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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상에 대하여 눈곱 만큼도 미련이 없을 때 

  

   

같은 영화를 매일 100 번 보여 준다면 

  

중학교 시절 시험이 끝나면 단체로 영화관람이 있었다. 기억에 남는 

영화는 ‘자이언트’이다.  그때 당시 대한극장에서 보았다. 화면이 

약간 굽어진 대형 시네마스코프 스크린으로 본 그 영화이다.  

  

자이언트에 여러 가지 명 장면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여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다. 그 후 TV 에서 몇 차례 더 보았는데 볼 때 

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잘 만들어진 한편의 영화는 세월에 구애 

받지 않고 볼 때 마다 늘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작을 매일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루도 쉬지 

않고 똑 같은 영화를 매일 100 번 보여 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고문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류의 방송을 매일 

접하고 있다.  

  

“법화경 사경만 하면 만사 OK!” 

  

매일 아침 불교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6 시 이전의 ‘경전공부’와 6시 

이후의 ‘불교강좌’시간이 그것이다.  

  

경전공부의 경우 ‘도림스님’이 법화경을 법문하고 있다. 법화정사에서 

법문한 것을 그대로 올려 주고 있는 형식이다. 라디오로 듣는 스님의 

법문특징은 한마디로 “법화경 사경만 하면 만사 OK!”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스님은 우리말 법화경을 교재로 하여 법문을 하고 있다. 현재 

‘제바달다품’을 법문하고 있는데, 한품이 끝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것 같다. 제바달다품 바로 이전이 ‘견보탑분’이 있었는데 거의 3-

4 개월 걸린 것 같다. 법화경이 총 28 품이니 아직도 16 분이나 남아서 

2 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스님의 법문 특징은 교재를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고, 교재 중에 실려 

있는 게송을 독특한 ‘게송노래’로 읊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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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대하여 비판을 종종한다. 우리나라 불교가 설법위주의 불교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산중에서 참선에만 올인하는 

것을 때로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뭐꼬’ 만능주의 

  

다음으로 아침 6시 이후에 방송 되는 것이 불교강좌시간이다. 현재 인천 

용화선원 송담님의 법문을 들려 주고 있다.  

  

송담스님의 경우 도림스님과 달리 교재가 없다. 인천 용화선원에서 

법문한  테이프를 들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오래 전의 것이다.  

  

스님은 법문 중에 “70 평생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루 미루어 

보았을 때 스님이 70 세 당시에 법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의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스님의 나이가 올해로 

84 세이다. 그렇다면 현재 방송되고 있는 법문은 14 년 전의 것, 

1998 년도 부근 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교방송에서는 이런 사실을 일체 알려 주지 않고 있다.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법문에 대한 정보가 일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불자들은 올해 법문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10 년도 넘은 법문을 매일 라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다. 그런데 

들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은 매번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김에 열심히 들었지만 매번 똑 같은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식상하게 

된 것이다. 마치 어제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여 주는 것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항상 내는 결론은 “이뭐꼬 수행만 하면~”으로 귀착 

된다. 한마디로 이뭐꼬 만능주의이다.  

  

마치 녹음기를 틀듯이 

  

마치 녹음기를 틀듯이 매번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뭐꼬’ 때문이다. 용화선원의 신도를 대상으로 ‘이뭐꼬’ 화두 

드는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수 도 없이 매일 반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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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 법문을 전국민과 전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 

불교방송으로 매일 틀어 주고 있다.  

  

그런 스님의 법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경전, 어려운 경전을 해석하고 많이 알고 많이 읽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이뭐꼬’ ,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놈이 무엇인고.  

이 한마디가 온 천지 온 세계, 온 법계에 불을 끌 수 있는 청량제가 

됩니다.  

  

‘이뭐꼬’. 물론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서 타성일편이 되어 가지고 

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대오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그런 때가 

꼭 오고야 마는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도 한생각 한생각 일어날 때 마다 

퍼뜩 화두를 챙기고 바로 그 찰나가 찰나생불, 일초 동안 화두를 들면 

일초동안 부처님이고, 10 분동안 화두를 챙기면 10 분 동안 부처님이여. 

  

(인천 Y선원 S스님, 불교방송 불교강좌 2012 년 8 월 19 일자)  

  

  

스님은 경전을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오로지 

‘이뭐꼬’ 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는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놈이 무엇인고”라고 의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뭐꼬 하면 된다고 

한다.  

  

경전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전을 보거나 교리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데 다음과 같은 법문을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금강경을 보고 원각경을 보고 법화경을 보고 뜻을 알면 재미가 있으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경전이 모두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경전 

보는 것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으니까 공마다 공덕찬을 보면 그 경외에는 

달리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경전을 보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평생동안 경을 보는 것은 바다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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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모래알속에 반짝거리고 빛깔 좋고 예쁘게 생긴 조개껍질이라도 

하나 없느가 하고 찾는 것과 같다.  

  

(인천 Y 선원 S스님, 불교방송 불교강좌 2012 년 8 월 19 일자)  

  

  

금강경, 원각경을 거론 하는 것으로 보아 대승경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스님은 한 번도 초기경전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사성제나 팔정도, 십이연기 등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  

  

스님은 경전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바다속에 들어가 조개 껍질 줍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였다. 한마디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공부를 하느니 이뭐꼬 한 번 하느니 못하다고 한다.  

  

“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 

  

이어지는 법문에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을 보고 경전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은 그와 같다. 그 모래가 

몇말이나 되로다 되어 본들 다 되지도 못하고 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보기 좋게 생긴 조개껍질을 열개 스무개 백개 천개 만개 줏어 모아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세월만 지나가고 피로 해서 쓰러져 버릴 것 

밖에 무엇이 있느냐. 경전도 바로 보면 아주 가지를 쳐.  

  

참선으로 돌아 와야지, 사교입선이 되어야지. 경을 떠들어 읽어 보면 

마음이 시원하니까 그 재미로 자꾸 경을 읽어. 화두를 들면 수록 별 

재미가 없고 알아지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하다 그만 두어 버리고 책을 

떠들어 보고.  

  

그러지를 말고 자꾸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떡히 

‘이뭐꼬’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 ‘이뭐꼬’아~알 쑤 없는 의심이 딱 

흩어지지 않고 성성 적적하게 되면 그 의심을 관조하는 것이여. 

관조하다가 의심이 희미해져 없어지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럴때는 

“이뭐꼬”자꾸 그렇게 해 나갑니다.  

(인천 Y선원 S스님, 불교방송 불교강좌 2012 년 8 월 19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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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사교입선’하라고 하였다. 교학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면서 ‘이뭐꼬’ 하며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라고 한다. 이때 ‘알 수 없는’ 이라는 말에 

대하여 “아~알 쑤 없는”이라고 하여 매우 심한 ‘의성어’을 쓰기도 

한다.  

  

나무아미타불 게송 노래 

  

이렇게 오로지 이뭐꼬에 대한 이야기를 천편일률적으로 매일 들려 

주었는데, 법문 하는 중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무아미타불 게송 노래이다.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원하게 한 수 

뽑고 법문 도중에도 여러 차례 읊곤 하는데, 독특한 노래 가락으로 된 

게송 노래가 끝나면 “나무아미타불”로 마무리 하는데, 이때 

목탁소리와 함께 신도들은 일제히 합송한다.  

  

위기에 처해 있는 불교방송 

  

현재 불교방송은 위기에 처해 있다. MB 정부의 방통위가 불교방송에 

대하여 민영미디어랩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종교방송인 기독교방송과 평화방송은 공영미디어랩으로 분류를 해 

놓았다. 기독교방송은 공영이고, 불교방송은 민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교방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교방송에서는 현재 매일 아침 7 시 ‘고성국의 아침저널’ 시간에서 

‘문자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청취자의 사연 중에 

불교방송을 아끼는 청취자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청취자는 자신이 암환자라 하며 불교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낙’이라고 하였다. 어느 청취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불교방송은 

‘등대’와도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갖가지 사연을 담은 청취자의 

문자를 보면 불자들이 불교방송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 많은 불자들이 하나 밖에 없는 

불교방송에 채널을 고정하여 놓고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집에서나 

차에서나 항상 불교방송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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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편성을 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아침 방송시간에 

방송되는 경전공부와 불교강좌시간이 그렇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스님들의 법문을 들려 주고 있는데, 그것도 특정한 절에서 

법문한 것을 틀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 하는 것이다. 그런 방송을 듣다 보면 결론은 “법화경 

사경만 하면~” 또는 “이뭐꼬만 하면~” 만사 OK 라는 식이다. 

  

부처님이 ‘견성성불’하였다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화경만 있고 이뭐꼬 수행만 있는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8 만 4천 법문이라 하는데, 특정 경전과 특정 수행방법만을 

언제까지나 틀어 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 

방송을 듣다 보면 실제로 왜곡하고 있다. 부처님이 

‘견성성불’하였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골방에서 외롭게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위기에 처한 불교방송이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승경전과 화두선 위주의 방송에서 탈피하여 

초기불교의 가르침도 알려 주어야 한다. 부처님의 원음이 들어가 있는 

빠알리 니까야를 말한다. 대승경전의 가르침도 좋지만 빠알리 니까야를 

보면 마치 부처님이 현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롭게 골방에서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런 부처님의 원음은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삶이 

힘든 사람에게 부처님의 원음을 들려 주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경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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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과 사대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수행승]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미루어보건데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세존]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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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형제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자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자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딸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친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친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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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재산의 상실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재산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질병의 비참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질병의 비참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허탈을 맛보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註. 

- 사대양 :  

mahasammudda. 불교(인도)의 우주관에 따르면 우주는 지구의 오대양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사대양으로 되어 있다. 

  

(앗수경-Assusuttaṃ-Tears-눈물경, 상윳따니까야 S14.3.1.3,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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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s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앗수경(Assusuttaṃ)이다. 다른 말로 

‘눈물경’이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그 동안 흘린 눈물이 

사대양의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부모형제와의 이별, 질병으로 인한 비참함 등으로 인하여 흘린 눈물이 

사대양의 바다 보다 더 많다고 한다.  

  

보살사상 보다 더 따뜻한 가르침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보살정신을 말한다. 티벳에서는 “우주공간이 존재하고 중생이 남아 

있는 한 나 역시 여기 남아서 세상의 고난을 없애도록 하소서!”라고 

외친 ‘산띠데바’의 자비심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도 한다.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힌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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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일찍이 한번도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허탈을 맛보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마뚜경-Mātusuttaṃ- Mother- 어머니경, 상윳따니까야 S14.3.2.4, 

전재성님역) 

  

  

역시 같은 상윳따니까야에는 경으로서 ‘마뚜경(Mātusuttaṃ)’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어머니경’이다.  

  

왜 어머니경이라 하였을까. 그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한량 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모든 존재들이 언젠가 한 번쯤 나를 낳아 준 어머니이었을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가르침이야 말로 보살사상 보다 더 

따뜻하고 강력한 메시지라 아니 할 수 없다. 

  

뼈무더기의 산 ‘웨뿔라(Vepulla)’ 

  

이렇게 사람들은 윤회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과 아픔과 허탈을 맛 

보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맛 볼 것이다. 그럴 때 마다 ‘무덤’은 증가 

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마다 뼈를 남겼는데, 그들 뼈를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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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다면 산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윤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뼈의 무더기를 ‘웨뿔라(Vepulla)산’ 이라 하였다. 

  

세상에 대하여 ‘눈곱’ 만큼도 미련이 없을 때 

  

이와 같이 윤회과정에서 괴로움과 아픔과 허탈을 맛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정형구로 말씀 하신다. 

이 정형구를 빠알리로 보면 다음과 같다. 

  

  

Yāvañcidaṃ bhikkhave,      야완찌당 빅카웨 

alameva sabbasaṅkhāresu   알라메와 샅바상카레수 

nibbindituṃ,    닙빈디뚱 

alaṃ virajjituṃ,   알랑 위랏지뚱 

alaṃ vimuccitunti.  알랑 위뭇찌뚠띠 

  

수행승들이여,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Monks,  

it is suitable that you should turn away from all determinations,  

fade and be released from them. 

  

  

이른바 염오, 이욕, 해탈에 대한 것이다. 먼저 형성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싫어 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싫어 하는 마음이 나지 

않으면 결코 해탈과 열반을 실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 대하여 

‘눈곱 만큼도’ 미련이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는 윤회의 과정에서 괴로움과 아픔과 허탈을 충분히 맛 보았다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상카라에 대한 염오가 일어나야 다음 

단계인 이욕이 일어나고, 이어서 해탈과 열반을 실현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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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멸이 행복이네” 

  

마침내 해탈과 열반이 실현 되었을 때 상태는 어떠할까. 이에 대하여 

같은 상윳따의 웨뿔라빱바따경(Vepullapabbatasuttaṃ, S14.3.1.10) 

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Aniccā vata saṅkhārā    아닛짜 와따 상카라 

uppādavayadhammino    웁빠다와야담미노 

Uppajjitvā nirujjhanti   웁빳지뜨와 니룻잔띠 

tesaṃ vūpasamo sukho ti  떼상 우빠사모 수코 띠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니  

생성하고 다시 소멸해야 하리. 

생성하고 또한 소멸하니  

그것들의 적멸이 행복이네 

  

Their nature is to rise and fall. 

They rise and then fall, 

Their surcease is bliss 

  

諸行無常  제행무상 

是生滅法  시생멸법 

生滅滅已  생멸멸이 

寂滅爲樂  적멸위락 

  

  

상윳따니까야 실려 있는 이 게송은 열반경 등에도 실려 있고, 특히 

‘설산동자’의 구도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게송이다. 그래서 

테라와다불교 국가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권에서도 매우 애송되고 있다고 

한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게송에서는 적멸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다. 시작을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윤회 과정에서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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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린 눈물과 피, 뼈 무더기등이 더 이상 발생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하여 눈곱 만큼도 애착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세상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태를 

우빠사모(vūpasamo)라 하였다. 빠알리어 upasama(우빠사마)는 고요, 

평온, 평화, 적정 등의 뜻이다. 게송에서는 ‘적멸(寂滅)’로 옮겼는데, 

바로 이 우빠사마(upasama)가 행복(sukha)이라는 것이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싶다 

  

불자들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싶다. 대승경전의 가르침도 

좋고, 화두선 이야기도 좋지만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빠알리니까야의 생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 불교방송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이 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원음을 들려 

주기 바란다. 

  

  

  

2012-08-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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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불교가 조교(祖敎)인 이유 

  

  

  

출가자는 모두 공인(公人) 

  

각묵스님의 음성강의 파일에 따르면 삭발을 하고 승복을 걸치는 그 순간 

‘공인(公人)’이라고 하였다. 공인이란 원래 공직에 있는 사람을 

뜻하나 개념을 좀더 확대한다면 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래서 축구국가대표선수도 공인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기도세레모니’를 

한다면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이란 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직분과 책임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출가자는 모두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말이 실렸을 때 

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책임을 망각하였을 때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50 여년 동안 정진한 스님 

  

불교 TV 사이트에서 간화선과 관련된 대담을 보았다.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간화선 수행과 관련 하여 대담한 내용이다. 간화선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선승들이 봉암사에 모여 선승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었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 스님은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이다. 소개에 따르면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50 여년 동안 

정진하였다고 한다. 

  

스님은 우선 봉암사부터 소개 하였다. 봉암사 창건 당시부터 현재 

까지의 역사와 봉암사를 거쳐간 유명한 선지식에 대한 것이었다. 이어서 

스님은 초학자들을 위하여 선수행의 기본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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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간화선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로 비교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관법’과의 비교이다. 관법을 비판함으로서 간화선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졌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후발주자는 선발주자를 따라 잡기 위해서 헛점을 노린다. 마찬가지로 

간화선 역시 기존의 묵조선의 비판하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종고스님의 ‘서장(書狀)’으로부터 알 수 있다. 

  

간화선은 지금으로부터 천년전 송나라 당시 대혜종고(1089-1163) 스님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이후 간화선은 짧은 기간 동안 중국대륙을 

섭렵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파 되기에 이르렇다.  

  

그런데 간화선은 기존의 수행방법인 관법을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이다. 

서장에 따르면 대혜종고 스님은 관법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 

부었다. 그  정도가 어떤 가 하면 다음과 같은 ‘서장’ 을 강의한 

무비스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제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런 폐단을 힘써 구제했다 고 그럽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구제해야 된다.’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비스님의 서장 대강좌 7-4 강) 

  

  

무비스님의 서장 강의에 따르면 대혜스님은 묵조선에 대하여 침을 

튀기며 비판하였다고 한다. 일종의 관법이라 볼 수 있는 묵조선은 

잘못된 수행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혜스님은 서장에서 끊임 없이 묵조선을 비판하고 있는데, 

구업을 짓더라도,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묵조선의 폐단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때 

당시 주류수행법인 묵조선 보다 간화선 수행방법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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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나(Kasina) 수행이 관법(觀法)이라는데 

  

이와 같은 전통이 있어서일까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은 간화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시 관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송나라 시절 

대혜스님이 묵조선에 대하여 침을 튀겨 가며 비판 하였듯이 적명스님은 

남방불교의 관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주로 청정도론에 소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이다.   

  

일반적으로 관법이라 함은 요즘말로 위빠사나를 말한다. 그런데 

적명스님은 위빠사나라는 말은 일체 하지 않고 관법이라고 만 말하면서 

청정도론의 예를 들어 관법과 간화선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을 들어 보면 청정도론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간단히 대비시켜서 남방관법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처음 수행해 

나가는 삼매 닦는 과정에서 부터도 대상, 그러니까 예컨대 

까시나(Kasina)를 대상으로 해서 관법수행을 시작 합니다.  

  

(적명스님,  봉암사 수좌, <특집> 간화선국제학술대회 간화선수행과 

대담 1 부, 불교 TV 2012 년 8 월 7 일) 

  

  

  

  

한국 간화선, 외국학자와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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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사 선열당에서 7월 2 일 국제학술대회 참가들이 수좌 적명스님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 : 불교신문 

  

  

  

스님은 까시나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관법’이라고 하였다. 까시나를 

보고 익힌표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관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청정도론에 따르면 까시나 수행을 ‘관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까시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법수행을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님은 

까시나 수행에 대하여 사마타수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종 일관 

관법수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듣는 

이로 하여금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까시나 수행을 위빠사나로 오해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적절한 용어사용에 대하여 봉암사에 모인 국내외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 간 

것일까.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무튼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대상과 대상을 관하는 마음 

  

이렇게 까시나 수행을 사마타가 아닌 관법수행으로 보고 있는 

적명스님은 ‘증과(證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여기서 증과란 

‘도’와 ‘과’를 말한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와 

과를 말한다. 증과에 대하여 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우리 의식상태가 통일이 되면, 순수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희열감과 청정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방수행에서는 이와 같이 까시나, 

빛나는 까시나가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의지해서 초선에서부터 

사선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행단계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소위 

증과(證果)라고 하는 열반상태에서도 이것은 계속됩니다. 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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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상태에서 대상인 까시나, 빛나는 까시나,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관하는 내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열반에 이르러서도 열반이 

존재하고 열반을 관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 열반을 관하는 마음을 증과(證果)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증과의 마음이 40 심이나, 마흔하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적명스님,  봉암사 수좌, <특집> 간화선국제학술대회 간화선수행과 

대담 1 부, 불교 TV 2012 년 8 월 7 일) 

  

  

  

스님은 초기불교의 열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비판적이다. 초기불교의 열반은 열반이 따로 존재하고 이를 관하는 마음 

또한 따로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이른바 ‘이원론’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 마음을 내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열반을 추구하는 것 역시 까시나 수행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까시나 수행하듯이 열반 또한 관하여 얻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까시나 수행에 대하여 왜 관법으로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남방불에서 말하는 수행방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열반이 따로 있고 그 열반을 관하는 마음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님이 만든 신조어  ‘4 가지 진리’ 

  

이어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남방불교 교리에서는 진리가 4 가지가 있다고 설하는데, 색법과 심법과 

심소법과 열반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고유한 법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과 마음은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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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명스님,  봉암사 수좌, <특집> 간화선국제학술대회 간화선수행과 

대담 1 부, 불교 TV 2012 년 8 월 7 일) 

  

  

스님은 남방불교 교리에 진리가 4 가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말한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그런데 스님은 4 가지 진리에 대하여 ‘색법’과 ‘심법’과 

‘심소법’과 ‘열반’이라 하였다. 이런 구분법은 처음 들어 보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법은 ‘고유한 법’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스님이 설명한 4 가지 색법과 심법과 심소법과 열반은 아비담마의 

82 법을 말한다. 이른바 오온, 십이처, 십팔계에 대한 것이다. 이중 

물질(색)로 구분되는 것이 28 법이고, 정신작용(심소)에 대한 것이 

52 법, 열반 하나, 마음 하나 해서 모두 82 법이 되는 것이다.  

  

이들 82 법은 각각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은 맞다. 예를 들어 ‘성냄’의 

경우 밀쳐 내려 하는 고유성질이 있고, ‘탐욕’의 경우 거머 쥐려는 

고유 성질이 있다. 그러나 스님의 말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열반을 제외 하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제행무상, 제법무아가 이를 말해 준다.  

  

그런데 스님은 스님이 만든 신조어  4 가지 진리 즉, ‘색법’과 

‘심법’과 ‘심소법’과 ‘열반’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스님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아직도 아공법유(我空法有)를 써 먹는가 

  

부파불교 당시 설일체유부의 주장이면 모를까 82 법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초기불교를 

‘아공법유(我空法有)’로 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초기불교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 것이다. 아마도 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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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에 입각하여 ‘아공법공(我空法空)’이라 한다.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를 이용하여 대승이외의 

불교는 ‘아공법유’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를 이용하여 소승불교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적명스님 역시 남방 테라와다 불교나 초기불교를 

아공법유의 관점에서 본 것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초기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논리는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와다불교에 대하여 아공법유라고 주장한다면 

초기불교 교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 했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더구나 

청정도론을 언급하며 설명하였는데, 과연 청정도론을 다 이해하고 발언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공법유로 몰아 부친 이유 

  

스님은 왜 테라와다불교와 초기불교에 대하여 아공법유로 몰아 부치는 

것일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과 마음은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적명스님,  봉암사 수좌, <특집> 간화선국제학술대회 간화선수행과 

대담 1 부, 불교 TV 2012 년 8 월 7 일) 

  

  

스님은 열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하며 테라와다 불교 

수행방법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색법’과 ‘심법’과 

‘심소법’과 ‘열반’이 변화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 지은 이유가 될 

것이다. 82 법이 변하지 않는 아공법유가 되어야 위의 문장 “열반과 

마음은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이 성립 될 수 있기 떄문이다.  

  

하지만 이는 왜곡이다. 청정도론을 다 이해하였다면, 초기불교 경전과 

주석을 보았다면 결코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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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님은 결국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다음과 같은 

결정타를 날린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이 마음이 있는 동안은 이 마음이 

열반이라고 관하고 있는 동안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까지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체계입니다.  

  

(적명스님,  봉암사 수좌, <특집> 간화선국제학술대회 간화선수행과 

대담 1 부, 불교 TV 2012 년 8 월 7 일) 

  

  

스님은 결국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테라와다나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그리고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체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사실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정’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왜 대승불교와 선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불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러시아 출신의 

저명한 불교학자 체르바츠키(Stcherbatsky)박사는 

“마하야나(대승)주의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온전한 열반이 아니라는데 

  

이렇게 적명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말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 수 있다. 

  

  

아라한이 되고서도 열반의, 무여열반에 들기 이전까지는 열반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몸과 마음이 다 멸해서 열반만이 남아 

있는 상태, 죽음이후의 상태의 열반을, 열반만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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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이 되고서 열반을 관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한 열반이라고 못하는 

이유는 열반을 관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명스님,  봉암사 수좌, <특집> 간화선국제학술대회 간화선수행과 

대담 1 부, 불교 TV 2012 년 8 월 7 일)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라한이 되어 열반을 

증득 하였더라도 이는 진리가 못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열반을 

관하는 마음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출세간을 마음을 내는 것이 잘못된 

수행방법일까. 

  

“그 혜안은 열반을 대상으로 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서인 청정도론에 따르면 열반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간략히 설하면 네 가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해서 도닦는 수행자의 

통찰지의 눈이 바른 견해이다. 그 혜안은 열반을 대상으로 삼으며 

무명의 잠재성향을 뿌리 뽑는다. 바른 견해의 특징은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것은 요소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무명의 어둠을 

쓸어버림으로 나타난다.  

  

(청정도론, 제 16 장 기능과 진리, 76 절 (라) 도의 해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로 요약된다. 마치 꼬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들어 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사성제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사성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다. 궁국적으로 윤회의 종식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성제는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가르침인데 이는 팔정도를 닦음으로 성취된다. 그 닦는 구체적인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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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 청정도론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빠알리 니까야 주석서인 

동시에 ‘수행지침서’이다. 그런 청정도론에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내용이 없을 수 없다.  

  

청정도론에서는 명백히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낼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대승불교와 달리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출세간의 마음’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위 청정도론 

문구에서 “혜안은 열반을 대상으로 삼으며”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통찰지가 ‘바른 견해(正見)’라고 한다.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명스님은 이와 같은 정견을 부정한다. 열반이 따로 

있고 열반을 관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체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다음과 당부 한다. 

  

  

대승불교의 기본은 불이사상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젊은 스님들 한테 얘기 할 때 

남방위빠사나 관법을 수행해도 좋지만은 그 사상이 처음과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시작해야 된다고 권합니다.  

  

남방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의미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명스님,  봉암사 수좌, <특집> 간화선국제학술대회 간화선수행과 

대담 1 부, 불교 TV 2012 년 8 월 7 일) 

  

  

스님이 강조한 것은 불이(不二)사상이다.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실례로서 마음과 마음이 관하는 대상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과 열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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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에 “남방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라 하여 빠져 나올 구멍을 마련해 두었지만, 스님의 한결 같은 

주장은 ‘불이사상’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대승불교와 선불교에서 보는 진리의 개념과 테라와다와 

초기불교의 진리의 개념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으로 보아 

서로 다른 불교임에 틀림 없다.  

  

초기불교는 샤카무니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견해일 뿐이라고? 

  

그런데 적명스님과 같은 관점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선수행을 하는 

선사들은 예외 없이 불이사상을 주장 하는데 그 특징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비판하거나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적명스님이 불이사상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 하였고, 또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상체계라고 비판 하였는데, 이런 주장을 또 다른 

선사로부터 보았다. 어느 선사로부터 받은 댓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꾸만 [초기불교]를 들먹이시는데, 과연 [초기불교]라는게 있었습니까? 

혹시 [원시불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지요. 그냥, 샤카무니'의 

설법시대'였을 뿐이죠.  

샤카모니 열반하신 후에 10 대불제자를 중심으로, [불교적 교리]가 

체계화되고,  

[불경]이 집대성 된후에 비로소 컬리큘럼이 만들어지면서 [佛敎]라는 

宗敎가 성립되어진 것이지요.  

  

그때로 부터 수천년을 지나오면서 [불교]는 진화되어온 것입니다.  

 

 

즉, 사카무니'께서 확연하게 다 말씀 못하고 가신, 우주의 진리 

아눝따라 삼먁삼보리'에 대한 이해 체계가, 그 수많은 히말라야 

수행승들과 [대승불교의 중국 불교계]에서 수많은 고승들이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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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진리들로서, 불교교리는 엄청나게 진화되어온 것입니다. 감히 

초기(원시)불교'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불교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여여하게 있는 우주의 진리]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無常한 것이고 一體唯心造'인 것입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교리체계'가 대승적인 현대불교입니다. 아무런 

교리체계도 없던 시절의 초기불교'는 종교적인 수준이 아닌, 샤카무니의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견해 일뿐입니다.  

 

 

(어느 산중승의 댓글) 

  

  

언젠가 글을 썼는데 어느 산중승님으로부터 받은 댓글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선수행을 한 스님으로서 글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댓글로 남겨 준 

것이다.  

  

대부분 선승들의 생각은 

  

이 글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선사들이 생각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 선승이 남겨 준 글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선승들의 생각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불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댓글을 보면 ‘초기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놀라웠고, 더구나 

초기불교는 샤카무니의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산중승의 견해가 다른 선사들의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법문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 해 주듯이 

이번 봉암사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강의한 적명스님을 통하여 또 한 

번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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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까지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체계입니다.”라고 잘라 말하였기 때문이다. 

  

선승들은 누구 제자인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산중승과 적명스님과 선승들은 누구의 

제자들이란 말인가. 

  

무비스님의 서장 강좌에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석가모니불부터 보리달마로 해서 쭉 내려와서 육조혜능. 육조단경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던 육조혜능. 육조혜능 밑에 큰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소위 오가칠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악회양과 

청원행사. 두 거대한 산맥이 육조스님으로부터 뻗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남악회양 밑에 마조도일. 백장회해. 황벽희운. 임제의현. 그래서 소위 

임제종이 등장하게 됐고, 우리 한국의 禪脈(선맥)은 바로 이 임제의현의 

임제종을 근거로한 선맥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승들 비문에 가 보면, “석가모니로부터 몇 대 

제자” “몇 대 손” 이렇게 쓰지를 않고, 꼭 “임제 몇 대 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가 중국 스님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우리도 임제종 계통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충 짐작을 하지요.  

  

우리나라 스님들 碑文(비문)을 보면, 거의가 “임제 몇 대 손” “임제 

몇 대 손” 모두가 가섭존자의 몇 대 손도 아니고, 달마의 몇 대 손도 

아니고, 육조혜능의 몇 대 손도 아니고, 전부 “임제 몇 대 손” 이렇게 

했습니다.  

  

(무비스님, 서장 대 강좌 제 1 -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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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선 주창자인 대혜스님이래 우리나라 선승들은 간화선 수행의 전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한다. 간화선의 발생지인 

중국에서 간화선이 자취를 감춘지 오래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매 안거마다 수천명이 선방에서 방부를 틀고 있다. 그런 선승들에게 

있어서 ‘계보’는 어떤 것일까.  

  

무비스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승들은 부처님의 제자라기 보다 

임제스님의 제자에 더 가깝다. 그래서 “석가모니로부터 몇 대 

제자”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임제 몇 대 손”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임제스님 밑으로 줄을 서고 싶으면 

  

더구나 무비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나라 불교는 이렇게 임제스님을 가장 숭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열반하시면요? 축원문에 꼭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 열반하셨으니까 速還娑婆(속환사바). 사바세계에 빨리 다시 

돌아오셔서 永作人天之眼目(영작인천지안목). 임제스님의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축원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얼마나 임제스님을 그리워하고, 임제스님의 사상이 

중요하고, 임제스님의 정신을 본받고 싶고, 임제스님 밑으로 줄을 서고 

싶으면, 축원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비스님, 서장 대 강좌 제 1 - 1 강)  

  

  

한국불교가 조교(祖敎)인 이유 

  

이와 같은 설명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선승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중국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어느 교수는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한국불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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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祖敎)’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라기 보다 중국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조사불교(祖師佛敎)’라는 뜻이다. 

  

  

  

2012-08-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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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구경에서 본 삼법인 

  

  

  

불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잣대, 삼법인 

  

흔히 불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잣대를 삼법인이라 한다. 한자어로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로 번역된다. 이를 줄여서 무상, 고, 

무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삼법인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이 있다. 법구경에서 볼 수 

있다. 법구경에서 삼법인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Sabbe saṅkhārā aniccā” ti,  “삽베 상카라 아닛짜” 띠 

 ~ yadā paññāya passati,  야다 빤냐야 빳사띠                   

Atha nibbindati dukkhe ~  아타 닙빈다띠 둑케 

-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법구경, Dhp277, 전재성님역) 

  

  

  

"All conditioned things are impermanent"  

- when one sees this with wisdom,  

one turns away from suffering. This is the path to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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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e saṅkhārā dukkhā” ti, “삽베 상카라 둑카” 띠 

~ yadā paññāya passati,  야다 빤냐야 빳사띠                  

Atha nibbindati dukkhe ~  아타 닙빈다띠 둑케 

-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법구경, Dhp278, 전재성님역) 

  

  

"All conditioned things are unsatisfactory"  

- when one sees this with wisdom,  

one turns away from suffering. This is the path to purification.  

  

  

  

  

“Sabbe dhammā anattā” ti,  “삽베 담마 아낫따” 띠 

 ~ yadā paññāya passati,  야다 빤냐야 빳사띠                   

Atha nibbindati dukkhe ~  아타 닙빈다띠 둑케 

-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법구경, Dhp279, 전재성님역) 

  

  

"All things are not-self"  

- when one sees this with wisdom, one turns away from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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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path to purification.  

  

  

  

 
  

   

  

법구경 게송 277 번부터 279 번까지가 삼법인에 대한 것이다. 

막가왁가(Malavagga, 길의 품)에 들어 있다.  

  

게송을 보면 ‘제행무상’에 대한 빠알리어는 ‘삽베 상카라 

아닛짜(Sabbe saṅkhārā aniccā)’로 되어 있고, ‘일체개고’는 ‘삽베 

상카라 둑카(Sabbe saṅkhārā dukkhā)’로 되어 있고, ‘제법무아’는 

‘삽베 담마 아낫따 (Sabbe dhammā anattā)’로 되어 있다. 먼저 

제행무상에 대한 게송이다.  

  

누구나 무상함을 느낀다 

  

빠알리어 삽베(Sabbe)는 ‘일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자어 모두 

‘제(諸)’로 표시 되었다. 또 상카라는 ‘형성되어진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어 ‘행(行)’으로 옮겼다. 그래서 ‘삽베상카라’는 

‘제행’이 된다. 그런 삽베상카라는 무상하다고 한다. 제행무상인 

것이다.  

  

누구나 무상함을 느낀다. 특히 나이가 먹어 감에 따라 무상함의 강도는 

커져 간다. 오랜 만에 본 친척들을 만 났을 때 아이들의 자란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월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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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 형편 없이 늙어 보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행무상을 실감한다.  

  

이와 같은 제행무상은 자연에서도 볼 수 있다. 봄이 되었는가 싶으면 

여름이고, 지옥 같은 폭염이 언제이었나 싶게 찬 바람이 분다. 그러다 

낙엽이 지면 비로서 계절의 무상함을 실감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또는 자연의 변화에 따라 

무상함을 느낀다. 이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무상함이다. 그렇다면 무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K 스님의 소설적 번역” 

  

먼저 법구경 277 번 게송에 대한 거해스님의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백 명의 빅쿠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무상에 관한 설법을 듣고 좌선 

수행주제를 받아 숲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정진했다. 그러나 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조금밖에 진전되지 못하가, 그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어려움을 보고드리고 수행 주제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빅쿠들의 요청에 접하신 부처님께서는 왜 그 수행 주제가 그들에게 맞지 

않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신통력으로써 그들의 과거생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과거 까싸빠 부처님 당시에 아닛짜를 주제로 수행했던 것을 

아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닛짜와 관련된 수행 주제를 정해 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빅쿠들이여, 이 세상의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은 계속 변화되고 늙어 

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현상은 아닛짜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시었다. 

  

  

모든 조건지어진 현상은 아닛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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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관찰의 지혜로써 이렇게 보는 사람은 

둑카에 싫어함을 갖나니 

오직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오백 명의 빅쿠들은 모두 아라핫따 팔라를 

성취하였다. 

  

(거해스님, 법구경 277 번 게송 인연담) 

  

  

이와 같은 번역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자신의 책 ‘법구경 담마파다’ 

해제에서 “K 스님의 소설적 번역”이라고 표현 하였다. 또 다른 번역에 

대하여 “K 스님의 ‘감각기관을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시켜 닙바나를 

깨닫는다’는 이상한 이론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판 

하였다.  

  

법구의석의 인연담을 보면 

  

그렇다면 277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법구의석(法句義釋, (Dhammapadatthakatha) 편에 실려 있는 주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다음과 같은 인연담이 있다. : DhpA III.405-406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오백 명의 

수행승에게 설한 무상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Anniccalakkhanavatthu)이다.  

  

그들 오백 명의 수행승들이 부처님에게 명상주제를 받아 숲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지 못하자 알맞은 명상주제를 

얻고자 부처님 앞에 왔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탐구하여 

‘과거불인 깟싸빠 부처님 당시에 이들은 이만 년 간 무상의 특징에 

대한 명상을 닦았다. 그러므로 무상의 특징으로서 하나의 시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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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등의 세계에서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abbhavatthena)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은 청정의 길이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그 수행승들은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전재성박사, 법구경 277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 

  

  

전재성 박사의 법구의석 인연담에서 눈길을 확 끄는 구절이 있다. 

그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abbhavatthena, 

압바왓테나)무상하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거해스님의 “이 세상의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은 계속 변화되고 늙어 가느니라”라와 대조된다.  

  

법구의석에서는 무상한 것에 대하여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변화하다’라는 말 보다 더 가슴에 다가 오는 말이다.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는 말에 대하여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abbhavatthena)무상하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핵심을 

질러’ 주석한 것이다. 이런 점이 거해스님의 법구경과 전재성박사의 

법구경의 차이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세 게송에 대한 핵심내용은  

  

이어지는 278 번의 일체개고에 대한 게송과 279 번의 제법무아에 대한 

게송의 인연담은 277 번 제행무상의 인연담과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핵심어 대한 설명 문구만 다를 뿐이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삼법인 게송 핵심내용 비고 

277 번  

제행무상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세계 등의 세계에서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abbhavatthena, 

압바왓테나)무상하다.” 

그 때 그 때 괴멸하는 

것이 무상이다. 

  

278 번의  

일체개고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세계 등의 세계에서 모든 존재의 

다발은 억압되는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해서, 생겨난 

것은 괴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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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patipilanatthanena, 

빠띠삘라낫타네나)무상하다.” 

원리에 의해 

고통받는다. 

279 번의  

제법무아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세계 등의 세계에서 모든 존재의 

다발은 스스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므로(avasavatthanatthanena, 

아와사왓타낫타네나) 실체가 

없다(annatta, 無我).” 

‘죽지 말고, 

괴멸하지 말라’라고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재성박사가 참고한 법구의석의 핵심은 ‘실체 없음(무상)’, 

‘억압(고)’, ‘스스로 결정되지 않음(무아)' 이라 볼 수 있다. 

  

아닛짜경(무상경, S21.1.1.2.1)에서 

  

제행무상에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무상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은 무엇일까. 초기경을 보면 도처에 깔려 있다. 그 중에 

상윳따니까에 아닛짜경(무상경)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감수는 무상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지각은 무상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형성은 무상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은 무상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감수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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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는 지혜가 생겨나서  

  

'다시 태어남은 파괴되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  

  

고 그는 분명히 안다.” 

  

  

(아닛짜경-Anicca suttaṃ -Impermanent-무상경, 상윳따니까야 

S21.1.1.2.1,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오온이 무상함을 말하고 있다. 오온, 십이처, 십팔계를 

세상으로 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은 ‘형성되어진 모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이다.  

  

왜 무상한 것일까. 그 때 그 때 괴멸하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게송에서와 같이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보았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염오, 이욕, 해탈 

  

이렇게 조건지워져 발생한 모든 현상이 무상함을 통찰 하게 되었을 때 

‘싫어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라고 하였다. 이 

문구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염오, 이욕, 해탈이라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역자의 번역을 비교해 보았다. 

  

  
빠알리어 전재성 박사 각묵스님 

Nibbindaṃ virajjati, 싫어하여 떠나서 염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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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빈당 위랏자띠) 

virāgā vimuccati, 

(위라가 위뭇짜띠) 

vimuttasmiṃ 

(위뭇따스밍)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 

  

  

  

빠알리어 ‘닙빈당 위랏자띠 위라가 위뭇따스밍 위뭇짜띠(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i, vimuttasmiṃ)’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라고 우리 말로 

가급적 풀이하여 번역하였다.  

  

반면 각묵스님은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라고 번역 하여 한자어를 이용하여 번역 하였다. 같은 

빠알리어를 두고 양번역자의 번역 스타일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각묵스님의 음성강의 파일에서 늘 듣는 것은 염오, 이욕, 해탈에 대한 

것이다. 이 들 용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닛짜 경에서 보이고,  

이 문구는 정형화 되어 있어서 초기경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오온도 미워 하는 대상일까  

  

흔히 말하기를 해탈과 열반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싫어 

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한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 때 세상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말한다. 

  

 어떻게 싫어 하는 마음을 내야 할까. 경에 따르면 무상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눈곱만큼이라도 미련이 

남아 있다면 결코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용어가 빠알리어 ‘닙빈당 위랏자띠(Nibbindaṃ virajjati)’이다.  

  

이 용어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싫어하여 떠나서”라고 하여 비교적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였으나 각묵스님은 한자 용어를  사용하여 

“염오하면서”라고 번역하였다.  

  

염오에 대하여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염오(厭惡)는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서 미워함.”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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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염오는 미움에 사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염오를 사용한 아닛짜경의 오온에 대한 문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의도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알음알이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각묵스님, 무상경-S22:12) 

  

  

염오라는 말이 미워함의 의미라면 물질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등이 되어 버린다. 오온이 미워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탐욕이 빛바래고” 

  

다음으로 빠알리어 위라가 위뭇짜띠( virāgā vimuccati)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사라지고”라고 번역하였고, 각묵스님은 

“탐욕이 빛바래고”라고 번역하였다. “사라지고”와 “탐욕이 

빛바래고”라는 두 개의 말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왜 이런 번역이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사라져서.. :  

virajjati viraga. 이탐(離貪)을 뜻하기는 하지만 원래 빛이 바래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라지고, 사라짐으로서' 의 뜻이다. 

  

(전재성박사, 아닛짜경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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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랏자띠 위라가(virajjati virago)가 ‘탐욕(virago)이 떠남’이라는 

뜻인데, 이는 ‘빛이 바래지는’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주석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언급된 것이라 보여진다. 그래서 ‘탐욕이 떠난다’거나 

‘탐욕이 빛바랜다’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고, 다만  “사라지고”로 

의역한 듯 하다.  

  

하지만 각묵스님은 원어의 탐욕(viraga)이라는 용어를 살려 “탐욕이 

빛바래고”라고 번역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빛 

바래고’라는 뜻이다. 그런데 경의 원문에 ‘빛 바랜다’라는 뜻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석을 참고하여 번역하였을 때 

  

원문에 ‘탐욕을 떠난다’는 뜻의 ‘위라가자띠(virajjati)’는 있어도 

경의 그 어디에도 ‘빛 바랜다’는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왜 이와 같은 

번역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주석적 번역’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재성 박사의 법구경 담마파다 해제 글에 따르면 97 번 게송 중에 

빠알리어‘산딧체도(sandhicchedo)’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결박을 끊은 님’으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번역자들은 각각 “모든 속박을 끊고” “윤회의 속박을 끊고” 

“생사의 올가미를 끊고” “세속 굴레를 벗어 버리고” “윤회의 줄을 

끊어 버리고” “생사윤회의 얽매임을 끊어 버리고”와 같이 번역 

하였다고 한다. 원문에도 보이지 않는 ‘윤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이런 번역이 나온 것일까. 

  

이렇게 타 번역자들이 원문에 없는 윤회를 집어 넣어 자유롭게 번역한 

것은 주석을 보고 번역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주석은 원문을 설명한 

것인데, 주석적 설명문을 보고 원문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번역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각묵스님이 번역한 “탐욕이 

빛바래고”라는 문구에서 ‘빛 바래고’ 라는 문구는 원문에 없는 

것으로서 아마도 주석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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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빛바램(이욕, virāga)’이란 도(magga, 즉 예류도, 일래도, 

불환도, 아라한도)이다.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는 것은 탐욕의 

빛바램이라는 도에 의해서 해탈한다라는 과(phala)를 설하셨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반조(paccavekkhaṇā)를 설하셨다.(MA.ī.115 = 맛지마 니까야 뱀의 비유 

경(M22)  29 에 대한 주석)  

  

또 다른 주석서를 인용하자면, “‘염오(nibbidā)’는 강한 

위빳사나(balava-vipassanā)이고 ‘탐욕의 빛바램(virāga)’은 도이다. 

‘해탈지견(vimutti-ñāṇadassana)’은 과의 해탈(phala-vimutti)과 

반조의 지혜를 뜻한다.”(AA.īi.228) 이 주석서에서는 있는 그대로 알고 

봄[如實知見]을 얕은 단계의 위빳사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 

  

  

  

법구경 277 번 제행무상 게송은 

  

법구경 277 번 제행무상 게송은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대 

전제를 달아 놓고 그 해결책도 제시 하였다. 그것은 “지혜로 

본다면,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구에 대한 근거가 바로 상윳따니까야 아닛짜경(무상경, 

S21.1.1.2.1)에서 보여지는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라는 문장이라 볼 수 있다.  

  

형성된 모든 것이 변화하고 고정된 것이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오온의 괴로움을 싫어 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대하여 눈곱 만큼도 애착이나 미련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좋아하거나 미워 하는 감정이 있을 수 없다. 

싫어 하여 떠나서 그 괴로움을 완전히 알게 되었을 때 진리를 꿰뚫게 

된다고 한다. 

  

삽베 상카라 둑카(Sabbe saṅkhārā dukkhā,일체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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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삽베 상카라 둑카(Sabbe saṅkhārā dukkhā)’에 대한 것이다. 

일체개고를 말한다. 법구경 게송 278 번에 대한 내용이다.  이 때 한자어 

일체는 삽베상카라를 말한다. 제행무상할 때의 삽베상카라(제행)와 같은 

용어이다.  

  

부처님은 왜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찾는다면 아마도 ‘담마짝까왓타나경(초전법륜경)’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Idām kho pana. Bhikkhave, dukkham ariya-saccām: jātipi dukkhā, 

Jrāpi dukkhā vyādipi dukkho, maraṇampi dukkham, 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 dukkho, yam piccam na labhati tampi 

dukkham, samkhittena pancupādanakkhandā dukkhā.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질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대상, 또는 싫어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데 오취온(五取蘊)자체가 괴로움이다.” 

  

(담마짝까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suttaṃ -초전법륜경,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서) 

  

  

경에서 생노병사 네가지 괴로움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대상과의 

만남 등 고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로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1. 태어남(jāti)  

2. 늙음(Jrā) 

3. 죽음(maraṇa)  
4. 슬픔(soka) 

5. 비탄(parideva)  

6. 육체적 고통(dukkha)  

7. 정신적 고통(domanassa)  

8. 절망(upāyā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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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싫어하는 것과 만남(appiyasampayoga) 

10.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piyavippayoga) 

11.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icchitālābha) 

12. 오취온(upādāna-kkhandha)  

  

  

모두 12 개로 정리 될 수 있는데, 경에서는 ‘오취온(upādāna-

kkhandha)’  자체가 괴로움이라 하였다.  

  

왜 오취온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였을까 

  

그렇다면 왜 오취온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였을까. 이에 대한 경전적 

근거는 초기경 도처에 보이는데 그 중 둑카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서 여실하게 보아야 한다. 

  

(양둑카경-Yaṃdukkha suttaṃ-괴로운 것, 상윳따니까야 S21.1.1.2.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이것은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온 즉,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님을 알라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오온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어로 줄이면 

‘오취온’이 된다.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해서, 생겨난 것은 괴멸해야 하는 원리에 의해 

고통받는다는 뜻이 삽베 상카라 둑카이다. 이와 같은 괴로움으로 부토 

벗어 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법구경 인연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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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구의석에 따르면 “존재의 다발은 억압되는 

것이므로(patipilanatthanena, 빠띠삘라낫타네나)무상하다”하고 

하였다. 생겨난 것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체의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롭다”라는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삽베 담마 아낫따(Sabbe dhammā anattā)에 대한 것이다. 

제법무아를 말한다. 법구경 게송 279 번을 말한다. 여기서 제법(Sabbe 

dhammā) 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 따르면 ‘오온’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아(anattā)라고 하는 것은 “‘죽지 말고, 괴멸하지 말라’라고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내용일까.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빤짜왁기야경이 

그것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물질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빤짜왁기야경-Pañcavaggiya suttaṃ- The Five –다섯경, 상윳따니까야 

S21.1.2.1.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오온 중 ‘물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 몸이 

진정한 내 몸이라면 내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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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몸이라고 여겼던 것이 늙어 가고, 병이 나기도 

하는 것은 나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감수나 지각, 형성,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오온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통제권도 지배권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오온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없다 (Sabbe dhammā 

anattā)’라고 하였다.  

  

실감나는 말 “실체가 없다” 

  

삽베 담마 아낫따(Sabbe dhammā anattā)는 한자어로 ‘제법무아’이다. 

이를 전재성 박사는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고 번역 하였다. 

담마(법)에대하여 ‘사실’이라 하였고, 아낫따(무아)대하여 ‘실체가 

없음’이라 하였다.  

  

여기서 아낫따를 ‘실체가 없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실감나는 

말이다. 아낫따를 단지 ‘무아’나 ‘자아 없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온 중 정신작용에 대한 것만 말할 수 있으나 실체가 없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물질을 포함하여 감수, 지각, 형성, 의식에 이르기 까지 

총망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아’라는 말 보다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더 실감나는 것이다. 

  

삼법인과 열반과의 관계 

  

이상 법구경의 277 번의 제행무상, 278 번의 일체개고, 279 번의 

제법무아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들어 알아 보았다. 그런데 게송을 

보면 일체라는 뜻의 삽베(Sabbe)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제행은 무상한 

것이고, 일체는 괴로움이고, 제법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적용 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열반이다.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는 열반이다. 그 열반에 대해서 삼법인의 

적용대상이 다르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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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법인 열반 비   고 

제행무상 

(Sabbe saṅkhārā aniccā) 적용되지 않음 유위법 

( All conditioned things) 

일체개고 

(Sabbe saṅkhārā dukkhā) 적용되지 않음 유위법 

( All conditioned things) 

제법무아 

(Sabbe dhammā anattā) 

적용됨 무위법  

(All things) 

  

  

표를 보면 제행무상과 일체개고는 열반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법무아의 법칙에 열반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제법(Sabbe dhammā)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의 주석에 따르면 아낫따(무아)라는 것은 

유위법적인 ‘제행’이나 ‘일체’뿐만 아니라 무위법인 열반마저 

관통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행무상과 일체개고는 

유위법을 말하고, 제법무아는 무위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위법이라는 것은 형성된 모든 것을 말하며 또 다른 말로 조건 

지워져 발생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어로 제행과 일체의 빠알리어인 

삽베상카라(Sabbe saṅkhārā)에 대하여 ‘All conditioned thing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건에 따라 발생된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제법의 ‘삽베 담마(Sabbe dhammā)’에 대해서는 ‘All things’라고 

표현 하였다.  

  

한국불교가 일법인(一法印)이 된 이유 

  

선사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 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이여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샌가 ‘마음타령’, ‘업타령’으로 변질 되곤 한다. 또 

하나의 자주 하는 이야기가 ‘무상’에 대한 것이다. 주로 늙어 죽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나 오욕락의 허망함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선사들의 법문 중에 제행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빠짐 없이 

나오지만 일체개고나 제법무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한국불교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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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스님들이 제행무상에 이어 제법무아에 대한 법문을 하게 된다면 

“이 몽띵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 놈은 무엇인고?”하는 화두선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법문을 한다면 

영가천도에 대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무상에 대한 법문은 실감나게 

하지만 제법무아에 대한 법문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삼법인이 1/3 법인 밖에 되지 않아 제행무상 ‘일법인(一法印)’이 되어 

버린다. 그런 일법인도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아를 기반으로 한 ‘무상타령’ 

  

삼법은 불교인지 아닌지 판단 하는 잣대라 하였다. 비록 겉으로 불교가 

아닌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용이 삼법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불교로 

인정할 수 있고, 겉 모습은 불교인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삼법인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불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설령 1/3 만 불교라고 볼 수 있을 지라도 끝까지 제행무상의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역시 불교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형성된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 

주석에서도 제행무상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세계 등의 세계에서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abbhavatthena, 압바왓테나)무상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한국불교에서 선사들이 말하는 무상에 대한 

법문은 철저하게 ‘자아를 기반으로 한 무상이야기’라 볼 수 있다. 

  

나이가 먹어 감에 따라 느끼는 세월의 무상함, 계절이 바뀜에 따라 

느끼는 감정상의 무상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무상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함을 느끼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자신이다. 철저하게 

자아를 기반으로 한 무상을 말한다. 그래서 나이 들어 늙어 감을 

슬퍼하는 것도 나이고, 낙엽이 떨어짐으로 하여 센티멘탈해지는 것도 

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기반으로 한 무상함은 느낌일 

뿐이다.  

  

이처럼 나를 기반으로 한 무상함으로는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래서 법구경 게송 277 번 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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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제법무아를 말한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abbhavatthena, 압바왓테나)무상하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행무상과 제법무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만일 누군가 제행무상만을 이야기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자아를 

기반으로 한 ‘무상타령’을 하는 것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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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부처님과 날라까와의 대화에 대한 경이다. 모두 45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전반부는 ‘아시따선인’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날라까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성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경을 요약하면 

  

경에서 부처님은 성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성취하기도 어렵고 도달하기도 

힘들다고 먼저 말하였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부처님은 왜 그런 말을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다. 

  

  
구  분 내용 1 내용 2 

성자들의 삶 성취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들다 

그것을 굳건히 하여 단단하게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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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정신의 혼란을 수습하여 

고요히 하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유행하라. 

  숲 속에 있더라도 불의 화염 

같은 높고 낮은 것들이 

나타난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말라. 

  성적 교섭에서 떠나 

온갖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하지 말고, 

애착하지도 말라. 

  

  배를 가득 채우지 않아 

음식을 절제하고,욕심을 적게 

하고 탐내지 말라.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욕망이 없는 것이 소멸이니라. 

  

  탁발을 하고 나서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가서 자리를 

잡고 

숲 속의 빈터에 머무는 것이 

좋다 

  

  선정에 전념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나무 아래서 

선정을 닦아라 

  

성자의 삶을 사는 

자 

  

마을에 이르러 가정집에서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를 

끊고, 

암시적인 말을 꺼내지 

않아야한다. 

  얻은 것이 있다면 좋고, 

그러나 얻지 못한 것도 잘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무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와 같아야 

한다. 

  손에 발우를 들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그를 두고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같이 생각한다. 

시물이 적다고 꾸짖지 말고, 

시주를 경멸하지도 말아야 한다. 

해탈의 길에 

대하여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하여라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야한다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집착이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으로 삼아라. 

  홀로 앉아 명상을 닦고 

수행자로서의 수행을 배우라. 

  

홀로 있는데서 기쁨을 찾아라.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불린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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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 든 현자들의 친찬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제자는 더욱 겸손과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지혜로운 님 여울들이나 골짜기들과 

흐르는 강에 대하여 알아야 

하리라. 

작은 여울들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님은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성자의 삶을 성취 수행자가 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자각적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각적으로 자제해서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자의 삶을 

누릴만하며, 그는 성자로서 

성자의 삶을 성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날라까에게 성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 해 주셨는데, 

경에서 “거듭 피안에 이르지 못하지만 생각건대 단번에 이르지도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돈오점수를 주장한 부처님 

  

맛지마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된다고 설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그와 반대로 오로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끼따기리경-Kīṭāgiri suttaṃ -Advice given at Kitagiri -끼따기리 

설법의 경, 맛지마니까야 M7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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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점차적으로 

배우고 닦아 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취 된 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12 단계 가르침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돈오돈수와 다른 것이다. 

선종에서는 화두수행만 하면 단번에 깨우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수행승들이여,  

1) 여기 어떤이가 (스승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는 가까이 간다.  

2) 가까이 가서 스승을 공경한다.  

3) 스승을 공경할 때에 스승에게 귀를 기울인다.  

4) 귀를 기울일 때에 그에게서 가르침을 듣는다.  

5)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것을 기억한다.  

6) 기억할 때에 가르침의 의미를 규명한다.  

7) 의미를 규명할 때에 가르침을 성찰하여 수용한다.  

8) 가르침을 성찰하여 수용할 때에 의욕이 생겨난다.  

9) 의욕이 생겨날 때에 의지를 굳힌다.  

10) 의지를 굳힐 때에 그것을 깊이 새긴다.  

11) 깊이 새길 때에 정진한다.  

12) 정진할 때에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고 지혜로써 꿰뚫어 본다. 

  

(끼따기리경-Kīṭāgiri suttaṃ -Advice given at Kitagiri -끼따기리 

설법의 경, 맛지마니까야 M7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우선 믿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스승이 미덥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부터 시작하여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고, 의미를 규명하고, 

성찰하고 수용함에 따라 의욕이 생겨서 더욱 더 정진 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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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게 12 단계를 거치면 지혜가 생겨 마침내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게 된다는 단계적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참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12 단계의 점차적인 성취와 함께 깨달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참사람이 있다.  

일곱 종류란 어떠한 것인가?  

‘양변으로 해탈한 자,  

지혜로 해탈한 자,  

몸으로 깨달은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에 의해 해탈한 자,  

가르침에 따르는 자,  

믿음에 따르는 자’이다. 

  

(끼따기리경-Kīṭāgiri suttaṃ -Advice given at Kitagiri -끼따기리 

설법의 경, 맛지마니까야 M70, 전재성님역) 

  

  

이와 같은 일곱종류의 참사람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다. 

  

  
No 일곱종류의 

참사람 

내  용 비    고 구   분 

1 양변으로 

해탈한 자 

(ubhatobhāg

avimutto)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고 지혜로써 보아 모든 

번뇌를 부순자 

  아라한 

(무학) 

2 지혜로 

해탈한 자 

(paññāvimut

to)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으나 지혜로써 

보아 모든 번뇌를 부순자 

위빠사나로 거룩한 경지에 

도달한자 또는 네 가지 

선정중의 하나나 다른 

것에서 나와 거룩한 경지에 

도달한자 

3 몸으로 

깨달은 자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성인 

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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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āyasakkhī

) 

체험하고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부순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4 견해를 

성취한 자 

(diṭṭhappat
to)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고요한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으나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부순자 

-위빠사나만을 닦았음 

-법에 대한 이해가 좋음 

5 믿음에 의해 

해탈한 자 

(saddhāvimu

tto)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으나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부순자 

-위빠사나만을 닦았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함 

6 가르침에 

따르는 자 

(saddhāvimu

tto)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고요한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아직 부수지 못한 자 

  

여래가 선언한 가르침을 

어느정도(mattaso)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새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과 같은 법들을 갖춘자 

범부 

7 믿음에 

따르는 자 

dhammānusār

ī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고요한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혜로써 보아 모든 

번뇌를 아직 부수지 못 자 

여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그리고 사랑이 있는 

만큼 또한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새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과 같은 법들을 갖춘자 

  

  

이렇게 범부에서부터 성인 3과(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와 아라한의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부터 

출발하여 차례로 단계를 밟아 깨달아 가는 과정에 대하여 부처님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처님은 

돈오점수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회의론자들은 

  

예로부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였다. 그런 속담에 대한 적절한 

게송이 아마도 ‘여울물에 대한 비유’ 일 것이다.  

  

경에서 “작은 여울들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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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라고 설명 하였다. 마치 빈수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매일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상을 넘나 들며 살아 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인터넷공간은 또 하나의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토론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담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빈수레의 비유가 실감 난다. 

주로 ‘회의론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회의론자들의 특징은 경전을 믿지 못한다. 상당수의 경전이 왜곡 되거나 

조작 되었다고 본다. 또 경전의 문자나 문구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경을 

왜곡하기 일쑤이다.  

  

이렇게 회의론자들은 익명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거친 말을 

뱉어 내는데, 그런 말들을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나네 (S6.1.10)”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틀림 없음을 확인 시켜 

준다. 

  

이처럼 입에 도끼 한자루 씩 가지고 다니면서 구업을 짓고 다니는 

회의론자들은 요란한 빈수레와도 같다. 그런 회의론자들과 토론은 어떤 

것일까.   

  

한편의 코메디를 보고 

  

어느 인터넷토론사이트에서 본 장면이다. 회의론자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경을 하나 올려 놓았다. 이에 대하여 회의론자는 격렬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경에 있는 문자나 문구에 집착하면 안된다느니, 

경이 후대에 조작 되었다는 등 회의론자 특유의 도끼를 들었다.  

  

그러나 그 경은 회의론자가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삼기 위하여 

자신이 인용한 경이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선 자가 그 경을 인용하자 그 

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인용한 사실을 잊어 버린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코메디가 일어 났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담마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회의론자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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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진리를 설한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또 믿음은 해탈에 

이르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스승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그래서 믿음을 

공덕의 어머니. 지혜의 어머니라 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려고 하듯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인식한계를 넘어 서는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 

  

이래도 저래도 비난 받는다 

  

이런 회의론자들로부터 댓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서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답글을 강요하거나 답글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답글을 해도 비난 받고, 답글을 하지 

않아도 비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아뚤라여, 이것은 오래된 것이니 

지금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고 

알맞게 말한다고 비난하니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법구경, Dhp227) 

  

  

비난하기 좋아 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말을 안해도 비난받고,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비난 받고, 더구나 말을 알맞게 해도 비난 받는 

다는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비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비난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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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의론자들과 궤변론자들은 항상 시끄럽다. 마치 빈깡통에 

돌맹이 하나 있는 것처럼, 빈수레가 굴러 가는 것처럼, 작은 여울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처럼 요란 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경에서와 같이 흐르는 강과 

같고 가득 찬 연못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 하였다. 경에서 회의론자와 

성자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다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Saṇantā yanti kussobbhā   사난따 얀띠 꿋솝바 

tuṇahi yāti mahodayi.  뚜나히 야띠 마호다위 

  

작은 여울들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Small streams go making much noise,  

great expances of water go silently.  

  

  

  

Aḍḍhakumbhupamo bālo   앗다꿈부빠모 발로 

rahado purova paṇḍito  라하도 뿌로와 빤디또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님은 가득 찬 연못과 같다.  

  

The fool is like a half full pot,  

the wise are as though deeply filled..  

  

  

  

2012-08-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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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기불교에 가장 가까운 수행법이 간화선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간화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기불교의 이해 음성파일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음성파일 34 회 

‘오력’에 대한 강의에서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저는 우리 간화선은 초기경에서 이야기 하는 오근, 오력과 배대해서 

이해하면 된다. 간화선도 불교수행인 이상 불교 교학적인 입장에서 

간화선을 어떤 식으로 든지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저는 

무엇입니까.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간화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4: 제23장 오력, 제24장 칠각지(전반부)) 

  

  

이 강의를 듣고 놀란 것 중의 하나는 각묵스님이 여전히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불교와 선불교의 추구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기불교를 연구하고 번역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의 입에서 

간화선 수행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혼란 

스럽다.  

  

‘배대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이어지는 강의에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간화선을 초기경에 나타나는 수행법과 어떻게 배대를 

칠것인가. 이건 저의 큰 관심이었고, 지금도 관심이고 앞으로 더 

가능하다면 정교하게 더 다듬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간화선과 오근, 오력을 배대시켜 

볼 수 있다 이말지요.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4: 제23장 오력, 제24장 칠각지(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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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간화선과 초기불교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배다한다’또는 ‘배대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다. 인터넷국어사전에 ‘배대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배대’라는 말 역시 없다. 그렇다면 ‘배다한다’또는 

‘배대친다’라는 어떤 뜻일까. 

  

스님이 번역한 빠알리 니까야를 보면 ‘마음챙기다’ ‘잡도리 

하다’라는 말이 있다. 모두 생소한 말들이다.  

  

빠알리어 사띠(sati)에 대하여 ‘마음챙기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마음챙기다’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이다.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또 빠알리어 ‘마나시까라(manasikara)’를 ‘잡도리하다’로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어는 사전을 찾아 보아야 한다. 사전을 찾아 보니 

첫 번째 뜻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족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두 번째 뜻은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다”이고 세 번째 뜻은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다루다.”로 되어 있다. 이 들 세 개의 뜻을 보아도 선뜻 의미가 들어 

오지 않는다.  

  

마나시까라의 영어표현은 ‘attention’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의 

기울임’등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잡도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런 ‘잡도리하다’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선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라 한다. 선사들이 화두를 챙길 때 쓰는 

표현이라 한다. 선가에서 사용되는 말을 빠알리 니까야의 번역어로 

사용한 것이라 보여 진다.  

  

그러나 보통불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생소한 용어이다. 국어사전을 따로 

찾아 보아야 하고, 사전을 찾아 보아도 선뜻 그 뜻이 다가 오지 않는다.  

  

‘배대하다’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라 보여진다.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이지만 선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라 보여진다. 그런 ‘배대하다’ 

‘배대친다’라는 용어는 ‘대입하다’ 또는 ‘치환하다’ 라는 용어와 

같은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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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근과 대분지를 배대치면 

  

그렇다면 각묵스님은 초기불교의 오근 또는 오력과 간화선의 요체와 

어떻게 배대를 쳤을까. 이어지는 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간화선 하면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것을 핵심으로 삼지요. 

조사어록에 보면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솥의 세발과 같아서 이 셋이 튼튼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화두는 결코 타파될 수 없고, 견성이 불가능하며, 간화선은 의리선이 될 

수밖에 없다 

대신근은 오근 오력의 믿음과 배대가 되고, 대분지는 정진과 배대가 

된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4: 제23장 오력, 제24장 칠각지(전반부)) 

  

  

간화선의 요체는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렇게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요소와 오근 또는 오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신근은 믿음과 같은 것이라 하고, 대분지는 정진과 같은 것이라 한다.  

  

대의정과 ‘염-정-혜(念-定-慧)’ 

  

그렇다면 대의정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 이에 대하여 스님은 초기불교의 

이해에 실려 있는 내용을 읽어 준다. 그 내용은 불교신문 초기불교산책 

컬럼에도 실려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그러면 무엇이 대의정(大疑情)인가. 화두에 강력한 의정을 

일으켜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도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는 

의단독로(疑團獨露)를 말한다.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스님은 

혼침.망회(昏沈.忘懷) 등과 도거.저의.관대(掉擧.著意.管帶) 등 두 

가지의 선병(禪病)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사윤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혜스님이 간화선을 주창하게 된 근본이유 중의 하나가 화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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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구하는 것은 혼침과 도거(들뜸)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혼침은 거듭거듭 화두를 제기함으로 극복되며 이런 

화두의 제기는 바로 지혜, 즉 통찰지(慧)의 기능이다. 도거 즉 들뜸은 

적정처에서 면밀하게 화두를 듦에 의해서 극복되는데 이런 주도면밀함은 

다름 아닌 고요함(定, 삼매)을 말한다. 한편 이런 화두를 면밀하게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화두를 챙긴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챙긴다는 것은 마음이 화두를 물샐틈없이 들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런 

심리현상을 초기불교에서는 사띠(마음챙김, 念)로 표현하고 있다. 

 

 

(각묵스님, 불교신문 초기불교산책 36, 2010 년 9 월 21 일) 

  

  

스님은 대의정에 대하여 오근의 ‘혜’와 ‘정’과 ‘염’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의정은 ‘염-정-혜(念-定-慧)’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오근과 간화선의 접목을 보면  

  

이와 같은 스님의 주장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오근 

(pañca-indriya) 

간화선 3 요체 이유 

믿음의 기능 

(saddhā-indriya), 

  

대신근(大信根) -화두 자체를 믿음과 함께 화두를 

제시해 준 스승의 가르침을 믿는 것 

-<육조단경>에는 ‘능히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보라’고 말함 

정진의 기능 

(viriya-indriya) 

  

대분지(大憤志) -화두참구를 줄기차게 진행시켜 

나아가는 정진 

-해태하는 마음이나 그 외 불선법들이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간단없이 화두를 

챙기려는 노력 

알아차림의 기능 

(sati-indriya) 

대의정(大疑情) 혼침과 도거(들뜸)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마음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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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의 기능 

(samādhi-indriya) 

  

들뜸은 적정처에서 면밀하게 화두를 

듦에 의해서 극복되는데 이런 

주도면밀함이 고요함(定, 삼매)을 말함 

지혜의 기능 

(paññā-indriya) 

혼침과 도거(들뜸)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통찰지의 기능 

  

  

이렇게 각묵스님은 간화선의 대신근-대분지-대의단을 초기불교의 믿음-

정진-마음챙김-삼매-통찰지(信.精進.念.定.慧)의 

오근.오력(五根.五力)과 같은 내용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묵스님의 주장은 획기적인 것이다. 한국불교의 간화선과 

초기불교의 수행방법과 접목을 시도한 것이고, 더구나 간화선의 3 요체와 

오근-오력이 같은 것이라는 주장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분명히 주목받을 것” 

  

그래서일까 스님은 음성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정을 초기불교 수행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염.정.혜(念.定.慧) 즉 

마음챙김.삼매.통찰지의 셋이 조화롭게 개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저자 등의 관점은 앞으로 분명히 주목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4: 제23장 오력, 제24장 칠각지(전반부)) 

  

  

스님은 자신이 주장이 앞으로 분명히 주목 받을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의정’에 대하여 ‘염-정-혜(마음챙김-삼매-통찰지)’로 보는 것을 

말한다. 과연 이런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버스웰 교수의 간화선 3 요체 설명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있다. 미국 켈리포니아 UCLA 석좌교수이자 

동국대학술원장이다. 20 대 초반 송광사에서 구산스님 밑에서 수년간 

간화선 수행도 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세계적인 불교학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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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웰 교수는 불교 TV에서 간화선 3요체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요   약 고봉선사 

대신근(大信根)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함 

“이것은 마음속에서 수미산에 

기댄 것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대분지(大憤志) 열정적인 의도를 말함 “이는 친부를 죽인 범죄자를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 불끈 

올라오는 분심, 이 악당을 

단칼에 베고 싶은 분노와 

비슷하다” 

대의정(大疑情) 불안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상태 

“혼자 있을 때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발각되기 직전에 느끼는 

불안감과 비슷하다” 

  

  

  

간화선에서 믿음이란? 

  

간화선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것이다. 

초기불교에서 믿음이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지만, 간화선에서의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본래부터 

우리가 부처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봉선사는 

수미산에 기댄 것처럼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간화선의 

믿음이 초기불교의 믿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근-

오력의 믿음을 대신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단칼에 베어 버릴 듯한 분노로 

  

대분지도 마찬가지이다. 간화선에서 대분지는 ‘열정적인 의도’를 

말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만났을 때 단칼에 베어 버릴 듯한 

분노로 표시된다. 그런 분심에 대하여 정진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초기불교에서 정진은 선법과 불선법을 가려서 

선법이면 취하고 불선법이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원수를 단칼에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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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듯한 열정적인 분노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믿음과 의심은 어떤 관계인가 

  

더욱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대의정’이다. 고봉선사는 대의정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 상태라 하였다.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긴장상태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버스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불교에서 밈음과 의심사이에 불가피하게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이미 깨달은 부처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는 믿음과 “왜 깨달은 

존재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부처야” 하는 믿음과 “나는 

망상에 빠져 있어”라는 의심을 말한다. 선불교에서는 이 긴장을 

깨달음을 이루는 촉매로 활용합니다.   

  

고봉선사는 이런 믿음과 의심이 일종의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고봉은 의심이 

일어나는 정도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와 일치하며, 믿음의 

본질은 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불교에서는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졋다는 사실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다름 아닌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의심을 개발하면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주하는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사실 믿음의 가장 깊숙한 후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이 열정적인 의도를 만들어냅니다. 답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 

너무나 좌절하다 못해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죽이려는 자식처럼 보이는 

열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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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에 의하여 일어난 의심을 대의정이라 합니다. 큰 의심의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의정 이외에도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의심은 많습니다. 그런 의심은 평범한 삶에서도 의심은 일어나는데, 

반드시 의심 뿐만 아니라 불안, 우려, 당혹감 등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고봉선사는 다 유용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심들도 큰 의심, 화두를 짓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두 수행을 통해 핵심적인 의정이 일어나고, 

그 밖에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심, 어리둥절함,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 돈에 대한 걱정, 결혼 했으면 배우자, 

스님이면 신도들에 대한 걱정, 우려, 의심들이 대의정을 중심으로 모여 

대의정을 더 커지게 합니다.  

  

이 모든 의심이 공안으로 일어난 의정을 중심으로 모이면 마음속에 

압력을 더욱 거세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공안을 해결로 

이끕니다. 따라서 공안의 한 의심을 해결 할 수 있으면 어떠한 의심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대의정이 핵이 되어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봉선사는 이렇게 모든 의심이 사라지면 석가모니와 미륵과 똑같아 

진다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현세불이고 미륵은 미래불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 같아 진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버스웰, 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제 28 회, 불교 TV 2012-01-07) 

  

  

버스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간화선에서 믿음(대신근)과 

의심(대의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서로 긴장관계에 있고 

동시에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는 이미 깨달은 부처다”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깨달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망상에 빠져 있어”라고 하는 의심이 함께 

병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심을 개발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화두 ‘타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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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가 이미 깨달은 부처님임에도 불구 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때 괴리감이 생겨 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의구심, 당혹감, 

짜증, 걱정, 스트레스 등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뭉쳐서 하나의 의단을 

형성 하게 되는데 이를 ‘의정’이라고 한다. 의정은 ‘의심의 

감정’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정이 커져서 ‘핵’을 이루었을 때 

‘대의정’이라 한다. 대의정으로 인하여 마음속에서 압력을 더욱 

거세게 받으면 궁극적으로 공안이 해결될 것이라 한다. 화두가 ‘타파’ 

된 것을 말한다. 

  

의심은 장애요인 

  

이와 같은 버스웰 교수의 대의정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대의정의 기본이 

되는 의심은 초기불교 입장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선정을 예로 든다면 선정을 방해 하는 요인으로서 ➀ 감각적 

욕망(kāmāchanda), ➁ 악의(vyāpāda), ➂ 해태와 혼침(thīna-middha), 

④ 들뜸과 후회(uddhacca-kukucca), ⑤ 회의적 의심(vicikichā)이 있다. 

이를 ‘오장애’ 또는 ‘오개’라 한다. 이 오장애 안에 의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심을 깨달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이렇게 초기불교 교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심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깨달음의 성취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의심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버스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오가 “금강검으로 의정을 절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의심은 믿음 그리고 이해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의심에 대한 원오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것을 오히려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주요한 힘으로 다시금 착상해 낸 것은 그의 유명한 

제자인 대혜종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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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버스웰, 간화선에 있어서 의정의 전환 고봉원묘의 증언, 불교 tv 

2011-11-01) 

  

  

간화선을 주창한 대혜종고 스님 이전에 의심은 극복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믿음과 이해를 방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혜종고스님은 스승인 원오스님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의심을 

오히려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동종요법(homopathy) 

  

이와 같이 의심을 특징으로 한 간화선의 접근 방식에 대하여 버스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학적 접근방법인데요, 동종요법(homopathy)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의학법인데요, 동종요법은 병을 치료 하기 위하여 의사들이 아주 소량의 

독극물을 사용하여 몸의 질병 극복반응을 촉발시켜 병을 치료 하는 

것입니다.  

  

몸에 안 좋은 독약을 사용하여 보다 심각한 질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극소량의 비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소는 아주 

위험한 독소이지요. 

  

하지만 극히 미세한 분량을 처방하면 몸에 질병극복 반응을 촉발시켜 

질병이 치유 될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의학이론으로 아마 신빙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의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이론입니다. 

  

(로버트 버스웰,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제 27 회, 불교 TV 2011-12-

13) 

  

  

버스웰 교수는 ‘동종요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독을 써서 병을 

치료 하는 방법이다. 간화선도 마찬가지라 한다. 의심이라는 작은 

번뇌를 이용하여 보다 큰 번뇌를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두를 

이용하여 사량분별과 개념화를 방지함으로서 선불교식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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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의 새로운 주장 

  

이와 같은 방식이 기존의 간화선 수행방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각묵스님은 초기불교의 수행방식, 그것도 오근-오력의 수행방식과 

간화선의 접목을 꾀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처럼 화두공부는 자성청정심과 선지식을 신뢰하는 믿음(信), 분발하는 

정진(精進), 화두를 챙기는 마음챙김(念), 고요함(定), 그리고 

통찰지(慧)라는 다섯 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간화선의 대신근.대분지.대의단을 초기불교의 

믿음.정진.마음챙김.삼매.통찰지(信.精進.念.定.慧)의 

오근.오력(五根.五力)과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화선의 의정(疑情)은 초기불교와 상좌부불교에서 강조하는 

念(마음챙김).定(선정).慧(통찰지)의 세 가지 심리현상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간화선도 불교수행법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초기불전에서 그 

이론적인 출처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 간화선은 정통 

수행법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각묵스님, 불교신문 초기불교산책 36, 2010 년 9 월 21 일) 

  

  

초기불교의 오근-오력과 접목된 간화선 수행방식이 아니라면, 기존의 

간화선 수행방법은 정통 수행방법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한다. 

하지만 오근-오력을 간화선의 3요체에 대입하여 설명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의정이 그렇다 

  

오근-오력의 역할을 보면 

  

먼저 오근-오력의 역할에 대한 것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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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믿음이 강화되면 미신이 되고, 정진이 강화되면 들뜸이 되고, 

삼매가 강화되면 게을러지고, 통찰지가 강화되면 교활해진다고 하였다. 

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사띠’라 한다. 그래서 사띠에 대하여 음식을 

맛을 내는 ‘소금’이나 ‘향신료’ 또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으로서의 역할로 보기도 한다.  

  

아니면 말고?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오근-오력에 있어서 사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화선 3 요체 중에 대의정을 염정혜로 

묶어 놓았을 경우 사띠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의정이 

사띠이면서 동시에 삼매이고 지혜라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지 않다. 단지 대신근을 믿음의 기능으로, 

대분지를 정진의 기능으로, 대의정을 염정혜의 기능으로 구분 하였을 

뿐, 대의정이 소금과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까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정을 초기불교 수행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염.정.혜(念.定.慧) 즉 

마음챙김.삼매.통찰지의 셋이 조화롭게 개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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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등의 관점은 앞으로 분명히 주목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목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4: 제23장 오력, 제24장 칠각지(전반부)) 

  

  

염정혜를 대의정으로 묶어 설명한 것에 대하여 언젠가 주목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목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 한다. 어찌 보면 

‘아니면 말고’ 식 같다. 

  

초기불교에 가장 가까운 수행법이 간화선이라고? 

  

이와 같은 각묵스님의 음성강의를 듣고 많은 혼란을 느낀다. 그것은 

초기불교와 간화선의 접목에 대한 것이다. 대신심과 대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정을 염정혜로 본 것은 버스웰 교수의 강의나 

조사스님들의 이야기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학자들도 특히 스리랑카에서 돌아 가신 아주 뛰어난 학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그렇습니다. 초기불교에 가장 가까운 수행법은 자기 

생각으로는 북방 간화선이라 생각한다 그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34: 제23장 오력, 제24장 칠각지(전반부)) 

  

  

스님은 스리랑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명한 교수의 예를 들어 

간화선의 수행방법이 초기불교 수행법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갓쓰고 양복입은 것 처럼 

  

그런 스님은 출가하여 7 년간 간화선 수행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초기불교를 전공하고 있는 현재에도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원융’을 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원융이 마치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빠알리어 의식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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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어딘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마치 갓쓰고 

양복입은 것 처럼 보인다.  

  

대체  스님은 간화선 수행을 하여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 간화선 

수행에서 대신근이 ‘본래 내가 부처임을 믿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본래 나’를 찾는 수행을 하는 것일까.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놈은 무엇인고?”라는 ‘이뭐꼬’ 화두가 있듯이 혹시 

각묵스님도 ‘소소영영’한 그놈을 찾는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머리가 혼란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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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늙음의 품 

  

1. 

오, 어찌 웃고, 어찌 즐기는가? 

언제나 세상은 불타고 있고, 

그대들은 어둠에 덮여 있는데, 

등불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146) 

  

  

2.  

보라. 아름답게 꾸며진 영상, 

상처투성이로 세워진 몸, 

고통스럽고 망상으로 찬 것,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147) 

  

3. 

이 영상은 마침내 노쇠하고 

질병의 소굴로 쉽게 부서진다. 

이 부패한 축적물은 파괴된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148) 

  

4. 

참으로 가을에 버려진 

이 호리병박들처럼 

회백색의 해골들이 있다. 

그것들을 보고 어찌 기뻐하겠는가?(149) 

  

5. 

뼈로 만들어지고 

피와 살로 덧칠해진 도시, 

거기에 늙음과 죽음과 

자만과 위선이 감추어져 있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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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 가듯, 

마찬가지로 몸도 또한 늙어 간다. 

그러나 참사람의 가르침은 부패하지 않는다. 

참사람이 참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이다.(151) 

  

7.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그의 살은 뚱뚱해지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152) 

  

8.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153) 

  

9. 

집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꺽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154) 

  

10.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155) 

  

11.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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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156) 

  

  

(늙음의 품, 법구경 Dhp146-156, 전재성님역) 

  

  

  

나이를 먹음에 따라 늙어 간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더구나 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참한’ 심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리얼(real)한 이야기 

  

초기경전은 대승경전과 달리 매우 솔직하고 소박하다. 일반적으로 

인도영화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대승경전에서 늙음이나 죽음 등 

어두운 면을 찾아 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삼매의 경지에서 본 행복과 

희열, 평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승경전이나 

선어록에 표현 되어 있는 문구는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선정삼매의 경지와 다른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겪고 

있는 희로애락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표현 되어 있는 문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리얼(real)한 이야기 들이 많다.  

  

법구경에서 본 늙음에 대한 이야기 역시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구경에만 늙음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일까. 

  

상윳따니까야의 ‘늙음의 품(Jarāvagga)’ 

  

법구경에 ‘늙음의 품(Jarāvagga)’이 있듯이 상윳따니까야에서도 역시 

같은 이름의 품이 있다. 똑 같은 제목의 ‘늙음에 대한 

품(Jarāvagga)’이 있다. 모두 10 개의 짤막한 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늙음의 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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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늙음(Jarā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늙을 때까지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입니까?" 

  

[세존]  

"계율이 늙을 때까지 좋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공덕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이네." 

  

2) 늙지 않음으로(Ajarasā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존]  

"계율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은 공덕이네." 

  

3) 벗(Mitta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나그네의 벗이며 무엇이 자기 집의 벗입니까? 

무엇이 일이 생길 때의 벗이고 도데체 무엇이 앞날의 벗입니까?" 

  

[세존]  

"대상(隊商)이 나그네의 벗이며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이네. 

친구가 일이 생길 때 언제라도 자신의 벗이고 

스스로 지은 공덕이 다가올 앞날의 벗이네." 

  

4) 의지처(Vatthu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이 세상에서 최상의 벗은 누구입니까?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도데체 어떤 존재들이 키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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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최상의 벗은 아내이네.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비의 신들이 그들을 키운다네." 

  

5) 사람 (Paṭhamajaneti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방황하게 하며 

무엇이 윤회에 떨어지고 무엇이 사람의 큰 두려움입니까?" 

  

[세존]  

"애욕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마음이 사람을 방황하게 하며 

생명이 윤회에 떨어지고 괴로움이 사람의 큰 두려움이네." 

  

6) 사람 2( Dutiyajaneti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무엇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며 

무엇이 윤회에 떨어지고 무엇에서 해탈하지 못합니까?" 

  

[세존]  

"애욕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마음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며 

생명이 윤회에 떨어지고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하네." 

  

7) 사람 3( Tatiyajaneti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무엇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며 

무엇이 윤회에 떨어지고 무엇이 사람의 운명입니까?" 

  

[세존]  

"애욕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마음이 사람에게서 방황하며 

생명이 윤회에 떨어지고 업(業)이 사람의 운명이네." 

  

8) 사도(邪道, Uppathasuttaṃ) 

  

[하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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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사도라고 불리고 무엇이 밤낮으로 사라지며 

무엇이 청정한 삶의 티끌이고 무엇이 물이 필요 없는 목욕입니까?" 

  

[세존]  

"탐욕이 사도라고 불리고 젊음이 밤낮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사람들이 애착하는 이성(異性)은 청정한 삶의 티끌이네. 

고행과 청정한 삶이 물이 필요 없는 목욕이네." 

  

9) 친구( Dutiyā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사람의 친구이고 무엇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며 

무엇을 기뻐하여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세존] 

 "믿음이 사람의 친구이고 지혜가 사람을 가르치며 

열반을 기뻐하여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네." 

  

10) 시인(Kavisuttaṃ) 

  

[하늘사람]  

"무엇이 시의 기초이고 무엇이 시의 기호이며 

무엇이 시의 기댐이고 무엇이 시의 터전입니까?" 

  

[세존] 

 "운율이 시의 기초이고 문자가 시의 기호이며 

이름이 시의 기댐이고 시인이 시의 터전이네." 

  

(자라왁고, Jarāvaggo-늙음의 품, 상윳따니까야 S 1.6,  전재성님역) 

  

  

상윳따니까야에서 보는 늙음에 대한 이야기는 법구경과 달리 감상적인 

내용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부지런히 공덕을 쌓을 것과 해탈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숫따니빠따의 자라경 (Jarā suttaṃ, Sn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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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음에 대한 이야기는 숫따니빠따에서도 보인다. 자라경 (Jarā suttaṃ, 

Sn4.6) 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숫따니빠따에서 보는 늙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자라경의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존]  

“참으로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백 살도 못되어 죽습니다.  

아무리 더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2.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여겨 슬퍼합니다.  

참으로 소유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재가의 생활에 머물지 마십시오.  

  

3.  

사람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현명한 나의 벗은 이와 같이 알고  

내 것이라는 것에 경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4.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5.  

살아서 이름이 불리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목소리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죽어버린다면,  

이름만이 남아 불려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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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경-Jarā suttaṃ, 숫따니빠따 Sn4.6, 전재성님역) 

  

  

숫따니빠따에서 본 늙음에 대한 이야기는 법구경 못지 않게 감상적이다. 

백년도 살기 힘든 몸에 대하여 ‘내 것’이라는 애착을 가지지만 

죽음으로서 잃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사람을 

볼 수 없듯이 죽은 자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죽은 자는 

단지 이름만 남길 뿐이라 한다.  

  

이렇게 숫따니빠따에서는 늙음과 죽음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에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6.  

내 것이라는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온을 보는 성자는 소유를 버리고 유행하는 것입니다.  

  

7.  

홀로 명상하며 유행하는 수행승이  

정신적으로 멀리 떠남을 좋아하고  

처소에서 자기를 들어내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울리는 일(*1)이라 말합니다.  

  

  

주해(*1) 세 가지 어울리는 일(三和合)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리에 의한 화합, 가르침에 의한 화합, 다시 태어나지 

않음에 의한 화합’이 있다.  

  

  

8.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1),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인색함도,  

연꽃잎 위의 물이 더럽혀지지 못하듯,  

그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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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  

연꽃 위에 물방울이 더럽혀지지 않듯,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과 인식된 것에  

성자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10.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과 인식된 것을  

청정한 님은 그것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의해서 청정을 원하지 않으니,  

그것들에 탐착하지 않고,  

따라서 탐착을 떠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주해(*1) ‘열두 가지 감각의 장(十二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라경-Jarā suttaṃ, 숫따니빠따 Sn4.6,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로지 고통에 대한 것이라면, 세상사람들은 

염세주의자로 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해결방법까지 제시 하였으므로 오늘날 까지 법의 바퀴가 

굴러 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숫따니빠따에서 늙음의 허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였다면 

오늘날 까지 전승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라경의 

후반부에서 늙음과 죽음을 극복한 성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경이지만 전반부의 감상적인 이야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마지막 게송에서 부처님은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과 인식된 것을 

청정한 님은 그것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며”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름 아닌 ‘알아차림’을 유지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탐착에서 떠날 것이라 한다. 

  

“세상은 불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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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기경에서 부처님은 늙음과 죽음 등 우리들이 만나기 싫은 것에 

대하여 감상적으로 이야기 하였지만 이를 극복 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구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시하였을까. 법구경 늙음의 품 중 일부 게송에 대하여 주석과 

타경전을 인용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오, 어찌 웃고, 어찌 즐기는가? 

언제나 세상은 불타고 있고, 

그대들은 어둠에 덮여 있는데, 

등불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Dhp146) 

  

  

게송에서 “세상은 불타고 있고”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상윳따니까야 “일체가 불타고 있다”라는 구절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수행승들이여,  

시각도 불타고 있고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수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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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아딧땅경- Ādittaṃ -Burning-연소경, 상윳따니까야 S34.3. 6, 

전재성님역) 

  

  

  

상윳따니까야에서는 ‘일체’가 불타고 있다고 하였다. 법구경에서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체’와 ‘세상’은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일체와 세상은 다름 아닌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말한다. 그런 ‘불’은 어떤 것일까.  

  

경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 이라고 하였다. 모두 11 가지이다. 그런데 법구경 

주석에 따르면 약간 다르다. 탐욕, 성냄, 환상, 질병,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절망, 과도한 노력 이렇게 11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눈의 띄는 것은 ‘과도한 노력’이다. 과도한 노력도 

불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3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이 영상은 마침내 노쇠하고 

질병의 소굴로 쉽게 부서진다. 

이 부패한 축적물은 파괴된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Dhp 148) 

  

  

게송에서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이라 하였다. 사람이 

늙어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특히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더 그렇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왕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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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윳따니까야에서 대왕과 부처님의 대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세존]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뭇삶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죽음을 끝으로 하는 것이며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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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이여,  

이와 같이 뭇삶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죽음을 끝으로 하는 것이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죽음에 이르네.  

삶은 그 끝을 죽음으로 삼으니 

행위를 하는 그대로 좋고 나쁜 과보를 받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간다. 

오로지 좋은 일을 해서 내세를 위해 공덕을 쌓아라.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삶들의 의지처가 되리.” 

  

(아야까경-Ayyakāsuttaṃ-할머니경, 상윳따니까야 S3.3.2, 전재성님역) 

  

  

  

 빠세나디왕이 자신을 키워준 120 세가 되는 할머니가 임종에 이르자 

부처님에게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누구든지 

죽음은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만약 부처님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였다면 ‘단멸론자’로 몰렸음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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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르침이 오늘 날까지 전승되어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기 전에 많은 공덕을 지어 놓을 것을 강조 하였다. 내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 가듯” 

  

  

6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 가듯, 

마찬가지로 몸도 또한 늙어 간다. 

그러나 참사람의 가르침은 부패하지 않는다. 

참사람이 참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이다.(151) 

  

  

화려하게 치장된 왕의 수레도 낡아 가듯이 사람의 몸 또한 늙어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게송과 똑 같은 내용이 상윳따니까야에 

보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 

  

대왕이여,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재물과 

곡식이 풍부한 권세있는 귀족이라도 그들 태어나는 자들 가운데 늙음과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 

  

대왕이여,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재물과 

곡식이 풍부한 권세 있는 성직자라도 그들 태어나는 자들 가운데 늙음과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 

  

대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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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를 다한 아라한이고 수행이 원만하며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다운 이익에 도달했고 생존의 속박을 끊었으며 

올바른 지혜를 지니고 해탈한 수행승들이라도 그들에게도 이 몸은 

부서져야 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대왕의 수레도 낡아가고  

신체도 점점 늙어가지만 

참다운 법은 노쇠함에 이르지 않으니  

참 사람들은 참 사람과 함께 말하네.” 

  

(라자경-Rājasuttaṃ.- The King-왕경, 상윳따니까야 S3.1.3, 

전재성님역) 

  

  

  

꼬살라상윳따에서 빠세나디왕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왕이 “태어나는 

자 가운데 늙음과 죽음을 면하는 자가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늙음과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대왕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참사람이다. 

여기서 참사람은 불사의 흐름에 든자로서 특히 아라한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오도송 

  

다음으로 8 번과 9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 Dhp 153) 

  

9. 



143 

 

집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꺽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 Dhp 154) 

  

  

이 두 개의 게송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오도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개의 게송에 대하여 거해스님의 번역과 비교해 보았다. 

  

  

  
빠알리어 전재성박사역 거해스님역 

Anekajātisaṃsāraṃ 

~ sandhāvissaṃ 

anibbisaṃ  

Gahakārakaṃ 

gavesanto: ~ dukkhā 

jāti punappunaṃ. 

(Dhp153)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 

한량없는 세월의 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둑카였네. 

  

Gahakāraka diṭṭhosi! 
~ Puna gehaṃ na 

kāhasi:  

Sabbā te phāsukā 

bhaggā, ~ gahakūṭaṃ 

visaṅkhitaṃ, 

Visaṅkhāragataṃ 

cittaṃ, ~ taṇhānaṃ 

khayam-ajjhagā. 

(Dhp154) 

집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꺽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닙바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빠알리어 게송 중에 ‘위상카라가땅 찌땅(Visaṅkhāragataṃ cittaṃ)’이 

있다. 에 문구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라고 

번역하였고, 거해스님은 “나의 마음은 닙바나에 이르렀고”라고 

번역하였다. 이로 미루어 판단하였을 때 전재성박사의 번역은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라 볼 수 있고, 거해스님의 경우 원문에 없는 

닙바나가 들어가 있어서 ‘의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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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웅덩이에 배를 깐 수메다존자 

  

153 번 게송에서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Gahakārakaṃ 

gavesanto)”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았다.  

  

  

나는 개인이라고 하는 집을 지은 자인 갈애(愛, tanha)를  찾아서 오랜 

세월 백천의 거듭 태어남으로 이루어진 윤회를 하는 동안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유행해 왔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인 디빵까라( Dipankara, 연등불)의 

발아래 엎드렸다. 

  

(전재성 박사, ‘법구경 담마파다’의 주석) 

  

  

주석에 따르면 ‘연등불의 발아래 엎드렸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 

장면은 부처님이 보살로 삶을 살아 갈 때인 ‘수메다(Sumeda)존자’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북방불교에서는 ‘선혜동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수메다 존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현자 수메다(Sumeda)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막대한 부를 물려 받았다. 

그러나 그 재산이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아니라고 깨달은 

그는 그 재산을 버렸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곧 명상수행으로 깊은 선정을 얻게 되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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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메다(Sumeda) 

  

  

  

디빤까라붓다(Dapankara Buddha)가 람마와띠 마을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수행자인 수메다가 들었을 때 붓다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 

하였다.  

  

붓다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여전히 길 주변을 정리 하고 있었지만 

움푹패인 더러운 물 웅덩이가 있어서 미래의 붓다가 되기를 맹세한 그는 

거기에 엎드리기로 하였다.  

  

그의 옆에는 수밋따(sumitta)라 불리우는 젊은 아가씨가 연꽃 

여덟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중 다섯송이를 수행자에 주고 그녀 자신은 

3 송이를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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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물웅덩이에 깐 수메다 

  

  

디빤까라붓다 가 도착 하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을 때 수메다는 

미래의 붓다가 될 것을 수기 하였고, 젊은 아가씨 수밋따는 그의 

동료이자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 하셨다. 

  

( http://phramick.wordpress.com/2009/07/24/life-of-the-buddha/에서 

번역함) 

  

   

디빵까라 부처님은 과거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따진다면 과거 

25 불에 속한다. 그런 디빵까라 부처님이 아득한 과거에 출현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메다 존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움푹 패인 

물웅덩이에 배를 까는 장면에 대한 것이다. 

  

“세계는 갈애에 의하여 이끌어진다. (taṇhāya nīyati loko)” 

  

게송에서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집짓는 

자’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집짓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고통은 멈추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집짓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집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라고 하였다. 

그 집을 짓는 자는 다름 아닌 ‘갈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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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애는 무명과 더불어 윤회를 하게 하는 요인이다. 갈애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원인제공을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본다. 그래서 갈애가 

있는 한 윤회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갈애의 특징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하늘사람]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무엇에 의해 끌려 다니며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세존]  

“갈애가 세상을 이끌고 갈애에 의해서 끌려 다니며 

갈애란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네.” 

  

(딴하경-Taṇhāsuttaṃ- Craving-갈애경, 상윳따니까야 S1.7.3,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세계는 갈애에 의하여 이끌어진다 (taṇhāya nīyati 
loko)’라고 하였다. 갈애 때문에  세상이 생겨 나고 세상에 끌려 

다니고 윤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집을 짓는 자는 갈애인 

것이다.  

  

갈애에 끌려 다니기만한 인생 

  

이와 같이 한 생이 갈애에 끌려 다니기만 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 

다음 게송이 이를 잘 말해 준다.  

  

  

10.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 Dhp 15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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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 Dhp 156) 

  

  

156 번 게송에서 “청정한 삶(brahmacariyaṃ)”이란  좁은 의미로 

‘순결을 지키는 삶’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의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삶’을 말한다. 그러나 젊은 시절 청정한 

삶도 살지 못하고 재산도 모으지 못 한 자에 대하여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로 비유 하였다.  

  

또 156 번 게송에서는 ‘쏘아져 버린 화살’로 비유하였다. 화살이 

활에서 쏘아지면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날아간 뒤에 바닥에 떨어진다. 

그것을 주어 다시 활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경우도 목숨이 다하면 죽음을 만나서 다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살아 날 수 없다고 한다.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 

  

이와 같은 고기 없는 연못에 서 있는 ‘늙은 백로’와 쏘아져 ‘버려진 

화살’과 같은 늙은이는 죽음에 이르러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먹었고, 이와 같이 마셨다.’라고 통곡하고 

애통해 하며 회상하고 후회하며 누워 있게 된다. 

  

(전재성 박사, ‘법구경 담마파다’의 주석)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되어 버린 늙은 이가 지난 날을 회상하는 

장면에 대한 것이다. 한 평생 먹고 마시고 노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후회이다. 

  

늙어 가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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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에게 묻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거센물결을 건널 수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이 대표적이다.  

  

이런 질문을 한 목적인 무엇일까.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그 

제자에게 있어서 ‘생’과 ‘사’를 가를 정도로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다.  

  

만일 이런 질문에 대하여 “차나 한잔 마시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하게 ‘할’이나 ‘방’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그 제자는 나름대로 판단을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초기경을 보면 부처님은 제자들의 간절한 질문에 답을 해 준다. 

그것도  그것도 핵심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답변이다. 늙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본다.  

  

법구경에 늙음, 분노, 갈애 등의 26 가지 주제가 있다. 이런 주제가 

설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늙어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생과 사를 가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바른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답변을 법구경 뿐만 

아니라 상윳따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고, 숫따니빠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늙음에 대한 처방은 사성제를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사성제에서 고통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방법을 

함께 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08-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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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관(祭官)으로서의 성직자 

  

 

 
  

Tamil Brahmin Hindu Marraige 

  

  

“스님들이 너무 럭셔리해요.” 

  

“스님들이 너무 럭셔리해요.” 휴심정에 실린 법안스님의 글(중생 아픔 

무관심해야 훌륭한 스님?)중 일부이다. 외국인들이 내소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였는데,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난 후 소감문이라 한다. 

절의 사무실 방마다 컴퓨터가 있고 스님들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가 하면 승용차까지 보였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 한 것이다. 천도재와 관련하여 어느 

법우님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주셨다. 

  

  

친지어른의 49 재.....  

돈통이 끝까지 따라다니더군요....  

퍽 잘 사는 집안인지라 참석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따로 두둑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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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종교를 떠나서 모이신 분들....  

한숨 섞인....  

불교가 정말 이럴줄 몰랐다....  

휴~~~~ 

  

(법우님 댓글) 

  

  

49 재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법우님의 글이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 

  

바라문은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브라흐마나담미까경은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이다. 경의 주석에 따르면 

바라문의 타락한 삶의 원인을 규명한 경이라 한다. 예전의 바라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락해 왔을까. 그것은 

경에서 볼 수 있다.  

  

경에 따르면 바라문이 타락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사를 들고 있다. 

제사의식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면서 타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진언’을 만든 것이다. 베다경전을 독송하기 보다 알아 

들을 수 없는 베다진언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규모 ‘동물희생제’를 장려 하였다. 그래서 바라문들은 

왕에게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라고 제사공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자 왕은 소 희생제, 말 희생제 등 갖가지 명목의 

제사를 치루었는데, 제사를 치루고 난 후 모든 재물을 바라문에게 

주었다. 그 결과 바라문들은 매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Brahmin)’이 된 바라문 들은 재물을 

축적하는데 재미를 붙어 더욱더 많은 제사를 치루게 되었는데,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소 등의 동물을 수백 수천마리나 죽이는  대규모 

동물희생제로 발전 되었다. 

  

상윳따니까야에서 본 동물희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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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규모 동물희생제가 부처님 당시에도 대 유행하였는데, 이는 

상윳따니까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5 백 마리의 큰 황소와 5백 마리의 숫소와 

5 백 마리의 암소와 5백 마리의 산양과 5 백 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싸밧티로 들어갔다. 싸밧티에서 탁발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 

발우를 물리고 나서 세존께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서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  

"세존이시여,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백 

마리의 큰 황소와 5 백 마리의 숫소와 5 백 마리의 암소와 5백 마리의 

산양과 5백 마리의 양이 제사에 쓰이기 위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일꾼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얀냐경-Yaññasuttaṃ- A Sacrifice –제사경, 상윳따니까야 S3.1.9, 

전재성님역) 

  

 

꼬살라국의 빠세나디왕이 대규모 동물희생제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다. 

황소와 양등 수천마리의 동물이 제사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를 탁발 나간 제자들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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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희생제를 준비 하였을까 

  

그렇다면 빠세나디왕은 왜 이와 같은 대규모 희생제를 준비 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빠쎄나디는 우연히 성에서 얼굴을 마주친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 

그녀를 차지할 욕심 

으로 그녀의 남편을 제거하고자 했다.  

  

죄많은 사랑 때문에 밤마다 왕은 꿈속에서 시달렸다. 왕은 한 

바라문에게 해몽을 부탁했다. 그 바라문은 큰 희생제를 통해서만 

위협적인 공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은 큰 희생제를 

준비하도록 시켰고,그때 사람들도 희생시킬 계획이었다.  

  

(얀냐경 주석) 

  

  

붓다고사의 주석에 따르면 빠세나디 왕이 바라문의 꿈해몽에 따라 

제사를 지내려 한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을 바쳐 큰 제사를 지내면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수고만 있을 뿐 공덕은 크지 않네” 

  

이렇게 바라문의 말만 믿고 제사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알게 된 왕비 

말리까가 부처님에게 찾아갔다. 부처님은 게송을 읊어 주었는데, 이 

게송을 전해 들은  빠세나디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물희생제와 같은 대규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세존]  

"말을 희생하고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나무봉을 던져 제단을 쌓는 제사 

승리의 축배를 드는 제사, 무차(無遮)의 제사는 

많은 수고만 있을 뿐 공덕은 크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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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과 양과 소 등을 희생하는 그 곳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네. 

  

거창한 행사 없이 언제나 순조롭게 행하는 

산양과 양과 소 등을 희생하지 않는 제사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며 

현자들은 살생이 없는 제사를 행하니 그 제사는 큰 공덕을 가져온다네. 

  

훌륭한 제사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없네. 

살생이 없는 제사는 위대한 것 하늘사람조차 기뻐한다네." 

  

(얀냐경-Yaññasuttaṃ- A Sacrifice –제사경, 상윳따니까야 S3.1.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희생제 등과 같이 살생하여 벌이는 제사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널리 대중들에게 베푸는 무차의 제사가 공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식의 제사를 부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처님이 제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살생이 없는 

제사는 큰 공덕을 가져 온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천도행위는 있을 수 없다 

  

초기경전에 제사에 대한 내용은 많이 보인다. 그런 제사는 천도재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절에서 볼 수 있는 49 재와 같은 영가천도재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루는 불교의식”으로 

국어사전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 보았을 때 한국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하지만 자아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천도행위는 

있을 수 없다. 죽자 마자 재생하기 때문이다. 마치 마음이 새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 된다. 즉, 현재의 마음이 조건에 따라 

다음 마음이 일어 나듯이 죽음과 재생 역시 그와 같은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죽음과 재생은 ‘무간’이라 한다. 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비담마 24 가지 조건 중에 ‘틈 없이 따르는 조건(등무간연, 

samanatara-paccaya)’과 ‘서로 지탱하는 조건(상호연, aññamañ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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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caya)’과 ‘함께 생긴 조건(구생연, sahajāta paccaya)’ 으로 

설명된다. 

  

왜 제사를 지내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제사를 지내는 것일까. 그것은 죽은 친척이나 조상을 위로 

하기 위해서이다. 악처에 떨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일까. 

불교방송 불교강좌(12 연기와 위빠사나) 에서 묘원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악처 중에서 세 번째인 아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귀를 원래는 ‘뻬따’ 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귀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귀는 원래 조령신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후손들이 올리는 음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불교에서는 굶주린 귀신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귀는 사는 여경이 따로 없이 숲이나 습지나 묘지 등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같이 산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간혹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천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삐로꾸따경에 나오듯이 이들 가운데 빠라따뚜 빠지위노만이  

살아있는 친척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공덕을 나누어 줄 때  

그 공덕을 누릴 수가 있고 더 나은 선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부의 아귀사는 악업으로 인해 이러한 아귀로 태어난 중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묘원법사, 불교방송 불교강좌  제 53회 12연기와 위빠사나) 

  

  

죽은 조상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미덕인데, 특히 사악처 중 

아귀계에 떨어진 조령신에게 공덕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아귀는 는 자신의 영역이 따로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숲이나 습지나 묘지 

등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같이 산다고 한다. 인간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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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데, 그들 스스로 모습을 드러 낼 수도 있고 천안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보시에 의하여 먹고 살아가는 아귀를 ‘빠라다뚜 

빠지위까 뻬따(Paradatu-Pajivika Peta)’라 한다.  

  

죽은 자를 위하여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귀가 공덕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살아 생전에 좋지 못한 관계이었거나, 원한을 

품고 죽었다면 아무리 공덕을 배풀어도 찾아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할 일은 무엇인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서 ‘선업(善業)’을 쌓는 일이라 한다. 

선업공덕을 쌓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사공덕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잘못된 견해란 어떠한 것인가?  

  

‘1)보시에는 공덕이 없다.  

2)제사의 공덕도 없다.  

3)공양의 공덕도 없다.  

4)선악의 과보도 없다.  

5)이 세상도 없고  

6)저 세상도 없다.  

7)어머니도 없고  

8)아버지도 없다.  

9)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존재도 없다.  

10)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 곧바로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치는 

착하고 덕 있는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세상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수행승들이여, 잘못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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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짜따리사까경- 커다란 마흔의 경, 맛지마니까야 M1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유물론 자들의 삿된 견해 열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모두 ‘없다’로 끝나는 것 중에 제사공덕도 포함 되어 있다. 

제사공덕이 없다는 것은 삿된 견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사공덕을 

인정한 것이다. 

  

‘제관(祭官, Brahmin)’으로서의 성직자 

  

숫따니빠따 브라흐마나담미까경에 따르면 순수한 제사가 생명희생제로 

변질 되면서 법도가 무너졌다고 하였다. 동물희생제 등 각종 명목의 

제사가 대유행하게 되었는데, 제사를 주관한 브라만들은 재물이 늘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욕망에 빠져 들어 갈수록 

갈애만 늘어 났다고 한다. 예전에 베다를 독송하고 고행을 하고 4 주기의 

청정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브라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대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고 희생제 등 각종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Brahmin)’으로 변질된 것이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으로서의 성직자의 모습을 한국불교에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각종 명목의 기도와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국불교에서 

이를 주관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부처님 당시 ‘제관(祭官, 

Brahmin)’이나 가톨릭의 ‘사제(司祭)’의 모습이 떠 올려 지는데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2012-08-3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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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팔정도 정형구에 대한 번역어 비교 

  

  

  

1) 팔정도 정형구-전재성박사 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길을 설하고 분별해 보이겠다. 잘 듣고 숙고해라. 

내가 말할 것이다."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하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길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견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생성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알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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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유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출리하는 사유, 악의가 

없는 사유, 상해가 없는 사유를 행하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언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언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행위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거룩한 

제자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생활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정진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한 상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겨나게 하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하고, 이미 

생겨난 악한 불건전한 상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진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근하고,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성만하게 하여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하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정진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새김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이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몸에 

대하여 몸의 관찰을 행하고,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감수에 관해 감수의 관찰을 행하고,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마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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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관찰을 행하고,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법에 대하여 법의 관찰을 행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새김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집중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이 

감각적인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홀로 명상하며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사유와 숙고를 멈춘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과 무사유와 무숙고와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주의 깊고 세삼하게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고귀한 이들이 '평정하고 주의 깊고 행복하다' 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불쾌를 없애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주의 깊은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집중이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2) 팔정도 정형구-각묵스님 역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 즉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계[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삼매[正定]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正見]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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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正思惟]인가?  

비구들이여, 출리(出離)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不害]에 대한 사유 ―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正語]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正業]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正命]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正精進]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不善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善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챙김[正念, sammāsati]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 마음에서 …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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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챙김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正定]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不善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尋]과 지속적인 고찰[伺]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喜]과 행복[樂]이 있는 초선(初禪)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2선(二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며[正念正知]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禪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게 마음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 3 선(三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 제 4 선(四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각묵스님, 디가 니까야 대념처경(D22) §21) 

  

  

  

  

3) 팔정도 정형구-일아스님 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왓티의 기원정사에 계  

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셨다.  

 

 

"그대들에게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인가?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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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  

는 것이다.  

 

②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  

지 않으려는 생각을 말한다.  

 

③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담  

하지 않고, 잡담[쓸데없는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무엇이 바른 행동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  

는 것을 갖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⑤ 무엇이 바른 생활수단인가?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악한 생각이 장차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  

력하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며, 선한  

생각을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는 것이다.  

 

⑦ 무엇이 바른 마음챙김인가? 열성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낙담을 버리고,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  

찰하며, 느낌을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마음을 마음으로 있  

는 그대로 관찰하며, 담마 를 담마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머문다.  

  

⑧ 무엇이 바른 짐중인가?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  

에서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함에서 오는 환희와 기  

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문다. 사유와 숙고을 멈추고 안으로의 평  

온함과 마음의 집중됨이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삼매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문다. 환희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문다. 거룩한 이들  

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 고 하  

는 세 번째 선정에 머문다. 고통도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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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챙김  

의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문다." 

  

(일아스님, 상윳따 니까야 :45  막가 상윳따 8,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에서) 

  

  

  

4) 팔정도 정형구-빠알리 원전 

  

Ariyaṃ vo bhikkhave, aṭṭhaṅgikaṃ maggaṃ desissāmi, vibhajissāmi, 

taṃ suṇātha, sādhukaṃ manasi karotha, bhāsissāmīti. Evaṃ bhanteti 

kho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ṃ, bhagavā etadavoca:  

  

katamo ca bhikkhave,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Katamā ca bhikkhave, sammādiṭṭhi? Yaṃ kho bhikkhave, dukkhe ñāṇaṃ 

dukkhasamudaye ñāṇaṃ dukkhanirodhe [PTS Page 009] [\q 9/] ñāṇaṃ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ñāṇ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diṭṭhi. 
  

Katamo ca bhikkhave, sammāsaṅkappo: yo kho bhikkhave, 
nekkhammasaṅkappo avyāpādasaṃkappo, avihiṃsāsaṅkappo,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ṅkappo. 
  

Katamā ca bhikkhave, sammāvācā: yā kho bhikkhave, musāvādā veramaṇī 
pisunāya vācāya veramaṇī pharusāya vācāya veramaṇī samphappalāpā 
veramaṇī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vācā. 

  

Katamo ca bhikkhave, sammākammanto: yā kho bhikkhave,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adinnādānā veramaṇī abrahmacariyā veramaṇī,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kamm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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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mo ca bhikkhave, sammāājīvo: idha bhikkhave, ariyasāvako 

micchāājīvaṃ pahāya sammāājīvena jīvikaṃ kappe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ājīvo. 

  

Katamo ca bhikkhave, sammāvāyāmo: idha bhikkhave, bhikkhu 

an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an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pahān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An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ṭhitiyā asammosāya bhiyyobhāvāya vepullāya 
bhāvanāya pāripūriyā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vāyāmo. 

  

Katamā ca bhikkhave, sammāsati: idha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ti. 

  

Katamo ca bhikkhave, sammāsamādhi: idha bhikkhave, bhikkhu 

vivic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h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Vitakkavicārānaṃ vūpasamā ajjhat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 avitakkaṃ avicāraṃ samādhijaṃ pītisukhaṃ du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Pītiyā ca virāgā upekhako ca 

viharati, sato ca sampajāno sukhañca kāyena paṭisaṃvedeti. Yantaṃ 

ariyā ācikkhanti upekhako satimā sukhavihārīti taṃ ta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Sukhassa ca pahānā dukkhassa ca pahānā 

pubbeva somanassadomanassānaṃ atthagamā adukkhaṃ asukhaṃ 

upekhāsatipārisuddhiṃ catutth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mādh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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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어 ,  Vibhaṅgasuttaṃ, S44.1.1.8) 

  

  

  

5) 팔정도 정형구-영역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2. From there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monks: “Monks, I will 

tell the Noble Eightfold Path and detail it, listen and attend to 

it carefully. 

Those monks responded pleasantly and the Blessed one said: 

  

3. “Monks, the Noble Eightfold Path consists of right view, right 

thought, right speech, right action, righe livelihood, right 

endeavor, right mindfulness, and right concentration. 

  

4. “Monks, what is right view? Monks knowledge of unpleasantness, 

its arising, its cessation and the path and method for its 

cessation is called right view. 

  

5. “Monks, what are right thoughts? Monks, thoughts for giving up, 

non anger and not hurting are called right thoughts. 

  

6. “Monks, what are right words? -Monks, words spoken abstaining 

from telling lies, slandering, rough unkind and frivolous words are 

called right words. 

  

7. “Monks, what are right actions? Monks, actions done refraining 

from destroying living things, taking the not given and misbehaving 

sexually are called right actions. 

  

8. “Monks, what is right livelihood? Here the noble disciple 

giving up wrong livelihood, makes his livelihood rightfully, this 

is called right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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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onks, what is right endeavor? Here monks, for the not arising 

of non arisen de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For dispelling arisen de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For the arising of not 

arisen 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and for the non deluded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completion of arisen 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Monks to this is called right 

endeavor. 

  

10. “Monks, what is right mindfulness? Here, monks 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the body in the body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feelings in feelings,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the mental states in the mind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thoughts about the Teaching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Monks, to this 

is called the establishment of right mindfulness. 

  

“Monks, what is right concentration? Here, monks, the monk 

secluding the mind from sensuality and demerit accompanied with 

reasoning and investigation and with joy and pleasantness born from 

seclusion abides in the first high stage. Overcoming reasoning and 

investigation and the mind in one point, internally calmed without 

reasoning and investigation and with joy and pleasantness born from 

concentration abides in the second high stage. Abides mindful and 

aware in joy, fading away and equanimity alternately, experiencing 

pleasantness with the body too. To this the noble ones say abiding 

mindful and aware in equanimity, thus one abides in the third high 

stage. Dispelling pleasant and unpleasant feelings and earlier 

having dispelled pleasure and displeasure one purifies mindfulness 

with equanimity, so that it is neither unpleasant nor pleasant and 

abides in the fourth high stage. Monks this is called righ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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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4. 1. 8, (8) Vibhañgo – Explanation) 

  

  

  

 
  

  

the Noble Eightfold Path 

  

  

  

위 팔정도 정형구에 대하여 번역자의 번역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팔정도 제목에 대한 것이다.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구 분 용   어 비   고 

빠알리어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전재성박사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길   

각묵스님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 

  

일아스님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   

영역 the Noble Eightfold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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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 ‘ariyo’는 ‘성스럽다’는 뜻이고, ‘aṭṭhaṅgiko’는 ‘여덟’, 

‘magg’o 는 ‘길 또는 도’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여덟가지 성스런 길이라는 뜻이 된다.  

  

반면 각묵스님의 경우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라 하여 괄호를 포함하여 무려 28 글자에 달한다. 

그런데 빠알리 원어에 보이지 않는 용어가 많이 쓰여 있다는 사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라는 말과 ‘성스런 진리’라는 

말이 그렇다. 이들 용어의 결합은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ariyo 

aṭṭhaṅgiko maggo)의 뜻풀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 한 번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도닦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로서 각묵스님이 만든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길’이나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은 원어에 잘 들어 맞는다. 영어로도 ‘the 

Noble Eightfold Path’라 하여 원어의 뜻을 잘 살리고 있다.  

  

설명문식 번역어 

  

팔정도 제목과 관련된 문장을 비교해 보았다. 

  

  
구 분 용   어 비   고 

빠알리어 katamo ca bhikkhave,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īdaṃ: 

  

전재성박사 수행승들이여,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길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각묵스님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 

(각묵스님의 경우 대념처경의 문장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idaṃ"이 해당됨) 

해설식 이중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아스님 그대들에게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인가? 

그것은 

  

영역 “Monks, I will tell the Noble Eightfold 

Path and detai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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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의 경우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idaṃ'대하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라 하였다.  

  

이는 불필요한 이중 번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번역어를 보면 

대괄호안에 한자어를 집어 넣음으로서 ‘이중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 번역은 원문과 무관한 주석식 번역 또는 

해설식 번역으로 보여 진다.  

  

한자어를 병기한 번역어 

  

8 정도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에 대한 용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빠알리어 sammādiṭṭhi 
(삼마딧티) 

sammāsaṅkappo 
(삼마산깝뽀) 

Sammāvācā 

(삼마와짜) 

Sammākammanto 

(사마깜만또) 

전재성박사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각묵스님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일아스님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영역 right view right thought right speech right action 

  

  

빠알리 삼마(sammā)에 대하여 전박사는 ‘올바른’이라고 하였고, 

각묵스님과 일아스님은 ‘바른’ 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올바른’과 

‘바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올바르다’라는 말은 ‘옳고 바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반면 ‘바르다’라는 말은 제 1의 뜻이 ‘표면에 고루 

묻히다’라는 뜻이고, 제 2 뜻이 ‘언행이 규범이나 도리에 맞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삼마(samm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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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어는 ‘올바른’이라는 뜻이 정확하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전재성박사의 번역어가 가장 정확하다.  

  

한편 각묵스님은 번역어에 한자어를 병기하였다. 우리말 번역어에다 

대괄호를 이용하여 한자어를 집어 넣은 것이다. 정견의 경우 ‘바른 

견해[正見]’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장단점이 있다. 우리말 

번역어에 한자어를 병기함으로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번거롭게 보인다. 마치 한글 번역어의 

의미가 잘 전달 되지 않아 중언부언 하듯이 보여지기도 한다. 

  

사띠 번역어, 새김과 마음챙김 

  

8 정도의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 대한 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빠알리어 Sammāājīvo 

(삼마아지워) 

Sammāvāyāmo 

(삼마와야모) 

Sammāsati 

(삼마사띠) 

Sammāsamādhi 

(삼마사미디) 

전재성박사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 

각묵스님 바른 

생계[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삼매[正定] 

일아스님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 

영역 right 

livelihood 

right 

endeavor 

right 

mindfulness 

right 

concentration 

  

  

위 번역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삼마사띠(Sammāsati)이다. 사띠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전재성박사는 사띠에 대하여 

‘새김’으로 번역 하였고, 각묵스님은 ‘마음챙김’으로 번역 하였다. 

그렇다면 원어에 가까운 번역어는 어느 것일까.  

  

전재성박사는 니까야 해제에서 사띠 번역어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본적으로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실라경(S45.1.3)에 있는 ‘anussarati anuvitakketi’가 사띠의 뜻을 

가장 잘 표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앎’의 뜻이라 한다. 그래서 그 둘 다의 의미를 지닌 

우리 말 ‘새김’이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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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띠를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한 각묵스님에 따르면, 마음챙김이란 

‘마음이 대상’을 챙김으로 정의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번역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것은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사띠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빠알리어 사띠가 기억이라는 의미가 가장 

큰데, 번역어 마음챙김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띠라는 

말에 ‘마음’이라는 어원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챙긴다’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에서 수행법인 ‘화두를 

챙긴다’에서  ‘챙김’이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마음챙김’이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둑카니로다가미니야 빠띠빠다야(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다음으로 팔정도의 각 용어에 대한 정형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견정형구이다.  

  

  
구 분 정견 정형구 

빠알리어 Yaṃ kho bhikkhave, dukkhe ñāṇaṃ dukkhasamudaye ñāṇaṃ 

dukkhanirodhe ñāṇaṃ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ñāṇ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diṭṭhi. 
전재성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생성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알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한다. 

각묵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일아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 는 것이다. 

영역 Monks knowledge of unpleasantness, its arising, its cessation and 

the path and method for its cessation is called right view. 

  

  

빠알리어 ‘둑케 냐낭(dukkhe ñāṇaṃ)’에 대하여 전박사는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괴로움에 대한 지혜’라고 

하였다. 일아스님은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라 하여 전박사와 같은 

번역임을 알 수 있다. 영역을 보면 ‘knowledge of unpleasantness’라 

하였는데, 여기서 ‘knowledge’는 일반적으로 ‘지식’ 또는 ‘알고 

있음’의 뜻으로 명사형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각묵스님의 

번역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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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둑카니로다가미니야 빠띠빠다야(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인데, 이에 대하여 전박사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하였다. 일아스님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 하여 전재성 

박사와 같은 방식의 번역이다. 영역은 ‘the path and method for its 

cessation’라 하여 ‘the path’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길(道)’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빠띠빠다(paṭipadā)’에 대하여 ‘길’이라고 번역한 것은 ‘완성된 

도’로 보여지고, ‘도닦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도닦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여진다.   

  

아위힝사(avihiṃsā) 

  

정사유에 대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사유 정형구 

빠알리어 nekkhammasaṅkappo avyāpādasaṃkappo, avihiṃsāsaṅkappo,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ṅkappo. 

전재성 출리하는 사유, 악의가 없는 사유, 상해가 없는 사유를 

행하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 

각묵 출리(出離)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不害]에 대한 사유 ―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일아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말한다. 

영역 thoughts for giving up, non anger and not hurting are 

called right thoughts. 

  

  

정사유가 ‘출리’ ‘악의 없음’ ‘상해 없음’에 대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 세 번째 ‘상해없음’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해코지 

않음’이라 하고 괄호를 쳐서 ‘[不害]’라고 이중으로 설명하였다. 

일아스님은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번역하였고, 영역은 ‘not 

hurting’이다.  

  

빠일리어 아위힝사(avihiṃsā)는 ‘잔혹하지 않음’  ‘상해하지 않음’  

‘폭력을 여윔’  ‘불살생’  ‘자비’ 의 뜻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174 

 

‘해코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코지 하다’라는 표현은 

‘정신적으로 괴롭히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이나 

상처를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한자어 [不害]를 사용하여 

보충설명식의 문구 ‘해코지 않음[不害]’이라고 번역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간질과 중상모략 

  

정어에 대한 정형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정어 정형구 

빠알리 musāvādā veramaṇī pisunāya vācāya veramaṇī pharusāya 
vācāya veramaṇī samphappalāpā veramaṇī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vācā. 

전재성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언어라고 한다. 

각묵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일아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담 하지 않고, 

잡담[쓸데없는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역 words spoken abstaining from telling lies, slandering, 

rough unkind and frivolous words are called right 

words. 

  

  

한역의 불망어(不妄語), 불양구(不兩口), 불악구(不惡口), 

불기어(不綺語)에 대한 것이다. 

  

망어와 관련하여 세 번역자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여 같은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구(pisunāya)와 관련하여 전박사는 ‘이간질’이라 번역하였고, 

각묵스님은 ‘중상모략’이라 하였다. 각묵스님이 중상모략이라고 보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기 때문이라 한다. 한자어 양구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보여 진다. 일아스님은 전박사와 같이 이간질이라 번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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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slandering’이라 하였다. Slandering 은 ‘중상하다’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각묵스님의 번역어 

중상모략은 영역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악구와 관련된 ‘파루사야(pharusāya)’의 경우 ‘거친’  ‘귀에 

거슬리는’  ‘난폭한’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pharusāya 에 vācā 가 

붙으면 거친말, 욕, 악어라는 뜻이 된다. 전박사는 ‘욕지거리’로 

번역하였고, 각묵스님 역시 욕설로 번역하여 같은 번역어임을 알 수 

있다. 일아스님은 악담으로 번역하여 욕지거리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기어와 관련된 ‘삼팝빨라빠(samphappalāpā)’는 영어로 

‘frivolous’라는 뜻인데, 천박한, 하찮은, 사소한, 무의미한 

이야기(senseless talk) 등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하여 전박사는 

‘아첨하는 말’로 옮겼고, 각묵스님은 ‘잡담’으로, 일아스님은 

‘잡담[쓸데없는 말]’로 옮겼다. 영역은 ‘frivolous words’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각묵스님과 일아스님의 번역은 

영역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ā) 

  

정업에 대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업 정형구 

빠알리 yā kho bhikkhave,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adinnādānā 
veramaṇī abrahmacariyā veramaṇī,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kammanto. 

전재성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한다. 

각묵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일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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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ctions done refraining from destroying living things, 

taking the not given and misbehaving sexually are 

called right actions.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불사음에 대한 빠알리 

문구가 아브라흐마짜리야(abrahmacariyā)이다.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ā)는 일반적으로 ‘청정범행’을 뜻하기 

때문에 아브라흐마짜리야(abrahmacariyā)는 청정하지 못한 삶을 

의미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전박사의  번역어 ‘청정하지 못한 

삶’이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각묵스님과 

일아스님은 공통적으로 ‘삿된음행’이라 번역하였는데 이는 영역 

‘behaving sexually’와 같은 뜻이라 보여 진다. 

  

지위까(jīvika)는  

  

정명에 대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명 정형구 

빠알리 idha bhikkhave, ariyasāvako micchāājīvaṃ pahāya 

sammāājīvena jīvikaṃ kappe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ājīvo. 

전재성 이 세상에 거룩한 제자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생활이라고 한다. 

각묵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일아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영역 Here the noble disciple giving up wrong livelihood, 

makes his livelihood rightfully, this is called right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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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 지위까(jīvika)는 생활, 생계라는 뜻으로 세 번역자의 번역의 

뜻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찌땅 빡간하띠 빠다하띠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정정진에 대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정진 정형구 

빠알리 bhikkhu 

1)an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an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2)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pahān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3)An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4)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ṭhitiyā asammosāya 
bhiyyobhāvāya vepullāya bhāvanāya pāripūriyā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vāyāmo. 

전재성 이 세상에 수행승이 

1)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한 상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겨나게 하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하고, 

2) 이미 생겨난 악한 불건전한 상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진하고,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근하고, 

4)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성만하게 하여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하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정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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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 여기 비구는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不善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2)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善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4)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일아 1)악한 생각이 장차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며, 

2)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  

력하며, 

3)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며, 

4)선한 생각을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는 것이다. 

영역 1)for the not arising of non arisen de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2)For dispelling arisen de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3)For the arising of not arisen 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and 

4)for the non deluded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completion of arisen merit the monk arouses interest, 

makes endeavor and yokes the mind. Monks to this is 

called right endeavor. 

  

  

초기불교에서 정진은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선법이면 

증장시키고 불선법이면 걷어 내는 것을 정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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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어 빡간하띠(paggaṇhāti)는 영어로 ‘rebuke’로 표현 되는데,  

‘몹시 비난하다’  ‘질책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다. 또 

빠다하띠(padahati)는 영어로  ‘strive’로서  ‘노력하다’ 

‘분투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찌땅 빡간하띠 빠다하띠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에 

대하여 전박사는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하다’라고 번역하였고, 

각묵스님은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라고 번역 하였다. 일아스님은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한다’라고 번역하였다.  

  

영역은 ‘yokes the mind’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yoke 는 소의 멍에를 

말한다. 타동사로 쓰이면 ‘소나 말에 멍에를 메우다’  ‘생각등을 

한데 묶다’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영역‘yokes the mind’는 ‘마음을 

묶다’  ‘마음을 잡다’라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표현은 각묵스님의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에서 ‘마음을 다 잡는다’와 유사하다.  

  

위네이야 로께 아빗자도마낫상(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정념에 대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념 정형구 

빠알리 bhikkhu 

1)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2)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3)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4)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ti. 

전재성 이 세상에 수행승이 

1)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몸에 대하여 몸의 관찰을 행하고, 

2)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감수에 관해 감수의 관찰을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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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마음에 대하여 마음의 관찰을 행하고, 

4)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법에 대하여 법의 관찰을 행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새김이라고 한다. 

각묵 여기 비구는 

1)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2)느낌들에서 … 

3)마음에서 … 

3)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챙김이라 한다. 

일아 열성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낙담을 버리고,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1)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 찰하며, 

2)느낌을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3)마음을 

마음으로 있 는 그대로 관찰하며, 

4)담마 를 담마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머문다. 

영역 1) Here, monks 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the body in the body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2)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feelings in 

feelings,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3)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the mental 

states in the mind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3)The monk abides mindfully reflecting thoughts about 

the Teaching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 

Monks, to this is called the establishment of right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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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어 ‘위네이야 로께 아빗자도마낫상(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가 있다. 위네이야(vineyya)는 위네티(vineti)의 

opt.로서 ‘포기하다’의 뜻이고, 아빗자(abhijjhā)는 ‘탐냄이나 

갈망이 없는 상태 (absence of covetousness or desire)’를 말한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뜻하는 도마낫사(domanassa)와 결합하면 

아빗자도마낫상(abhijjhādomanassaṃ)이 되는데, 이는 탐냄이나 

갈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위네이야 로께 아빗자도마낫상(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문구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라고 번역하였고, 각묵스님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라고 하였다. 영역은  “to burn and 

destroy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the world.”라 하였다. 

Covetousness 는 탐냄, 갈망을 뜻하므로 “세상에 대한 갈망과 불만을 

파괴하고 태우고”라는 뜻이 된다.   

  

전박사와 각묵스님의 번역어 차이는 ‘근심을 버리고’와 ‘싫어 하는 

마음을 내면서’ 이다. 각묵스님의 번역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를  보면 ‘욕심’과 ‘싫어 하는 

마음’으로 압축 된다. 이때 ‘싫어 하는 마음’은 무슨 뜻일까. 무엇을 

싫어 하는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만일 ‘세상에 대한 싫어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세상에 대한 싫어 하는 마음을 버리고’가 

되어 ‘염오, 이욕, 해탈’ 할 때의 정형구와 맞지 않는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정정에 대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정 정형구 

빠알리 bhikkhu 

1) vivic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h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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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takkavicārānaṃ vūpasamā ajjhat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 avitakkaṃ avicāraṃ samādhijaṃ pītisukhaṃ du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3) Pītiyā ca virāgā upekhako ca viharati, sato ca sampajāno 

sukhañca kāyena paṭisaṃvedeti. Yantaṃ ariyā ācikkhanti upekhako 

satimā sukhavihārīti taṃ ta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4) Sukhassa ca pahānā dukkhassa ca pahānā pubbeva 

somanassadomanassānaṃ atthagamā adukkhaṃ asukhaṃ 

upekhāsatipārisuddhiṃ catutth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mādhīti. 

전재성 이 세상에 수행승이 

1) 감각적인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홀로 명상하며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2) 사유와 숙고를 멈춘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과 무사유와 

무숙고와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3)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주의 깊고 세삼하게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고귀한 이들이 '평정하고 주의 깊고 행복하다' 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4)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불쾌를 없애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주의 깊은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집중이라고 한다. 

각묵 여기 비구는 

1)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不善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尋]과 지속적인 고찰[伺]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喜]과 행복[樂]이 있는 초선(初禪)에 들어 머문다. 

2)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2 선(二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3)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며[正念正知]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禪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게 마음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 3 선(三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4)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 제 4 선(四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일아 1)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 에서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함에서 오는 환희와 기 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문다. 

2) 사유와 숙고을 멈추고 안으로의 평 온함과 마음의 집중됨이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삼매에서 오는 환의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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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희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문다.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 고 하 는 세 번째 선정에 머문다. 

4) 고통도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  

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챙김의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문다. 

영역 the monk 

1) secluding the mind from sensuality and demerit accompanied with 

reasoning and investigation and with joy and pleasantness born from 

seclusion abides in the first high stage. 

2) Overcoming reasoning and investigation and the mind in one 

point, internally calmed without reasoning and investigation and 

with joy and pleasantness born from concentration abides in the 

second high stage. 

3) Abides mindful and aware in joy, fading away and equanimity 

alternately, experiencing pleasantness with the body too. To this 

the noble ones say abiding mindful and aware in equanimity, thus 

one abides in the third high stage. 

4)Dispelling pleasant and unpleasant feelings and earlier having 

dispelled pleasure and displeasure one purifies mindfulness with 

equanimity, so that it is neither unpleasant nor pleasant and 

abides in the fourth high stage. 

Monks this is called right concentration.” 

  

  

먼저 용어를 살펴 보았다.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심사희락정으로 

구분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심(尋) 사(伺) 희(喜

) 

락(樂) 정(定) 

빠알

리 

Vitakka 

(위딱까) 

Vicara 

(위짜라) 

Piti 

(삐띠

) 

Sukha 

(수카) 

Upekhā 

(우뻬카) 

전재

성 

사유 숙고 희열 행복 평정 

각묵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행복 

일아 사유 숙고 환희 기쁨 평정 

영역 reasonin

g 

investigatio

n 

joy pleasantnes

s 

equanimi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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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락-정에 대한 번역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심과 사에 대한 번역어의 

차이는 크디. 심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와 일아스님은 ‘사유’로 

번역하였으나 각묵스님은 ‘일으킨 생각’으로 번역하였다. 영역은 

reasoning 로 되어 있는데 ‘추리’ ‘추론’이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사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지속적 고찰’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박사와 일아스님은 숙고라 번역하였다. 영역은 

‘investigation’으로 되어 있다. 조사, 연구, 탐사 한다는 뜻이다. 

  

각묵스님의 번역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과 같은 용어의 

특징은 주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의 뜻을 

보충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부족해서 인지 

한자어까지 붙여 주고 있다. 그래서 위딱까 (Vitakka)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찰[伺]’이라고 본문에 표기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충설명 형식의 수식적 용어는 각묵스님의 번역어 특징중의 하나이다. 

‘마음챙김’이나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예를 또 하나 볼 수 

있다.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 

  

사선정을 설명하는 문구 중에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평정하고 주의 깊은’이라고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의 경우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사선정의 상태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각묵스님은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위빠사나 수행도 아닌데 

사마타명상수행에서 왜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까.  

  

각묵스님이 언급한 ‘사념청정(捨念淸淨)’대한 자료를 찾아 보았다. 

인터넷 검색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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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經文)을 보면 초선(初禪)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장애가 

끊어지고 마음을 선정의 대상에 집중하여 마침내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고  불선법(不善法)을 떠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아직 대상에 대해 분별하고   사려하는 마음이  있어 

고요히   가라앉지 못하는  단계다. 

  

제이선(第二禪)에서는 각(覺)과 관(觀)이 없어져  분별적인 사유작용이 

그치고 마음이 하나로  집중하게 되어 정(定)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제삼선(第三禪)에서는  제이선(第二禪)에서 생긴 희락(喜樂)의 

감정까지도 버리고 정념(正念)과 정지(正知)로써  신체가 가볍고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끝으로, 제사선의 단계에 와서는 신체의 편안함까지도 사라지고 완전히 

고락(苦樂)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정이 더욱 순화(純化)되어 

부동(不動)이 되는 사념청정(捨念淸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사선(四禪, Cattari jhanani), 부다피아 ,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005)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에 실려 있는 용어 해설에 대한 것이다. 한역 

아함경에 실려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자료에서 

‘사념청정(捨念淸淨)’이란 마음의 평정이 순화 되어 부동이 되는 

단계라 한다.  

  

이와 같은 용어의 설명으로 보았을 때 사념청정이라는 말은 

한자문화권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용어라 볼 수 있다. 

각묵스님은 이런 한자 용어를 차용하여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에 대하여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이라고 한자용어와 함께 번역하였다.  

  

그러나 부다피아의 한자용어 설명에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까. 아마도 

upekhāsatipārisuddhiṃ안에 사띠(sati)라는 용어가 있어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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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챙김에 대한 용어는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영역에서는 

‘purifies mindfulness’로 번역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mindfulness 는 사띠의 영어 번역이다. 따라서 ‘purifies 

mindfulness’의 뜻은 단순하게 번역하면 ‘마음챙김을 정화하다’라는 

뜻이 된다. 일아스님도 이와 같은 번역방식을 사용하여 ‘마음챙김의 

순수함이 있는’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전재성 박사는 사띠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평정하고 주의 깊은 네 번째 선정’이라고 표현하였다.  

  

“분명히 거기에는 마음챙김이 있습니다” 

  

합성어‘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에 대하여 더 

알아 보기 위하여 각묵스님의 ‘초불연’ 카페에 들어 가 보았다. 

‘묻고 답하기’ 코너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였다. 

  

  

상좌부 아비담마에 의하면 만일 그것이 유익한 마음이라면 거기에는 늘 

sati 가 있다고 이해해야합니다. 마음챙김 뿐만 아니라 촉 작의 수 상 사 

신 집중 등등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한 수행에서의 

마음챙김은 약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마음챙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초선 등의 본삼매에서는 강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 4선에서는 평온(upekkhaa) 때문에 사띠가 지극히 

청정하게(parisuddhi)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뼄가사띠빠리숫디라하고 

중국에서 사념청정(捨念淸淨)으로 옮겼습니다. 상좌부 주석서들은 사에 

기인한 마음챙김의 청정 즉 평온에 기인한 마음챙김의 청정으로 

합성어를 풀이합니다. 

  

(각묵스님, http://cafe.daum.net/chobul/1ApY/1777) 

  

  

각묵스님에 따르면 4선정에서는 ‘평온으로 인하여 사띠가 지극히 

청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서 ‘사념청정(捨念淸淨)’으로 

옮겼다고 한다. 또 테라와다 주석서에서도 ‘평온에 기인한 마음챙김의 

청정’라 설명 되었다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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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어‘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에 대한 풀이라 

한다. 

  

각묵스님은 선정상태일지라도 마음챙김(sati)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선정삼매 상태는 유익한 마음의 상태라 한다. 그래서 선법으로 분류 

되는 ‘촉, 작의, 수, 상, 사, 신, 집중’ 등과 함께 사띠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띠(sati)란 무엇인가 

  

그런 사띠는 어떤 것일까. 사띠에 대한 용어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알아차림’으로 번역한 사띠(sati)는 √smṛ(기억하다)에서 파생된 

여성명사이다. PED 에서 ‘memory, recognition, consciousness; 

intentness of mind, wakefulness of mind, mindfulness, alert!ness, 

lucidity of mind, self-possession, conscience, self-

consciousness.’라고 설명되듯이, 그 1 차적인 의미는 ‘기억(記憶), 

억념(憶念), 유념(留念)’이고, 2 차적인 의미는 ‘깨어있는 마음, 

알아차림, 마음챙김, 각성, 명료한 마음, 침착함, 자각, 의식’ 등이다.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파지하고 대상에 확립하고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가능하게 하는 선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능(五根, pañca-indriya)과 다섯 가지 

능력(五力, pañca-bala) 중의 하나이며,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七覺支, bojjhaṅga)중의 하나이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선한 

과보의 마음(kusala-vipāka-citta)과 아름다운 과보의 마음(sobhana-

vipāka-citta)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마음의 작용(cetasika)들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염(念)이나 억념(憶念)으로 번역되었고 영어권에서는 보통 

mindfulness 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과 함께 경에 빈번히 등장하는 술어로 

삼빠쟌나(sampajañña)가 있다. PED 에서 ‘attention, consideration, 

discrimination, comprehension, circumspection; Often combined with 

sati, with which almost synonymous.’라고 설명되듯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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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분별, 판별, 이해, 세밀한 주시’이란 뜻이고 종종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닌 사띠와 함께 쓰인다. 중국에서 정지(正知)로 옮겼고, 

영어권에서는 clear comprehension, full awareness, clarity of 

consciousness 등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띠와 삼빠쟌나는 경에서 sati-sampajañña 와 같이 둘이 

결합된 형태로 자주 나오며 중국에서 정념정지(正念正知)로 옮겼다. 

본서는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삼빠쟌나는 ‘분명한 앎’으로 옮기고 

있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 

  

중요한 것은 사띠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에 모두 작용되는 선한 마음이라 

한다.  이는 대상에 대한 마음의 작용이다. 주석에 따르면 사띠는 

대상에 대하여 ‘기억’의 의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알아차림’이라 

한다. 이처럼 기억과 알아차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띠는 대상과 

매우 관련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감각기관이 감각 접촉의 대상과 

부딪쳤을 때 그 대상을 파악하고 알아차려서 마음을 보호 하기 때문에 

선한마음(선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사띠 번역어 ‘새김’과 ‘마음챙김’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새김’에 더 가깝고, 마음챙김은 단지 대상에 

접촉 하였을 때 대상을 확립 하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에 ‘2 차적인 

의미의 번역어’라고 볼 수 있다. 

  

사띠가 사마타 수행에 사용될 경우 

  

이와 같이 사띠는 알아차리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사마타 보다 

위빠사나 수행에 사용되는 전용술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띠가 

사마타 수행에 사용될 경우 복합어로 사용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예가 청정도론에서 보는 불수념일 것이다. 불수념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에 대한 숙고[佛隨念]’라 번역한 

붓다누사띠(buddhānussati)는 buddha+anussati 의 합성어이다. 그리고 

아누사띠(anussati)는 다시 anu(~를 따라서)+sati(念, 알아차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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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다. PED 에서 ‘remembrance, recollection, thinking of, 

mindfulness.’라고 설명되듯이, 이 아누사띠는 ‘기억, 회상, 생각함, 

주의 깊은 알아차림’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10 가지 대상들에 

대한 공덕이나 특성 등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마타 수행법 중 

하나이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 

  

  

불수념은 부처님에 대한 숙고를 말하며 40 가지 사마타 수행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런 불수념에 대한 빠알리어는 

‘붓다누사띠(buddhānussati)’이다. 부처님과 아누사띠(anussati)의 

결합어로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아누사띠(anussati)라는 말을 보면 아누(anu)와 사띠(sati)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하여 알아 차리는 술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사띠의 일반적 의미는 기억과 

관련이 매우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은 2 차적인 

것이라 보여 진다.  

  

아누사띠와 관련된 사마타명상주제 

  

이렇게 사띠가 사마타 명상주제의 결합어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처님에 대한 숙고(佛隨念, buddhānussati) 

(2) 법에 대한 숙고(法隨念, dhammānussati) 

(3) 승가에 대한 숙고(僧隨念, sanghānussati) 

(4) 계에 대한 숙고(戒隨念, sīlānussati) 

(5) 보시에 대한 숙고(布施念, cāgānussati) 

(6) 천인에 대한 숙고(天隨念, devatānussati) 

(7) 죽음에 대한 숙고(死隨念, maraṇasati) 
(8) 몸에 대한 알아차림(身隨念, kāyagatā-sati) 

(9)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出入息念, ānāpānasati) 

(10) 고요함에 대한 숙고(寂靜念, upasamānus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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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 

  

  

위 사마타명상 주제 모두가 사띠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결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열가지 ‘숙고(anussati,  隨念)’라 

한다.  

  

사마타 명상주제 40 가지 

  

이와 같은 10 가지 숙고는 다음과 같은 7 가지 사마타 수행대상에 

속한다.  

  

  

 (1) 열 가지 까시나(kasiṇa): 땅，물, 불, 바람, 푸른색, 

노란색，빨간색，흰색，광명，한정된 허공. 

(2) 열 가지 더러움(不淨, asubha): 부었고, 검푸르고，굶고, 

끊어지고，갈아먹고，흩어지고，난도질하여 뿔뿔이 흩어지고，피가 

흐르고，벌레가 버 글거리고，해골이 됨. 

(3) 열 가지 숙고(隨念, anussati): 부처님, 법, 승가, 계, 보시, 천인, 

죽음, 몸, 들숨날숨, 고요함. 

(4) 네 가지 무량(appamaññā): 자애(mettā), 연민(karuṇā), 더불어 

기뻐함(muditā), 평온(upekkhā)의 사범주(四梵住, brahma-vihāra). 

(5) 한 가지 인식(saññā):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paṭikūla-saññā). 
(6) 한 가지 분석(vavatthāna): 사대(四大)를 분석하는 것. 

(7) 네 가지 무색(ārupa):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 

  

  

위 7 종류의 사마타 주제와 앞서 언급한 수념(숙고)을 합하면 모두 

40 가지 사마타 명상 주제가 된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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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까시나를 주제로 한 사마타 수행의 경우 선의 경지가 

초선부터 5 선까지임을 알 수 있다. 5 선은 논장의 분류방식이다. 경장의 

분류 방식은 4선까지이다.  

  

4 종선과 5 종선 분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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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과 논장의 분류 방식에 대한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장에서 말하는 네 가지 색계선[四種禪] 

초선(初禪) 
일으킨 생각(尋, vitakka), 지속적 고찰(伺, vicāra), 희열(喜, 

pīti), 행복(樂, sukha), 집중(定, samādhi) 

이선(二禪) 희열(喜, pīti), 행복(樂, sukha), 집중(定, samādhi) 

삼선(三禪) 행복(樂, sukha), 집중(定, samādhi) 

사선(四禪) 평온(捨, upekkhā), 집중(定, samādhi) 

논장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색계선[五種禪] 

초선(初禪) 
일으킨 생각(尋, vitakka), 지속적 고찰(伺, vicāra), 희열(喜, 

pīti), 행복(樂, sukha), 집중(定, samādhi) 

이선(二禪) 
지속적 고찰(伺, vicāra), 희열(喜, pīti), 행복(樂, sukha), 

집중(定, samādhi) 

삼선(三禪) 희열(喜, pīti), 행복(樂, sukha), 집중(定, samādhi) 

사선(四禪) 행복(樂, sukha), 집중(定, samādhi) 

오선(五禪) 평온(捨, upekkhā), 집중(定, samādhi) 

  

  

4 종선이든 5 종선이든 가장 마지막 단계는 평온(捨, upekkhā)과 

집중(定, samādhi)만 남는다. 여기서 집중은 초선부터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로지 마지막 단계에서만 남아 있는 것은 

‘평온’이다.  

  

어떻게 해야 평온이 유지될까 

  

이런 평온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마타수행에서의 사띠는 위빠사나 수행의 사띠와 다른 것으로 본다.  

  

위빠사나의 경우 대상을 분리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순간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 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번뇌가 일아 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 차려 이를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번뇌의 뿌리를 뽑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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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가 일어 나지 않게 하는 위빠사나와 달리 사마타의 경우 단지 

대상에 집중한 동안 번뇌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마타의 

경우 대상에 대하여 명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된 대상에 고착해야 

한다. 이런점이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사마타 

수행에서 사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위 사마타 명상주제를 보면 사띠가 사마타에 사용 되었을 경우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알아차림을 유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아누사띠라 하고 수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최종선에서 평온과 집중만 남았을 때 이를 경에서는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이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 

제 4 선(四禪)을 구족하여 머문다.”라고 번역 하였다. 마치 

마음챙김(sati)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평온이라는 

대상에 마음챙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경에서 사띠는 

결합어로 쓰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띠가 사마타 수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이라기 보다 보조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본다. 사마타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마음집중이기 때문이다.  

  

사띠가 결합어로 사용되어진 이유 

  

사띠가 능동적으로 작용할 경우 오온에서 일어 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마타 상태에서는  대상과 고착 된 상태이므로 

결코 오온이 일어 나는 현상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종선에서 평온이 

일어 났을 때 사띠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수념처럼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띠가 

사마타명상에서는 독립어로 쓰이지 않고 항상 결합어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에서도 사띠가 

결합어로 쓰여 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각묵스님의 번역어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 제 4 선(四禪)을 구족하여 머문다.”의 

번역은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을 설명하기 

위한 주석적 번역으로 보인다. 이런 주석적 번역의 특징은  일아스님의 

번역문인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챙김의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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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 머문다.”의 문구와 영문번역문인 “one purifies mindfulness 

with equanimity”문구 역시 마찬가지라 보여 진다.  

  

  

“평정하고 새김이 깊고 청정한” vs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 번역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평정하고 주의 깊은”라고 번역 하였다. 이와 같은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 보여 진다. 이 

술어에 대한 전재성 박사의 또 다른 번역을 발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Puna ca paraṃ bhikkhave bhikkhu sukhassa ca pahānā dukkhassa ca 

pahānā pubbeva somanassadomanassānaṃ atthagamā adukkhaṃ asukhaṃ 

upekkhāsatipārisuddhiṃ catutth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Ayaṃ vuccati bhikkhave bhikkhu " andhamakāsi māraṃ, apadaṃ 

vadhitā māracakkhuṃ adassanaṃ gato pāpimato."  

  

수행승들이여, 다시 그 수행승이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괴로움을 뛰어넘고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정하고 새김이 깊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을 두고 ‘악마를 눈멀게 만들고, 악마의 눈을 뽑아,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자’라고 한다. 

  

(니와빠경-Nivāpasuttaṃ- The Simile of the Deer Feeder- 미끼의 경, 

맛지마니까야 M25,전재성님역) 

  

  

맛지마니까야 니와빠경(미끼의 경, M25)에 있는 내용이다. 사선정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팔정도의 정정 정형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에서도 역시 

‘우뻬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pārisuddhiṃ)’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 용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평정하고 새김이 깊고 

청정한”이라고 번역하였다. 비교적 원어의 뜻을 잘 살린 번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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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진다. 이는 각묵스님의 번역어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捨念淸淨]”번역과 대조 된다. Sati 에 대하여 각묵스님의 경우 

마음챙김을 주어로 하였으나 전재성박사는 형용사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묵스님의 번역이 주석적 번역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좋은 번역서의 조건은 

  

이상 팔정도에 대한 빠알리 정형구의 번역을 살펴 보았다. 번역자 별로 

특징이 발견 되는데, 전재성 박사의 경우 문장이 매끄럽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위주임을 알 수 있었다. 각묵스님의 경우 보충설명식 번역이 

특징인데 번역어 옆에 대괄호를 치고 한자용어를 넣어서 이중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일아스님의 경우 전재성박사의 번역 

스타일과 비슷하지만 간소한 번역이 특징이다.  

  

현재 두 종류의 빠알리 니까야가 번역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번역 비교는 피할 수 없다. 많은 비교가 이루어져 개선 된다면 더 좋은 

번역서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생각된다. 

한글 번역된 문장을 다시 빠알리어로 번역하였을 때 비슷해야 좋은 

번역이라 생각한다. 어느 것이 좋은 번역서인지는 자신의 취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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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따뜨라 따뜨라 아빈난디니, 여기저기서 즐길거리를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 

  

좌선할 때 5 분 이상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눈을 감고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할 때 온 갖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꼼짝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이라 말한다. 

  

일반적인 삶의 방식 

  

사람들은 조금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늘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찾아 눈을 두리번 거린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 한다. 몰두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보면 자꾸 하고 싶어 진다. 그래서 심심한 

것을 참지 못한다. 무료 하고 권태로운 것을 못 참는 것이다.  

  

무의식으로 라디오를 틀고 TV 리모콘을 손에 잡는다.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책을 떠 들어 본다. 또 항상 좋아 하는 음악을 듣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아는 사람을 불러 내어 잡담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 없이 무언가 재미 있는 것을 찾아 다닌다. 이쯤 

되면 참을 수 없는 무료함이나 권태는 거의 공포에 가깝다. 그런 공포를 

잊어 버리기 위해서일까 끊임 없이 흥미를 찾아 대상에 몰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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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ng 

  

  

  

초전법륜경 집성제에서 

  

이와 같이 권태를 이기지 못하여 끊임 없이 즐길 것을 찾아 가는 행위를 

무엇이라 할까. 초전법륜경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Idam kho pana, Bhikkhave,   이담 코 빠나 빅카웨 

dukkha-samudayo ariya saccām:  둑카사무다얌 아리야삿짬 

Yayam taṇhā ponobhavika   야얌 딴하 포노바위까 

nandiragasahagata    난디라가사하가따 

tatra tatrabhinandini . . .   따뜨라따뜨라비난디니 

seyathidam,     세이야티담 

kamataṇhā,     까마딴하 

bhavataṇhā,     바와딴하 

vibhavataṇhā.     위바와딴하 

  

“비구들이여,  

집성제(集聖諦)란 무엇인가?  

그것은 갈애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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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즐기고 만족을 찾는 것이다.  

무엇이 갈애인가?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가 그것이다.  

  

(집성제, 초전법륜경,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 

  

  

  

초전법륜경의 집성제의 내용이다. 사성제 중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괴로움이 일어 나는 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놓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따뜨라 따뜨라 아빈난디니(Tatra tatrā-abhinandini) 

  

집성제에서 눈에 띄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즐기고 만족을 찾는 

것”이라는 말이다. 집성제에 대한 설명에서 핵심어는 바로 

“여기저기서 즐기고 만족을 찾는 것” 이다. 이에 대한 빠알리어는 

“따뜨라 따뜨라 아빈난디니(Tatra tatrā-abhinandini)“이다. “여기 

저기서 즐긴다”는 뜻이다. 여기 저기서 즐길 것을 찾는 갈애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 저기서 즐길 거리를 찾는 갈애가 일어 나면 ‘다시 

태어남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갈애로 인하여 윤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다시 태어남을 가져 오게 한다는 뜻이 빠알리어로 ‘뽀노바위까 

(ponobhavikā)’라 한다.  

  

마하시사야도의 주석에 따르면 뽀노바위까(ponobhavikā)는 

pono(다시)+bhavikā(존재하게 하는 것)의 합성어로, '다시 존재하게 

하는 것', 또는 ‘재생을 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술어는 

갈애(taṇha)가 있는 한 윤회는 다시 태어남(jāti)을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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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 오게 하는 갈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에 따르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 비존재에 

대한 갈애 이렇게 세 가지이다. 이중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가 ‘다시 

태어남을 가져 오는 (ponobhavikā, 뽀노바위까)’ 것이다. 여기 저기서 

즐길거리를 찾기 때문이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이와 같은 갈애는 목이 마르고 배고픈 것과 같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을 

일으키는 것 같고,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형상, 

소리, 냄새, 맛 등 감각대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저기 이리 저리 즐길거리를 찾아 나서는데, 절대로 

지치거나 지겨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즐길거리를 찾는 것은 상류층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아도 즐기면서 살아 가기 

때문이다. 부자는 부자나름대로 즐길거리를 찾아서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즐길거리를 찾아 살기 때문이다.  

  

이런 즐길거리를 찾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축생에서도 볼 수 있고 

미물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은 이리 저리 즐길거리를 

찾아 즐기기 때문에 재생을 가져와 윤회하는 것이다.  

  

왜‘다시 태어남(ponobhavikā, 뽀노바위까, 再生)’을 가져올까 

  

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다.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에 실려 있는 은 

‘짬뻬야 용왕’과 ‘우빨리 왕비’의 이야기이다. 

  

  

짬뻬야 용왕 이야기 

  

보살은 전생의 어느 때 쌈빠 강 부근의 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짬뻬야라는 용왕이 누리고 있는 즐거운 삶을 부러워하게 된 보살은 

보시와 지계의 선업을 쌓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도, 

죽은 뒤에 용의 세계에 화생化生하게 되었고 이어서 완전한 형체와 

모양새를 갖춘 용으로 짬뻬야 용왕의 왕좌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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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龍, nāga)은 뱀의 일종입니다. 사람에서 뱀으로 재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도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혐오스럽고 

끔찍스런 새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시와 지계라는 선업의 과보로 나는 육욕천六欲天 4 중 어느 한 곳에 

날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용왕의 즐거움을 바랐기 때문에 이 

파충류의 세계에 재생하였다. 오! 뱀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보살은 심지어 자살할 궁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마나라는 젊은 용녀龍女가 다른 젊은 용녀들에게 새 왕을 

환대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젊은 용녀들은 아름다운 천녀와 여신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춤, 음악으로 자신을 환대하는 아름다운 여신들을 

보고 짬뻬야 용왕은 자신의 용궁이 마치 천인의 궁전인 것처럼 생각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천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용녀들과 

함께 환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살이었기 때문에, 현실감각을 쉽게 되찾아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바라밀, 즉 보시와 지계 같은 덕성을 더 닦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잘 실천하여 짬뻬야 용왕은 인간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숲의 은둔처를 찾아가 계율을 잘 지켰습니다.  

  

(집성제, 초전법륜경,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 

  

  

이 짬뻬야 용왕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충류의 몸은 혐오스런 것이다. 그래서 파충류의 몸이 된 

자신의 몸을 혐오 하였지만 매력적인 용녀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용왕으로 모습을 바꾸었을 때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용왕으로서 

삶을 즐긴 것이다.  

  

이는 여기 저기서 즐길 것을 찾는 갈애 때문이다. 가난뱅이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즐길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중생들이 여기 저기서 즐길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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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ponobhavikā, 뽀노바위까, 再生)’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누구든지 나름대로 즐길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우빨리 왕비 이야기이다. 

  

우빨리 왕비 이야기 

  

우빨리 왕비는 빠딸리를 수도로 둔 까시국 아싸카왕의 정실왕비였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왕국에서 제일 

매력적인 처녀들을 골라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비들은 매력과 

아름다움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빨리 왕비는 그 미모와 매력으로는 여러 

다른 왕비들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아싸카 왕은 왕비의 

매혹적인 미모에 반하여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으며 아름다움과 매력이 아직 절정기에 있을 때 우빨리 

왕비는 천상 세계로 갔습니다. ‘천상 세계로 가다’라는 말은 왕족의 

죽음을 나타내는 미얀마의 문화적인 관례어 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상으로 돌아가다’ 
 라는 말도 불교승려의 죽음을 뜻하는 단순한 문화적인 관례어 입니다. 

죽은 사람은 과거 업의 행위(kamma)가 조건 지은 대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보통 그렇듯이, 우빨리 왕비는 ‘왕비는 천상 세계로 갔다’라는 문화적 

용례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낮은 딱정벌레의 세계에 재생하였습니다. 

총애하는 왕비가 죽자, 아싸카왕은 맹렬히 타오르는 슬픔과 비탄에 

사로잡혀 왕비의 시신을 기름으로 방부처리하고 유리관 속에 넣어 

자신의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비탄에 잠긴 왕은 음식을 들거나 자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 왕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왕실친척들과 현명한 대신들이 존재의 무상함과 조건 지어짐의 본성을 

일깨워주면서 왕을 위로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관속의 시신은 

기름으로 방부 처리되어 현대의 화학 방부제로 처리한 것처럼 잘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왕비가 마치 관속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시신의 모습은 왕의 타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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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과 비탄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았고, 그 슬픔은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보살은 히말라야의 숲속에 사는 신통지(神通智, 아빈냐. 

abhiññā)7를 지닌 선인仙人이었습니다. 신통지로 세상을 두루 둘러보던 

보살은 극도의 슬픔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아싸카왕을 보았습니다. 

또한 왕을 불행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보살은 선정의 힘으로 아싸카왕 궁전의 정원으로 갔습니다.  

  

한 젊은 바라문이 보살을 만나러 오자 보살은 그에게 아싸카왕에 대해 

물었습니다. 젊은 바라문은 왕이 얼마나 비탄에 잠겨 있는지를 설명하고 

왕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보살은, 

  

“나는 왕을 모르지만 만약 왕이 와서 요청한다면 왕에게 왕비의 현생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젊은 바라문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왕님, 천안통天眼通과 천이통天耳通을 가진 선인이 지금 왕궁정원에 

와 있습니다. 선인은 돌아가신 왕비님의 현생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서 그 선인을 한번 만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즉시 마차를 타고 왕궁정원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후 왕은 선인에게 정중한 예를 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님, 존자님께서 우빨리 왕비의 현생을 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선인이 그렇다고 하자 왕은 왕비가 지금 어디에 재생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왕님, 우빨리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를 좋아하였고 또 미모에 

대한 자만심이 강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에만 몰두하였고, 보시와 지계 같은 공덕행을 

쌓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왕비는 낮은 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왕비는 지금 바로 이 정원의 딱정벌레로 재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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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은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 가문, 교육, 지위, 신체적 아름다움 따위의 특권을 누리는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오만함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스스로의 

자만과 자존심에 둘러싸여 공덕행을 짓는데 소홀해집니다. 그들의 사람 

됨됨이에서 겸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찌마니까야(中部), 소업분별경小業分別經에서, 그렇게 오만하고 이름 

높고 거만한 사람은 악처에 태어나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공경할 만한 분들께 공경을 표하고 겸손함을 보이는 겸허한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통치 국왕의 정실왕비로써 아주 높은 

지위를 누렸으며 매우 아름다웠던 우빨리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왕비는 

자신의 빼어난 자질에 우쭐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깔보았습니다. 그러한 불선한 태도와 행동으로 그녀는 소똥이 

사는 암 딱정벌레로 재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왕비의 이러한 

재생의 이야기를 들은 아싸카왕은 곧바로,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그럼 제가 암딱정벌레를 대왕님께 보여드리고 그녀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은 신통지의 초능력으로 서원을 한 후 숫딱정벌레와 암딱정벌레가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소똥더미에서 숫딱정벌레가 왕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선인은 말했습니다.  

  

“오, 대왕님. 뒤따라오는 암딱정벌레가 대왕님의 정실왕비였던 우빨리 

입니다. 대왕님을 저버리고 지금은 숫딱정벌레가 어딜 가든 그 녀석만 

쫒따라 다니는군요. 대왕님, 바로 얼마 전까지 대왕님의 정실왕비 

우빨리였던 암 딱정벌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선인의 말을 믿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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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왕비 우빨리 같이 그런 지적인 존재가 이런 암딱정벌레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업과 그 과보의 법칙을 완전히 믿지 않고 연기법에 설명된 대로 

조건성, 즉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란 

존재가 한갓 딱정벌레에 불과한 낮은 존재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어 있는 이 

정법시대正法時代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보다 더 낮은 존재로는 재생할 

수는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교법을 아직 듣지 못하던 암흑시기에, 그러한 재생의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간세계나 천상계에 갈 수도 있고 사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업의 조건과 죽음 직전의 정신적 반응상태를 조건으로 

해서, 낮은 존재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업의 조건과 죽음의 

문턱에서 가졌던 선한 정신적 상태를 조건으로 낮은 중생계에 날 수도 

있고 더 높은 인간과 천신의 세계에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 자신의 주황색 가사에 집착을 했던 띠싸 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그 가사에 집을 짓고 사는 이로 

재생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을 때 죽은 개구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죽어서 삼십삼천의 천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죽음의 순간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 나게 된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싸카왕은 그러한 법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왕비가 

암딱정벌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왕은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암딱정벌레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서원을 한 후 신통력으로 왕과 암딱정벌레가 대화를 하고 

왕과 시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인은 암 딱정벌레에게, “너는 전생에 누구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암딱정벌레는, “저는 아싸카왕의 왕비 우빨리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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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딱정벌레야, 그럼 이제 너는 아싸카왕을 여전히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숫딱정벌레만을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암 딱정벌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아싸카왕은 전생에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싸카왕과 함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자주 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생을 살고 있고 아싸카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생경 주석서에 나온 암 딱정벌레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는 현생에서 아싸카왕을 죽여서 그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사랑하는 현 남편인 숫딱정벌레의 발을 씻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주석서의 설명으로는 암 딱정벌레의 대답이 매우 모질고 매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인 숫 딱정벌레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 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사별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로 헤어진 

전 남편과 아내간의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반려자를 만나 사랑하면서 사는 수많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말하고 있는 소견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빨리경전인 본생경本生經, 아싸카 자따까 Assaka-Jātaka 에서는 

암딱정벌레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존자님, 저는 아싸카왕을 사랑했고, 저를 총애하던 사랑하는 남편 

아싸카왕과 함께 한 쌍이 된 것을 즐기며 자주 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지난 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희미하게 덮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인 숫딱정벌레를 

아싸카왕을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은 흥미롭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더 사랑한다’는 말은 새로운 남편을 위한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백 번, 천번 더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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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카왕은 암딱정벌레의 그러한 모질고 매정한 말을 듣고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나는 왕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차마 그 시신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비는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불쾌한 존재로 변해 버렸다.’ 

  

왕은 옛 왕비 우빨리가 너무 싫어져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가서 그 여자의 시신을 치워버려라.” 그리고는 목욕을 

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다른 궁녀를 왕비로 삼고 어질게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보살인 선인은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는 

히말라야의 거처로 되돌아갔습니다. 

  

(집성제, 초전법륜경,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 

  

  

우빨리왕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빨리왕비가 인간세계에 

있을 때는 인간의 삶과 왕비로서의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암딱정벌레로 재생하게 되자 곧 바로 그런 삶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암딱정벌레로서 삶을 살다 보니 현재의 배우자인 딱정벌레의 

몸을 이전 생의 아싸까왕의 몸 보다 백배, 천배 더 중시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낮은 존재로 재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 한 

것은 다름아닌 여기저기서 즐기는 갈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여기저기서 즐기는 ‘따뜨라 따뜨라 

아빈난디니(Tatra tatrā-abhinandini)’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따라서 개로 재생하면 여기저기서 즐기는 갈애로 인하여 개의 삶을 

즐기는 것이고, 소로 태어 나면 역시 갈애로 인하여 소의 삶을 살아는 

것으로 본다.  

  

부자로 살다가 망해서 하류층으로 전락하였다면 어떨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 나름대로 즐길거리가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로 살아도 가난한 자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농부로 

살아도 농부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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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름대로 살아 가는 방식이 있고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즐거움을 보는 자에게는 갈애가 늘어난다” 

  

이와 같이 초전법륜경에서는 여기저기서 즐김으로 인하여 갈애가 

일어나고 이는 곧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집성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 있다. 

  

  

아난다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사물에서 즐거움을 보는 자에게는 갈애가 늘어난다.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며,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니다나경-Nidāna (paṭiccasamuppāda) suttaṃ- The Origin, 

상윳따니까야 S12.1.6.10, 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즐거움을 보는 자에게 갈애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런 

갈애는 집착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괴로운 것이라는 말이다. 즐거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모두 괴로운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 

  

갈애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경이 있다. 갈애가 어떻게 생겨 나는 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상에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마다 갈애가 언제나 거기에서 생겨나고 

언제나 거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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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갈애는 언제나 여기에서 생겨나고 언제나 여기에 들어간다. 

  

듣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갈애는 언제나 여기에서 생겨나고 언제나 여기에 들어간다. 

  

냄새맡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갈애는 언제나 여기에서 생겨나고 언제나 여기에 들어간다. 

  

맛본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갈애는 언제나 여기에서 생겨나고 언제나 여기에 들어간다. 

  

감촉을 느낀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갈애는 언제나 여기에서 생겨나고 언제나 여기에 들어간다.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갈애는 언제나 여기에서 생겨나고 언제나 여기에 들어간다. 

  

(삼마사나경-Sammasanasuttaṃ- Mastering the Teaching-성찰경, 

상윳따니까야 S12.7.6, 전재성님역)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등 여섯가지 감각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감각대상을 통하여 갈애가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전도된 인식 다섯가지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과거의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행복하다고 보고 자기라고 보고 건강하다고 보고 

안온하다고 보았다면 그들은 갈애를 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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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애를 키운 사람은 취착을 키운 것이다. 취착을 키운 사람은 괴로움을 

키운 것이다. 괴로움을 키운 사람은 태어남과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삼마사나경-Sammasanasuttaṃ- Mastering the Teaching-성찰경, 

상윳따니까야 S12.7.6,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갈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과거, 미래, 현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리 저리 즐길 거리를 찾는 갈애가 생긴 이유는 한 

마디로 전도된 인식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에 대하여  

  

  

1)영원하다. 

2)행복하다 

3)나가 있다 

4)건강하다 

5)안온하다 

  

  

라고 보는 것이라 한다. 이는 잘못된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처님의 물의 예를 들고 있다. 갈증이 심한 

자가 독약이 섞여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빛깔과 냄새와 맛이 좋아서 

마시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과거의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무상하다고 보고 불행하다고 보고 자기가 아니라고 보고 병든 것이라고 

보고 위험하다고 보았다면 그들은 갈애를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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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애를 버린 사람은 취착을 버린 것이다. 취착을 버린 사람은 괴로움을 

버린 것이다. 괴로움을 버린 사람은 태어남과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부터 해탈한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에서 

해탈했다고 나는 말한다. 

  

(삼마사나경-Sammasanasuttaṃ- Mastering the Teaching-성찰경, 

상윳따니까야 S12.7.6,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대상에 대하여 

  

  

1)무상한 것이다. 

2)불행한 것이다. 

3)자기가 아니다. 

4)병든 것이다. 

5)위험한 것이다. 

  

  

라고 인식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태어남과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여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된다고 말씀 하셨다. 

  

“심심해! 심심해!”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언가 재미 있는 것을 찾고 

즐길거리를 찾아 두리번 거린다. 마치 원숭이가 두눈을 쉼없이 두리번 

거리듯이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심심해! 심심해!” 하며 

심심한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할 것이 없으면 컴퓨터 게임이라도 하며 

시간을 때운다.  

  

이런 시간 때우기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장기나 바둑을 둔다든가, 

TV 나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잡담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 군대에서 말년병들이 

정교한 조각품을 만든다든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밥풀등으로 

예술품에 준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이와 같은 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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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자유인이나 비자유인이나 모두 나름대로 즐길 거리를 찾아 

소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절 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즐길거리를 찾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저기 즐길거리를 찾는데 있어서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여건과 형편에 맞추어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살아 

가는 것이다.  

  

부자 이었다가 가난뱅이가 된 자 역시 가난한 생활에 맞추어 사는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불행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름 대로 살아 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감각대상에 갈애를 느끼는 것은 감각대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하다고 하여 

  

하지만 이는 전도된 인식일 뿐이라고 부처님은 설명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하다고 하여 그 행복한 

느낌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Yepi hi ke ci bhikkhave,  

etarahi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yaṃ loke piyaråpaṃ sātaråpaṃ,  

taṃ aniccato passanti,  

dukkhato passanti,  

anattato passanti,  

rogato passanti,  

bhayato passanti.  

Te taṇhaṃ pajahanti. 

  

수행승들이여,  

또한 현재의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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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하다고 보고  

불행하다고 보고  

자기가 아니라고 보고  

병든 것이라고 보고  

위험하다고 본다면  

그들은 갈애를 버리는 것이다. 

  

“Monks,  

whoever recluses and brahmins at present,  

do not welcome and see these things in the world, as agreeable,  

permanent,  

pleasant,  

mine,  

healthy  

and appeasement,  

dispel cr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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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빠알리원전과 주석적 번역 

  

  

  

  

윌폴라 라훌라의 번역어 중에 

  

마성스님의 글 ‘번역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하여 읽었다. 스님의 

블로그에 실려 있는 가장 최근의 글이다.  

  

글에서 스님은 오역의 사례를 소개 하였다. 윌폴라 라훌라 비구의   

‘What the Buddha Taught’에 실려 있는 글 중에 “ I have taught 

you, O bhikkhu, to see conditionality everywhere in all things.”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 번역과 관련하여 전재성박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연기의 

법칙을 보라고 가르쳤다”라고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스님은 이 

번역문을 답습하여 역시 같은 뜻으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 영문 문구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빠알리어 ‘Paṭipucchāvinitā’에 대한 해석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합어 Paṭipucchāvinitā 에서 Paṭipucchā 에 대한 것을 윌폴라 

라훌라비구는 Paṭiccha 의 의미로 해석하여  영어 ‘conditionality’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전재성박사는 영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연기의 법칙’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번역은 불가피해 보인다. 영어‘conditionality’에 

대하여 ‘연기의 법칙’ 또는 ‘조건부’등 조건이나 연기라는 말이 

들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재성박사와 각묵 스님의 번역비교 

  

그렇다면 ‘Paṭipucchāvinit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전재성박사와 각묵스님의 번역을 비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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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예로 든 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윳따니까야의 

‘뿐나마경(Puṇṇamāsutta-보름달, 상윳따니까야 S21.2.3.10)’이고 또 

하나는 맛지마니까야의 ‘마하뿐나마경(Mahāpuṇṇama suttaṃ 보름날 

밤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09)’이다.  

  

스님은 특히 상윳따니까야의 뿐나마경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문제가 

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Paṭipucchāvinitā kho me tumhe bhikkhave,   

빠띠뿟차위니따 코 메 빅카웨 

tatra tatra tesu tesu dhammesu.  

따뜨라 따뜨라 떼수 떼수 담메수 

  

  

위 빠알리어 문장에 대하여 두 번역자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빠알리원문 Paṭipucchāvinitā kho me tumhe bhikkhave, 
tatra tatra tesu tesu dhammesu. 

전재성박사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대들에게 준 가르침 속에서 

나는 이미 여러 가지로 대답했다. 

각묵스님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다음과 

같은]질의응답으로 그대들을 훈련시켰다. 

  

  

이 두 가지 번역문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위에 인용한 전재성 번역과 각묵 스님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누구의 

번역이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가를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전재성은 어떠한 각주나 설명도 덧 

붙이지 않았다. 반면 각묵 스님은 다른 이본들과 일일이 대조하여 

자신이 번역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한 훈련’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 오온의 무상, 고, 무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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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문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이러한 각주가 

없었다면 필자도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각묵 

스님께 감사드린다. 

  

(마성스님, 번역의 중요성과 어려움) 

  

  

 
  

tipitaka 

  

  

  

시정잡배들도 “김씨” “이씨”하는데 

  

먼저 호칭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마성스님은 두 분, 

전재성박사와 각묵스님을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전재성’과 ‘각묵 

스님’이라고 호칭하였다. 한분은 스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님이라는 

호칭을 붙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또 한분은 스님이 아니어서일까 

그냥 이름만 호칭하였다.  

  

하지만 이런 호칭법은 일반사회에서 좀처럼 통용되지 않는다. 하다 못해 

저자거리에 있는 시정잡배들도 상대방을 부를 때 “김씨” “이씨”하며 

존칭을 써 주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하를 부를 때 이름 

뒤에 직함을 불러 주는 것이 원칙이다. 직함이 없다면 “아무개씨”하고 

존칭을 써 준다. 이렇게 일반사회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칭을 써 

주는 것이 기본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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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님의 글을 보면 일반인의 경우 존칭이 모두 생략 되어 있다. 

그 사람이 교수이건, 박사이건 누구이건 간에 이름만 호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차별적 행위라 본다. 스님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모두 

이름 또는 법명만 불러 주든가 아니면 모두 다 존칭을 써 주어야 할 

것이다.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았더니 

  

다음으로 번역 비교를 해 보았다. 빠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빠알리 

사전을 활용하였다. 전재성박사가 편저한 ‘빠알리-

한글사전(개정증보판)’과 ‘빠알리 사전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빠알리어 Paṭipucchā 를 찾아 보니  전재성박사의 사전에는 ‘1. 

반대질문, 반문  2. 힐문’으로 되어 있다. 빠알리사전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Paṭipucchā (f.) [paṭi+pucchā] a question in return, inquiry; only 
˚-- (as abl.) by question, by inquiry, by means of question & 

answer in foll. cpds.: ˚karaṇīya Vin i.325; ˚vinīta A i.72;  

  

(빠알리 사전 사이트) 

  

  

빠알리 사전 사이트에 따르면 Paṭipucchā 에 대한 설명으로서 “by 

question, by inquiry, by means of question & answer in foll. 

Cpds”로 되어 있어서 질문과 답변을 수단으로 하여 알아 본다는 의미로 

되어 있다. ‘묻고 답하기’라 볼 수 있다.  

  

Paṭipucchā 와 결합어로 쓰이는 Vinitā 를 찾아 보았다. 전박사의 사전에 

따르면 Vineti 의 과거분사(pp)로서 ‘1. 이끌린 2. 훈련된, 교육된’의 

뜻이다. 그래서 Paṭipucchā 와 Vinitā 가 결합된 Paṭipucchāvinitā 는 

‘묻고 답하기로 잘 교육된’ 의미라 보여 진다.  

  

Tumhe 의 경우 tvam 의 복수형이라 한다. 여기서 tvam 은 ‘너, 그대, 

자네’로 해석되기 때문에 Tumhe 는 ‘자네들, 너희들’이라고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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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래서 “Paṭipucchāvinitā kho me tumhe bhikkhave”라는 문구에 

대하여 초보자가 단순히 번역하였을 때 “너희들 비구들이여, 이제까지 

묻고 답하기로 잘 교육되어 왔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초보 번역자가 보았을 때 

  

그렇다면 전재성박사의 번역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대들에게 준 가르침 속에서 나는 이미 여러 가지로 

대답했다.”라는 번역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경우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으로 그대들을 훈련시켰다.”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하여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를 마성스님의 글에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으로 그대들을 훈련시켰다.’는 Be, Se: Paṭipucchāvinitā kho 
me tumhe bhikkhave, tatra tatra tesu tesu dhammesu.를 옮긴 것이다. 

Ee 는 이렇게 고쳐서 읽어야 한다. 주석서는 ‘질의응답을 통한 

훈련(Paṭipucchā-vinit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바로 아래에 

나타나는 오온의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교리문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각묵스님의 주석, 마성스님, 번역의 중요성과 어려움에서) 

  

  

이와 같은 주석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매우 고마워 하고 있다. 이런 

주석이 없었다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주석하나 달아 놓지 않은 전재성박사의 번역 스타일을 비판 하고 있다. 

  

Vinitā 가 과거분사형임도 불구하고 

  

초보자가 보았을 때 전재성박사의 번역이나 각묵스님의 번역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교육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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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Vinitā 가 과거분사형으로 ‘교육된’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이 부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수동의 의미이다. 

그래서 전재성 박사는 “내가 그대들에게 준 가르침 속에서”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아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를 더 크게 

부각하였다.  

  

반면 각묵스님은 “그대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여 부처님이 제자를 

직접 훈련시킨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Vinitā 가 과거분사형이기 때문에 전재성박사의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뿐나마경(Puṇṇamāsuttaṃ-보름달, S21.2.3.10) 

  

참고로 뿐나마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뿐나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뿝빠라마에 있는 

미가라마뚜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보름달의 포살일에 수행승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한데에 

앉아 계셨다. 그때 한 수행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저의 질문을 허락하여 대답하여주신다면 제가 세존께 

어떤 점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세존]  

"수행승이여,  

그렇다면 그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라." 

  

'세존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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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대답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세존께 여쭈었다. 

  

[수행승]  

"세존이시여,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들은 이와 같습니다. 곧 집착된 물질의 

다발, 집착된 감수의 다발, 집착된 지각의 다발, 집착된 형성의 다발, 

집착된 의식의 다발입니다." 

  

[세존]  

"수행승이여,  

이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들은 이와 같다. 곧 집착된 물질의 

다발, 집착된 감수의 다발, 집착된 지각의 다발, 집착된 형성의 다발, 

집착된 의식의 다발이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은 무엇을 뿌리로 합니까?" 

  

[세존]  

"수행승이여,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은 욕망을 뿌리로 한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들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이 바로 집착입니까, 혹은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을 제외하고 집착이 따로 있습니까?"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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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승이여, 

 그들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이 바로 집착이 아니고 혹은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을 제외하고 집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욕망이나 탐욕이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집착이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들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 가운데 욕망과 탐욕의 차별이 

존재합니까?" 

  

'수행승이여, 그럴 수 있다' 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세존]  

"이 세상에 수행승이여,  

어떤 사람이 '미래세에 이와 같은 물질을 얻을 것이고, 미래세에 이와 

같은 감수를 얻을 것이고, 미래세에 이와 같은 지각을 얻을 것이고, 

미래세에 이와 같은 형성을 얻을 것이고, 미래세에 이와 같은 의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행승이여, 이와 같이 그에게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에 대한 욕망과 탐욕의 차별이 생겨난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떻게 그들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에 대한 다발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세존]  

"수행승이여,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번뇌를 속성으로 하고 집착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집착된 물질의 

다발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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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감수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번뇌를 속성으로 하고 집착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집착된 감수의 

다발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번뇌를 속성으로 하고 집착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집착된 지각의 

다발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번뇌를 속성으로 하고 집착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집착된 형성의 

다발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번뇌를 속성으로 하고 집착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집착된 의식의 

다발이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것을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이라고 부른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물질의 다발을 시설하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이 되고, 감수의 

다발을 시설하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이 되고, 지각의 다발을 

시설하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이 되고, 형성의 다발을 

시설하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이 되고, 의식의 다발을 

시설하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이 됩니까?" 

  

[세존]  

"수행승이여, 

 물질의 다발을 시설하는데 네가지 위대한 요소가 원인이고 네가지 

위대한 요소가 조건이 되고, 감수의 다발을 시설하는데 접촉이 원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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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조건이 되고, 지각의 다발을 시설하는데도 접촉이 원인이고 

접촉이 조건이 되고, 형성의 다발을 시설하는데도 접촉이 원인이고 

접촉이 조건이 되고, 의식의 다발을 시설하는데는 명색이 원인이고 

명색이 조건이 된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며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떻게 실체가 있다는 견해가 생겨납니까?" 

  

[세존] 

 "수행승이여,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거룩한 이를 보지 못하고 거룩한 

이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이의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아 

참사람을 보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아서, 물질이 

나이고 나의 것이 물질이고 나 가운데 물질이 있고 물질 가운데 내가 

있으며, 감수가 나이고 나의 것이 감수이고 나 가운데 감수가 있고 감수 

가운데 내가 있으며, 지각이 나이고 나의 것이 지각이고 나 가운데 

지각이 있고 지각 가운데 내가 있으며, 형성이 나이고 나의 것이 

형성이고 나 가운데 형성이 있고 형성 가운데 내가 있으며, 의식이 

나이고 나의 것이 의식이고 나 가운데 의식이 있고 의식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행승이여, 이와 같이 실체가 있다는 견해가 

생겨난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떻게 실체가 있다는 견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세존] 

 "수행승이여,  

이 세상에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들은 거룩한 이를 보고 거룩한 이의 

가르침을 알고 거룩한 이의 가르침에 이끌려 참사람을 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알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물질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물질이 아니고 나 가운데 물질이 있지 않고 물질 가운데 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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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감수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감수가 아니고 나 가운데 감수가 

있지 않고 감수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며, 지각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지각이 아니고 나 가운데 지각이 있지 않고 지각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며, 형성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형성이 아니고 나 가운데 형성이 

있지 않고 형성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며, 의식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의식이 아니고 나 가운데 의식이 있지 않고 의식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행승이여, 이와 같이 실체가 있다는 견해가 

생겨나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물질의 유혹은 어떠한 것이고 위험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남은 

어떠한 것이고, 감수의 유혹은 어떠한 것이고 위험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남은 어떠한 것이고, 지각의 유혹은 어떠한 것이고 위험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남은 어떠한 것이고, 형성의 유혹은 어떠한 

것이고 위험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남은 어떠한 것이고, 의식의 

유혹은 어떠한 것이고 위험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남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 

 "수행승이여,  

물질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물질의 유혹이고 

물질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인데 이것이 물질의 위험이고 

물질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남이다. 

  

감수를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수의 유혹이고 

감수는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인데 이것이 감수의 위험이고 

감수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남이다. 

  

지각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지각의 유혹이고 

지각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각의 위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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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남이다. 

  

형성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형성의 유혹이고 

형성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인데 이것이 형성의 위험이고 

형성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남이다. 

  

의식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의식의 유혹이고 

의식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식의 위험이고 

의식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남이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 수행승은 세존께서 응답하신 것에 

기뻐하고 환희하여 거듭 질문했다. 

  

[수행승]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이 의식을 수반하는 몸과 그 밖의 모든 

대상에게 나라는 고집, 내 것이라는 고집의 교만스런 번뇌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세존]  

"수행승이여,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실하게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어떠한 감수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실하게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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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실하게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실하게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실하게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수행승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이 의식을 수반하는 몸과 그 밖의 모든 

대상에게 나라는 고집, 내 것이라는 고집의 교만스런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때에 다른 한 수행승이 마음속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켰다. 

  

[수행승]  

"이와 같이 물체도 실체가 없고 감수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이 만들어진 업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수행승이 마음속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일으킨 

것을 알아채고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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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이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 갈애가 사로잡힌 

마음으로 '이와 같이 물체도 실체가 없고 감수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이 

만들어진 업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대들에게 준 가르침 속에서 나는 이미 여러 

가지로 대답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수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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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성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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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므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감수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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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다.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는 지혜가 생겨나서 '다시 태어남은 파괴되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 고 

그는 분명히 안다." 

  

(뿐나마경-Puṇṇamāsuttaṃ- on a Full Moon Day-보름달, 상윳따니까야 

S21.2.3.10, 전재성님역) 

  

  뿐나마경(보름달-S21.2.3.10).docx 

  

  

이와 같은 스타일의 전재성박사의 번역은 맛지마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마하뿐나마경(Mahāpuṇṇama suttaṃ, 보름날 밤의 큰 경, M109)에서 

  

마하뿐나마경(Mahāpuṇṇama suttaṃ, 보름날 밤의 큰 경, M109)에서 

전재성 박사는 다음과 같이 번역 하였다.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하고 몽매해서 그의 마음이 

갈애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이와 같이 ‘물질은 나의 자아가 아닌 것 

같다. 느낌도 나의 자아가 아닌 것 같다. 지각도 나의 자아가 아닌 것 

같다. 형성도 나의 자아가 아닌 것 같다. 의식도 나의 자아가 아닌 것 

같다. 어떤 자아가 자아가 아닌 것이 만들어낸 행위들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라고 스승의 가르침을 앞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여러 가지 것에 대해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서 수련을 받았다.” 

  

(마하뿐나마경-Mahāpuṇṇama suttaṃ -The Longer Discourse on the Full 

Moon Night- 보름날 밤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09,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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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그대들은 여러 가지 것에 대해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서 수련을 받았다.”에 대한 것이 상윳따니까야와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서 수련을 

받았다.”라고 하여 제자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수동적 의미로 

번역하였다. 이는 빠알리 Vinitā(교육된)가 과거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으로 그대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여 과거분사형인 Vinitā 의 의미를 못 살리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훈련 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번역어에 ‘[다음과 같은]’이라는  대괄호까지 등장하여 

보충설명하듯이 번역하였다. 본문에 이런 대괄호가 들어 가도 되는 

것일까. 

  

각묵스님의 번역이 주석적 번역인 이유 

  

‘[다음과 같은]’이라는 말은 빠알리 원어에 없는 말이다. 다만 본문을 

읽기 좋게 하기 위하여 삽입된 말이라 볼 수 있다. 왜 이런 

번역스타일을 고수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주석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주석의 내용을 번역에 활용하여 ‘주석적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석적 번역이 초기불전연구원 

번역물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팔정도 번역을 들 수 있다.  

  

팔정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idaṃ 

  

이 빠알리어 대한 각묵스님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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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어를 보면 대괄호안에 한자어를 집어 넣음으로서 ‘이중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 번역에 대하여 ‘주석적 

번역’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으로 그대들을 훈련시켰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이라는 말은 원전에도 없는 말로서 설명을 곁들인 주석적 번역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맛지마니까야에 각주가 보인 이유 

  

마성스님은 전재성박사의 번역에서 각주가 없는 것에 대하여 비판 

하였다. 그러나 앞뒤 전후 문장에 따라 주석이나 각주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각주가 필요한 경우라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맛지마니까야에서는 각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전재성박사는 ‘Paṭipucchāvinitā’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를 

달아 놓았다. 

  

  

Paṭiccavinitā: ‘조건에 따라서 수련을 해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SN.III.104 에서는 ‘Paṭipucchā vinitā’로 읽고 있어 역자는 후자를 

취한다. 

  

(마하뿐나마경-Mahāpuṇṇama suttaṃ- 보름날 밤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09, 전재성박사 각주) 

  

  

상윳따니까야에는 각주가 없지만 맛지마니까야에 주석을 달아 놓은 

이유는 Paṭiccavinitā 와 Paṭipucchāvinitā 의 차이 때문이라 보여진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Paṭiccavinitā 가 쓰여졌고, 상윳따니까야에서는 

Paṭipucchāvinitā 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주석을 해 놓음을 알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에서는 각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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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묵스님은 과거분사형인 Vinitā 를 능동으로 

해석하는 가 하면 원문에도 없는 ‘[다음과 같은]’이라는 말을 본문에 

넣어 주석적 번역을 시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석을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 

  

보통불자들이 초기경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이상 빠알리어대하여 잘 모르는 보통불자가 과감하게 마성스님의 글에 

반론을 제기 하여 보았다. 이런 시도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불자들이 초기경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나라 불교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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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실탈출을 꿈꾸는 도시인의 귀의처는 

  

  

깨달은 님의 품 

  

1. 

깨달은 님의 승리는 패배로 돌아가지 않으니, 

아무도 세상에서 그의 승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의 행경은 무한하고 그의 자취는 없다. 

그 님을 어떤 자취를 따라 이끌 수 있으랴?(179) 

  

2. 

깨달은 님에게는 자신을 어딘 가로 이끄는 

그물처럼 달라붙는 갈애가 없다. 

그의 행경은 무한하고 그의 자취는 없다. 

그 님을 어떤 자취를 따라 이끌 수 있으랴?(180) 

  

3.  

현자로서 선정에 열중하고 

멀리 떠남의 고요에 기뻐하는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새김을 확립한 님을 신들도 부러워한다.(181) 

  

4. 

인간의 몸을 얻는 것도 어렵고 

죽어야 하는 자가 사는 것도 어렵고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도 어렵고 

깨달은 님이 출현하는 것도 어렵다.(182) 

  

5.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183) 

  

6. 

참고 인내하는 것이 최상의 고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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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은 궁극이다. 깨달은 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 님이고 

수행자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 님이다.(184) 

  

7. 

비방을 삼가고 해치지 않고 

제행의 덕목을 지키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눕고 

보다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185) 

  

8. 

참으로 금화의 비가 내려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만족은 없다. 

욕망에는 쾌락은 적고 고통뿐이라. 

현명한 님은 이와 같이 안다.(186) 

  

9.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는 

천상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조차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단지 갈애의 부숨을 기뻐한다.(187) 

  

10.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여 

산과 숲에 귀의처를 찾거나 

동산이나 나무가 있는 성소에 귀의한다.(188) 

  

11. 

그러나 그것은 안온한 귀의처가 아니고 

그것은 실로 최상의 귀의처가 아니다. 

그것에 귀의한다고 해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18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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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은 님의 가르침과 

참모임에 귀의한 님은 

올바른 지혜로써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190) 

  

13.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초월, 

괴로움의 지멸로 이끄는 

고귀한 여덟 가지 길이 있다.(191) 

  

14. 

바로 이것이 안온한 귀의처이고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귀의처이다. 

이것에 귀의하여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192) 

  

15. 

고귀한 님은 얻기 어렵고 

아무 곳에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 현자가 태어나는 곳마다 

그 가문은 행복하게 번영한다.(193) 

  

16. 

깨달은 님의 출현도 행복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베품도 행복이고 

참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194) 

  

17. 

공양할 가치 있는 님들, 

희론을 여의고 

슬픔과 비탄을 건넌 

깨달은 님들이나 그 제자들을 공양하는 자가 있으니.(195) 

  

18. 

열반에 드신 님들, 두려움을 여윈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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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님들을 공양하는 자의 

공덕을 두고 누군가가 ‘이만하다’라고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196) 

  

(법구경, 전재성님역) 

  

  

활력넘치는 출근길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계절이 돌아 왔다. 아침 출근길 공단길은 

활기가 넘친다. 크고 작은 일터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모습에서 삶의 

활력을 본다. 남성 보다 여성 노동자가 더 많아 보이고, 젊은 층 보다 

나이 든 세대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공단의 아침 출근 풍경이다. 

   

  

  

  

  

 
  

  

  



237 

 

이렇게 출근길이 활기가 넘쳐 보이는 것은 일터라는 ‘의지처’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단기간 계약에 따른 비정규직일지라도 일터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직장일지라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것이다.  

  

일터가 있다는 것은 수입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며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바치는 것이다. 특히 시간제의 경우 

노동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하던 일이 올스톱 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처럼 일터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지만 그런 일터가 자신의 

안전을 담보 해주 못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불안하다.  

  

사업자들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이 있으면 활기가 넘치지만 

일이 없으면 걱정된다. 일이 없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모으려고 노력한다.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잔고는 좀처럼 늘어 나지 않는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줄어 들 

때 위기감을 느낀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이루어 

내야 할일이 많은데 일이 없어 잔고가 갈수록 줄어 들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이럴 경우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도 

해본다. 늙어 죽을 때 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삶을 말한다.   

  

처자식을 부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일터가 있어서 생계가 보장되고 일거리가 

많아 수입이 늘어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 없다. 이럴 경우 현실도피적 생각을 하게 된다. 멀리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을 말한다.  

  

현실탈출을 꿈꾸는 도시인 

  

일로 인하여 만나는 사회친구가 있다. 그는 한 때 벤처회사 사장을 

하였으나 사업이 망해서 현재는 ‘신불자’가 된 상태이다. 감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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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빚을 지고 있는 그는 종종 ‘귀농’이야기를 꺼낸다. 도시에서 

빈민으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빚도 있지만 사회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 한다. 일자리도 별로 없고 설령 일자리가 생겼더라도 

오래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만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경우 역시 허다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아내도 일을 한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은행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무척 힘들다고 한다. 

화장실서부터 벽 등 구석구석 닦는 것이 매우 고된 노동이라 한다. 그럴 

때 마다 “당신이 좀 더 회사를 잘 운영하였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불평을 털어 놓는다고 한다. 그런 그의 아내는 

최고학부를 나왔고 아직도 문학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중산층이상의 삶을 살았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여 마치 형벌과 같은 삶을 살아 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탈출하기 위하여 내린 결론은 귀농인 것이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자급자족 하면서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꿈아닌 꿈이라 한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현실도피라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 

현실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깊은 산중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피난처’와 같은 것이다.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누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직장이다. 사업자라면 

일거리이다. 직장과 일거리가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의지처는 아마도 ‘돈’일 것이다. 평생 먹고 살 정도의 

돈이 있다면 누구나 안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두려워 하고 근심걱정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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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들 쑤브라흐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시로 말했다. 

  

[쑤브라흐만]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또는 일어난 일에도 

이 마음이 늘 두려워하고 이 정신이 늘 근심 걱정하는데 

만약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여쭙건대 가르쳐주십시오." 

  

[세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은 감관을 잘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외에는 뭇삶의 안녕을 나는 보지 못하네." 

  

그러자 그 하늘아들이 거기서 사라졌다. 

  

(수브라흐마경-Subrahmasuttaṃ-- Sudatta the son of Gods, 

상윳따니까야 S2.2.6, 전재성님역)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한다.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것’과 ‘버리는 것’이라 

한다.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을 항상 현재에 고정시켜 놓으면 두려움,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왜 산중으로 들어가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자꾸 도피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불확실한 미래가 해소될까. 법구경 189 번 게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0.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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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두려워하여 

산과 숲에 귀의처를 찾거나 

동산이나 나무가 있는 성소에 귀의한다.(Dhp189) 

  

  

게송의 주석에 따르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에 

위협을 받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산이나 성소를 찾는다고 한다. 

마치 현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말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하다 안되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산에나 들어가 살기를 

바란다. 세상에 대하여 ‘넌더리’가 났기 때문일 것이다. 해도 해도 

되지 않을 경우 또 하나의 방법은 ‘신’에게 의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도피하듯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떠 넘겨 버리는 방법이다.  

  

산으로 들어가 보았자 

  

하지만 이는 현실도피와 다름 없다. 산이나 성소를 도피처로 삼아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부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잘 말해 준다. 

  

  

11. 

그러나 그것은 안온한 귀의처가 아니고 

그것은 실로 최상의 귀의처가 아니다. 

그것에 귀의한다고 해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Dhp189) 

  

  

 산으로 도피하거나 신에게 모든 것을 떠 넘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이나 성소는 귀의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그런 곳에 의지한다고 해서 당면한 고통이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 커다란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없습니다.”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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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우빠씨바]  

“싸끼야여,  

저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커다란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없습니다.  

제가 의지해 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도록  

의지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는 눈을 지닌 님이여.”  

  

[세존]  

“우빠씨바여,  

새김을 확립하여 아무 것도 없는 경지를 지각하면서,  

나아가 ‘없다’에 의존하여 거센 물결을 건너십시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갈애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펴보십시오.”  

  

(우빠시와경-Upasiva suttam-학인 우빠씨바의 질문에 대한 경, 

숫따니빠따 Sn5.6, 전재성님역) 

  

  

제자는 ‘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건널 수 

있는 의지처를 알려 달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거센물결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 준다. 가장 먼저 자아가 없음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갈애의 소멸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진정한 귀의처는? 

  

이는 다름아닌 괴로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12. 

깨달은 님의 가르침과 

참모임에 귀의한 님은 

올바른 지혜로써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Dh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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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초월, 

괴로움의 지멸로 이끄는 

고귀한 여덟 가지 길이 있다.(Dhp191) 

  

14. 

바로 이것이 안온한 귀의처이고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귀의처이다. 

이것에 귀의하여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Dhp192)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사성제와 팔정도가 

진정한 귀의처라 한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의지하였을 때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 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미래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된다고 하여 산속으로 도피하거나 성소에 들어가 신에게 떠넘길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품안에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세존]  

"촌장이여,  

예를 들어 그 상품의 밭은 다름아니라 나의 수행승, 수행녀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있고 형식을 

갖춘 법을 설하고 모든 것을 구비하고 완전히 깨끗한 청정한 삶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촌장이여,  

그들은 나를 등불로 하고 나를 동굴로 하고 나를 피난처로 하고 나를 

귀의처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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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뚜빠마경-Khettūpamasuttaṃ- Preaching- 가르침, 상윳따니까야 

S41.8.1.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등불, 동굴, 피난처, 귀의처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이는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등불, 동굴, 피난처, 귀의처는 다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의 

품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빠알리어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원문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Ete hi gāmaṇi  
maṃdīpā  

maṃleṇā  
maṃtāṇā  
maṃsaraṇā viharanti.  
  

촌장이여, 

그들은 나를 등불로 하고  

나를 동굴로 하고  

나를 피난처로 하고  

나를 귀의처로 하기 때문입니다. 

  

Gāmaṇi, they live making me,  
their light,  

affection,  

protection and refuge. 

  

  

빠알리어로 등불은 디빠(dīpā), 동굴은 레나(leṇā), 피난처는 

따나(tāṇā), 귀의처는 사라나(saraṇ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귀의처와 위지처는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피난처와는 어떻게 다를까. 

  

귀의처와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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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의 상윳따니까야 해제에 따르면 귀의처와 피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귀의처(歸依處 sarana) :  

열반은 곧 윤회의 고통 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의 귀의처가 된다. 

  

피난처(避難處 tana) :  

열반의 체험은 번뇌의 폭류나 마군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한 

것과 같다. 

  

  

열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긍정적 언표로 귀의처와 피난처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열반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 본다. 이는 상윳따니까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따낭경(피난처경)과 사라낭경(귀의처경)의 내용이 똑 같기 때문이다. 

  

따낭경(피난처경)을 보면 

  

따낭경(피난처경)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위해 피난처와 피난처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잘 

들어라. 

  

수행승들이여,  

피난처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것을 

수행승들이여, 피난처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피난처로 이끄는 길이란 어떠한 것인가? 

  

 멈춤이나  관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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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삼매나 사유는 없지만 숙고가 있는 삼매나 

사유도 없고 숙고도 없는 삼매나 있음을 뛰어넘는 공삼매나 특징을 

뛰어넘는 무상삼매나 바램을 뛰어넘는 무원삼매나,  

몸에 대하여 몸을 관찰하여 열심히 바로 알고 마음새겨 세상의 탐욕과 

불쾌를 제거하는 것이나 감수에 대하여 감수를 관찰하여 열심히 바로 

알고 마음새겨 세상의 탐욕과 불쾌를 제거하는 것이나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관찰하여 열심히 바로 알고 마음새겨 세상의 탐욕과 불쾌를 

제거하는 것이나 법에 대하여 법을 관찰하여 열심히 바로 알고 마음새겨 

세상의 탐욕과 불쾌를 제거하는 것이나,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도모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힘쓰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법을 버리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도모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힘쓰는 것이나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하고 건전한 법을 

일으키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도모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힘쓰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선하고 건전한 법을 유지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도모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힘쓰는 

것이나, 의욕의 집중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신통력을 닦는 것이나 

정진의 집중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신통력을 닦는 것이나 마음의 

집중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신통력을 닦는 것이나 사유의 집중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신통력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믿음의 능력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정진의 능력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새김의 능력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집중의 능력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지혜의 능력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믿음의 힘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정진의 힘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새김의 힘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집중의 힘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지혜의 힘을 닦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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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새김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법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기쁨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안온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집중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평정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 것이나, 

38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견해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사유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언어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행위를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생활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정진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새김을 닦는 것이나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 향하는 올바른 집중을 

닦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승들이여, 피난처로 이끄는 길이라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피난처와 피난처로 이끄는 길에 관해 설했다. 

  

수행승들이여,  

제자의 이익을 위하는 스승이 해야할 일이면 어떠한 것이든 자비롭게 

자비를 느끼면서 나는 그대들에게 행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나무 밑에서 이러한 빈집에서 선정을 닦아라. 방일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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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낭경-tanam-피난처경, 상윳따니까야 S42. Dutiya asaṅkhata vaggo, 
전재성님역) 

  

  

의존에 대하여 무려 45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사라낭경(귀의처경)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다른 것을 귀의처, 

피난처, 동굴, 등불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귀의처, 

피난처, 의지처, 동굴,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다.  

  

매번 패배를 맛보지만 

  

현실을 살아 가면서 매번 패배를 맛 본다. 그렇다고 하여 도피하듯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사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현실과 진검승부하듯이 사는 것이다. 비록 현실세계와 

승부여 매번 패배할지라도 언젠가 이길 날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2-09-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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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바위도 고통을 느낄까?  일체개고와 아라한의 깨달음 

  

  

  

바위도 고통을 느낄까? 일체개고라 하였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일

체가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다. 책상도, 컴퓨터도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의식’까지 괴로워야 할 것이다. 

  

일체개고는 빠알리어로 ‘삽베 상카라 둑카(Sabbe saṅkhārā dukkhā)’라 

한다. 문자 그대로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와 같은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청정에 이를 수 있다고 법

구경(Dhp278)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  

  

고성제를 보면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는 것을 알려면 먼저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고성제를 보면 괴로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다. 

  

  

➀ 태어남(jāti),  

➁ 늙음(jarā),  

➂ 죽음(maraṇa),  
➃ 슬픔(soka),  

➄ 비탄(parideva),  

➅ 육체적인 고통(dukkha),  

➆ 정신적인 고통(doman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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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절망(upāyāsa),  

➈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appiyasampayoga),  

➉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piyavippayoga),  

⑪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icchitālābha),  

⑫ 집착하는 무더기(upādāna-kkhandha).  

  

  

이와 같은 괴로움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질로 구분된다. 

  

  

➀ 고고성(苦苦性, dukkha-dukkhatā):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➁ 괴고성(壞苦性, viparinnāma-dukkhatā):  

아무리 큰 행복일지라도 결국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➂ 행고성(行苦性, saṅkhāra-dukkhatā):  
본질적으로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 ‘나의 것’으로 집착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과 같은 세 가지 분류방식은 경전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의 경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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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장이나 주석에서 쓰여 지고 있는 용어는 어느 것 하나 경전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이 없다. 모두 경전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

서 위 세 가지 분류 방식 역시 경전적 근거를 갖는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Tisso imā bhikkhave, dukkhatā. Katamā tisso: dukkhadukkhatā 

saṅkhāradukkhatā vipariṇāmadukkhatā. Imā kho bhikkhave, tisso 

dukkhatā. Imāsaṃ kho bhikkhave tissannaṃ dukkhatānaṃ abhiññāya 

ariyo aṭṭhaṅgiko maggo bhāvetabbo. 
  

[세존]  

“수행승들이여,  

세가지 괴로움이 있다. 어떠한 것이 세가지인가? 고통의 괴로움, 형성의 

괴로움, 변화의 괴로움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것이 세가지 괴로

움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가지 괴로움을 잘 알고 두루 알고 소멸

시키고 버리기 위해 여덟가지 성스러운 길을 닦아야 한다. 

  

(둑카따숫따니-Dukkhatāsuttāni- Unpleasant States- 괴로움, 상윳따니까

야 S44.15.65-8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세 가지 괴로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것은 둑카둑카따 

(dukkhadukkhatā, 고통의 괴로움), 상카라둑카따 (saṅkhāradukkhatā, 형
성의 괴로움), 위빠리나마둑카따(vipariṇāmadukkhatā, 변화의 괴로움)이

다.  

  

왜 ‘삽베 상카라 둑카(Sabbe saṅkhārā dukkhā, 일체개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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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 세가지 괴로움을 잘 아는 것이라 한다. 그렇게 하기 위

해서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이와 같은 문구는 기본적으

로 법구경 278번 게송과 똑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다.  

  

  

“Sabbe saṅkhārā dukkhā” ti, “삽베 상카라 둑카” 띠 

~ yadā paññāya passati,  야다 빤냐야 빳사띠                  

Atha nibbindati dukkhe ~  아타 닙빈다띠 둑케 

-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법구경, Dhp278, 전재성님역)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초기경전은 종횡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 같다. 

  

불교 술어 가운데 번역하기 가장 힘들고 난해한 용어 

  

이렇게 부처님은 고고, 괴고, 행고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행고

가 가장 이해 하기 어렵다. 그런 행고는 어떤 것일까. 먼저 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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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재성 박사의 법구경 해제에 따르면 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옮겨 보

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쌍카라는 한역에서 행(行)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교 술어 

가운데 번역하기 가장 힘들고 난해한 용어이다. 이 용어에 대한 현대적 

번역에는 ‘결정, 구성, 결합, 형성, 의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형성이다.  

  

(법구경 해제, 전재성님) 

  

  

빠알리 상카라(saṅkhārā)는 번역하기 매우 힘든 용어라 한다.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전재성 박사는 ‘형성’으로  번역 하였다. 초불연의 경우 

‘상카라들’이라 하여 ‘상카라’에 복수의 의미를 뜻하는 우리말 ‘들’

을 붙여 ‘상카라들’이라 번역하였다. 아마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선택한 용어라 보여진다. 

  

상카라의 중요한 의미 세 가지 

  

그런 상카라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전재성박사는 법구경 해제

에서 모두 7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하

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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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카라(형성)의 의미 설명 경전적 근거 

업(Kamma)의 동의어 십이연기에서 형성은 무지나 갈애와 

관련하여 윤회를 지속시키는 능동적

이고 의도적인 형성이다. 

상윳따니까야 S12:2 

여섯가지 감각대상에 

대한 의도 

착하고 건전하고나 악하고 불건전한 

다양한 모든 정신적인 요소들이 모

두 형성에 속한다. 

상윳따니까야 S22:56 

모든 조건 지어진 것 제행무상과 일체개고의 제행과 일체

는 바로 이 형성을 말하는 것이다. 

상윳따니까야 S22:90 

  

  

상카라는 크게 업, 의도, 모든 조건 지어진 것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

다. 이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찾아 보았다. 

  

‘업(Kamma)’으로서 상카라 

  

먼저 업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e ca bhikkhave saṅkhārā? Tayome bhikkhave, saṅkhārā: 
kāyasaṅkhāro vacīsaṅkhāro cittasaṅkhāro. Ime vuccanti bhikkhave, 

saṅkhārā. 
  

또한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형성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세 가지 형성, 즉 신체의 형성, 언어의 형성, 정신의 형성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형성이라고 부른다. 

  

(위방가경-Vibhaṅgasuttaṃ- Explanation- 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12.1.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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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상카라 (saṅkhārā, 행, 형성)에 대하여 신업, 구업, 의업에 대

하여 말씀 하셨다. 이로 보았을 때 상카라는 업(Kamma)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십이연기에서 행을 뜻한다. 전생에서부터 정신에 남아 있다

가 현세에서 작용하며 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력(業力)으로 이

해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윤회를 거치면서 잠재되어 있는 형성이 적

절한 조건과 만나면 다시 등장하게 된다고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의도’로서의 상카라 

  

상카라가 의도로 쓰일 때는 다음과 같다. 

  

  

Chayime bhikkhave, cetanākāyā: rūpasañcetanā saddasañcetanā 

gandhasañcetanā rasasañcetanā phoṭṭhabbasañcetanā dhammasañcetanā, 

ime vuccanti bhikkhave, saṃkhārā. 

  

수행승들이여, 형성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가지 의도의 무리, 즉 형상에 대한 의도, 소리에 대한 의도, 냄새에 

대한 의도, 맛에 대한 의도, 감촉에 대한 의도, 사물에 대한 의도가 있

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형성이라고 부른다. 

  

(우빠다나 빠리왓따경-Upādāna parivatta suttaṃ- Holding and Turning 

in a Circle-집착된 것의 계열, 상윳따니까야 S21.2.1.4, 전재성님역) 

  

  

오온에서의 행을 말한다. 이때의 상카라는 의도라 한다. 오온에서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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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포함하여 52가지 정신적 요소(마음부수, 심소)를 상카라로 볼 수 

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으로서의 상카라 

  

상카라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rūpaṃ kho āvuso channa, aniccaṃ,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ṃkhārā aniccā, viññāṇaṃ aniccaṃ, rūpaṃ anan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ṃkhārā anattā, viññāṇaṃ anattā, sabbe saṃ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 

  

[장로들]  

"벗이여, 찬나여,  

물질도 무상하고 감수도 무상하고 지각도 무상하고 형성도 무상하고 의

식도 무상하다. 물질도 실체가 없고 감수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

고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 

  

(찬나경-Channa suttaṃ-Venerable Channa- 찬나, 상윳따니까야 

S21.2.4.8, 전재성님역) 

  

  

찬나는 부처님의 마부 이었다. 부처님이 성문을 나설 때 함께 하였는데 

무례하고 악의적인 인물로 묘사 되고 있다. 이 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

고 난 후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에 수행승들이 

찬나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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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흐름에 들지 못한 찬나가 장로들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장로들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물은 무상하

다. (saṃ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라고 말한다. 이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 상카라라는 말이다. 이때의 상카라는 우주 전체가 

‘조건지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왜 찬나에게 ‘일체개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의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 장로들이 찬나에게 시설한 가르침에 대한 설명:  

'모든 수행승들이 그를 가르치면서 왜 무상의 특징과 무아의 특징만을 

말하고 괴로움의 특징은 말하지 않았다. 왜? 왜냐하면 괴로움의 특징이 

시설되면 이와 같이 이 수행승은 물질도 괴롭고 의식도 괴롭고 도(道)도 

괴롭고 과위(果位)도 괴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붓다고싸는 

설명한다. 

  

(찬나경 주석) 

  

  

경에서 장로들은 찬나에게 무상과 무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찬나가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체개고라고 알려 주었을 때 마치 ‘바위도 괴로움을 

느낀다’라는 식으로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장로들은 왜 찬나에게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에 대해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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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었지만 일체개고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일까. 그것은 찬나가 행고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고(行苦)는 오온(五蘊) 또는 오취온(五取蘊)이다 

  

고고, 괴고, 행고와 관련하여 인터넷검색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었다. 

  

  

  

구   

분 

설 명 사성제의 괴로움 

고고 고고(苦苦)는 누구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인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한다. 

생로병사 중 특히 생과 사는 아직 깨달음

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윤회를 벗

어나지 못하며,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는 배움을 위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일

이 반복된다는 것을 뜻한다. 

-생(生): 태어나는 고통 

-노(老): 늙는 고통 

-병(病): 병드는 고통 

-사(死): 죽는 고통 

  

괴고 괴고(壞苦)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너

지는 고통"인데, 모든 것이 인과 연에 의

해 발생한다는 연기의 법칙 즉 인과의 법

칙과 모든 존재가 고정됨이 없이 항상 변

화한다는 무상(無常)의 법칙에 바탕하여 

일어나는 "변화하고 무너지는 고통"이다. 

-애별리(愛別離): 사랑하는 것

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怨憎會): 미워하는 사

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부득(求不得):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고통 

행고 

  

행고(行苦)는 오온(五蘊) 또는 오취온(五

取蘊)으로 이루어진 존재인 인간 자신에 

대하여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

고 집착함에 의해 비롯되는 고통으로 오

취온고(五取蘊苦) 또는 오음성고(五陰盛

苦)라고도 한다. 

-오취온고(五取蘊苦) 또는 오음

성고(五陰盛苦) 

  

출처: 사성제,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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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주목 되는 것은 행고이다. 행고에 대하여 ‘오취온고’로 규

정하였기 때문이다.  

  

오취온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불자들은 오온에 대하여 잘 모른다. 더구나 오취온 이야기가 

나오면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그런 오취온은 무엇일까. 

  

맛지마 니까야에 오취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담마딘다] 

“벗이여 비싸카여, 그 집착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과 동일한 것

도 아니며,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과는 별도로 집착이 있는 것도 아

닙니다. 벗이여 비싸카여,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지니면, 그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바로 그 집착(*)입니다.” 

  

(쭐라웨달라경, Culavedallasutta, 교리문답의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44, 전재성박사역) 

  

  

여기서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은 오취온을 말한다. 오취온과 집

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집착은 욕망처럼 형성의 다발의 한 부분이므로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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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착은 다섯가지 존재의 다발과 분리

된 것도 아니다.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과 분리된 집착은 없기 때문

이다. 

  

(전재성박사, 쭐라웨달라경-M44, upadana주석에서) 

  

  

집착(우빠다나)은 오취온(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한다. 오온에 집착이 들러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 집

착은 다름 아닌 오온에 대하여 내것,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취온은 언제 없어지는가 

  

그렇다면 이런 집착은 언제 없어지는 것일까.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

경 주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리고 고성제의 핵심은 오취온(五取蘊)의 괴로움이다. 오온을 나,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뜻이다. 중생계의 모든 물질과 정신

은 반드시 집착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존재하는 모든 것(오온=오취온=일체유위

법)은 반드시 집착을 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바로 오취온고

(五取蘊苦), 또는 오음성고(五陰盛苦)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세한 집착은 아나함과<不還果>에 이르기까지 남아있으며 그래

서 아나함과를 증득한 사람들은 정거천(淨居天)이라는 색계천(色界天)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오취온의 괴로움은 아라한이 되어서야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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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는 것이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 

  

  

주석에 따르면 오온에 대한 집착 즉, 오취온은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진

다고 한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아라한 이전 까지 오온과 오취온은 사실

상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정각원 법회에서 

  

그렇다면 행고와 관련된 아라한은 어떤 상태일까. 정각원 법회에서 전재

성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라한이라고 하면 완전한 해탈을 이룬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한 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아라한은 어떻게 해서 도달하느냐. 일체를 괴롭다고 볼 

때만 도달합니다.  

  

괴로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둑카둑카라 하는데, 괴롭기 때문

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입니다. 한역으로 고고라 합니다.  

  

그 다음에 괴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빠리나마둑카라 하는데, 변

화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면 왠지 쓸쓸 하고 , 겨울

에 추위가 닥치는 등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동물적인 차원에서는 아파서 느끼는 괴로움 밖에 못 느낍니다. 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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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괴로움은 조금 단계가 높은 괴로움입니다. 사람만이 느끼는 것 입

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행고라 합니다. 상카

라둑카라 하는데 일체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전부가 조건 지어졌

습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바람도 물도 지수화풍 전부

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생겨 났다가 사라집니다. 태풍도 우주도 생겨 났

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괴롭다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괴

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느꼈을 때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을 때 

만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재성박사, 정각원 토요법회 2012년 3월 24일, 

mms://mms.dubscast.com/dubsmms4/2012_1st/Special/jkw/jkw_0324.wmv [

52]) 

  

  

 전재성박사 

  



262 

 

전재성박사의 법문에 따르면 고고성은 ‘동물적 차원’에서 느끼는 괴로

움이고, 괴고성은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이라 한다. 그런데 행고성

을 느끼는 것은 아라한이라 한다. 아라한이 되어야 행고를 느낄 수 있다

는 것이다.  

  

일체개고라 하였을 때 우주전체가 괴로운 것인데, 이는 괴로움을 철처히 

뼈에 사무치도록 느낀 아라한 이외에는 느낄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다. 왜 찬나에게 일체개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유가 된다고 본다. 

  

둑카의 어원 

  

우주적 괴로움을 느낀다는 행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먼저 둑카의 

어원에 대한 것이다. 전재성박사의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괴로움을 알면 열반을 본다고 하셨다. 이 괴로움

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의 여러 불교학자들과 달리 새로운 해

석과 정의를 내렸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괴로움을 두카(duh+kha)라고 한

다. 인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말이 합쳐질 때는 여러 가지의 해석방법

이 있는데 그것을 육합석이라고 한다.  

  

두카의 카는 영어의 car와 같은 뜻으로 자동차인데 여기서 두와 카가 합

쳐졌는데 카의 본래 뜻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살을 말하는 것으로 수레바

퀴와 비슷하다.  

  

태양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의 

내부에도 영원한 태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번뇌가 없는 영원한 

태양이 우리의 몸속에 숨어 있는데 바고 그 영원한 태양을 발견하게 되

면 바로 이 실제의 태양보다도 위대한 진리를 체득한다고 생각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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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고대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불교도 

서양에서 처음 이해될때는 태양신화적인 철학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가철학이나 불교에서의 ‘차크라’가 단저

에 있기도 하고 척추에 있다고도 하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 해

탈의 길로 가게 된다.  

  

이 차크라는 태양의 빛살이 퍼져나가는 상태로 이것을 수레바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를 말하며 가르침의 수레

바퀴라고 하고 태양의 수레바퀴라고도 한다.  

  

태양의 바퀴는 빛이요, 진리이다. 그래서 이 두(dhu)라는 말은 나쁘다, 

좋지 않다, 어렵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카(kha)라는 말은 

바퀴살을 말하는데 전차의 수레바퀴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 타고 있는 사

람들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 두카라는 말은 하이데

거가 이야기하는 불안이라든가 불안정의 뜻이라 하겠다.  

  

우리가 심리적인 괴로움은 우주가 붕괴되고 있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실제의 사태하고 자기 내부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심리적인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와 종합되어 표현되는 단어라고 생각

한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전재성박사, 불교사상과 환경문제) 

  

  

둑카의 어원과 행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우주가 붕괴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를 이어지는 글에서 ‘엔트로피법

칙’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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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법칙과 행고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종말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향수병을 예

로 든다면 뚜껑을 열면 다 날아 가 버리듯이 우주 또한 질서에서 무질서

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종말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우주의 종말과 생성은 큰 주기로도 반복 되지만 매 찰나에도 물질

과 정신현상이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것이다. 찰나의 생성소멸이 연기적 

관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혼란도 즉, 질서에서 무질서

로 증가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둑카와 엔트로피의 증대와 관련하

여 전재성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카라는 말은 결국은 혼란도라는 말과 같다. 우주는 혼돈의 상태이고 

괴로움의 상태이다.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각하지 않고서는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혼란이나 괴로움이라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인 것을 철저히 파악할 때만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인식하는 자만이 열반을 볼 수 있다. 

  

(전재성박사, 불교사상과 환경문제) 

  

  

물질과 정신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번뇌에서 해방된 자가 아라한이다. 깨

달은 자만이 우주적 괴로움 즉, 행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행고는 어떤 느낌일까 

  

이와 같은 행고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 고고처럼 육체적으로 고통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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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괴고처럼 불만족 스러운 것일까. 행고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행으로 인한 괴로움(行苦)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각대상들을 보고, 듣고, 접촉하는 일상의 모

든 현상은, 즐거운 느낌이나 행복한 느낌도, 괴롭거나 불쾌한 느낌도 일

으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상태를 덤덤한 느낌(upekkhā-vedanā)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립적인 평온은 영원히 지속하지 않습니다. 이 중도적인 상

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물론 괴롭게도 힘겨운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괴

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덤덤한 느낌을, 행으로 인한 괴로움(行苦 

saṅkhāra-dukkha)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덤덤한 느낌 외에도, 세간의 정신과 물질로 형성된 모든 것들 또한 

끊임없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행으로 인한 괴로움이라고 합

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마하시사야도에 따르면 행고는 괴롭지도 불쾌하지도 않는 느낌이라 한다. 

중립적이고 덤덤한 상태라 한다. 그런 상태를 ‘우뻬카웨다나(upekkhā-

vedanā)’라 한다. 

  



266 

 

맛지마니까야 주석서에서는 

  

이와 같이 중립적인 느낌인 행고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행고성(saṇkhāra-dukkhata)은 행(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다. 이

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름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생겨남, 늙

음, 변함에 의해서 짓눌렸기 때문에 행고성이라고 한다.  

  

(맛지마니까야 주석 DA.III992,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형성된 모든 것들은 형성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소멸 되어야 

한다. 도자기는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고, 담장은 마치 무너지기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장인이 현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퇴

출로서 끝이 나고, 끝없이 성장할 것 같은 회사 또한 부도로서 끝이 나

듯이 형성된 모든 것은 조건이 성숙되면 사라지고 말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조건 지워져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도자기, 담장, 직장인, 기업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어느 방식

으로든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고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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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고성은 우주 만물, 즉 모든 창조되는 것 또는 모든 조건 지어지는 것, 

연기되는 것 말하자면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속

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괴롭다는 뜻으로 행고성이라 한다.  

  

불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여기서 환경에 대하

여 논하게 된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 나 또한 한 시간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여기

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갖추

어지고 결국에는 세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불교의 아비달마의 이론에는 이런 것이 있다. 어떤 사물이 성립하기 위

해서는 능작인(能作因)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능작인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남극의 바다에 있는 고래나 

상어와 나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

서 볼 때 능작인이란 적어도 남극의 고래나 상어가 방해를 하지 않는다

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도움의 관계

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볼 때 우주의 만물은 서로 조화되어 있고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 즉, 모든 인과관계 속에는 능작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

다.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은 최소한 그 사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방해

하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다. 방해하지 않는 도움을 준 것이다. 그래서 

우주 전체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도 서로 관계되

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조건 지워져 무상하게 변하는 이러한 전

체를 부처님은 행고성(行苦性)의 세계라 하여 괴롭다고 설명했다.  

  

(전재성박사, 불교사상과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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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에 있는 종족들이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들 역시 형

성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윳따니까야의 마뚜경(Mātusuttaṃ , S14.3.2.4)에 따르면 “이렇게 오

랜 세월을 통해서 일찍이 한번도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지구 반대편의 어느 종족의 한 사람이 한량 없

는 윤회과정에 있어서 언젠가 나를 낳아 준 어머니이었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또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과정에서 이 몸을 이룬 지,수,화,풍 사대

는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수 없이 반복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 저편

에 있는 어떤 존재나 물질이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애송에서 

  

이와 같이 형성된 모든 것들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자애의 마음

이 생기기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애송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노래 하였다. 

  

  

일곱가지 한정적으로 가득 채워 

  

Sabbe sattā     삽베 삿따- 

sabbe pāṇā     삽베 빠-나- 

sabbe bhūtā     삽베 부-따- 

sabbe puggalā     삽베 뿍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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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e attabhāva - pariyāpannā  삽베 앗따바-와 빠리야-빤나- 

sabbe itthoiyo    삽베 잇토이요 

sabbe purisā     삽베 뿌리사- 

sabbe ariyā     삽베 아리야- 

sabbe anariyā     삽베 아나리야- 

sabbe devā     삽베 데와- 

sabbe mānussā     삽베 마-눗사- 

sabbe vinipātikā    삽베 위니빠-띠까- 

averā hontu     아웨라 혼뚜 

abyāpajjhā hontu    아뱌-빳자- 혼뚜 

anīghā hontu     아니-가- 혼뚜 

sukhī - attānam pariharantu  수키- 앗따-남 빠리하란뚜 

Dukkha muccantu    둑카 뭇짠뚜 

Yattha-laddha-sampattito māvigacchantu 얏타 랏다 삼빠띳또 마-위갓짠

뚜 

  

모든 유정중생들 

모든 숨쉬는 것 

모든 생명체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 

‘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모든 암컷 

모든 수컷 

모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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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부 

모든 신 

모든 악처 중생들이 

증오를 여의어지이다. 

성냄을 여의어지이다.  

격정을 여의어지이다. 

그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이다! 

고통에서 벗어나지이다! 

이미 성취한 것을 잃지 않게 하여지이다! 

  

  

  

이와 같은 자애는 까라니야멧따경(자애경, Sn1.8)의 “삽베 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모

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할까. 경에 따르면 “마따 야타 니

양 뿟땅 아유사 에까뿟당 아누락케(Mātā yathā niyaṃ puttaṃ āyusā 

ekaputtam anurakkhe)”라 하였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

쳐 구하듯” 자애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일체가 괴롭다’고 지혜로 보면 

  

이렇게 조건 지워져 무상하게 무심하게 변하는 것을 행고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괴로움이라는 것은 세계를 향하여 열리는 순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야 비로소 무상함을 느끼고 만물이 서

로 연관지어져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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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지혜로 보았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즉, 고성제를 알 수 있어서 해탈하여 열반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래서 

법구경 278번 게송 일체개고가 나왔을 것이다. 

  

  

“Sabbe saṅkhārā dukkhā” ti, “삽베 상카라 둑카” 띠 

~ yadā paññāya passati,  야다 빤냐야 빳사띠                  

Atha nibbindati dukkhe ~  아타 닙빈다띠 둑케 

-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법구경, Dhp278, 전재성님역) 

  

  

  

2012-09-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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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 

  

  

소망교도소 

  

유일신교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종교편향에 대한 항의 밖에 없는 것 같다. 

  

소망교도소가 있다. 소망교도소와 관련하여 불교계에서 성명을 내었다. 

종교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가 예산 90%로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서 임직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만 채용한다는 것이다. 

응시원서에 교회명과 세례명, 교회직분등을 적어 넣을 것을 요청하는 

종교란 항목이 있어서 지원단계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을 선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망교도소는 설립당시부터 종교차별, 종교편향 논란의 

중심부에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지난 3 월 30 일자 법보신문에 따르면 최초로 교도소내에서 법회가 

열렸다고 한다. 참석인원은 고작 4 명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어떤 성격일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교도소 운영을 민간에 맡기느냐는 비판도, '종교 편향' 우려도 있었다. 

자금이 모자라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1 년 전 문을 연 

소망교도소(소장 심동섭)가 1 일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개신교계 

아가페재단(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이 만든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다. 우리나라 교도소 출소자의 평균 재복역률은 22% 

정도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처음 30 여명이던 

수용자는 지금 300 여명이 됐다. 12 명이 출소했고 아직 재범자는 없다.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민간의 효율성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교도 

행정에 결합시킨 의미 있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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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후 재범 0 명… 소망교도소 1년의 성공, 2011 년 12 월 2 일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뽑아낸 타이틀을 보면 ‘출소한 후 재범 0 명… 소망교도소 

1 년의 성공’라 하였다. 제목만 보면 성공한 교도소처럼 보인다. 이제 

생겨난지 1 년 밖에 되지 않은 교도소에 대하여 ‘성공’이라는 말과 

함께 ‘재범이 0 명’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 보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계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라 한다. 명성교회 

감삼환목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최초의 민간교도소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54 억의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90%가 나라돈이고 나머지 10%가 

기독교 자금이다. 나라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소자를 

대상으로 기독교 선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앙굴리말라 교도소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 민영교도소이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민영교도소가 없을까. 법보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영국에서는 25 년 전 불자들에 의해 불교 교육과 교화가 이루어지는 

감옥이 하나 생겼다. 이 감옥에는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인간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앙굴리말라’ 감옥은 1985 년 3 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인정받았고 비록 불교 학교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주요 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잘 운영되고 

있다. 이미 그곳에는 47 명의 불자들이 수감자들을 여러모로 도우면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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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앙굴리말라 교도소, 알랭베르디에의 세계불교산책, 법보신문 

2005 년 1 월 12 일자) 

  

  

지난 2005 년 법보신문에 연재된 ‘알랭베르디에’의 불교산책에 따르면 

영국에 민영교도소가 있다고 한다. 그 교도소 이름은 ‘앙굴리말라 

교도소’라 한다. 불교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자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앙굴리말라 교도소에 대하여 인터넷검색을 해 보았다. 

웹사이트(http://angulimala.org.uk/)에  가보면 첫 화면에 “Twenty-

seven years of making Buddhism available in British prisons.”라고 

되어 있다. 영국 교도소 중에 유일하게 불교적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27 년이 되었다고 한다. 교화책임자는 ‘아잔 케마담모(Ajahn 

Khemadhammo)’로 되어 있다.  앙굴리말라 교도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ANGULIMALA’S OBJECTS: 

  

-To make available facilities for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Buddhism in Her Majesty’s Prisons and other places of lawful 

detention or custody. 

Specifically: 

  

-To recruit and advise a team of Buddhist visiting chaplains to be 

available as soon as there is a call for their services; 

  

-To act in an advisory capacity, and to liaise with the Home Office 

chaplaincy officials, with individual chaplains within Her Majestys 

Prisons, and with any other relevant bodies or officials; 

  

-To provide an aftercare and advisory service for prisoners after 

release. 

  

(앙굴리말라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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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칼럼니스트 ‘알랭베르디에’에 따르면 앙굴리말라 교도소는 지난 

1985 년 설립되었다고 한다. 비록 불교학파(대승불교, 테라와다 불교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내 불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 감옥이 존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수천명의 

인간들이 감옥에서 그들 삶 중 일부분을 보내게 된다. 그 곳에서 그들이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어서만은 안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도와 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영국 앙굴리말라 교도소, 알랭베르디에의 세계불교산책, 법보신문 

2005 년 1 월 12 일자) 

  

  

우리들은 재소자를 도와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채 죄의 대가를 치루고 있지만,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워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영국에서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으로 교도소가 생겼는데, 대체 

앙굴리말라는 어떤 인물일까. 

  

앙굴리말라경 (Aṅgulimāla suttaṃ, M86)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앙굴리말라나는 이름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매우 흉폭한 연쇄살인범으로서 이미지가 강렬하다. 법구경에서도 

앙굴리말라와 관련된 인연담이 있을 정도로 불교계에서는 옛날부터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앙굴리말라와 관련하여 맛지마니까야에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다. 이름하여 ‘앙굴리말라경 (Aṅgulimāla suttaṃ, 

M86)’이다.  

  

앙굴리말라경에서 앙굴리말라에 대한 간단히 소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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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때 꼬살라 국왕 빠쎄나디의 영토에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의 흉적이 

있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자비가 없었다. 그 때문에 마을은 마을이 아니게 되었고 

도시는 도시가 아니게 되었고 나라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화관을 만들었다.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ṃ- To Aṅgulimāla-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가 있었던 꼬살라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잔인하고 흉폭한 앙굴리말라에 대한 묘사에서 ‘손가락화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죽일 때 마다 손가락을 잘라 그 뼈를 엮어서 화관을 

만든 것이다.  

  

“한 개의 손가락만 더 채우면” 

  

손가락화관과 관련하여 거해스님의 법구경 인연담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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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앙굴리말라의 목에는 구백아흔아홉 개의 엄지손가락이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한 개의 손가락만 더 채우면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곤 했기 때문에 그는 아직껏 마지막 한 

사람의 손가락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법구경 인연담 Dhp173, 거해스님) 

  

  

인연담에 따르면 999 개의 엄지손가락 걸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만 더 채우면 1000 개가 되는데, 그것은 전 스승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법구의석’에는 일체 보이지 않는다. 

맛지마니까야 앙굴리말라경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오로지 

거해스님이 편역한 법구경 인연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붓다네트에서도 볼 수 있다. ‘Angulimala’ 가 

그것이다. 소설형식으로 되어 있고 삽화와 곁들여 있는데 ‘Ananda 

Kumarasiri’ 작품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앙굴리말라 이야기(Angulimala, 붓다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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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따라 잡으려 해도 

  

경에서 부처님이 연쇄살인마 앙굴리말라를 굴복시키는 장면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8. 

흉적 앙굴리말라는 칼과 방패를 잡고 활과 화살을 메고 세존의 뒤쪽으로 

바싹 쫓아왔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초월적인 힘을 행사하여 흉적 

앙굴리말라는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흉적 앙굴리말라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코끼리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말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수레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사슴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온 

힘으로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이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ṃ- To Aṅgulimāla-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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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앙굴리말라 

  

  

  

  

부처님은 초월적인 힘(iddhābhisaṅkhāraṃ)을 행사하여 앙굴리말라를 

굴복시켰다고 하였다.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따라 잡으려 해도 부처님의 

걸음걸이를 따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야망갈라가타(Jayamangala-gatha)에서 

  

이와 같이 신통으로 제압한 이야기에 대한 찬탄의 게송이 있다. 

자야망갈라가타(Jayamangala-gatha)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Ukkhitta-khaggam-atihattha  sudāruṇantaṃ   

욱킷따  칵감  아띠핫타  수다~루난땅 

Dhāvan-ti- yojana-pathaṅguli-mālavantaṃ   

다~완띠  요자나  빠탕굴리  마-라완땅 

Iddhībhi-saṅkhata-mano jitavā  munindo  
이디비  상카따  마노 지따와~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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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앙굴리말라 손에 칼을 들고 

흉포하게 덤비면서 달려들 때, 

성자들의 제왕 마음에 갖춘 신통력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자야망갈라가타 4 번 게송) 

  

  

  

“그대는 멈추어라” 

  

이렇게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따라 잡을 수 없게 되자 부처님을 향하여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너도 멈추어라. (tiṭṭhito ahaṃ aṅgulimāla, tvañca tiṭṭhāti.)”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앙굴리말라는 멈추었다. 그리고 왜 멈추라고 

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본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신다. 

  

  Ṭhito ahaṃ 'aṅgulimāla sabbadā 
Sabbesu bhūtesu nidhāya daṇḍaṃ, 

Tuvañca pāṇesu asaññatosi 
Tasmā ṭhitohaṃ tuvamaṭṭhitosī'ti.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게송으로 말하자 앙굴리말라는 크게 깨우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게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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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assaṃ vata me mahito mahesī 

Mahāvanaṃ samaṇoyaṃ paccupādi3, 

Sohaṃ cirassāpi pahassaṃ pāpaṃ 

Sutvāna gāthaṃ tava dhammayuttaṃ. 

  

“오! 드디어 이 수행자가 위대한 선인으로 

나를 위해 이 커다란 숲에 나타나셨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그대의 시를 듣고 

나는 참으로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마침내 번뇌 다한 자가 되고 

  

이와 같이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를 조복시키고 그를 사와띠 기원정사로 

데려 갔다. 그리고 그를 수행자로 만들었다.  

  

  

27.  

그 후 존자 앙굴리말라는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앙굴리말라는 거룩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ṃ- To Aṅgulimāla-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제자가 된 앙굴리말라는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된 

것이다.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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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은 죄로 인하여 그에 따른 과보를 피할 수 없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28. 

한때에 존자 앙굴리말라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싸왓띠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이 던진 돌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다. 그래서 존자 앙굴리말라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발우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ṃ- To Aṅgulimāla-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탁발하로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흙덩이, 몽둥이 등으로 맞아 거의 

죽다시피 하여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것이다.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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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을 본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dhivāsehi tvaṃ brāhmaṇa,  
adhivāsehi tvaṃ brāhmaṇa,  
yassa kho tvaṃ kammassa vipākena bahūni  

vassāni bahūni  

vassasatāni bahūni  

vassasahassāni niraye pacceyyāsi. 

  

“수행승이여,  

그대는 인내하라.  

수행승이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ṃ- To Aṅgulimāla-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284 

 

 
  

앙굴리말라를 위로하는 부처님 

  

  

  

부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 하신다. 그러면서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지금 

받는 것이라 말한다.  

  

왜 앙굴리말라는 업보를 피할 수 없었을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Pps.III.339 에 따르면, 어떠한 의도적인 행동이든지 세 가지 유형의 

결과를 가져 온다. 그 사람의 윤회의 여행이 지속되는 한, 지금 여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세에서 체험 될 수 있는 과보, 다음 생에서 체험 

될 수 있는 과보, 다음 생에 이어지는 어떤 생에서 체험되는 과보가 

있다. 앙굴리말라는 거룩한 경지(아라한과)를 얻었으므로 뒤의 두 가지 

과보를 피할 수 있었으나 첫 번째 과보는 피할 수 없었다. 거룩한 님은 

거룩한 경지를 얻기 전에 행한 행위의 현재적인 과보를 감지하는데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역자가 수행승이라는 말은 원전에 

바라문이라고 된 것을 문맥상 수행승이라 한 것이다. 

  

(앙굴리말라경 주석,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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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서 ‘아라한의 경우 아라한과를 얻기 전 행한 행위의 현재적인 

과보를 감지하는데 민감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아라한의 경우 번뇌 다한 자이기 때문에 다음 생이 없다. 따라서 전생의 

지은 업이 현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효로 될 것이다. 문제는 현생에 

업이 익어 발생할 경우이다. 앙굴리말라가 그런 케이스라 보여진다.  

  

앙굴리말라가 탁발나가서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사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생에서 

돌팔매질을 당했다면 이는 현생에서 연쇄살인을 지은 업이 ‘익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번뇌 다한 

아라한일지라도 현세에 지은 업은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앙굴리말라가 남긴 게송 

  

이와 같이 돌팔매질로 인하여 죽어가는 앙굴리말라는 홀로 명상을 하며 

해탈의 즐거움울 누렸는데, 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1. 

Yo ca pubbe pamajjitvā pacchā so nappamajjati, 

So i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va candimā. 

  

예전에는 방일하여도 

지금은 방일하지 않은 자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2. 

Yassa pāpaṃ kataṃ kammaṃ kusalena pithiyati, 

So i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va candimā. 

  

저질러진 악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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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3. 

Yo have daharo bhikkhu yuñjati buddhasāsane, 

So i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va candimā 

  

참으로 젊은 수행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4. 

Disā hi me dhammakathaṃ suṇantu 
Disā hi me yuñjantu buddhasāsane, 

Disā hi me te manuje1 bhajantu 

Ye dhammamevādapayanti santo. 

  

나의 적들은 법문을 들어라. 

나의 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적들은 가르침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5. 

Disā hi me khantivādānaṃ avirodhappasaṃsinaṃ, 

Suṇantu dhammaṃ kālena tañca anuvidhīyantu. 

  

나의 적들은 인욕을 설하고 

원한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자에게 

올바른 때에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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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dakaṃ hi nayanti nettikā usukārā namayanti tejanaṃ 

Dāruṃ namayanti tacchakā attānaṃ damayanti paṇḍitā. 
  

관개하는 사람은 물꼬를 트고 

활 만드는 자는 화살촉을 바로잡고 

목수는 나무를 바로잡고 

현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7. 

Daṇḍeneke damayanti aṅkusehi kasāhi ca, 
Adaṇḍena asatthena ahaṃ dantomhi tādinā.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나 

갈구리나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몽둥이 없이 칼 없이 다스려졌네. 

  

  

8. 

Ahiṃsakoti me nāmaṃ hiṃsakassa pure sato, 

Ajjāhaṃ saccanāmomhi na naṃ hiṃsāmi kañcanaṃ 

  

예전에 살해하는 자였던 나는 

이제는 살해하지 않는 자이네. 

오늘 나에게 진실한 이름이 있으니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였네. 

  

  

9. 

Coro ahaṃ pure āsiṃ aṅgulimālo ti vissuto, 
Vuyhamāno mahoghena buddhaṃ saraṇamāgamaṃ. 

  

예전에 나는 흉적으로서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커다란 폭류에 휩쓸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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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 

  

  

10. 

Lohitapāṇi pure āsiṃ aṅgulimāloti vissuto, 
Saraṇāgamanaṃ passa bhavanetti samūhat 

  

예전에 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존재의 그물을 끊고 

내가 귀의한 것을 보라. 

  

  

11. 

Tādisaṃ kammaṃ katvāna bahuṃ6 duggatigāminaṃ, 

Phuṭṭho kammavipākena anaṇo bhuñjāmi bhojanaṃ.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을 짓고 

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12. 

Pamādamanuyuñjanti bālā dummedhino janā, 

Appamādañca medhāvī dhanaṃ seṭṭhaṃva rakkhati. 

  

어리석어 무지한 사람들은 

오로지 방일에 탐닉한다. 

슬기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기를 

마치 최상의 보물을 수호하듯 하네. 

  

  

13. 

Mā pamādamanuyuñjetha mā kāmaratisanthavaṃ, 

Appamatto hi jhāyanto pappoti vipulaṃ sukh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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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에 빠지지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명상하는 자 

크고 한없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14. 

Sāgataṃ1 nāpagataṃ nayidaṃ dummantitaṃ mama, 

Saṃvibhattesu dhammesu yaṃ seṭṭhaṃ tadupāgamaṃ. 

  

밝혀진 가르침들 가운데 

그 최상의 것에 나는 도달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15. 

Sāgataṃ nāpagataṃ nayidaṃ dummantitaṃ mama, 

Tisso vijjā anuppattā kataṃ buddhassa sāsananti.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ṃ- To Aṅgulimāla-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이 시들은 법구경에서도 일부 보이고 테라가타(장로게, Thag.866-

891)에는 완전히 동일하게 모든 시가 등장한다고 한다.  

  

법구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시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Dhp173)”이다.  

  

탁발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290 

 

  

11 번 시에서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anaṇo bhuñjāmi 
bhojanaṃ)”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ps.III.343 에 따르면, 네 가지 즐김이 있다. 1)도둑질 한 것을 즐김, 

2)빚진 것을 즐김, 3)유산의 즐김, 4)자기 것을 즐김이다. 번뇌가 

부수어진 즐김은 자기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가 없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바로 자기 것을 즐기는 것이다. Vism. I. 125-127 에 

따르면, 거룩한 님은 제외로 하더라도 계행을 지키는 수행승들은 

지방에서 탁발한 음식에 대하여 부처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 

거룩한 님은 음식을 공양받을 만하게 자신을 수행했으므로 ‘부채 

없이’먹는다. 

  

(앙굴리말라경 주석, 전재성님) 

  

  

‘부채 없이 먹는다’는 뜻이 아라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번뇌 다한 아라한은 복전으로서 공양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번뇌가 다 하지 않은 수행승들의 경우 부처님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탁발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받아 먹는 것이라 

보여진다.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 

  

조폭두목이나 고문기술자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 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 목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다. 종교에 

귀의하였다고 하여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당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우연히 걸리면 죽음에 이를 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는 피 할 수 

없다. 자업자득, 자작자수라는 말이 있듯이 현생에 익을 수 있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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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또는 어떤 생이 될지라도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칙에 따르면 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보는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라한이 되었을 

때이다. 번뇌 다한 자가 되면 더 이상 나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아라한도 현생에 지은 악행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에게 걸릴 경우 그 업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앙굴리말라가 돌팔매질 당한 것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앙굴리말라가 피 할 수 없는 과보를 받았을 때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 “인내하라”고 하였다. 만일 인내하지 않게 된다면 

지옥에 떨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번뇌 다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과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구원은 천상에 나서 영원히 사는 것 보다 

더 큰 구원으로 본다. 특히 중죄를 지은 자들이 그렇다.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Dhp173) 

  

  

이라 노래 하였고, “몽둥이 없이 칼 없이 다스려졌네.”라고 하였다.  

  

이 모두가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라고 말한 것이다. 

  

  

  

2012-09-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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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터넷폐인과 결정론자 

  

   

사이버 신인류족 

  

폐인(廢人)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나,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된 취미,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일, 기타 등등에 대해 극단적으로 

심취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 한다. 이를 일러 ‘인터넷폐인’이라 

한다. 

  

어느 때인가 인터넷상에 흥미로운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그것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밥을 먹는 장면이었다.  

   

  

  

사진 : 주간동아 

  

  

인터넷보급이 본격화 되고 온라인 게임이 확산됨에 따라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붙어 사는 네티즌이 늘어 났다. 이는 인터넷이 일상화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넘나 드는 인터넷시대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매스컴에서는 ‘사이버 

신인류’라는 명칭을 부여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인류에 대하여 여러가지 별칭이 있는데, 주간동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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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인류의 출현은 인터넷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됐다.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합리성, 능동성이 

신인류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디지털 레밍스족, 

코쿤(혹은 디지털 히키코모리)족, 디지털 폐인(룸펜), 디지털 노마드족, 

디지털 프로슈머족, 디지털 유니섹스족, 블로그족 등 각각의 사이버 

신인류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종족의 보편적 삶의 양식을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디지털이 키웠다 ‘사이버 신인류’, 주간동아) 

  

  

인터넷으로 인한 새로운 인간 유형이 출현하였는데, 이를 디지털 

레밍스족, 코쿤(혹은 디지털 히키코모리)족, 디지털 폐인(룸펜), 디지털 

노마드족, 디지털 프로슈머족, 디지털 유니섹스족, 블로그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다고 한다.  

  

“폐인들은 애인보다 온라인 컴퓨터를 더 좋아 한다” 

  

이 중 ‘디지털폐인’이 가장 눈길을 끈다. 그것은 인터넷에 중독된 

폐인이기 때문이다. 그 중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독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우스개 소리로 “폐인들은 애인보다 온라인 

컴퓨터를 좋아 한다”라고 말을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온라인 게임에서만큼은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애인 보다 

온라인 게임이 더 좋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폐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현실과는 다른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인터넷 상 자신은 현실 속 자신의 모습과는 달랐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모른다는 익명성에 힘입어 평소 모습과는 달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원색적 비난이나 욕하는 글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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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게 됐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는 자신에 대한 성취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20~30 대 인터넷 폐인이 늘고 있다 , 구본훈 교수) 

  

  

폐인들은 오로지 사이버세상에서만 산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 현실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색적인 욕이나 

비방을 하는 것도 인터넷 세상에서 가능한데, 이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전을 무시하는 회의론자들 

  

이처럼 익명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불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개인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말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경전을 근거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을 

통틀어 ‘회의론자’들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토론 카페 등에서 볼 수 있는 회의론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경전무시이다. 경전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의 하다 보니 경전이 후대에 편집되거나 조작 되었다고 

본다. 특히 자신들의 깜냥으로는 알 수 없는 신통, 윤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지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요구하면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  

  

회의론자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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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마다 또 하는 말은 ‘초기경전은 문자에 얽매여 보면 

안된다’든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듯이 경전을 보라’든가 

‘행간을 읽어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비구들아,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너희들이 곰곰히 

생각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될때  

완전히 이해가 될때 내 말을 받아 들여야 한다, 너희들이 이해가 

안될때는 내말이라도 이해가 될때까지 의심해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 문구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함부로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도 자신이 이해 될 때 까지 의심해서 알게 

될 때 까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의론자들은 이와 같은 문구를 이용하여 경전을 함부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하고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구를 초기경전에서 찾을 수 없다.  

  

일관성 있는 부처님 말씀 

  

다만 깔라마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깔라마들이여,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깔라마 경- Kālāma Sutta , 앙굿따라니까야-A3:65, 대림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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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라마경에 따르면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믿는다’거나 ‘우리의 

스승이 말해서 믿는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만의 성전과 브라만의 스승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만일 부처님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의심하라고 말했다면 이는 

일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S21. 1. 5. 1)”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말씀 히신 법에 의지할 것을 말하는 대목을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경들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멸론자들의 ‘분탕질’에 폐쇄된 초기불교 카페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넘나들며 사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자칭 

불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단멸론자와 결정론자 등 외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본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경전을 불신한다는 것이다. 

경전 중에서도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 나머지는 철저하게 

불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일쑤이고 왜곡된 자신의 결해가 마치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양 

인터넷 공간에 퍼뜨려 ‘분탕질’을 치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인터넷 불교 카페 하나가 폐쇄 되었다. 

초기불교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는 ‘홍사성의 불교사랑’이 그것이다. 

주인장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존중한 결과 ‘단멸론자들의 

놀이터’로 변하여 정법을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카페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정법을 부정하는 자들은 틈만 나면 

삿된 견해를 퍼뜨려 불자들을 커다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교적인 이론 가운데 가장 혐오스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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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멸론, 결정론 등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그리고 초기경전에 그들의 행태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 중 

결정론자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그런데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에 집착하지 않고 이와 같이 

'뭇삶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뭇삶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오염된다. 뭇삶이 청정해지는데도 원인도 조건도 없다. 

뭇삶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청정해진다.  

  

거기에는 힘도 없고 애씀도 없고 사람의 노력도 없고 사람의 열성도 

없다. 모든 뭇삶,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영혼은 자유가 없이 힘도 

없이 노력도 없이 결정과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하여 서로 변이하며 

여섯가지 종에 따라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는다' 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는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헤뚜경-hetu -원인,  상윳따니까야 S23.3.1.7,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 중 결정론자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정론자들은 모든 존재들은 ‘결정과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하여 서로 변이’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론을 주장한 자는 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ala)이었다.  그는 모든 것은 자연의 불변의 법칙으로 생겨 난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모든 체험에서 우연적 요소를 추방하였다. 그런 

막칼리 고살라는 고행주의자로 분류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극단적이고 자연적 결정론자인 막칼리 고살라에 대하여 

부처님은 ‘모든 이교적인 이론 가운데 가장 혐오스런 것’이라 하였다. 

  

모든 사건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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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결정과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하여 서로 

변이하며”라는 말이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이 말은 빠알리로 

‘niyatisangatibhavaparinata’이다.  이말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붓다고싸는 이 말을 병렬복합어로 해석해서 모든 존재는 

운명(niyati)과 기회(sangati)와 본성(bhava)에 의해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인 바샴은 격한정복합어로 해석하여 모든 

존재는 '운명(niyati)의 몫(sangati)의 본성(bhava)에 의해 

성숙된(parinata)' 것, 또는 '운명(niyati)과의 결합(sangati)의 

존재(bhava)에 의해 초래된(parinata)'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고래로 자이나교의 유명한 주석가들인 시랑까나 냐나비말라는 

사명외도(邪命外道)를 결정론자(niyativadin)라고 불렀으며, 결정은 

사물의 본성에 내재적인 인과적 요소로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결정의 원리를 유물론자들의 자성론과 일치시켰다. 특히 씨랑까는 

이러한 결정론과 자성론을 모두 외부원인설로 보고 있다. 

  

어떻든 간에 niyati 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sangati 와 bhava 로 드러난 

것이며, sangati 와 bhava 는 niyati 의 개체적인 양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상이한 해석적인 양상을 보이는 sangati 와 bhava 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고쌀라를 결정론자로 볼 수도 있고 비결정론자로 

볼 수도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순을 최초로 지적한 사람은 바루아였다. 그는 고쌀라의 

결정론적인 경향과 sangati 와 bhava 의 우연론적이거나 무인론적인 

경향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야띨레께는 바루아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 모순된 양자를 극복하기 위해 고쌀라는 극단적인 

결정론자가 아니라 통합론자로서 결정(niyati)과 우연(sangati)과 

자성(bhava)을 조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깔루빠하나는 붓다고싸의 해석을 재검토하여 sangati 를 

'여섯 가지 존재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전개' 로 보아 자야띨레께를 

비판하고 '종(種)' 이라고 해석했다. 그에 의하면 사명외도는 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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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여섯 가지 범주에 투기되며 따라서 사물의 자성은 그 투기된 

종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24 쌍윳따 견해 (ditthi samyutta) 해제, 전재성님) 

  

  

해제에 따르면 고쌀라는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들이 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사건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운명지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은 신들의 힘과 

권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력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론은 무조건적인 결정론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무인론이라 본다.  

  

결정론은 ‘무인론’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에서 “뭇삶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오염된다.”라는 구절이 잘 

말해 준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해제에 따르면 막칼리 고살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쌀라의 결정론이 유물론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고쌀라는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들이 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사건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운명지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운명은 신들의 힘과 권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너무 극단적인 결정론은 무조건적 결정론으로 

무인론(無因論,ahetuvada)이며, 결과적으로 무인무연론(無因無緣論)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제 24 쌍윳따 견해 (ditthi samyutta) 해제, 전재성님) 

  

  

결정론은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강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뭇삶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뭇삶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오염된다. 뭇삶이 청정해지는데도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한 것이다. 설령 결정론자가 원인과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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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할지라도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원인과 조건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결정론자의 궤변을 보면 

  

이와 같은 결정론으로서의 막칼리 고살라의 주장은 ‘미래적 사건에 

대한 선결정주의적 관념을 고취시키고 예언의 가능성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제에서는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운명이라면 

전지자(全知者)가 미래를 확실성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을 것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결정론자들이 왜 예언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답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결정론자들은 결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용인한다. 그러면서 인과를 주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불교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론에 의존하는 인과적 설명을 

비웃는다’고 해제에서 말한다. 이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빈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물었다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당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예지라도 그 사건을 발생을 변경시키지 못했다고 

암시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것이다. 

  

(제 24 쌍윳따 견해 (ditthi samyutta) 해제, 전재성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빈집에 들어 가서 개에 물렸다고 

하였을 때 이는 예상치 못한 것이다. 그 경우 ‘어떠한 예지라도 그 

사건을 발생을 변경시키지 못했다’라고 불가피함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한 궤변이다. 

  

왜 빠알리 니까야를 보아야 하는가 

  

결정론자가 미래에 대한 결정을 주장하면서 원인 또는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궤변’이다. 초기경과 주석에서의 설명과 같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원인과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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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자중에 왜 이와 같은 결정론자가 생겨 나는 것일까. 그것은 

경전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다. 특히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빠알리니까야를 말한다.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에 의존하다 

보니 삿된 견해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삿된견해는 결정론 뿐만 아니라 단멸론, 불가지론, 숙명론, 

영원론 등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가 되기 쉽다. 왜 불자들이 

빠알리니까야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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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사들의 불이(不二)법문, 왜 불일(不一)은 말하지 않는가 

  

  

  

김성철 교수의 글에서 

  

불교닷컴에 김성철 교수에 관한 글이 실렸다. 성철스님의 탄신 

100 주년을 맞아 학술포럼에서 발표할 김성철 교수의 글에 대한 것이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았다. 

  

  

김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행의 자기학대’와 ‘감각적 

즐거움’을 배격한 고락중도(苦樂中道)의 선수행을 통해 

단상중도(斷常中道)의 12 연기법을 발견했다. 성철 스님은 철두철미한 

지계청정의 삶과 역설적인 중도 언행을 통해 불교의 본질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김성철 교수, 21 일 ‘퇴옹성철의 중도론’ 학술포럼서 기조강연, 

불교닷컴 2012-09-18)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김성철 교수의 글에 따르면 부처님이 

“고락중도(苦樂中道)의 선수행을 통해 단상중도(斷常中道)의 

12 연기법을 발견했다”라고 하였다. 성철스님의 탄신 100 주년과 관련된 

학술포럼이기 때문에 성철스님의 중도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말이라 

보여진다.  

  

성철스님의 중도사상 

  

하지만 이는 대승적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성철스님의 

중도사상은 대승불교적 시각에서 본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처럼 성철스님은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가 ‘중도’이며, 그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대승불교적 시각인데, 자칫 잘못하면 초기불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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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견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성스님, <百日法門>에 나타난 中道思想) 

  

  

마성스님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 ‘<百日法門>에 나타난 

中道思想’에 따르면 성철스님이 이해하는 중도사상은  ‘목적론’이라 

한다.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중도가 곧 팔정도라 하였는데, 성철스님의 

중도론에 따르면 팔정도는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이 되어 버린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팔정도의 실천적 특성을 간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성제에서 팔정도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우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완성된 도라기 보다 실천하는 도에 가깝다. 정견을 이룬 

다음 실천하는 것으로서 돈오점수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오돈수를 주장하였던 성철스님의 입장에서 중도라고 불리우는 

팔정도는 이미 완성된 도로서 목적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철스님의 중도론과 돈오돈수 

  

하지만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Nāhaṃ bhikkhave ādikeneva aññārādhanaṃ vadāmi.  

Api ca bhikkhave anupubbasikkhā anupubbakiriyā anupubbapaṭipadā 
aññārādhanā hoti. 

  

수행승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된다고 설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그와 반대로 오로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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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따기리경-Kīṭāgiri suttaṃ -Advice given at Kitagiri -끼따기리 

설법의 경, 맛지마니까야 M7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최상의 지혜는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점차적으로 닦는 과정이 ‘아누뿝바빠띠빠다(anupubbapaṭipadā)’이다. 

‘아눕뿝바’는 ‘점차적인’ 이라는 뜻이고, ‘빠띠빠다’는 

‘도’라는  뜻이다. 빠띠빠다에 대하여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Paṭipadā  
Paṭipadā (f.) [fr. paṭi+pad] means of reaching a goal or 
destination, path, way, means, method, mode of progress (cp. Dhs. 

trsln 53, 82, 92, 143), course, practice (cp. BSk. pratipad in 

meaning of pratipatti "line of conduct"  

  

  

빠알리 사전을 보면 “means of reaching a goal or destination”으로 

되어 있어서,  목적 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다. 

실천의 도, 과정의 도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중도라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빠알리가 맛지마빠띠빠다(Majima 

Paṭipadā) 이므로,  중도는 목적의 도라기 보다 실천의 도에 가깝다. 

그래서 마성스님은 자신의 논문에서 “성철스님이 말하는 중도사상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실천행으로서의 중도, 즉 팔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천태-화엄과 같은 일승원교에서 말하는 중도실상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철스님이 말하는 중도는 방법론으로서의 도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목적론으로서의 도에 가깝다. 그것은 성철스님이 돈오돈수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여진다. 

  

사향사과와 돈오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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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오점수’라 볼 수 

있다. 참고로 돈오점수에 따른 번뇌의 소멸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도를 

이루어야 열매를 이룰 수 있다. 이 때 도를 ‘막가(magga, 道)’라 하고 

열매를 ‘팔라(phala, 果)’라 한다. 이렇게 도와 과를 이루신 성인들을 

사쌍팔배의 성자라 한다. 즉 수다원(須陀洹, sotāpanna), 

사다함(斯陀含, sakadāgāmi), 아나함(阿那含, anāgāmi), 아라한(阿羅漢, 

arahatta)의 네 가지의 성인과 여기에 도(道, magga)와 과(果, phala)를 

각각 곱하면 8가지가 되는데 이를 사향사과(四向四果) 또는 

사쌍팔배(四雙八輩)라고 한다.  

  

주석에 따르면 도(道)란 그에 상응하는 과(果)에 들어서기 직전의 한 

순간의 체험을 말한다. 과는 도의 결과 즉시 뒤따르는 의식의 순간을 

의미한다. 즉 도를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체험이라 한다면, 과는 그 

순간적인 체험의 다음 순간에 얻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여덟 가지를 출세간의 도과라 하고 이들의 

마음을 ‘출세간의 마음(lokuttara-citta)’이라 한다.  

  

이와 같은 출세간의 마음은 수다원이나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모두 

같다고 한다. 즉 열반의 체험은 동일한 것이다. 이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便正覺)’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 한다. 

처음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성취되어 있다는 

뜻이다. 수다원의 깨달음과 아라한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남아 있는 번뇌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남아 있는 번뇌를 

소멸해 가는 과정이 점수이다. 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번뇌 수다원 

sotāpanna 

사다함 

sakadāgāmi 

아나함 

anāgāmi 

아라한 

arahatta 

견도(見道) 수도(修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 

1.유신견 

sakkāya-diṭṭhi 소멸 소멸 소멸 소멸 

2. 회의적 의심 

vicikicchā 

소멸 소멸 소멸 소멸 

3. 계금취견 

Sīlabbataparāmāsa 

소멸 소멸 소멸 소멸 

4. 감각적 욕망 남아 있음 옅어짐 소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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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āma-rāga(탐) 

5. 적의 

paṭigha(진) 

남아 있음 옅어짐 소멸 소멸 

6. 색계 집착 

rūpa-rāga 

남아 있음 남아 있음 남아 있음 소멸 

7. 무색계 집착 

arūpa-rāga 

남아 있음 남아 있음 남아 있음 소멸 

8. 자만 

māna 

남아 있음 남아 있음 남아 있음 소멸 

9. 들뜸 

uddhacca 

남아 있음 남아 있음 남아 있음 소멸 

10. 무명 

avijjā(치) 

남아 있음 남아 있음 남아 있음 소멸 

  

  

표를 보면 점수과정이라는 것이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과 같은 것임일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유신견’과  부처님의 

법에 대한 ‘회의적 의심’과  잘못된 수행방법인 ‘계금취견’이 소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가지 번뇌가 소멸되면 흐름에 드는자가 

되는데 수다원이라 한다.  

  

수다원만 되도 어지간한 번뇌가 모두 소멸되어 앞으로 일곱생 이내에 

열반에 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 수다원을 ‘견도’단계라 한다. 

그 다음 사다함과 아나함의 과정은 남아 있는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이라 

하여 ‘수도’라 한다.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가 소멸되므로 

‘무학도’라 한다. 

  

김성철교수의 불이(不二)중도론 

  

김성철 교수에 관한 글을 보면 또 다음과 같이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부처님이 발견하고 성철 스님에게 계승된 불교의 본질, 

불이중도는 사회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이는 나와 남의 이분법을 

타파하는 자비실천이며, 부자ㆍ빈자 이분법을 타파하는 정의구현이며, 

종교간 구분을 타파하는 종교화해이고 남ㆍ북한 대립을 타파하는 

통일운동”이라고 말했다. 

  



307 

 

(김성철 교수, 21 일 ‘퇴옹성철의 중도론’ 학술포럼서 기조강연, 

불교닷컴 2012-09-18) 

  

  

부처님 발견하고 성철스님에게 계승된 불교의 본질에 대하여 

‘불이중도’라 하였다. 여러가지 중도가 있지만 특히 불이중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용수의 팔불중도에 근거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불생불멸(不生不滅) : 개별존재의 생겨남과 사라짐에 대한 부정.  

- 불상부단(不常不斷) : 존재의 영원함과 단절됨에 대한 부정.  

- 불일불이(不一不異) : 존재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부정.  

- 불래불거(不來不去) : 존재의 개별 원인과 개별 결과에 대한 부정.  

  

  

모두 8 개의 불(不)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세 번째의 

불일불이(不一不異)를 보면 이는 “동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는 김성철교수가 말하는 불이와 다른 

것이다.  

  

선정삼매상태에서나 가능한 불이(不二) 

  

김성철 교수는 불이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현실에 적용하였을 

때 어떻게 될까. 아마도 현실과 괴리감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선정삼매상태에서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정상태에서는 나와 남이 구별될 수 없다. 오로지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정삼매나 공의 논리에서나 가능한 불이법문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주(主)와 객(客)이 바뀐 듯한 

  

그렇다면 성철스님이 주장한 중도사상이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의 

본질일까.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의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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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철스님은 <가전연경>의 내용울 설명하면서 “이렇게 

십이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관찰하여 중도를 설명하는 것을 

증명중도라고 합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가전연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기의 내용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고 

없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중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백일법문>상권, p.112)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서 정각자가 되었듯이,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설, 또는 

십이연기설 역시 중도의 궤도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백일법문>상권, p.95)라고 했다.  

  

이와 같이 성철스님은 연기설을 중도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해 

하고 있다. 이것은 주(主)와 객(客)이 바뀐 듯한 느낌이다. 이것은 

성철스님이 중도를 목적론 혹은 구경론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성스님, <百日法門>에 나타난 中道思想)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에 따르면 여러가지 경전적 근거를 들어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가전연경’이라 

한다. 빠알리 니까야에서는 ‘깟짜나곳따경 (Kaccānagottasuttaṃ, 

S12.2.5)’이라 한다. 

  

  

글에서 마성스님에 따르면 주(主)와 객(客)이 바뀐 듯 하다고 하였다. 

깟짜나곳따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연기법이고 손님은 중도이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이를 반대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철스님이 중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연기법을 보조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깟짜나곳따경(S12.2.5)에서 

  

 그러나 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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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며, 감수가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며,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2.2.5,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먼저 양극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유무에 대한 극단을 

말한다. 그래서 양극단을 떠난 중도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면서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에 대하여 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견과 단견을 연기법으로 논파한 문구 

  

이루 미루어 보았을 때 부처님은 연기법을 이용하여 ‘절대유’와 

‘절대무’가 있을 수 없음을 설하고 있다. 왜 절대유와 절대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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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있을 수 없을까. 이는 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기 

때문이다. 

  

  

Dvayaṃ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Lokasamudayañca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두 가지에 의존한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2.2.5, 

전재성님역) 

  

  

바로 이 구절이 상견과 단견을 연기법으로 논파한 유명한 말이다. 

존재라는 것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영원주의를 말하는데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태어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영원주의는 지옥 역시 영원한 지옥이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비존재에 위존한다는 

것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내세는 없다”라고 단멸에 

대한 것이다.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이와 같은 상견과 단견은 모두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바로 연기법을 말한다. 형성된 모든 것들은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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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이 소멸하지 않는 한 또 다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멸론이 논파 된 것이다.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또 경에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영원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다는 것은 연기의 

현상을 말한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연기를 말한다. 이런 

연기는 조건이 소멸되지 않는한 계속 일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영원주의자들은 한번 일어난 것이 영원하다고 본다. 한번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이고 한번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을 말한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조건이 소멸되지 않는 한 연기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영원주의는 논파된다. 

  

핵심은 중도가 아니라 연기 

  

이와 같이 부처님은 절대유와 절대무를 연기법으로 논파하기 위하여 

깟짜나곳따경을 설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경에서 말씀 하시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연기법이지 중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도는 양극단을 

떠난 것으로 설명되는 하나의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깟짜나곳따경에서 핵심은 연기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연기법의 정형구 중에 순관을 보면 

  

그런 연기법의 정형구 중에 순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Avijjāpaccayā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Nāmarūpapaccayā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anāpaccayā taṇhā.  
Taṇhāpaccayā upādānaṃ.  

Upādānapaccayā bh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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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vapaccayā jā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2.2.5, 

전재성님역) 

  

  

 
 Paticca-samup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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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관에서 마지막 정형구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12 연기 하면 

무명에서 시작 하여 노사까지만 있는 줄 알았다. 그것은 반야심경에서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老死 

亦無老死盡)’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늙고 죽음 이후에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라는 용어가 더 있는 것이다!  

  

소까빠리데와둑카도마낫수빠야사(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대승불교부터 접하는 불자들은 십이연기에 대하여 잘 모른다. 더구나 

반야심경에서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老死 亦無老死盡)’라 하여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 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로 설명하고 있다. ‘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십이연기의 가르침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십이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십이연기를 부정하는 듯한 가르침 

먼저 접하는 것이 한국의 불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몰라 오로지 공의 논리에 따른 불이법문이 최고의 가르침인 줄 

안다.  

  

그러나 빠알리 니까야를 접하면서 십이연기 정형구를 보았을 때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온 것이 십인연기 정형구에서 마지막 문장이다. 

그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매우 실감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까빠리데와둑카도마낫수빠야사(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라는 긴 복합어가  그렇다.  

  

이 복합어를 우리말로 풀면 전재성박사는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근심ㆍ탄식ㆍ육체적 고통ㆍ정신적 

고통ㆍ절망’이라 하였다. 둑카(dukkha)에 대하여 ‘육체적 고통’, 

도마낫사(domanassa)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 이라고 주석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소까빠리데와둑카도마낫수빠야사(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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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검색하여 보면 영문으로 ‘soka-parideva-dukkha-domanass-

ūpāyāsā(= sorrow, lamentation, pain, distress)로 표시 된다. 

  

연기의 순관 뒤에는 반드시 역관이 

  

부처님이 고통과 절망에 대하여만 말하였다면 염세주의자로 몰렸을 

것이다. 그리고 담마가 오늘날까지 굴러 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연기의 순관 뒤에는 반드시 역관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고통과 절망 

등으로 대표 되는 번뇌에 대한 해결방법인 것이다.  

  

  

Avijjāyatveva asesavirāganirodhā saṅkhāranirodho.  
Saṅ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Viññāṇanirodhā nāmarūpanirodho.  
Nāmarūpanirodhā saḷāyatananirodho.  
Saḷāyatananirodhā phassanirodho.  
Phassanirodhā vedanānirodho.  

Vedanānirodhā taṇhānirodho.  
Taṇhānirodhā upādānanirodho.  
Upādānanirodhā bhavanirodho.  

Bhavanirodhā jātinirodho.  

Jātinirodh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nirujjh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nirodho hotī'ti.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며,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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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2.2.5, 

전재성님역) 

  

  

이렇게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발생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 까지 조건 발생적으로 

설하였는데, 이것이 십이연기 정형구이다. 

  

십이연기 정형구에 대한 노래, 빠띳짜 사뭅빠다(Paticca-samuppada) 

  

십이연기 정형구에 대한 노래가 있다. 빠띳짜 사뭅빠다(Paticca-

samuppada - Reflection on the Wheel of Life, 십이연기)로서 

스리랑카의 챈팅가 위사라드 스리마 라뜨나야까( Visarad Srima 

Ratnayaka)이다. 

  

  

  

선사들의 불이(不 二)법문  

  

흔히 선사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문을 주로 한다. 

생사즉열반이라거나 번뇌즉보리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번뇌와 지혜가 둘이 아니라 역시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법문을 들을 때 마다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햇갈린다.  

‘번뇌즉보리’라고 하였을 때 과연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번뇌와 지혜가 같은 것이라면 굳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사들은 왜 이와 같은 불이법문을 활용하는 것일까. 이는 

용수의 중도사상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팔불중도 중에 특히 

불일불이(不一不異)중도가 그렇다. 그렇다면 불일불이와 불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왜 불일(不 一)은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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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불이(不一不異( 또는 二))중도는 “동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된다. 둘 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사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불이(不異)’또는  

‘둘이 아니다’라는 뜻의 ‘불이(不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뜻의 불일(不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론을 전공하였다는 김성철 교수는 불이(不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다. 더구나 불이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발견하고 

성철스님이 계승한 것이라 설명하고, 이 불이의 가르침으로서 사회의 

양극단을 해결하자고 한다. 또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타파하여 

종교간의 화해와 남북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김성철 교수는 용수가 말한 불일불이에서 불일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일까. 불이를 말한다면 불일도 함께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럴경우 종교간의 화해 보다 종교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라고 말하기 보다 

‘남과 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생사즉열반, 번뇌즉보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생사가 다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해야 하고, ‘번뇌와 

보리가 다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해야 

맞지 않을까. 즉 불일불이(不一不異( 또는 二))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공=무자성=무아 

  

이와 같이 불이 한가지만 말하는 김성철 교수의 말은 연기법을 왜곡할 

수 있다. 깟짜나곳따경에서 유무 양극단을 배제하여 중도의 가르침을 

설한 것이 연기법인데, 불이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연기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마성스님은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중관학파의 공사상은 연기=공=무자성=무아인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백일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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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라는 말로 불교의 핵심인 연기=공=무아=무자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철스님의 <벡일법문>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성스님, <百日法門>에 나타난 中道思想) 

  

  

성철스님이 중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교의 

핵심인 연기=공=무아=무자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로지 불이만을 주장하는 법문이라면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중도를 주장하려면 불이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불일불이를 함께 말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연기=공=무아=무자성이 될 

것이다.  

  

“그가 연기적으로 말하는지 보라”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연기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누구나 알아 듣기 

쉬운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이다. 공사상에 

입각하여 불일불이를 말하면 불교가 한 없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로 말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라는 말은 매우 

실감난다.  

  

중도와 연기가 같은 의미라면 불이법문 보다 연기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는지 알아 보려면 “그가 연기적으로 

말하는지 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모든 현상을 

연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2012-09-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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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두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arrow 

  

  

  

  

상윳따니까야에도 비슷한 내용이 

  

초기경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다.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웃따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사람]  

"수행승이여,  

일어나라. 왜 누워 있는가? 잠잔들 무슨 소용이 그대에게 있는가? 

독화살을 맞아 상처받은 자 병든 자에게 잠이란 무슨 소용인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게 한 그 신념 

그 믿음을 키워야지 잠에 사로잡히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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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  

"우둔한 사람은 감각적 쾌락에 속박되지만 감각적 쾌락은 무상하고 

부서지기 쉽네. 

  

모든 속박에서 해탈하여 집착이 없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욕망과 탐욕을 없애고 어둠을 뛰어넘어 

그 지혜가 맑아진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밝음으로 어둠을 부수고 모든 번뇌를 두루 부수어서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정진을 일으켜 스스로 노력하고 항상 견고하게 힘쓰며 

열반을 바라고 있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우빳타나경-Upaṭṭhānasuttaṃ- 도와주기, 상윳따니까야 S9. 1.2, 

전재성님역) 

  

  

상윳따니까야에서는 하늘사람(데와따)이 화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독화살을 맞아 상처받은 자 병든 자로 묘사 되어 있다. 이점은 

숫따니빠따에서 화살을 맞아 고통받고 괴로워 하는 자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초기경은 비슷한 내용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즐거운 느낌은 괴롭다고 보아야 하며” 

  

숫따니빠따나 상윳따니까야에서 말하고 하는 내용은 열심히 정진하라는 

내용이다. 그것도 찰나 찰나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진하라는 것일까. 경에서는 우리들이 이미 화살을 맞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화살은 주석에 따르면 그것은 탐욕의 화살, 성냄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 자만의 화살, 사견의 화살, 이렇게 다섯가지 

화살이라 한다. 그렇다면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먼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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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즐거운 감수는 괴롭다고 보아야 하며,  

괴로운 감수는 화살이라고 보아야 하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수는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탑바경-Daṭṭhabbasuttaṃ - 여김으로, 상윳따니까야 S36.6, 

전재성님역)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발생하는데 크게 세가지 느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아야 몸이 파괴된 후에도 윤회를 받지 않을 

것이라 한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런데 범부들은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괴로운 감수와 접촉하면 우울해하고 피로해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미혹에 빠진다. 그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두가지 

종류의 고통을 느낀다. 

  

(살라경-Sallasuttaṃ- 화살로서, 상윳따니까야 S36.6, 전재성님역)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하였다. 누구나 화살을 맞으면 괴로움을 

받듯이 배우지 못한 범부나 수행자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첫번째 화살을 맞았다고 한다. 이런 첫번째 

화살은 아라한이라도 피해 갈 수 없다. 아라한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번째 화살이다.  

  

“아파 죽겠네!” 

  



321 

 

첫번째 화살을 맞는 범부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 

친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괴로운 감수와 접촉하면 우울해하고 

피로해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미혹에 빠진다.”라고 하였다. 

육체적으로 “아파!”에 대하여 “아파 죽겠네!”하며 육체적 고통으로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부들은 

육체적 고통에 이어 정신적 고통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것이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하지만 경에 따르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괴로운 감수와 접촉해도 우울해하지 않고 피로해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으며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살라경-Sallasuttaṃ- 화살로서, 상윳따니까야 S36.6, 전재성님역)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괴로운 느낌이 

와도 “아파 죽겠네!”와 같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아프네!”하며 육체적 고통으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네 방의 화살 

  

이렇게 범부들은 첫번째 화살에 이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보통이라 

한다. 그런데 몇 방 더 맞는다고 한다. 지난 2010 년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묘원법사의 강의 (2010 년 6 월 22 일자)에 따르면 

범부들은 총 네 방의 화살을 맞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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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의 화살  

  

단계 종류 구분 내용 화살 

화살을 

맞지 않은 

상태 

맨느낌 육식(六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의식되는 것이 모두 

느낌을 통해서 마음이 

알게 됨 

화살을 맞지 

않은 상태 

제 1 의 

화살 

(육체적 

화살) 

  

육체적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맨 느낌에 감정이 

개입되어서 스스로가 

일으킨 것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면 화살을 한 번 

맞는 것 

-선업과 불선업으로 

반응한 것 

-호/불호가 있어 갈애가 

일어남 

 “아파!” 

“좋아!” 

제 2 의 

화살 

(정신적 

화살) 

  

정신적 느낌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느낌은 그냥 있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변함 

-좋고 싫고의 격렬한 

행위로 변화 

-비탄에 빠져 슬피 

울거나 자살을 하거나 

또는 환희에 겨운 몸짓 

-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제어가 안됨 

“ 아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제 3 의 

화살 

(욕망의 

화살) 

  

욕망의 느낌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느낌 

-갈애가 집착으로 발전한 

상태 

-상처가 깊어지고 고통도 

깊어지고 그만큼 과보도 

커짐 

 “아프지 

않았으면!” 

“계속 

좋았으면!”  

제 4 의 

화살 

(무지의 

화살) 

  

무지 알아차림이 

없음 

-무지하기 때문에 화살을 

피하는 방법을 모름 

-화살을 맞는 것이 

일상의 삶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 

  

화살을 

맞지 않음 

알아차림 느낌을 무상, 

고, 무아로 

알아차림 

-느낌이 갈애로 발전되지 

않도록 함 

-고통이 일어나면 단지 

“아프네”라고 알아차림 

-즐거움이 일어나면 단지 

“좋네” 라고 알아차림 

“아프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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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의 화살은 육체적 고통(아파!)에 대한 것이고, 제 2 화살은 정신적 

고통(아파 죽겠네!)이고, 제 3 의 화살은 느낌에서 갈애로 발전한 것으로 

욕망의 화살을 맞았다고 하고, 제 4 의 화살은 자신이 화살을 맞은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없어서 무지의 화살을 

맞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범부들은 매일 매순간 무수한 

화살을 맞고 산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범부들이 매일 매순간 무수한 화살을 맞고 사는 것과 

비교하여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들은 경에 따르면 “그는 신체적이지만 

정신적이지 않은 단 한가지 종류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이는 

오로지 첫 번째 화살 이외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Na vedanaṃ vediyati sapaññaño  

Sukhampi dukkhampī bahussutopi 

Ayañca dhīrassa puthujjanena 

Mahā viseso kusalassa hoti.  

  

“지혜로운 잘 배운 제자는 

즐겁거나 괴로운 감수를 느끼지 않으니 

이것이 현명한 자와 범부 사이에 

크나큰 차이점이네. 

  

  

Saṅkhātadhammassa bahussutassa 
Sampassato lokamimaṃ parañca 

Iṭṭhassa dhammā na mathenti cittaṃ 

Aniṭṭhato no paṭighātameti.  
  

진리를 추구하여 많이 배운 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바로 보아 

욕망하는 것으로 마음을 혼란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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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것에도 분노하지 않네. 

  

  

Tassānurodhā athavā virodhā 

Vidhūpitā atthagatā na santi 

Padañca ñatvā virajaṃ asokaṃ 

Sammā pajānāti bhavassa pāraguti.  

  

그에게는 환영이나 혐오가 

흩어지고 사라져 존재하지 않네. 

존재의 피안에 도달한 자 

티끌 없고 슬픔 없음을 알아 바로 열반을 깨닫네.” 

  

(살라경-Sallasuttaṃ- 화살로서, 상윳따니까야 S36.6, 전재성님역) 

  

  

  

2012-09-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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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각적 욕망과 선정삼매의 즐거움 

  

  

  

시간을 사기치는 자 

  

몇 일전 법회모임이 있었다. 스님을 모셔 놓고 법문을 듣는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불교교양대학에서 같이 공부하였던 법우님들끼리 우의를 

다지는 일종의 친목성격의 모임이다. 법회형식을 빌어 진행하지만 다음 

행사를 위한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위주의 모임이다.  

  

그런데 모임을 이끌고 있는 총무팀장께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제 우리 나이쯤 되니까 돈을 떼먹어 사기치는 사람보다 

시간을 사기치는 놈이 가장 밉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돈 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말이다.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돈이지만, 시간은 

한번 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낭비하는 모임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말이었다.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다. 그래서 시간내기가 쉽지 않다. 

법회모임이라든가 강좌가 있을 때 참가 하려면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할애 하여야 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법회나 강좌에 참석하려면 큰 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법회 또는 강좌에 참석하였는데, 법사나 

강사가 성의 없이 법문이나 강의에 임하였다면 이는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무언가 한가지라도 건질 것이 

없을까’하고 그 먼길을 달려 왔건만 법사나 강사가 자신의 

개인적인이야기나 신변이야기등으로 때운다면 이는 시간을 도둑질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돈을 사기치는 것 보다 시간을 사기치는 

자가 더 밉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두 가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부자나 가난한자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 

같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루 24 시간을 사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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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에게나 주어진 시간 역시 하루 24 시간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감하는 시간은 달라진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시간은 나이와 비례하여 흐른다고 한다.  

  

지금 30 대라면 시간이 시속 30 키로미터의 속도로 느끼고, 70 대의 경우 

시속 70 키로미터로 시간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다고 한다. 따라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점점 가속하여 빨리 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 한다.  

  

이렇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다. 그런데 공평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잠이다.  

  

누구나 밤이 되면 잠을 자는데, 잠자는 것이야말로 시간 못지 않게 

공평한 것이다. 잘난사람이나 못난자 역시 일정시간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동안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다.  

  

잠에서 깨어 났을 때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잠에서 깨는 순간 

빈부귀천, 행복과 불행, 좋고 싫음이 확연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잠에서 깨어 났을 때부터 불평등이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기분이 좋다. 특히 세상모르고 잠을 잤을 때이다. 

그런 잠은 일년에 몇 차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해진다. 이는 마치 정화된 물과도 같다. 개울물에서 

흙탕이 일어났을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화 되듯이 잠을 통하여 마음의 

찌꺼기가 아래로 가라 앉아 마음이 맑아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마음이 

정화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떠 오르는 것은 전날의 행적에 대한 것이다.  

  

잠에서 깨어 났을 때 거의 대부분 전날의 행적이 떠오른다. 대부분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들이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나 잠에서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 참으로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주로 ‘오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들이다.  

  

어리석은 자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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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어리석은 자의 품 

  

1.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60) 

  

2.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하리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으니.(61) 

  

3.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 하물며 재산이랴.(62) 

  

4.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63) 

  

5.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현명한 님을 섬겨도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64) 

  

6. 

양식있는 자는 잠깐만 



328 

 

현명한 이를 섬겨도 

혀가 국 맛을 알 듯,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65) 

  

7.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66) 

  

8. 

행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 흘리며 비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67) 

  

9.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68) 

  

10. 

악행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과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행이 여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경험한다. (69) 

  

11. 

어리석은 자는 달마다 

꾸싸 풀의 끝으로 음식을 먹어도 

진리를 이해하는 님에 비하면, 

그 십육분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70) 

  

12. 

새로 짠 우유가 굳지 않듯, 

악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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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에 숨어있는 불처럼, 

작열하여 어리석은 자를 쫒는다.(71) 

  

13.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난다. 

오직 그의 불익을 위해서, 

그것이 그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부수고 

그의 머리를 떨어 뜨린다. (72) 

  

14. 

그는 헛된 특권을 바란다. 

수행승 가운데 존경을, 

처소에서는 권위를,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는 공양을 바란다.(73) 

  

15.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로지 내가 행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일이나 하면 안 될 일도 

‘오로지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에게 욕망과 자만이 늘어만 간다. (74) 

  

16. 

하나는 이득을 위한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의 길이다. 

이와 같이 곧바로 알아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제자로서 

명성을 즐기지 말고 

멀리 여읨을 닦아야 하리.(75) 

  

(법구경 ‘어리석은자의 품’, 전재성님역) 

  

  

법구경 ‘어리석은 자의 품(Bālavaggo)’을 보면 모두 현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다. 2600 년전 부처님 당시나 현대나 어리석은 행위에 



330 

 

대한 것은 거의 다름 없어 보인다. 아마도 천년이나 이천년 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행한 뒤에 후회한다면 

  

게송 중에 여덟번째 게송이 있다. 빠알리원어와 함께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Na taṃ kammaṃ kataṃ sādhu ~   나 땅 깜망 까땅 사두 

yaṃ katvā anutappati,   양 까뜨와 아누땁빠띠 

Yassa assumukho rodaṃ ~   얏사 앗수무코 로당 

vipākaṃ paṭisevati.    위빠깡 빠띠세와띠 

  

행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 흘리며 비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Dhp67) 

  

  

이 게송과 관련하여 ‘행한 뒤에 후회하고’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에 대한 주석을 보면 “현세에서 회상하는 순간에 후회스럽고 

비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 비참한 운명의 상태의 태어남을 

가져오므로, 그 결과가 고통스런 행위는 훌륭한 것이 아니고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무언가 

일을 하고 난뒤에 후회의 마음이 일어나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잠에서 깨어 났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다.  

  

잠에서 깨면 고요하다. 특히 새벽에 깨었을 때이다. 주변은 어둑하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감이 방해 받지 않는다. 이때 마음의 문만 열려 

있을 뿐이어서 전날 행위한 것이 마음에 떠 오른다.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떠 오르는데 이는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면 전날 ‘오버액션’한 것이라 보면 

틀림 없다. 그 경우 ‘오계’를 어긴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음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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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행위가 그렇다. 이럴 경우 잠에서 깨어 났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지만 알아차림을 놓친 것에 대한 

자학이다. 주로 성냄과 관련된 행위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후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후회할 짓을 하였을까. 

  

같은 어둠일지라도 

  

어둠이 있다. 어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저녁에 보는 

어둠이고 또 하나는 새벽의 어둠이다. 이는 잠을 자기 전과 후로 

갈린다. 잠을 자기 전 어둠은 ‘카오스’라 볼 수 있고, 잠을 자고 난 

후 어둠은 ‘평온’이라 볼 수 있다.  

  

같은 어둠일지라도 저녁의 어둠과 새벽의 어둠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녁어둠의 경우 감각적 욕망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온싸인이 

하나 둘 불을 밝히기 시작할 때 어둠은 새벽의 어둠과 극과 극의 양상을 

보여준다.   

  

다섯가지의 감각적 쾌락이 있는데 

  

이와 같은 어둠을 느끼는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다섯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즐거움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섯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아난다여,  

다섯가지의 감각적 쾌락이 있다. 다섯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시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형상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다.  

  

청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소리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다.  

  

후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냄새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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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맛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다.  

  

촉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감촉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다.  

  

아난다여,  

이 다섯가지 감각적 쾌락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빤짜깡가경-Pañcakaṅg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36.19, 전재성님역)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따른 감각적 즐거움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간다. 

그래서 대상이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애착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저거들은 맨날 고기묵고” 

  

그런데 이런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빈부와 귀천에 따라 다르고 잘난자와 못난자가 즐기는 대상이 다른 

것이다. 어떤 이는 마음껏 감각적 쾌락을 즐겨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이는 문제가 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하여 본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추행범이 있다. 이는 성욕에 굶주린 

자들이다. 성욕도 식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데 많이 

가진자들의 경우 성적인 욕구가 충족 되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가진 것이 없는 자의 경우 성적욕구를 해소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는 엄밀히 알고 보면 사회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저거들은 맨날 고기묵고”라는 책이름이 있듯이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들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기득권층에서는 심지어 ‘거세해 버리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잠을 깬 상태에서 삶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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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매우 불평등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가진자, 부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따른 감각적 욕망에 따른 쾌락은 즐거운 

것임에 틀림 없다. 반면 가지지 못한자, 가난한 자, 바닥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추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감각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지라도 기회만 되면 욕망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잠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정삼매의 즐거움 

  

이와 같이 많이 가진자나 못 가진 자나 틈만 나면 누리려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다. 그래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중생이 최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린다” 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아난다여, 그러한 

즐거움보다 더욱 탁월하고 더욱 미묘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빤짜깡가경-Pañcakaṅg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35.2.2.9, 전재성님역)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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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세속에서 중생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 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아난다여,  

그러한 즐거움보다 더욱 탁월하고 더욱 미묘한 다른 즐거움은 어떠한 

것인가?  

  

아난다여,  

이 세상에 수행승이 감각적인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홀로 명상하며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아난다여,  

그러한 즐거움보다 더욱 탁월하고 더욱 미묘한 다른 즐거움은 이러한 

것이다. 

  

(빤짜깡가경-Pañcakaṅg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35.2.2.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선정삼매의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선정삼매의 

즐거움이야말로 세속에서 중생들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따른 감각적 쾌락과 비할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즐거움은 

‘탁월하고 미묘한 것’이라 한다.  

  

얻어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 

  

선정삼매에 들면 얻어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이 있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얻어 지는 것 버려 지는 것 

일으킨 생각(尋, vitaka) 감각적 욕망(kāmāchanda) 

지속적 고찰(伺, vicāra) 악의(vyāpā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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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열(喜, pīty), 해태와 혼침(thīna-middha) 

행복(樂, sukha) 들뜸과 후회(uddhacca-kukucca) 

평온(捨, upekkhā) 회의적 의심(vicikichā)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고착시킴으로써 집중이 강화 됨에 따라 얻어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얻어지는 것으로서 희열, 행복, 

평온 등이 있고, 버려지는 것으로서 감각적욕망(탐), 악의(진), 게으름, 

게으름과 흐리멍덩한 상태, 들뜸과 후회, 법에 대한 의심 등 정신적 

혼란이 제거 된다. 마치 흙탕물이 정화되는 것 같과 같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눈을 감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즐거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즐거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각적 욕망에 따른 

쾌락 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은 오욕락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빈부귀천,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눈을 감고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면 오욕락과 비교 할 수 없는 

미묘하고 탁월한 희열, 행복, 평온을 맛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노예가 되기 쉽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순간적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접촉 하는 등 

감각적 욕망을 추구 한다. 그  결과는 어떨까. 잠에서 깨어 났을 때 

후회로 나타난다면 이는 잘 못된 것이다. 짧은 행복, 긴 고통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눈을 감자”는 것이다. 눈을 감게 되면 일단 시각적 대상이 

차단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보면 된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숨 날숨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각적 욕망은 

사라진다. 마음은 한 순간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집중하게 되면 경에서 설명된대로 희열, 행복, 평온을 느끼게 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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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에 따른 즐거움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고, 더구나 탁월하고 미묘한 즐거움이라 하였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다섯가지 장애는 극복 되고 더 이상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Tañ-ca kammaṃ kataṃ sādhu ~   딴 짜 깜망 까땅 사두 

yaṃ katvā nānutappati,   양 까뜨와 나누땁빠띠 

Yassa patīto sumano ~   얏사 빠띠또 수마노 

vipākaṃ paṭisevati.   위빠깡 빠띠세와띠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Dhp68) 

  

  

  

  

2012-09-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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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늘에서 금비가 내려도 

  

  

  

담마에 대한 갈증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갈증을 

채워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바라지만 그런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있는 곳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불교를 접하기 매우 어렵다. 농촌이건 도시이건 

사람이 사는 곳에 사찰구경하기가 힘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정법과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뜻 있는 불자들의 담마에 대한 갈증을 채워 

주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방송’이다. 

  

손바닥안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불교방송’과 ‘불교 TV’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라 손바닥안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모바일로 종종 불교 TV를 본다. 수 많은 매우 다양한 프로가 있는데 

크게 법문과 교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법문의 경우 현재 방영되고 있는 

것부터 시작 하여 종영된 프로까지 합하면 수십개에 달한다. 그러나 볼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00%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에 대한 것이고, 100% 

스님들 법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복된 프로도 많아서 천수경과 

금강경, 반야심경 위주이다. 늘 듣던 말을 또 듣고 반복하여 재탕, 

삼탕식 법문이 주류를 이룬다.  

  

한편 교양에 대한 것을 보면 프로가 매우 다양하다. 부자만들기, 

사찰여행, 감성식객, 웃음 건강학, 한의학 특강, 과학과 불교의 만남 등 

온갖 교양프로에 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잡다한 프로를 

선보이고 있는데, 진행자 역시 매우 다양하다. 스님이 아니라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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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행복한 노후특강’ 

  

이렇게 스님이 진행하는 법문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수 많은 

교양프로를 모바일로 볼 수 있는데, 감동을 줄 만한 프로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리저리 보아도 마땅한 프로가 없는데, 그 

중에 한 프로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21 세기 행복한 노후특강’이라는 

프로이다. 강사는 김송호 박사이다. 특이하게도 공학박사 학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문은 스님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사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법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기 보다 ‘개인적인 견해’나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불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 자신의 견해나 신변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다지 남는 것이 없다. 법문이라고 말하지만 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법문은 반드시 스님들만이 하는 것일까. 부처님의 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모두 법문이 될 수 있다. 설령 경전적 근거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과 같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면 훌륭한 법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법문이 김송호 

박사의 강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행복지수 공식 

  

마치 숨은 보석을 찾아 낸듯, 진흙속에서 진주를 건져 낸 듯한 김송호 

박사의 강의는 매우 설득력 있다. 그런 강좌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안(도시)에서 행복을 찾아 볼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김송호박사, 21 세기 행복한 노후특강, 제 17 회 세계의 공동체, 불교 TV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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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동체, 노후공동체 등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의 삶과 

수도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삶이라는 것이 

소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는 경우는 극소수라 한다. 

대부분은 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고, 적게 소유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는 

다음과 같은 행복지수로 설명 될 수 있다. 

  

  

행복지수 = 소유/욕구 

  

  

이것이 행복지수 공식이다. 이 공식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소유’를 

많이 늘리면 행복해 질 것이라 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 한다. 또 이것이 ‘도시의 삶’이라 한다.  

  

그렇다면 수도(修道)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분자를 내 버려 두고 

그 대신 분모에 해당되는 ‘욕구’를 줄이는 것이라 한다.  

  

“아, 뭐야 나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일까. 이에 대하여 김송호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유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가지니까 더 행복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욕구라는 것은 소유에 의하여 

다시 높아집니다. 소유가 높아지면 욕구도 다시 높아 지는데, 이는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소나타를 샀는데, 오늘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옆에 에쿠스가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아, 뭐야 나는!”라고 하는 거죠. 집이 없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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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평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옆집에 50 평 아파트에 

가보면 “ 와, 우리집은 집도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김송호박사, 21 세기 행복한 노후특강, 제 17 회 세계의 공동체, 불교 TV 

2012-02-13)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웅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다. 그가 타고 있는 차는 ‘대형차’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와 완전히 딴판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거나 심지어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은 대형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소형차를 가진 

자신과 비교가 되었다. 그 감정은 김송호 박사가 예를 들어 한말인 

“아, 뭐야 나는!”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차로 아파트 평수 등으로 비교되고 우월감과 동등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진짜 행복이란? 

  

소유함으로서 행복의 지수로 삼는다면 그 욕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삶이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김송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행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수도자들이 

하는 일은 소유를 없애면서 욕구를 낮추는 것, 욕구를 낮추되 

영(제로)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을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것이 

수도자의 삶이죠. 이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중간 단계의 

어딘가를 할려고 사람들이 노력 하는 거에요. 그것이 

‘생태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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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호박사, 21 세기 행복한 노후특강, 제 17 회 세계의 공동체, 불교 TV 

2012-02-13) 

  

  

김송호박사는 수도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스님들의 삶 같은 

것이다. 무소유와 청정을 근본으로 하는 출가자의 삶이라는 것은 소유를 

극소화하고 욕구 역시 극소화 하는 삶을 말한다. 이른바 ‘소욕지족’의 

삶을 말한다. 그런 소욕지족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이는 

갈애의 극복을 말한다. 

  

하늘에서 금비가 내려도 

  

갈증이 나면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가라 않지 않는다.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갈증을 일으키는데 이는 소유와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런 갈애에 대하여 ‘아흔아홉을 가진 자가 백을 채우기 위하여 나머지 

한 개를 빼앗아 간다’는 등 여려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구경 게송만 못할 것이다. 

  

  

Na kahāpaṇavassena ~  나 까하빠나왓세나 

titti kāmesu vijjati,   띳띠 까메수 윗자띠 

“Appassādā dukhā kāmā” ~  압빳사다 두카 까마 

 iti viññāya paṇḍito.   이띠 윈냐야 빤디또 

  

참으로 금화의 비가 내려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만족은 없다. 

욕망에는 쾌락은 적고 고통뿐이라. 

현명한 님은 이와 같이 안다. 

(Dh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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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of golden coins 

  

  

  

사람들은 하늘에서 금이 쏟아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을 만족시키는 감각적 

욕망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가라 않지 않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라 하는데, 

이를 ‘금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금화의 비라고 하는 것은 ‘박수소리에 야기된 칠보의 

비(BL.III.61-62)’를 말한다고 한다. 물질적 욕망(vatthukama)과 

정신적 쾌락의 욕망(kilesakama)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욕망은 그렇게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쭐라둑카칸다경(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 M14)에서 

  

 이렇게 충족하기 어려운 소유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게송에서는 “욕망에는 쾌락은 적고 고통뿐이라. (Appassādā 

dukhā kāmā)”라고 하였다. 결국 남는 것은 고통 뿐이라 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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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들은 이와 같이 알고 있다( iti viññāya paṇḍito)’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맛지마니까야의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경’을 참고하라고 하였다.  

  

게송과 관련된 맛지마니까야의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경’을 찾아 

보았다. 두개의 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큰 경(M13)’과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M14)’으로 되어 있다.  

작은 경(M14)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마하나마여,  

만약에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감각적 쾌락에는 만족은 적고 고통이 

많고 고뇌가 많아서, 재난이 더욱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써 잘 살펴보아, 감각적 쾌락을 떠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아닌 기쁨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또는 그 보다 더 평정한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는 오직 감각적 쾌락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쭐라둑카칸다경-Cūḷadukkhakkhandha suttaṃ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14, 전재성님역) 

  

  

  

경에서 “감각적 쾌락에는 만족은 적고 고통이 많고 고뇌가 많아서, 

재난이 더욱 많다.”라는 구절이 법구경 게송 “욕망에는 쾌락은 적고 

고통뿐이라. (Appassādā dukhā kāmā)”라는 구절과 같은 뜻이라 볼 수 

있다. 모두 감각적 쾌락의 추구에 대한 경계의 말이다.  

  

치명적인 유혹 

  

그런데 맛지마 니까야에서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재난’과 같다고 하였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고통 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다. 그런 감각적 쾌락은 어떻게 생겨 나는 것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하나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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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유혹이란 어떠한 것인가?  

  

마하나마여,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가 있다.  

다섯 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기분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유발하고 

흥분을 야기하는, 시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형상이 있다.  

  

. 

.  

  

마하나마여,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는 이와 같다.  

  

마하나마여,  

이러한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유혹이다. 

  

(쭐라둑카칸다경-Cūḷadukkhakkhandha suttaṃ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14, 전재성님역) 

  

  

감각적 쾌락에 대한 ‘치명적인 유혹’이 생겨 나는 원인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대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이라 한다.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흥분을 야기하기 때문이라 한다.  

  

왜 재난이라 하였을까? 

  

이런 이유로 해서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 생겨나는데 부처님은 이를 

고통을 넘어 재난이라고 하였다. 어떤 재난일까. 경에서 여러가지 

재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마하나마여,  

또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조건으로 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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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왕들이 왕들과 

싸우고, 귀족이 귀족들과 싸우고, 사제가 사제와 싸우고, 주인이 주인과 

싸우고,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형제가 

자매와 싸우고, 자매가 형제와 싸우고, 동료와 동료가 싸운다.  

  

그 때에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며 서로 두 손으로 치고 박고 

흙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현실적 재난인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조건으로 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속하는 괴로움의 다발이다. 

  

(쭐라둑카칸다경-Cūḷadukkhakkhandha suttaṃ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14, 전재성님역) 

  

  

골육상쟁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재물을 

차지 하기 위하여 부모자식간에도 피 튀기는 전쟁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부모자식간에,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매번 뉴스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이 

개인적은 괴로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륜스님은 

약 60-70%가 고부간, 부부간, 부모자식간의 갈등이라 한다.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나면 살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라고 하였다. 

  

니간타 나따뿟따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소유와 욕구를 추구하는 삶의 종착지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고통”이라 하였고, 맛지마니까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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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라 하였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 볼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즐겁게 즐기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괴롭게 

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니간타들)  

‘벗이여,  

니간타 나따뿟따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자로서 완전한 앎과 

봄을 선언하며, ‘나에게는 걸을 때에도 서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항상 계속해서 앎과 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니간타들이여,  

예전에 그대들이 악업을 지었더라도, 그것을 이 혹독한 고행으로 

제거하여야한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서 신체적으로 수호하고 

언어적으로 수호하고 정신적으로 수호하여 미래에 악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고행으로써 과거의 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업이 소멸되고, 업이 소멸되면 고통이 소멸되고, 고통이 소멸되면 

느낌이 소멸되고, 느낌이 소멸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될 것이다.’ 

  

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쭐라둑카칸다경-Cūḷadukkhakkhandha suttaṃ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14,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 중의 하나 이었던 니간타 나따뿟따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행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니간타는 즐거운 것을 

괴롭다라고 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고통스런 

삶을 살아 갈 것을 말하였다. 자신의 몸을 학대함으로 인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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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업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간타의 제자들은 “벗이여 

고따마여,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지만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스승에 대한 맹목적 믿음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벗들이여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들이 예전에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모릅니다. 그대들은 우리들이 예전에 악업을 지었는가 악업을 짓지 

않았는가에 대해 모릅니다. 그대들은 우리들이 이러저러한 악한 행위를 

짓는지에 대해 모릅니다. 그대들은 얼마만큼 괴로움이 벌써 끝났는지, 

얼마만큼 괴로움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지, 얼마만큼 괴로움이 

소멸되어야 모든 괴로움이 소멸될 것인지에 대해 모릅니다.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린 것과 선하고 건전한 

상태를 성취한 것에 대해 모릅니다.  

  

그렇다면 벗들이여, 니간타들이여,  

이 세상에서 살인자, 손에 피를 묻히고 잔인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니간타들로 출가한 것이 됩니다.’ 

  

(쭐라둑카칸다경-Cūḷadukkhakkhandha suttaṃ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14, 전재성님역) 

  

  

이는 스승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 있다. 

깔라마경(A3-65)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스승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 들이지 말하는 

이야기이다.  

  

만약 스승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면 그것은 니간타들이 과거 전생에 

살인자 이었거나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던 잔인한 직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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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취견((戒禁取見, sīlabbata-parāmāsa, 실라밧따빠라마사) 

  

이와 같은 니간타 고행주의는 잘못된 수행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를 

계금취견((戒禁取見, sīlabbata-parāmāsa, 실라밧따빠라마사)라 한다.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금계와 의식을 

지킴으로써 청정해질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식만이 옳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생을 삼계에 붙들어 매놓고 있는 10 가지 족쇄(結, saṃyojana) 

가운데 세 번째 족쇄이며, 네 가지 집착(取, upādāna)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성자의 초보 단계인 수다원도(sotāpatti-magga)에 들면 

유신견(sakkāya-diṭṭhi), 의심(vicikicchā)과 같은 족쇄와 함께 모두 

뿌리 뽑히게 된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삼마삼붓다사와꼬)는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세상은 잘못된 견해로 가득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극단을 보게 된다. 단지 감각적 쾌락을 위하여 

한 평생 소유하고 욕망을 충족 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쾌락주의자가 있는 

가 하면, 스스로 괴로운 상태를 맛 보며 살아가는 극단적인 

고행주의자에 이르기 까지 갖가지 견해가 판을 치지만 부처님은 이들 

모두 잘못된 견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하였다. 

  

  

Api dibbesu kāmesu ~   아삐 딥베수 까메수 

ratiṃ so nādhigacchati.     라띵 소 나디갓차띠             

Taṇhakkhayarato hoti ~  딴학카야라또 호띠 

Sammāsambuddhasāvako.  삼마삼붓다사와꼬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는 

천상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조차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단지 갈애의 부숨을 기뻐한다. 

(Dh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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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송은 앞서 언급된 186 번 게송인 “참으로 금화의 비가 내려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만족은 없다. 욕망에는 쾌락은 적고 고통뿐이라. 

현명한 님은 이와 같이 안다.”와 연동 되어 있다. 그래서 인연담도 

공유하고 있다. 

  

게송에서 부처님의 제자는 천상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조차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갈애가 부수어짐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나는 다가오는 시간을 버리고 현재를 쫓습니다”  

  

이 게송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사밋디경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하늘사람] 

 "수행승이여,  

당신은 젊고 머리가 검은데 즐거운 청춘을 갖고도 최상의 세월에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고 출가에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승이여,  

사람의 감각적 쾌락을 즐기십시오. 현재를 버리고서 다가오는 시간을 

쫓지는 마십시오." 

  

[싸밋디]  

"벗이여,  

나는 다가오는 시간을 버리고 현재를 쫓습니다.  

  

벗이여,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은 시간에 매이며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재난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만한 것이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밋디경-Samiddhi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2.1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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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쾌락을 즐기라고 말하는 하늘사람에게 부처님의 제자 사밋디는 

“감각적 쾌락은 시간에 매이며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재난이 

넘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현재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라 본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아니면 미래에 살고 있다. 이는 마음이 늘 과고 

아니면 미래에 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하여 늘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늘 불안해 한다. 

항상 불건전한 대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경우 근심과 불안, 걱정을 특징으로 하는데 또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이다. 이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박사는 불교 TV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다는 것은 불안, 근심, 걱정, 초조와 

같은 안 좋은 미래를 떠 올리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미래의 

기대와 희망도 나름입니다.  

  

학생이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 방학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 적금을 기다리는 것, 연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를 

기다리는 것, 좀 더 평수를 넓혀 고급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등을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안 좋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현재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를 탈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며 사는 삶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현수박사, 전현수박사의 마음테라피, 불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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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수박사의 말에 따르면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기다리며 사는 삶은 좋지 않다고 한다. 몇 년후에 자동차를 대형으로 

바꾼다든지, 몇 년 후에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는 것 같은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내일은 무엇을 하고, 또 모레는 무엇을 

하고, 내년에 무엇을 이루고 하는 불투명하고 막연한 계획을 말한다.  

  

이런 삶은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하여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미래를 기대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소유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말한다. 소유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올라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 

본다. ‘행복지수 = 소유/욕구’ 공식에서 소유와 욕구를 낮추어 사는 

것이다. 이는 세상사람들의 흐름과 반대로 사는 것이다. 이를 

소욕지족의 삶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는 가는 

것이 수행자 일 것이다. 그런 수행자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늘사람]  

“한적한 숲속에서 살면서  

고요하고 청정한 수행자는  

하루 한끼만 들면서도  

어떻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합니까?” 

  

  

[세존]  

 “Atītaṃ nānusocanti,  아띠땅 나누소짠띠 

nappajappanti nāgataṃ;  납빠잡빠띠나가땅 

paccuppannena yāpenti,  빳쭙빤네나 야뻰띠 

tena vaṇṇo pasīdati”.  떼나 완노 빠시다띠 

  

 “Anāgatappajappāya,  아나가땁빠잡빠야 

atītassānusocanā;   아띠땃사누소짜나 

etena bālā sussanti,  에떼나 발라 숫산띠 

naḷova harito luto”ti.  나로와 하리또 루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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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 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아란냐경-Araññasuttaṃ - In the Forest- 숲속에서, 상윳따니까야 

S1.1.10, 전재성님역) 

  

  

숲속에서 사는 수행자는 하루 한끼만 먹고 살아도 얼굴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낫에 잘린 갈대와 같다고 하였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슬퍼 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 오래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기 때문이다.  

  

갈대가 낫에 잘리면 얼마 못 가 시들하듯이 이와 같이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어둡다는 것이다. 설령 그가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놓고 살아도,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최고의 미녀를 차지 하고 있어도 마음이 현재를 떠나 

있다면 낫에 잘린 갈대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유에 따른 

“감각적 쾌락은 시간에 매이며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재난이 

넘치는 것입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 한다.  

  

그렇다면 지금 별로 가진 것이 없는 별 볼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간다면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만한 것이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353 

 

  

  

2012-09-24 

진흙속의연꽃 

 

 

 

 

 

 

 

 

 

 

 

 

 

 

 

 

 

 

 

 

 

 

 

 

 

 

 

 

 

 

 

 



354 

 

22. 꾸살라와 아꾸살라, 그리고 뿐냐와  빠빠 

 

 

악의 품 

  

1. 

선한 일에 서두르고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공덕 있는 일에 게으르면, 

마음은 악한 것을 즐긴다.(116) 

  

2. 

비록 악을 저질렀어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 탐욕을 여의어야 하리. 

악이 쌓이면 고통스럽다.(117) 

  

3. 

선한 일을 행했으면, 

더욱 더 거듭해야 한다. 

그 의욕을 돋우어야 하리. 

공덕이 쌓이면 행복하다.(118) 

  

4.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119) 

  

5.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는다. 

선한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인은 공덕을 누린다.(1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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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운 

악으로 가득 찬다.(121) 

  

7.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슬기로운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운 

선으로 가득 찬다.(122) 

  

8. 

작은 카라반을 거느렸으나 

재보가 많은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 

살고자 하는 사람은 

독을 피하듯, 악을 피해야 한다.(123) 

  

9. 

손에 상처가 전혀 없으면, 

손으로 독을 만질 수 있다. 

상처 없는 님에게 독이 미치지 못하듯, 

악을 짓지 않는 님을 악이 해치지 못한다.(124) 

  

10. 

죄악이 없고 청정하여 

허물이 없는 님에게 해를 끼치면, 

티끌이 바람 앞에 던져진 것처럼, 

악의 과보가 어리석은 그에게 돌아간다.(125) 

  

11. 

어떤 자들은 모태에 태어나고 

악은 저지른 자들은 지옥에 나고 

선행자는 천상계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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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를 여읜 님들은 열반에 든다.(126) 

  

12. 

악업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공중에도 바다 한 가운데도 없고 

산의 협곡에 들어가도 없으니,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127) 

  

13. 

죽음이 닥치지 않는 곳은 

공중에도 바다 한 가운데도 없고 

산의 협곡에 들어가도 없으니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128) 

  

  

(법구경,  9 악의 품 Pāpavagga, 전재성님역) 

   

  

  

  

  

선과 악 

  

법구경 ‘악의 품’의 빠알리 명칭은 ‘빠빠왁가(Pāpavagga)’이다. 

여기서 ‘빠빠(Pāpa)’라는 말은 ‘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렇다면 

이 빠빠와 반대 되는 술어는 무엇일까. 법구경 악의 품에서는 

‘뿐냐(Puñña)’로 쓰였다.  

  

뿐냐의 의미는 공덕의 의미이지만 ‘악행’을 의미하는 빠빠와 반대 

되는 술어로서 ‘선행’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빠빠와 뿐냐는 

선과 악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법구경 악의 품 게송에서는 빠빠(악)와 뿐냐(선)가 대비 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빠알리어에 선과 악이라는 말에 ‘꾸살라(kusala)’와 

‘아꾸살라 (akusala)’라는 말이 있다.  

  

꾸살라와 아꾸살라, 그리고 뿐냐와  빠빠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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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꾸살라와 아꾸살라, 그리고 뿐냐와 빠빠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먼저 마성스님이 번역한 위라라트네(W.G. Weeraratne) 가 지은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논문에 실려 있는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몸으로 짓는 

행위(kayika kamma, 身業)·입으로 짓는 행위(vacasika kamma, 

口業)·뜻으로 짓는 행위(manasika kamma, 意業)가 그것이다. 

  

인간의 세 가지 행위는 윤회에 헤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선행은 

이 세상에서 궁극의 진리를 실현시키는 이익(samparayahita)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 준다(ditthadhammasukha, 

現法樂). 그리고 그 반대로 가는 모든 행위는 악이다.  

  

꾸살라(kusala)와 아꾸살라(akusala) 

  

불교에 있어서 선과 악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여러 가지 술어들이 있다.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 술어는 꾸살라(kusala)와 

아꾸살라(akusala)이다.  

  

꾸살라(kusala)라는 단어는 '능숙한', '현명한', '유능한', '노련한'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아꾸살라(akusala)는 그와는 반대를 나타낸다. 

주석자(註釋者) 담마빨라(Dhammapala, 法護)는 이 술어가 '악을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꾸살라(Kusala)라고 불렀다.'(kucchita salama 

atthena kusalam)라고 정의를 내린다. 

  

 불교에서 선과 악을 나타내는 이들 두 술어의 선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악을 행하거나 삶을 자기본위로 사는 것은 매우 쉽다.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부른다. 집착과 증오는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가져오고, 무지는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편견 없이 사물을 바라보고, 우호적으로 느끼고, 집착을 

극복하는 길은 매우 어렵고, 약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은 탐욕, 성냄 및 어리석음[無明]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모든 행동은 꾸살라(kusala, 善)이고, 그 반대는 

아꾸살라(akusala, 惡)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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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냐(punna, 福)와 빠빠(papa, 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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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리성전협회(PTS) 사전에서 뿐냐(punna)는 언제나 천상의 

재생과 미래의 축복 받는 상태의 기초와 조건, 과거생에 쌓여진 공덕에 

의존하여 즐김과 지속기간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빠빠(papa)는 '불행의 상태에서의 고통의 기초와 조건'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 , 위라라트네(W.G. Weeraratne) 지음/ 마성 옮김)  

  

  

선과 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술어는 꾸살라(kusala, 善)와 

아꾸살라(akusala, 惡)라 한다. 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삼독심을 약화시키는 것은 

꾸살라(선)이고, 그 반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꾸살라(악)이라 한다.  

  

뿐냐(福)의 의미로 표현된 게송 

  

뿐냐와 빠빠의 경우 공덕과 죄의 의미로 번역된다고 한다. 그래서 

공덕을 쌓으면 천상에 나고, 죄업을 많이 지으면 악처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법구경 악의 품의 게송에서 볼 수 있다.  

  

뿐냐(福)의 의미로 표현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Puññaṃ ce puriso kayirā,  뿐냥 쩨 뿌리소 까리야 

~ kayirāthetaṃ punappunaṃ,  까이라테땅 뿌납뿌낭 

 Tamhi chandaṃ kayirātha,  땀히 찬당 까이라타 

~ sukho puññassa uccayo. 수코 뿐냣사 웃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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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일을 행했으면, 

더욱 더 거듭해야 한다. 

그 의욕을 돋우어야 하리. 

공덕이 쌓이면 행복하다. 

(Dhp118) 

  

  

첫 구절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인데, 이때 

뿐냐(Puñña)라는 용어를 쓴 것을 알 수 있다. 또 마지막 구절에서 

공덕을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 하였는데, 역시 뿐냐라는 용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공덕이나 선행을 하는 것이 뿐냐임을 알 

수 있다.  

  

빠빠(惡)의 의미로 표현된 게송 

  

다음으로 악의 의미로 쓰이는 빠빠에 대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Pāpaṃ ce puriso kayirā,  빠빵 쩨 뿌리소 까리야 

 ~ na taṃ kayirā punappunaṃ, 나 땅 까이라 뿌납뿌낭 

Na tamhi chandaṃ kayirātha,  나 땀히 찬당 까이라타 

~ dukkho pāpassa uccayo.  둑코 빠빳사 웃짜요 

  

비록 악을 저질렀어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 탐욕을 여의어야 하리. 

악이 쌓이면 고통스럽다. 

(Dhp117) 

  

  

첫 구절에 악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악행을 말한다. 그래서 

빠빠(Pāpa)라는 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악이 

쌓이면 고통스럽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악행을 말한다. 그래서 역시 

빠빠(pāpa)라는 말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뿐냐와 빠빠는 공덕과 악행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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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가 교수의 강의에서 

  

선과 악을 표현 하는데 있어서 꾸살라와 아꾸살라, 뿐냐와 빠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불교 TV 

사이트에 실려 있는 스리랑카 아상가 교수의 강의 내용이다. 참고로 이 

글은 지난 가 지난 2010 년 ‘부처나 아라한은 왜 공덕을 짓지 

않을까, 아상가교수의 ‘업과 재생(rebirth)’강의를 듣고’라는 

제목으로 올린바 있다. 그 중 ‘꾸살라와 아꾸살라, 뿐냐와 빠빠’에 

대한 것만 보면 다음과 같다.  

  

  

꾸살라(Kusala)와 아꾸살라(Akusala)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두 가지는 

‘건전한것과 건전하지 못한것’ 또는 ‘지혜로운것과 지혜롭지 

못한것’ 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빨리어 경전에서는 건전하지 못한 

행위는 ‘Akusala(아꾸살라)이고,  건전한 행위는 ‘Kusala(꾸살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kusala 가 건전하고 지혜로운 것(wholesome, 

skillful)이고, Akusala 는 건전치도 지혜롭지도 못한(unwholesome, 

unskillful)겁니다.  

  

어떤 행동은 ‘건전하고 지혜롭다’ 하고 어떤 행동은 ‘불건전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하지요. 그런 구분은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달렸어요.  

  

어떤 행동을 ‘탐진치’로 행할 때는 불건전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탐(lobha)은 ‘집착과 갈애’를 말하고, 진(dosa)은 ‘분노와 

혐오’, 치(moha)는 ‘어리석음 미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집착(attachment)’ ‘어리석음(delusion)’ 

‘분노(aversion)’를 가지고 행동할 때 그 행동은 건전하지 못해요.  

  

불교적 분석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의 마음은 이런 탐진치에 매어 

있어요. 불교 가르침에 의하면 누군가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는 해탈한 사람이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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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이 그 것이지만 평범한 마음의 상태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선<Kusala>과 악<Akusala> 이런 구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르침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분법을 소개하지요.  

   

꾸살라와 아꾸살라 

구 분 내용 행동 상태 

꾸살라 

(Kusala) 

건전하고 지혜로운 

것 

(wholesome, 

skillful) 

‘탐진치’로 

행하지 않을 때 

해탈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 

아꾸살라 

(Akusala) 

건전치도 

지혜롭지도 못한 것 

(unwholesome, 

unskillful) 

탐진치로 행할 

때 

집착,어 

리석음,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뿐냐(Puñña)와 빠빠(Pāpa) 

  

뿐냐(Puñña)와 빠빠(Pāpa)가 있는데요. 빠빠는 악행(evil action)을 

의미하고 뿐냐는 선행을 또는 불교용어로 ‘공덕행(meritorious 

deeds)’을 의미해요. 그래서 뿐냐와 빠빠 선행과 악행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차이도 있지요.  

  

뿐냐 즉 선행을 말할 때는 중생의 윤회(samsara)적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은 중생의 삶 안에서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스님들께 공양을 대접하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잘 살펴 보면 이 행위 자체는 ‘무집착’에서 

나오죠. 무엇을 보시하든 그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을 남에게 주고 나면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내게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 만큼의 너그러움과 무집착이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에 태어나리라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는 큰 

기대를 하죠. 그 것이 다시 집착의 한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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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이라는 맥락 안에서 우리는 ‘약간의’ 선행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 

행동은 보시에 의해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 보시에는 모종의 ‘장기적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많은 선행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보상을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운동에 큰 돈을 기부하면 비록 그 것이 자신의 돈을 

내어놓는 무집착을 요한다 해도 선행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 그 

정치가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그에게 상당한 것을 보답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는 달라요. 제가 내생에 ‘정토’에 태어나겠다는 

희망으로 승가에 공양할 때 그 것은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의 부를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Kusala 행’과 ‘뿐냐행’을 구분해요. Kusala 행은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탐진치가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뿐냐 

행은 궁극적으로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적 삶 안에서 애쓰는 거지만 중생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면 무언가 필요해요.  

  

빠빠는 물론 악행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큰 차이는 없어요. 

빠빠를 행할 때마다 마음이 이런 선하지 못한 것들에 사로잡히지요. 

그래서 빠빠와 Akusala 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뿐냐와 Kusala 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더 잘 알기 위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나 아라한의 행동은 Kusala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뿐냐와 빠빠  

구 분 내용 보시 상태 

뿐냐 

(Puñña) 

공덕행 

(meritorious 

deeds) 

모종의 장기적 

기대 

(스님들께 

공양대접하며 

천상에 나기 바람 

약간의 선행을 하는 

것, 

윤회(samsara)적 삶 

속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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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 

(Pāpa) 

악행 

(evil action) 

보상을 원함 

(정치헌금 같은 

것, 따라서 보시가 

아님) 

지혜롭지 못한 

행동, 

Akusala 와 별 

차이가 없음 

  

  

부처나 아라한은 왜 공덕을 짓지 않을까 

  

부처나 아라한의 전체 행동은 탐진치가 하나도 없고 그들은 이런 

‘뿐냐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비롭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중생적 삶을 위해 절대 공덕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하겠지만 어떤 기대도 없이 Kusala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때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익명으로 좋은 일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경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모든 욕망을 다 끊었다는 

의미는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행동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 것도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관성’ 있게 하진 않지요.  

반면 깨달은 사람을 보면 그의 행동은 온전히 ‘Kusala 행’이에요. 그의 

행동이 Akusala 행인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빠빠는 없고 심지어 뿐냐도 

없어요. 동일한 행동을 보통 사람이 했다면 당연히 뿐냐의 범주에 

속하겠지만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뿐냐의 범주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뿐냐를 행할 때 우리는 여전히 중생의 삶 안에 있고 그 삶이 

매우 편안합니다.  

  

그런데 Kusala 행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중생의 삶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런 행동은 중생의 삶을 연장시키지 않아요. 때로 이 것은 ‘감옥’에 

있는 것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그 감옥을 장식하거나 편안하게 만들려 

애씁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는 감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 곳을 편안하게 만들려 애쓴다 

해도 뿐냐는 그런 것과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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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냐와 꾸살라 
구 분 내용 부  류 비   고 상태 

뿐냐 

(Puñña) 

공덕행 

(meritorious 

deeds) 

중생의윤회(samsara

)적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약간의 선행을 하는 

것,윤회(samsara)적 삶 

속에서 이해 

윤회

의 

감옥 

꾸살라 

(Kusala

) 

건전하고 지혜로운 

행동 

(wholesome,skillf

ul) 

부처나 아라한의 

전체 행동, 

깨달은 사람 

빠빠는 없고 심지어 

뿐냐도 없음. 

절대 공덕을 짓지 않음 

해탈 

  

  

  

여러분은 윤회의 감옥 안에 있어요. 물론 뿐냐와 함께 그 삶은 

편안하지요. 하지만 Kusala 행은 여러분이 윤회를 넘어 해탈로 가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 Akusala 와 빠빠 라는 이 두 가지를 불교전통에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해요. 우리의 모든 Akusala 행은 물론 빠빠 행이고 

빠빠행은 Akusala 행이니까요. 그러므로 차이는 Kusala 와 뿐냐에만 

있어요.  

  

뿐냐는 궁극적으로 ‘장기적 욕망’ 등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것이 

의미예요. 자 이 것이 업에 대한 불교적 생각이고 윤리적 행위에서 

분석되는 방식입니다. 

  

(아상가교수, 불교 TV, 불교영어도서관특강, 근본불교의 가르침) 

  

  

  

윤회하는 삶속에서 이해 되는 뿐냐(공덕행)와 빠빠(악행) 

  

표는 아상가교수의 강의를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강의에서 아상가 교수는 꾸살라와 아꾸살라, 뿐냐와 빠빠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하고 있다. 꾸살라와 아꾸살라의 경우 

탐진치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에 요약한 바와 같이 

탐진치로 행할 때 아꾸살라(악)가 되고, 탐진치로 행하지 않을 때 

꾸살라(선)임을 알 수 있다. 

  

뿐냐와 빠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용어이지만 

공덕행과 악행으로 설명하였다. 뿐냐의 경우 보시 등 공덕행을 하면 

천상에 난다는 것인데 이는 윤회하는 삶속에서 이해 하여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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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 같은 보시라도 대가를 바라는 보시의 경우 빠빠(악행)라 

한다. 대표적으로 정치헌금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상가 교수는 꾸살라와 뿐냐와 비교 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대로 꾸살라행은우 부처나 아라한 등 깨달은 자들의 행위라 하고, 

뿐냐행은 윤회의 삶속에 있는 중생들의 행위라 한다.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법구경 ‘악의 품’ 게송에는 주로 뿐냐와 빠빠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 

되어 있다. 즉 윤회하는 삶속에 있는 중생들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이야기 이다. 그래서 선행공덕을 쌓으면 천상에 나고, 악행을 하면 

악처에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 선행과 악행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적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송이다. 

  

  

Māpamaññetha pāpassa 

 ~ “na maṃ taṃ 2 āgamissati”.  

 Udabindunipātena  

~ udakumbho pi pūrati, 

Pūrati bālo pāpassa,  

~ thokathokam-pi ācinaṃ.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운 

악으로 가득 찬다. 

(Dhp121) 

  

  

Māpamaññetha puññassa 

 ~ “na maṃ taṃ āgamissati”.  

Udabindunipātena  

~ udakumbho pi pūrati, 

Pūrati dhīro puññ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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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kathokam-pi ācinaṃ.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슬기로운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운 

선으로 가득 찬다. 

(122) 

  

  

 
  

  

Drop 

  

  

  

누적의 효과가 있다. 물방울이 방울 방울 떨어진 것을 양동에 모으면 

어느 순간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매일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을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적의 효과가 단순히 

합산한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적과 복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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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가 매일 일정 금액을 매일 매달 저축 하였을 때 10 년후의 금액은 

얼마가 된까. 단순히 일정 금액을 합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어 ‘복리’로 계산된다. 그래서 단순히 합한 금액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불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누적과 복리의 효과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에 5페이지 씩 보기로 하고 매일 책을 보았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을 한권 독파 하게 된다. 그때 단순히 

책을 통한 지식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지식이 쌓여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피로가 누적 되면 피로가 쌓이고 쌓이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중력이 쌓이고 쌓이면 블랙홀이 되면 마침내 모든 것을 

빨아 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누적의 효과는 항상 복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매일 자주 하게 되면 그 선행 이상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그 선행에 대한 과보를 즉각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결국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법구경에서는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는다. 선한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인은 공덕을 

누린다.(Dhp120)”라고 표현하였다.  

  

악행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지금 악행을 해도 표가 나지 않지만 악행을 

멈추지 않았을 때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Dhp 119)”라 하였다.   

  

이렇게 공덕행(뿐냐)와 악행(빠빠)은 반드시 과보를 불러 오는데, 

공덕을 쌓으면 내생에 천상에 나고 악행을 하면 악처에 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만약 부처님이 여기까지 말씀 하셨다면 

지구상에 출현한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하등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부처님은 공덕행을 너머 이야기 하셨다. 그것이 꾸살라이다. 표에서와 

같이 꾸살라는 탐진치가 없는 행을 말한다. 이는 부처나 아라한과 같이 

깨달은 자의 행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악의 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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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bham-ekepapajjanti  

~ nirayaṃ pāpakammino,                     

 Saggaṃ sugatino yanti  

~ parinibbanti anāsavā. 

  

어떤 자들은 모태에 태어나고 

악은 저지른 자들은 지옥에 나고 

선행자는 천상계로 가고 

번뇌를 여읜 님들은 열반에 든다. 

(Dhp126) 

  

  

윤회하는 삶속에서 뿐냐행도 말씀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것으로 해탈과 열반에 대하여 말씀 하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지구상에 출현한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차별화 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게송이 없다면 이는 사성제에서 고성제와 집성제만 말하고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드시 해탈과 열반에 대하여 말씀 하였는데, 이런 

형식은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라 하여 

망갈라경(행복경, Sn 2.4)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라 하여 까라니야멧따경(자애경, Sn 1.8)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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