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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마흔 번째 책 서문을 쓰고 있다. 책의 이름은 ‘40 담마의 거울 2012 VI’

이다. 교리와 교학에 대한 것이다. 2012년에 담마에 대하여 쓴 것으로 

여섯 번째 책이다. 기간은 2012년 9월 29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기록을 모아 놓은 것이다. 책의 목차는 모두 23개에 달한다.  

 

담마에 대한 다양한 글이 있다. 그날그날 가장 인상깊었던 사건이 대상

이 된다. 반드시 경전의 문구를 삽입하여 글을 썼기 때문에 담마에 대한 

글이 된다. 특히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을 참고해서 썼기 때문에 교학과 

교리에 대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런 글을 쓰지 말라고 한다. 재가자가 교리와 교학에 대하여 

글 쓰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경을 그대로 올리

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말한다. 경을 근거로 

쓰면 자신의 글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것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까? 

누가 뭐라하든 말든 내 스타일대로 쓸 뿐이다. 

 

목차를 보면 10번 글에 ‘1973년 태국계맥의 전수, 쾌거인가 헤프닝인

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이 글은 마성스님의 기고문을 근거로 나의 

생각을 곁들여 작성한 것이다.  

 

마성스님의 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 이

름 있는 스님들이 태국스님들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테라와다 삼국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을 말한다. 세 나라는 특징이 

있다. 스리랑카는 교학의 나라이고, 미얀마는 수행의 나라이고, 태국은 

계행의 나라라고 말한다. 이런 전통이 있어서일까 1973년에 통도사의 홍

법·상우, 부산 선암사의 석암, 쌍계사의 고산, 송광사의 보성·학산, 

해인사의 혜암·도견·일타·종진·운산·현우·도성, 대구의 수산, 법

주사의 혜정 스님 등 무려 40여명이나 되는 스님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태국율사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불교

에서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불교신문에 태국율사들로부터 계를 받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불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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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2년 10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한

국의 고승들이 남방불교 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측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측이 있다는 것이다. 

 

1973년에 분명히 불교계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불교 불교

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때 계를 받은 스님

들 대부분은 쉬쉬하며 숨기고 있고 심지어 일부 스님들은 부끄럽게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는 태국으로부터 분명히 계맥을 이어받았다. 이는 불교신문에서 

각묵스님이 “당시 율사 스님들은 태국 승단으로부터 3사7증을 초빙했고 

종단 주요 스님들은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았다.”(불교신문, 2012-10-16)

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973년에 한국의 중진스님들이 앞다투어 태국비구계를 받은 이유는 무엇

일까? 이는 아마도 1962년에 출범한 통합종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비

구승이 대처승과 싸움에서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

인지 모른다. 계를 받은 스님들 중에는 나중에 총무원장이 된 스님도 있

고 방장이 된 스님도 있고, 심지어 종정이 된 스님도 있다. 

 

한국불교는 태국율사들로부터 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유지되어 

오던 계맥이 스리랑카, 태국을 거쳐서 마침내 불교가 전래된지 1600년 

만에 정식으로 계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973년 당시 계를 받은 스님 중에는 도성스님도 있다. 테라와다 법명은 

뿐냐산또 이다. 현재 한국테라와다불교 종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가라자

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성스님만이 가사를 태국가사로 바꾸

어 입고 지금까지 계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

국테라와다불교야말로 한국불교의 계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

지 않을까? 

 

목차 20번을 보면 ‘내 등에 짐이 있기에’가 있다. 이는 어느 단체에 

갔을 때 액자로 걸어 놓은 시를 보고 느낌을 적은 것이다.  

 

이 시는 매우 유명하다. 시는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로 시작된다. 글을 쓸 때 종종 활용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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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을까? 인터넷에는 정호승 시인으로 되어 있다. 복지단체 액자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2021년 10월 6일에 정호승 시인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다. 시인은 

“이 시는 제가 쓴 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이런 제

목을 시를 쓰거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에 대하여 시인은 “다만 제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2006, 김영사 비채 刊)에 위 게시글의 내용의 극히 일부분을 

누구의 글인지 모른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써 놓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바로잡고자 올린 글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블로그 내

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하여 시인의 이름을 모두 지웠다. 무려 8년전 쓴 

글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 

 

목차 23번 글에 ‘16단계 호흡수행과 사마시사(samasisa)’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이는 죽음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는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니까야에 있다는 것이 놀랍니다. 

 

한번에 두 가지 일을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겟투(Get two)라고 한다. 담

배이름이기도 한다. 그런데 불교에도 겟투가 있다는 것이다. 죽음과 동

시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겟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주석서에서는 사마시시(samasisis)라고 했다. 

 

사마시시에 대한 많은 글을 썼다. 사마시시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 죽으

면 끝이 아니라 남아 있는 업 때문에 윤회한다. 그런데 청정한 삶을 살

다가 자결한 자는 죽음과 동시에 윤회가 끝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를 

‘수명의 사마시시’라고 한다. 고디까와 박깔리와 찬나가 이런 케이스

에 해당된다. 

 

사마시시에는 ‘수명의 사마시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석에 따르면 

‘질병의 사마시시’도 있고, ‘느낌의 사마시시’도 있고, ‘자세의 사

마시시’도 있다.  

 

질병에 사마시시의 경우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 

번뇌의 소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질병의 치유와 아라한



6 

 

과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말이 

연상된다. 

 

느낌의 사마시는 어떤 것일까? 이는 “어떤 느낌을 느끼다가 느낌의 지

멸과 더불어 번뇌의 소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세의 

사마시시는 “어떤 자세를 취하며 통찰하는 자가 자세의 종료와 더불어 

번뇌의 소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마치 깨달음의 기연을 

보는 것 같다.  

 

사마시시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무명에 대한 관

찰의 경’에서“그는 앞도 뒤도 아니고 동시에 번뇌의 종식과 목숨의 종

식이 이루어진다.”(A7.16)라는 말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자

에게 있어서 죽음은 희망의 메세지와 같다. 호흡을 관찰하여 임종에 든

다면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

번에 성취하는 것과 같다. 겟투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블로그는 삶의 행적과 같은 것이다. 동시에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왜 그런가? 글을 쓸 때 이전에 써 놓은 것을 참고하기 때문이다. 애써 

찾은 경전문구를 한번만 써먹는 것 보다는 종종 소환하여 자주 써먹는 

것이다.  

 

흔히 반복학습을 말한다. 선생이 했던 말 하고 또 하는 식이다. 법사가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도 해당된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럴 때 

“사장님, 전에 했던 말입니다.”라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메시지

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글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십년전에 써 놓았던 글도 소환하여 써먹는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경우

도 그렇다.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런데 담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담마는 반복해서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다. 왜 그런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에 써 놓은 글을 종종 다시 활용한다. 이는 엄밀

히 따지면 자기표절이다. 내 글에서는 얼마든지 자기표절할 수 있다. 자

주 표현하여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면 성공적으로 본다. 그러고 보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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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일 자기표절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2021-11-26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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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멸이야말로 지복(至福)일세  

  

  

행복지수 공식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지 알아 보는 공식이 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다. 불교 tv 에서 김송호 박사는 행복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설명한다. 

  

  

행복지수=가진 것(소유)/ 원하는 것(욕구) 

  

  

행복지수는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이라 한다. 분모가 

‘원하는 것’이고 분자가 ‘가진 것’을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소유(가진 것)와 욕구(원하는 것)라 한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 공식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원하는 것이 

일정하다고 보고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지수가 높아 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가진 것이 일정하고 원하는 것을 

줄이면 역시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통 하는 방법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진 

것(소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욕구) 또한 함께 높아져 간다는 

것이다. 30 평 아파트를 장만하였을 때 처음 한순간은 행복한 것 같은데, 

옆집의 50 평 아파트를 보고서 “우리집은 왜 이리 좁지?”하며 욕구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행복지수를 높게 하는 방법은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하여도 그와 비례하여 욕구가 높아진다면 

행복지수가 낮아 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결코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저건 행복지수를 높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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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공식에서 원하는 것을 제로(영)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가진 것(소유)이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행복지수는 무한대가 될 

것이라 한다.  

  

이는 ‘비움’을 말한다.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비움으로서 원하는 것을 

낮추었을 때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세상의 무엇이든지 상관 없이 무조건 행복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다. 

  

소유만 추구하다 보면 

  

이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인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나만 마음을 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외부 환경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행복지수 공식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가진 것(소유)을 많게 하는 것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상존 하고 있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진을 해야 하는데 나 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경우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식당을 차려서 돈을 좀 벌어 보려고 하였는데 

외환위기로 인하여 망했다면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치킨점을 차렸는데 갑자기 조류독감이 유행하였을 경우 잘 안된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나만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것을 많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이외에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 되기 때문이다. 

  

왜 무소유가 행복인가 

  

하지만 행복지수 공식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원하는 것(욕구)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비우기로 결정하면 되고, 

내가 분모를 제로로 만들기로 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주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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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환경과 관계 없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모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 즉 원하는 것을 영으로 만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소유’라한다. 그렇다면 무소유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소유일까.  

  

그렇지는 않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이다. 

꼭 필요한 것만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복지수 공식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가진 것(소유)이 최소화 되고, 또한 분모에 해당되는 원하는 

것(욕구)를 최소화 하였을 때 무소유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무소유를 실현하였을 때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복이란 소욕지족의 무소유적 삶의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불교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명상을 통해 얻는 행복 

  

초기경전에서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선정삼매의 

경지에서이다. 다음과 같은 정형구가 대표적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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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정도에 있어서 ‘정정’에 대한 내용이다. 선정삼매에 대하여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 단계인 삼선정의 상태가 행복이라 

한다. 이런 행복은 시각, 청각 등 다섯가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행복과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그렇다면 왜 선정삼매 상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평온을 

느끼는 것일까. 이는 한 가지 대상에 몰입함으로 인하여 ‘버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장애라 하여 감각적 욕망(탐욕), 

악의(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이 ‘일시적으로’ 

억눌리기 때문이다.  

  

이 중 특히 감각적 욕망이 억눌리는데, 이는 행복지수 공식에서 원하는 

것(욕구)이 제로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진 것(소유)과 상관없이 

행복지수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선정삼매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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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의 감각적 쾌락에 따른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정삼매는 주석에 따르면 “그가 자신 속에서 다섯 장애가 

제거된 것을 보면 만족이 생겨난다. 만족할 때 희열이 생겨난다. 마음에 

희열이 있으면 몸이 평화롭고 몸이 평화로우면 행복을 느낀다. 행복하면 

마음이 집중된다.”라고 설명된다.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이와 같이 명상을 통하여 선정삼매 상태에서 감각족 욕망을 억눌러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도 있지만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도 있다. 상윳따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열 네 마리의 황소가 없네. 

오늘 엿새째 보이지 않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한 잎의 참깨나 두 잎의 참깨 

밭에서 참깨가 썩어감이 없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텅 빈 창고 앞에서 

열렬히 춤추는 쥐들이 없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일곱 달이 지나면 금이 가서 

깨어지는 마루바닥이 없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한 아들이나 두 아들과 

일곱 명의 딸을 거느린 과부가 없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잠든 자를 발로 깨우는 

붉은 종기들이 쏘지 않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이른 아침에 빚쟁이들이 

여기 달라 저기 달라 조르지 않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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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후디뚜경-Bahudhītusuttaṃ-The Brahmin with Many Daughters-많은 

딸들의 경, 상윳따니까야 S7.1.10,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많은 것을 소유한 바라문과의 대화를 하면서 답한 내용이다. 

부처님은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한 행복을 노래 하고 있다. 키우는 

황소가 없기 때문에 황소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빚진 것이 없으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소유하지 않는 소욕 지족의 마음으로 살아 가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환경요인과 관계 없이 행복지수는 무한대로 높아 질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하다고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원하는 것을 최소화 시켰을 때 

즉, 욕망을 줄여서 무소유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지수를 극대화 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궁극적인 행복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죽지못해서 사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도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대표적으로 ‘망갈라경’을 들 수 있다. 망갈라경을우리말로 ‘행복경’ 

또는 ‘축복경’이라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한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 여러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복이 최상의 행복일 것이다. 

  

  

Tapo ca brahmacariyañca   따뽀 짜 브라흐마짜리얀짜 

ariyasaccānadassanaṃ,   아리야삿짜나닷사낭 

Nibbānasacchikiriyā ca   닙바나삿치끼리야 짜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17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망갈라경-Maṃgalasuttaṃ-행복경-위대한 축복의 경, 숫타니파타 Sn 

2.4, 전재성님역) 

  

  

망갈라경에서 부처님은 열반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 

하였다. 이런 행복은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는 것 등의 행복과 함께 

동급의 행복이지만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것이다.  

  

“적멸이야말로 지복일세” 

  

이와 같은 궁극적인 행복은 또 다른 게송으로 표현된다.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대승불교 전통에서도 애송된다는 궁극적 행복에 

대한 게송은 다음과 같다. 

  

  

Aniccā sabbe saṅkhārā   아닛짜 삽베 싱카라 

uppādavayadhammino,   웁빠다와야담미노 

Uppajjitvā nirujjhanti  웁빳지뜨와 니룻잔띠 

tesaṃ vūpasamo sukho.  떼상 우빠사모 수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의 적멸이야말로 지복일세. 

  

諸行無常   제행무상 

是生滅法  시생멸법 

生滅滅爾  생멸멸이 

寂滅爲樂 적멸위락 

  

  

이 게송은 상윳따니까야의 난다띠경(Nandatisutta, 기뻐함의 경, 

S1.1.12)과 아누룻다경(Anuruddhasutta, S7.1.6)과 웨뿔라빱바따경-

Vepullapabbatasutta, S14.2.10)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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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우주의 성주괴공이 아니라 탐진치로 

대표되는 ‘번뇌’를 말한다. 번뇌가 소멸되어 다시 태어남이 없을 때 

이를 고요함, 열반, 적멸 등이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상태가 

지극히 행복한 것이라 한다.  

  

  

  

  

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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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등감과 죄의식을 심어 주는 법문 

  

  

  

불교방송에서 

  

2004 년 이래 거의 매일 아침 불교방송을 듣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 방송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화엄경을 보면 야마천 같은데 나오죠. 허공을 몸으로 하는 부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허공을 몸으로 하고 허공을 마음으로 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래요. 그러면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는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갈라져 있지만 

본질은 허공에서 왔으니까 허공을 마시고 살잖아요. 

  

(ㅈ스님, ㅈ스님의 지혜의 길, 불교방송 2012-10-02 일자) 

  

  

불교방송에서 매일 아침 6 시 50 분에 10 분간 진행하는 ㅈ스님의 

법문내용이다. 법문에서 스님은 부처님이 허공속에 계신다고 하였다. 

허공이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에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들은 매일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은 허공과 같다는데 

  

이와 같이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나왔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화엄경에서 허공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보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보현보살이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여래-응공-정등각의 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량없는 곳에서 여래의 몸을 보아야 한다. 보살 마하살은 한 



20 

 

법이나 한 가지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서 여래를 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두루 여래를 보아야 한다.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물질 아닌 곳에 두루 이르지만,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몸이 없기 때문이다. 

  

여래의 몸도 그와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하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하고 

모든 법에 두루하고 모든 국토에 두루하지만,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여래의 몸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을 위해 그 몸을 나타낸다. 

  

(화엄경 여래수량품, 신역화엄경 동국역경원 법정스님역) 

  

  

 
  

  

법정스님이 번역하고 동국역경원에서 발행한 ‘신역화엄경’에 따르면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곳에 

편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생에게도 두루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구가 아마도 부처님을 허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대승불교의 최고봉 화엄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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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한결같이 허공속의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이는 화엄교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본다.  

  

강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에서 4학년에 배운다는 대교과정이 

화엄교학이라 한다. 그래서 화엄교학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최고로 높은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화엄경을 근거로 한 법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허공이 부처님 몸이라는 논리 역시 화엄경에 

근거를 둔 법문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다 지켜 보고 있다고? 

  

부처님이 몸이 허공이고, 허공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ㅈ 스님의 법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부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의 존재 아닙니까?  

  

부처님이 무얼 모르겠어요. 다~ 지켜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무언가 우리를 자비로운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지켜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을 다 지켜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ㅈ스님, ㅈ스님의 지혜의 길, 불교방송 2012-10-01 일자) 

  

  

스님은 지켜 보고 계시는 부처님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허공속에 

있는 부처님은 결국 우리 몸과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생각까지 지켜 보고 있다고 한다.  

  

무소부재, 무소불능의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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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연상된다. 유일신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지켜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문에서 

부처님 대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치환하면 목사가 설교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이어지는 법문에서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황제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면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모가지죠 뭐. 근데 우리는 황제 보다 더 무서운 분, 

더 엄청난 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함부로 말하죠. 

천둥벌거숭이보다 더 하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부처님 무시하며 사는 거든요. 부처님께 너무 

관심이 없고, 부처님께 소홀해요. 정말 안타깝죠.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무서운 법이 있잖아요. 겁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까맣게 모른다기 보다 

오히려 무시한다고 봐야죠. 소홀한다고 봐야죠.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그럼 그게 다 죄로 작용하죠.  

  

(ㅈ스님, ㅈ스님의 지혜의 길, 불교방송 2012-10-01 일자) 

  

  

부처님을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마음까지 지켜 보고 있는 부처님은 황제 보다 더 

무서운 분이라 한다. 그런 무서운 분, 엄청난 분에게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였고, 심지어 무시하며 살아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법문을 듣다 보면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실재 

하였던 우리 인간과 똑 같은 모습의 부처님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이다. 더구나 어느 곳에서나 있기 때문에 

‘무소부재’이고, 무엇이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소불능’의 

존재이다. 마치 부처님이 유일신교의 창조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열등감과 죄의식을 심어 주는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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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부처님이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매일 죄를 짓는 것이라 하는데,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과 열등감, 죄의식을 불어 넣어 주기에 충분하다.  

  

삶을 살아 가면서 누군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나쁜 것임에 틀림 없다. 더구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가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지켜 보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불쾌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유일신교와 같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는 

주종의 관계에서는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각의 종교인 불교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기분 나쁜 일이다.  

  

그렇다면 허공속의 부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켜 보고 있다는 

부처님의 근거가 되는 화엄교학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화엄교학의 뿌리 여래장 사상 

  

중국에서 발전된 화엄교학의 뿌리는 여래장 사상이다. 여래장은 

산스크리트어로  ‘tathagatagarbha(따타가따가르바)’라 하는데, 

한자로 ‘如來藏(여래장)’이라 표기 한다. 여기서 ‘장(藏)’은 

저장고, 보고라는 뜻이고, 자궁, 자궁 내부의 내용물을 뜻하기도 한다. 

산스크리트어 가르바가 이 모든 뜻을 가진다. 따타가따는 부처님을 

칭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서 ‘진리에 이르신 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래장은 깨달음의 자궁(Bhddhahood embryo), 태아라는 뜻이 된다.  

  

이런 여래장은 마은은 본래 순수한 광명이나 후천적으로 번뇌에 물들어 

본연의 순수함이 가려진 것이라는 사상이다. 하지만 여래장 사상은 주류 

불교사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승불교, 특히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원론으로 설명되는 여래장사상 

  

여래장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불교, 즉 대승불교 전통에서 

화엄교학을 최고봉의 위치로 올려 놓았다. 그런데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라는 논문이 있다. 일본의 불교학자 마쓰모토 시로의 ‘여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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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본각사상’이 그것이다. 마쓰모토 시로는 여래장 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에 대하여 내가 여래장 사상이 dha-tu-va-da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래장 사상의 본질적인 논리 구조를 dha-tu-va-da 라고 간주한다는 

의미로, dha-tu-va-da 라는 말이 인도불교 문헌에 발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dha-tu-va-da 란 어디까지나 여래장 사상의 논리적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가설이지만, 이 가설을 나는 주로 《승만경》, 

《법화경》<약초유품(藥草喩品)>, 그리고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의 내용에 근거하여 구상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식물이 대지를 기체로 하여 생긴다고 설하는 <약초유품>의 

비유는 이 가설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 

《대승장엄경론》은 유가행파 즉 유식파의 기본적 문헌이지만, 

여래장사상도 유식사상도 모두 dha-tu-va-da 로서, 중관파 계통의 su-

nyata--va-da 와는 대립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기본적 이해이다. 이 dha-

tu-va-da 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dha-tu’란 ‘놓는 장소’ 곧 기체(locus)[L]를 의미하며, 

‘dharma’란, ‘유지되는 것’ 곧 초기체(super-locus)[S]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체의 존재는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래에 있는 

기체[L]와 위에 있는 초기체[S]의 둘로 구분된다. 이 dha-tu-va-da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L 은 S 의 기체이다.  

② 따라서 L 은 S 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③ L 은 단일이지만, S 는 다수이다.  

④ L 은 실재이며, S 는 비실재이다.  

⑤ L 은 S 의 본질(atman)이다.  

⑥ S 는 비실재이지만, L 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또 L 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재성을 가진다. 또는 실재성의 근거를 갖는다.  

  

따라서 dha-tu-va-da 란 “단일한 실재인 기체가 다수의 법을 생기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설로서, 발생론적(發生論的) 일원론(一元論) 혹은 

근원실재론(根源實在論)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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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장 사상과 본각사상 / 마쓰모토 시로, 불교평론 2009 년 03 월 10 일 

(화)) 

  

  

마쓰모토 시로의 설명에 따르면 여래장 사상은 실재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기체(L)라는 궁극적 실재가 있어서, 이 궁극적 실재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를 일원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였다. 이를 제행무상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또 제법무아라 하여 개체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재성을 갖는 본질, 즉 아뜨만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여래장 사상은 하나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비롯돠었다고 보는데, 이는 

하나의 원인을 상정하는 유일신교의 종교의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신만이 제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쓰모토 시로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은 dha-tu-va-da 가 먼저 아트만(a-tman)론 즉 아설(我說)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나는 여래장 사상이란 기본적으로는 힌두교 

아트만론의 불교판(Buddhist version)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곧 

힌두교의 아트만론이 특히 대승불교 성립 이래 불교 내부에 침입하여 

불교적 표현으로 위장하여 성립한 것이 여래장 사상이라고 본다(따라서 

남전불교에는 기본적으로 여래장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래장 사상과 본각사상 / 마쓰모토 시로, 불교평론 2009 년 03 월 10 일 

(화)) 

  

  

마쓰모토 시로교수는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힌두교의 아뜨만 사상이 대승불교에 침투하여 성립된 교리라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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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빠알리 니까야에서는 여래장 사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일신교와 다를 바 없는 법문 

  

아침 방송 시간에 모든 것을 지켜 보고 있다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더구나 그런 부처님은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하여 감시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좋을 리 없다. 더구나 허공의 부초님, 자신의 몸과 

마음안에 있는 부처님을 제대로 알아 보지 않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불자들이  왜 그와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들은 바에 따르면 유일신교도들은 가슴에 커다란 말못할 ‘멍에’를 

안고 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의 창조주가 자신을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질 하는 것 같은 ‘죄의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만일 불교에서 화엄경의 허공의 몸을 가진 부처님의 근거를 들어 

부처님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 보고 있다는 무서운 

부처님으로 묘사한다면 이는 유일신교의 교리와 하등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2012-10-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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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족쇄와 윤회의 감옥 

  

  

  

  

라훌라상윳따 (Rāhula Saṃyutta)에서 

  

초기경에서 라훌라에 대한 이야기는 숫따니빠따 뿐만 아니라 

상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상윳따니까야에는 56 개의 주제중에 17 번째 상윳따가 라훌라에 대한 

것으로 이를 ‘라훌라상윳따 (Rāhula Saṃyutta)라 한다.  

  

라훌라 쌍윳따 해제에 따르면 부처님의 라훌라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 

놓은 22 개 경전의 모음이다.  주로 연기되고 있는 인식의 세계(18 界)의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 없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해탈연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라훌라여,  

그것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혹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혹은 거칠든 미세하든 혹은 열등하든 수승하든 혹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어떠한 물질이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올바로 알아서 관찰하면 취착이 없는 

해탈이 이루어진다.” 

  

(마나누사야경, Mānānusayasuttaṃ-아만의 경향 경, 상윳따니까야 

S17.6.2.11, 전재성님역) 

  

  

라훌라가 자만이 생겨나는 것에 대하여 묻자 부처님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yathābhūtaṃ, 야타부땅)” 

관찰할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것이라고 여겼던 나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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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교만이 일어나지 

않고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것이라 한다. 

  

“라후(Rāhu)가 태어났다, 족쇄가 채워졌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외아들이다. 부처님이 출가하던 날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라훌라가 태어 났을 때 부처님은 “장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영문판 위키피디아에서 라훌라(Rahula)에 

대한 것을 보면 부처님은 “라후 자또, 반다남 자땀(Rāhu jāto, 

bandhanam jātam) ”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 말뜻은 

“라후( Rāhu)가 태어났다, 족쇄가 채워졌다”라는 말이다. 아이의 

이름이 라훌라(Rāhula)인 것은 ‘족쇄’ 또는 ‘체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Leg Irons 

  

  

  

이와 같이 라후(Rāhu)라는 말의 의미는 족쇄로 표현 되고 있지만, 또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라후가 일식이나 월식의 

의미로 사용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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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의 설명에 따르면 라후의 의미는 ‘물라사르와스띠와다 

위나야(Mūlasarvāstivāda vinaya)’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힌두전통에 

따르면 아수라의 잘려진 머리(cut-off head of an asura)로서 

천문현상으로 인한 태양이나 달의 일식과 월식의 현상으로도 받아 

들여진다고 한다. 

  

가장 강한 족쇄는? 

  

부처님은 라훌라가 태어 났을 때 “라후( Rāhu)가 태어났다, 족쇄가 

채워졌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장애라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족쇄가 채워졌다고 하였을까.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삶은 가장으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내와 자식에게 묶이게 된다. 이와 같이 족쇄에 묶인 존재에 

대하여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Na taṃ daḷhaṃ bandhanam-āhu dhīrā,  나 땅 달항 반다나마아후 디라 

Yad-āyasaṃ dārujaṃ babbajañ-ca,  야다야상 다루장 밥바잔짜 

Sārattarattā maṇikuṇḍalesu   사랏따랏따 마니꾼달레수 

Puttesu dāresu ca yā apekhā    뿥떼수 다레수 짜 야 아뻭카 

  

쇠나 나무나 밥바자 풀로 만든 것을  

현명한 님은 강한 족쇄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석이나 귀고리에 대한 탐착, 

자식과 아내에의 애정을 강한 족쇄라고 말한다. 

  

(법구경 Dhp345, 전재성님역) 

  

  

쇠로 만든 족쇄가 있다. 손이나 발을 묶어 놓아 도망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채워지는 족쇄는 도망도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반경도 제한된다. 

  

그런데 법구경 게송에 따르면 쇠로 만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어떤 사람을 묶어 놓는 족쇄는 그다지 강력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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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쇠붙이로 만든 족쇄는 언제든지 칼 등으로 끊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있다. 그것은  

“탐착”과 “애착”이라는 족쇄이다. 

  

보석이나 귀거리나 보석으로 이루어진 장식물은 탐착의 대상이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탐착은 쇠붙이로 만들어진 

족쇄보다 더 강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자식과 아내에 

대한 애착”이라 한다.  

  

자식과 아내에 대한 애착은 보석등의 탐착보다 더 강하고 쇠붙이로 만든 

족쇄와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족쇄라고 한다. 쇠붙이로 된 족쇄는 

끊어 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식과 아내와의 인연에 따른 족쇄는 끊을래야 

여간해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남자가 자식과 아내를 가진 가장이 되면 삶의 과정에서 

즐거움과 기쁨도 맛 보지만, 또한 고통도 맛보게 된다.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맛보게 하는 족쇄에 묶이면 결국 개인의 삶을 고통속에 

빠뜨려 버리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과정에서 싫어 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고통을 맛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족쇄에 묶이면 

윤회(samsara)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라” 

  

그렇다면 족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서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mā lokaṃ punarāgami”  마 로깡 뿌나라가미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세속(lokaṃ)’으로 돌아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싫어하여 떠나라’ 하였다. 이는 ‘윤회의 소용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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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절망하여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지각을 가지자 말라’라는 

말과 같다고 주석에 쓰여 있다.  

  

세속에 돌아 가지 말라는 뜻은 “다시는 윤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또는 더 나아가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이 자신의 외아들인 라훌라에게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환속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신신당부 하듯이 

말하였을까. 그것은 라훌라가 자발적으로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훌라의 출가 

  

라훌라가 자발적인 출가가 아닌 타의에 의한 출발한 이유에 대하여 

주석을 참고 하면 다음과 같다.  

  

  

- 라훌라 : rahula.  

부처님의 외아들이다. 아버지가 출가하던 날 태어났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뒤 숫도나다왕의 초청으로 까필라밧뚜를 처음 방문했을 

때 라훌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처님에게 보내서 유산의 승계를 

요청했다.  

  

부처님은 침묵한 채 공양을 들고 궁을 떠났다. 라훌라가 쫓아나서자 

부처님은 마침내 싸리뿟따를 시켜 라훌라를 승단에 입단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린아이들의 출가는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요청하자 부처님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라훌라는 이미 출가했고 부처님은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했다. 

어렸을 때 라훌라는 한 줌의 모래를 집어들고 '오늘 내가 이 모래알처럼 

많은 가르침을 얻기를 바란다' 고 기도했다. 라훌라가 일곱 살이었을 때 

부처님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설했고, 라훌라가 18 살 

때 위빠싸나 명상을 가르쳤으며, 나중에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아라한이 

되도록 했다. 라훌라는 밀행제일의 제자가 되었다. 

  

(S17 라훌라상윳따 시각경-Cakkhuādisuttaṃ 주석, 전새성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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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 따르면 라훌라는 부처님에게 유산의 승계를 요청하였다. 이는 

라훌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 비가 시켰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은 라훌라를 출가 시켰다. 그것도 일곱살 정도의 어린 나이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라훌라를 출가시시킨 이유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부처님에게 있어서 유산으로 줄 것은 출가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탈하여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최고의 유산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자발적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었기에 세속의 삶에 

대한 동경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의복, 음식, 의약, 침구 

등 사대필수품 외에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mā lokaṃ punarāgami)”라 하고 당부 하듯이 말씀 

하신 것이다.  

  

부처님제자의 출가이유 

  

스님들의 출가이유를 들어 보면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초기경에 따르면 

출가하는 것이 왕이나 도적에게 이끌려서 출가한다거나, 빚 때문에 

출가한다거나, 공포에 시달려, 생계가 곤란해서 출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가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환속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한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괴로움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출가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출가이유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경이 있다. 맛지마니까에 

랏타빨라경이 그것이다. 게송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가이유 

  

내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건대 

어리석어 재산을 얻어도 보시하지 않으니 

탐욕스러워 재물을 쌓아두고 

점점 더 감각적 쾌락을 열망합니다. 

  

왕은 폭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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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이르기까지 전국토를 다스리며, 

바다의 이쪽에 만족하지 않고 

바다의 저쪽마저도 갖길 원합니다. 

  

왕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갈애를 떨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아 

불완전한 채로 몸을 버리니. 

세상의 감각적 쾌락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친지들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울부짖지만 

수의로 그를 감싸서 운반하고는 

장작더미를 모아 그곳에서 불태웁니다. 

  

재산은 버려지고, 한 벌 수의만 입혀지고 

불 꼬챙이에 찔리며 불태워지니 

죽어 가는 자에게는 친족도 

벗들도 친구들도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고 

사람은 그 행위를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가니 

죽은 자에게 재산이 따라다니지 않으니 

처자도 재산도 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장수를 얻지 못하고 

또한 재산으로 노쇠를 면할 수 없네. 

  

인생은 짧고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현자는 말합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과 만나고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도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에 얻어맞아 누웠으나 

현명한 자는 죽음과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재산보다 탁월하고 

지혜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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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서 생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모태에 들어 저 세상으로 가니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윤회합니다. 

적은 지혜로써 그것을 신뢰하는 자 

모태에 들어 저 세상으로 갑니다. 

  

마치 도둑이 강도에 사로잡혀 

악한 행위에 괴로워하듯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서 

악한 행위로 괴로워합니다. 

  

감미롭고 즐거운 다양한 감각적 쾌락이 

여러 가지 형색으로 마음을 교란시키니 

감각적 쾌락의 묶임에서 재난을 보고 

왕이여, 나는 출가를 택했습니다. 

  

마치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청년이건 노인이건, 몸이 부수어지면 떨어지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출가했습니다. 

진실한 수행자의 길이 보다 탁월합니다. 

  

(랏타빨라경-Raṭṭhapālasuttaṃ, 맛지마니까야 M82, 전재성님역) 

  

  

이것이 부처님제자의 출가이유이다. 출가이유가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괴로움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회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유산 

  

출가자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 간다는 것은 윤회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두는 것은 쇠붙이로 만든 족쇄 보다 

더 강력하여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족쇄와 같다. 따라서 

세속(lokaṃ)으로 돌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윤회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고, 스스로 족쇄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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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알기에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mā lokaṃ punarāgami)”라고 하였다. 이는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라”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라훌라를 

출가시키는 것이야말로 라훌라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하였다고 본다.  

 

 

  

Reason Behind Your Birth 

  

Theres a reason behind your birth  

Its not by chance youre here on earth  

Who you are is how you have been  

The law of karma tirelessly spins  

 

 

Natures law is perfect and just  

With a cause the effect is cast  

Though in life no one escapes pain  

This sad human state, need not always remain 

  

Break free from this cycle that binds  

Leave your earthly selfish concerns behind. 

Be a Buddha in your thoughts, deeds, and ways  

And surely, youll be in pure land one day 

  

Look inside your heart, and you will find 

A nature that is pure and kind 

Let your heart be noble and true  

Let your mind be calm and stable, too 

  

Break free from this cycle that binds  

Leave your earthly selfish concerns behind  

Be a Buddha in your thoughts, deeds, and ways  

And surely, youll be in pure land on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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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회의 속박에서 해방 되어라 

  

당신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 

당신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전생이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 

까르마의 법칙은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돌게 만든다. 

  

자연의 법칙은 완전한 것이다. 

원인으로 결과를 낳아서 

어느 누구도 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탈출 할 수 없다. 

불쌍한 존재는 끊임 없이 윤회계를 돌고 돌 뿐이다. 

  

당신를 속박하고 있는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붓다가 간 그 길로 향해 가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젠가 확실히 피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내면을 주시하라 그리고 발견하라! 

자연은 순수하고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슴을 고귀하고 정직하게 만들어라! 

또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되게 만들어라! 

  

이 윤회의 속박에서 해방 되어라! 

당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이기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붓다가 간 그 길로 향해 가라! 

그렇게 가면 당신은 언젠가 확실히 피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진흙속의연꽃 번역) 

  

  

  

   

2012-10-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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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칠각지와 현법열반론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경을 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법구경이 있다.   

  

법구경에 실려 있는 게송은 모두 짤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에도 

쉬울 뿐만 아니라 매우 교훈적이다.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듯이 법구경 게송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 의미가 더욱 더 다가 

온다.  

  

법구경 ‘현명한자의 품’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esaṃ sambodhi-aṅgesu   예상 삼보디양게수 

~ sammā cittaṃ subhāvitaṃ,  삼마 찟땅 수바위땅 

Ādānapaṭinissagge    아나다빠띠니삭게 

~ anupādāya ye ratā,   아누빠다야 예 라따 

Khīṇāsavā jutimanto   킨아사와 주띠만또 

~ te loke parinibbutā.   떼 록께 빠리닙부따 

  

깨달음의 고리로  

마음이 잘 닦여지고 

집착을 놓아 버리고 

집착의 여윔을 즐기는 

번뇌를 부순 빛나는 님들, 

그들이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법구경, Dh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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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 lamp 

  

  

법구경 ‘현명한 님의 품(Paṇḍitavagga)’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게송에서 완전한 열반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빠알리어로 완전한 

열반을 ‘빠리닙바나나(parinibbāna)’라 한다. 한자어로 

반열반(般涅槃)이라 하는데, 이는 빠리닙바나를 음역한 것이다.  

  

칠각지(satta bojjhanga)는 

  

열반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송에서는 깨달음의 

고리(sambodhi-aṅgesu )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칠각지(satta 

bojjhanga)를 말한다. 일곱가지로 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일곱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김의 깨달음 고리(念覺支, satisambojjhanga) 

2) 탐구의 깨달음 고리(擇法覺支, dhammavicayasambojjhanga) 

3) 정진의 깨달음 고리(精進覺支, viriyasambojjhanga) 

4) 희열의 깨달음 고리(喜覺支, pitisambojjhanga) 

5) 안온의 깨달음 고리(輕安覺支, passaddhisambojjhanga) 

6) 집중의 깨달음 고리(定覺支, samadhisambojjhanga) 

7) 평정의 깨달음 고리(捨覺支, upekhasambojjh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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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곱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들 일곱가지 요소는 37 조도품에 

속해 있다. 칠각지와 37 조도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7 조도품과 칠각지와의 관계 

 정신적요소 

네 

가 

지 

새 

김 

의 

토 

대 

네 

가 

지 

바 

른 

노 

력 

네 

가 

지 

신 

통 

력 

의 

기 

초 

다 

섯 

가 

지 

정 

신 

적 

능 

력 

다 

섯 

가 

지 

의 

힘 

일 

곱 

가 

지 

깨 

달 

음 

고 

리 

여 

덟 

가 

지 

성 

스 

러 

운 

길 

합 

계 

사 

념 

처 

사 

정 

근 

사 

신 

통 

오 

근 

오 

력 

칠 

각 

지 

팔 

정 

도 

1 
정진 

(viriya) 
 4 1 1 1 1 1 9 

2 
새김 

(sati) 
4   1 1 1 1 8 

3 
지혜 

(pañña) 
  1 1 1 1 1 5 

4 
집중 

(samādhi) 
   1 1 1 1 4 

5 
믿음 

(saddhā) 
   1 1   2 

6 
사유 

(vitakka) 
      1 1 

7 
안온 

(passaddhi) 
     1  1 

8 
희열 

(piti) 
     1  1 

9 
평정 

(upekkha) 
     1  1 

10 
의욕 

(chanda) 
  1     1 

11 
마음 

(citta) 
  1     1 

12 
정어 

(sammā-vācā) 
      1 1 

13 
정행 

(sammā-kammanta) 
      1 1 

14 
정명 

(sammā-ajiva)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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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 4 4 5 5 7 8 37 

   

  

도표를 보면 좌측에 정진 등 14 가지 정신적 요소가 있고, 상단에 네 

가지 새김의 토대(사념처) 등 7 개의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일곱가지 깨달음의 고리(칠각지)의 경우 팔정도 다음으로 요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칠각지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 

  

칠각지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표와 같다.  

  

  
칠각지 내   용 비  고 

새김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 

(念覺支 

satisambojjhanga) 

  

법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숙고하고 익히는 

것 

  

1) 깊이 새김과 분명한 이해(sati 

sampajannam). 

2) 주의깊지 못한 사람을 기피함. 

3) 주의깊은 사람과 사귐. 

4) 그러한 결단. 

탐구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 

(擇法覺支 

dhammavicayasambo

jjhanga) 

  

건전한 법과 건전하지 

못한 법이 있고, 

비난받아야 할 법과 

비난받을 것이 없는 

법이 있고 열등한 법과 

수승한 법이 있고 

어둡고 밝은 법의 

대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치에 맞게 

숙고하고 익히는 것 

1) 존재의 다발, 세계, 감역 등에 대한 

질문. 

2) 바탕의 청정함. 

3 )감각능력(indriya)의 완전한 실현. 

4)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기피함.  

5 )지혜로운 사람과 사귐. 

6) 깊은 지혜의 세계에 대한 숙고. 

7) 그러한 결단. 

정진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 

(精進覺支 

viriyasambojjhang

a) 

  

시도의 세계, 노력의 

세계, 용맹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치에 맞게 숙고하여 

익히는 것 

1) 괴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 

2) 공덕을 살피는 것. 

3) 모든 부처님등이 따른 길과 방도에 

대한 관찰. 

4) 탁발식(托鉢食)을 존경하는 

것(pinda-patapacayanata). 

5) 계승(繼承)의 위대성에 대한 관찰. 

6) 스승의 위대성에 대한 관찰. 

7) 가문의 위대성에 대한 관찰. 

8) 도반의 위대성에 대한 관찰. 

9) 게으른 사람을 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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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진력 있는 사람과 사귐. 

11) 그러한 결단. 

희열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 

(喜覺支 

pitisambojjhanga) 

희열의 깨달음 고리의 

토대가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치에 맞게 숙고하여 

익히는 것 

1 )부처님에 대한 

기억(buddhaanussati). 

2 )가르침에 대한 

기억(dhammanussati). 

3) 참모임에 대한 

기억(sanghanussati). 

4 )계행(戒行)에 대한 기억. 

5 )버림에 대한 기억. 

6 )신들에 대한 기억. 

7 )고요함에 대한 기억. 

8 )거치른 사람을 피하는 것. 

9 )섬세한 사람과 사귀는 것. 

10 )감동을 주는 경전에 대한 숙고. 

11 )그러한 결단. 

안온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 

  

(輕安覺支 

passaddhisambojjh

anga) 

몸의 안온과 마음의 

안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치에 맞게 

숙고하여 익히는 것 

  

1) 탁월한 음식의 사용. 

2) 알맞은 기후의 선택. 

3 )알맞은 자세를 취함. 

4 )자신과 남의 업을 모두 관찰하는 

중립적 노력(majjhattapayogata). 

5)격렬한 사람을 피하는 것. 

6) 고요한 사람과 사귀는 것. 

7) 그것에 대한 결단. 

집중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 

(定覺支 

samadhisambojjhan

ga) 

멈춤의 특징(samatha 

nimittam)과 부동의 

특징(avyagga-)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치에 맞게 숙고하여 

익히는 것 

1 )바탕의 청정. 

2 )감각능력의 완전한 실현. 

3 )명상대상에 능숙함. 

4 )바른 시간에 마음을 책려하는 것. 

5 )바른 시간에 마음을 제어하는 것. 

6 )바른 시간에 기뻐하는 것. 

7 )바른 시간에 관찰하는 것. 

8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 

9 )집중하는 사람과 사귐. 

10) 선정과 해탈에 대한 관찰. 

11 )그러한 결단. 

평정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 

(捨覺支 

upekhasambojjhang

a) 

평정의 깨달음 고리의 

토대가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치에 맞게 숙고하여 

익히는 것 

1) 존재에 대하여 중간인 것. 

2) 형성에 대하여 중간인 것. 

3 )존재와 형성에서 탐욕적인 인간을 

피하는 것. 

4) 존재와 형성에서 평등한 인간을 

사귀는 것. 

5 )그러한 결단. 

출처: 상윳따니까야 해제(전재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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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법각지(擇法覺支)와 정진은 어떻게 다른가 

  

새김(sati) 등 모두 일곱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두 번째의 

‘탐구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한자어로 

‘택법각지(擇法覺支)’로 되어 있다. 법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찾아 보았다. 상윳따니까야 ‘봇장가상윳따 

(Bojjhaṅgasaṃyuttaṃ)’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자양분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난 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더욱 많게 하고 증대시키는가?  

  

수행승들이여,  

건전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법, 비난받을 만하거나 비난받지 않는 법, 

열등하거나 수승한 법, 검은 법이나 밝은 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숙고하여 익히면 그러한 자양분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난 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더욱 많게 하고 증대시킨다. 

  

(아하로 봇장가낭경-aharo bojjhanganam- 깨달음 고리의 자양분경, 

상윳따니까야 S45.6.2,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선법과 불선법을 잘 선택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경에서는 ‘이치에 맞게 숙고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탐구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擇法覺支, 택법각지)를 보면 마치 팔정도의 

정진을 떠 올리게 한다. 팔정도의 정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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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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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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팔정도에서 정진과 칠각지의 택법각지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탐구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擇法覺支 택법각지)은 선법과 불선법을 

이치에 맞게 선택하는 것으로서 '선택'이 키워드이고, 정진의 경우 

노력하고 정근하고 책려하는 점이 키워드로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진각지(精進覺支)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칠각지에서 정진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精進覺支, 

정진각지)이란 어떤 것일까. 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자양분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난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더욱 많게 하고 증대시키는가?  

  

수행승들이여,  

시작의 세계가 있고 노력의 세계가 있고 용맹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숙고하여 익히면 그러한 자양분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난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더욱 많게 하고 증대시킨다. 

  

(아하로 봇장가낭경-aharo bojjhanganam- 깨달음 고리의 자양분경, 

상윳따니까야 S45.6.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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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법각지에서 선법과 불선법을 선택하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선법은 증대시키고, 불선법은 쳐내야 할 작업일 것이다. 그것이 

경에서 말하는 정진의 깨달음 고리의 조건(精進覺支)이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되 

용맹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네 가지 집착(四取: cattarimāni upādānāni)이 있는데 

  

법구경 89 게송에 있는 ‘깨달음의 고리 (sambodhi-aṅgesu)’라는 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칠각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집착을 놓아 버리고 집착의 여윔을 

즐기는(Ādānapaṭinissagge anupādāya ye ratā)’ 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Ādānapaṭinissagge anupādāya ye ratā : DhpA.II.163 에 따르면 집착의 

여윔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집착에는 네 가지 집착(四取: cattarimāni 

upādānāni: Dhp20 의 주석참조)이 있다. 여기에는  

  

1)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kamapadana,欲取)  

2)견해에 대한 집착(ditthupadana, 見取) 

3)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silabatupādāna, 戒禁取)   

4) 실체의 이론에 대한 집착(attavadupadana,  我語取) 

  

이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Nst.45 에서는 ‘외면적인 계율과 

서원’이라고 번역했고, God.26 에서는 ‘도덕적인 행위의 계행과 맹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번역했다. 한역에서는 계금(戒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종 ‘계율과 금계’라고 잘못 해석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법구경 89 번 게송에 대한 주석, 전재성박사) 

  



45 

 

  

집착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세 번째의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silabatupādāna)’을 ‘계금취견’이라 한다. 그런데 

계금취견이라는 한자어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계행에 대한 것을 집착으로 오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계금취견(戒禁取見)에 대하여 

  

부처님은 보시하고 지계하면 천상에 난다고 초기경전 도처에서 강조 

하였다. 이때 지계는 ‘올바른 계행’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계행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고대인도에서는 사람들이 개나 소 

따위가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개나 

소처럼 똥을 먹고 풀을 먹으면서 천상에 태어나겠다고 집착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따라서 

계금취견이라는 것은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석에 따르면 이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계금취견은 무엇일까. 주석(Stn.782)에 따르면 

‘자신의 교리나 종교적 수행 때문에 오만해지는 것이나 다른 교리를 

비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시하려는 일반적 경향으로서 규범과 근기에 

대한 것’이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자신의 규범과 근기를 말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에 

대하여 선한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금취견은 한 마디로 ‘잘못된 수행방법’에 대한 것이다.  

  

‘나를 찾는 수행’을 하는 한 

  

위 네 가지 집착 가운데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는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라따나경(보배경, Sn2.1)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10. 

Sahāvassa dassanasampadāya   사하-왓사 닷사나삼빠다-야 

Tayassu dhammā jahitā bhavanti,  따얏수 담마- 자히따- 바완띠 

Sakkāyadiṭṭhi vicikicchitañca  삭까-야딧티 위찌낏치딴짜 

Sīlabbataṃ vāpi yadatthi kiñci,  시-랍바땅 와-삐 야닷티 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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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ūhapāyehi ca vippamutto   짜뚜-하빠-예히 짜 윕빠뭇또 

Cha cābhiṭhānāni abhabbo kātuṃ  차 짜-비타-나-니 아밥보 까-뚱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에 실체라는 견해  

매사의 의심, 계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의 어떤 것이라도,  

그 세 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네 가지의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여섯 가지의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라따나경-Ratanasuttaṃ- The three Jewels-보배경-寶石經, 

숫따니빠따-Sn 2.1, 전재성님역) 

  

  

라따나경 10 번 게송에 따르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 (Sakkāyadiṭṭhi)’, 

‘매사의 의심 (vicikicchitañca)’, ‘계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 

(Sīlabbataṃ)’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중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 (Sakkāyadiṭṭhi)’가 위 네가지 

집착중 네 번째의 ‘실체의 이론에 대한 집착(attavadupadana,  

我語取)’에 해당된다. 이를 한자어로 유신견(有身見)이라 한다.  

  

그리고 ‘계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 (Sīlabbataṃ)은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silabatupādāna, 戒禁取)’을 말한다. 따라서 네 가지 집착 

중에 두 가지가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감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 즉 실체에 이론에 대한 집착(attavadupadana,  我語取), 

또 다른 말로 유신견((Sakkāyadiṭṭhi)이다. 유신견에 남아 있는 한 결코 

성자에 흐름에 들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성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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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를 찾는 수행’이라는 것은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현법열반이라 무엇인가 

  

이렇게 ‘집착’을 버려 버렸을 때 법구경 게송 89 번에서는 ‘번뇌를 

부순 빛나는 님들(Khīṇāsavā jutimanto)’이라 하였다. 이는 집착이라는 

번뇌가 소멸된 것을 말한다. 번뇌의 소멸은 열반을 뜻한다. 그런 열반은 

어떤 것일까.  

  

법구경 주석에 따르면 두 가지의 열반상태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나는 유여의열반(saupadisesanibbana)이고, 또하나는 

무여의열반(anupadisesanibbana)이다.  

  

유여의열반은 번뇌가 종식되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로서 잔여가 

있는 열반을 말한다. 무여의열반은 최종 의식이 소멸되어 잔여가 없는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번뇌가 다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열반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현법열반’이다.  

  

현법열반이라 무엇일까.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의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디따담마(diṭṭha-dhamma)  
   

 디따담마(diṭṭha-dhamma)는 빨리 삼장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1) diṭṭha-dhamma 혹은 diṭṭheva dhamme(이 표현을 많이 쓴다)는 

‘현재’나 ‘금생 ’ 등의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중국에서 

현법(現法)으로 옮겼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보여진 법’이고 

이것은 대부분 처소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진 법에서’가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지금 여기’나 ‘금생’으로 해석이 

된다. 과거생과 미래 생에 대(對)가 될 때는 ‘금생’의 의미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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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에 대가 되어서 나타날 때는 ‘현재’의 의미가 되고 바로 

지금 여기(here and now)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자금 여기에서’ 등의 

의미가 된다.  

  

이런 예는 본서 제 2 장에서 볼 수 있는데, 62 가지 사견중의 하나로, 

천상의 지복을 지금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는 

현법열반론(現法涅槃論, diṭṭhidhammanibbāna-vada)이 그것이다. 

  

(2) diṭṭha-dhamma 는 문자 그대로 ‘법을 보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빨리 삼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을 

이해해서 법의 눈(法眼, dhamma-cakkhu)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그래서 

법의 눈이 생긴 위의 정형구 바로 다음에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외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문맥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 중국에서 견법(見法)으로 옮겼는데 문자 그대로 ‘법의 

무상·고·무아를 보았다’, ‘부처님 법의 의미를 보았다, 

체득했다’는 뜻이 된다. 

  

(마하시 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제 8 장 주석) 

  

  

현법열반을 빠알리어로 디타담마(diṭṭha-dhamma) 또는 딧테와 

담메(diṭṭheva dhamme)라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보여진 법에서’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법을 보았다’라는 

의미라 한다.  

  

전자의 경우 ‘지금 여기(here and now)’의 의미가 되는데, 마하시 

사야도에 따르면 브라흐마잘라경(범망경, D1)에서 볼 수 있는 62 가지 

사견중의 하나라 한다. 즉, 천상의 지복을 지금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는 현법열반론(現法涅槃論, diṭṭhidhammanibbāna-vada)이라는 

것이다.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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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현법으로 옮긴 빠알리어 딧테와 담메(diṭṭheva dhamme)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다. 다운 받아 가지고 있는 ‘Chattha Sangayana Tipitaka 

4.0’에서 이다. 키워드 검색해 보니 수 많은 경의 이름이 뜬다. 이 중 

상윳따니까야 실려 있는 경에 딧테와 담메(diṭṭheva dhamme)라는 용어가 

매우 많이 보인다. 이를 추적해 보니 봇장가상윳따에 실려 있는 실라경 

(Sīlasuttaṃ, 계행경)이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Evaṃ bhāvitesu kho, bhikkhave, sattasu sambojjhaṅgesu evaṃ 

bahulīkatesu satta phalā sattānisaṃsā pāṭikaṅkhā. Katame satta 
phalā sattānisaṃsā?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No ce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atha maraṇakāle aññaṃ 

ārādheti. No ce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no ce 

maraṇakāle aññaṃ ārādheti, atha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ntarāparinibbāyī hoti. No ce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no ce maraṇakāle aññaṃ ārādhe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ntarāparinibbāyī hoti, atha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upahaccaparinibbāyī hoti. No ce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no ce maraṇakāle aññaṃ ārādhe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ntarāparinibbāyī ho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upahaccaparinibbāyī hoti, atha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saṅkhāraparinibbāyī hoti. 
No ce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no ce maraṇakāle 
aññaṃ ārādhe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ntarāparinibbāyī ho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upahaccaparinibbāyī ho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saṅkhāraparinibbāyī hoti, 
atha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sasaṅkhāraparinibbāyī hoti. No ce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no ce maraṇakāle aññaṃ ārādhe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ntarāparinibbāyī ho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upahaccaparinibbāyī hoti, no ce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asaṅkhāraparinibbāyī hoti, no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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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sasaṅkhāraparinibbāyī hoti, atha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ṃyojanānaṃ parikkhayā uddhaṃsoto hoti akaniṭṭhagāmī. Evaṃ 

bhāvitesu kho, bhikkhave, sattasu bojjhaṅgesu evaṃ bahulīkatesu 

ime satta phalā sattānisaṃsā pāṭikaṅkhā’’ti. Tatiyaṃ.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일곱가지 깨달음 고리를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익히면 일곱가지 결과, 일곱가지 과보가 기대된다. 일곱가지의 

결과, 일곱가지의 과보란 어떠한 것인가?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만약에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할 때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만약에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할 때에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로 

태어나는 도중에 열반에 드는 중반열반에 이른다. 

  

만약에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할 때에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로 

태어나는 도중에 열반에 드는 중반열반에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생반열반에 이른다. 

  

만약에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할 때에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로 

태어나는 도중에 열반에 드는 중반열반에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생반열반에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노력 없이 열반에 드는 무행반열반에 든다. 

  

만약에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할 때에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부의 



51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로 

태어나는 도중에 열반에 드는 중반열반에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생반열반에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노력 없이 열반에 드는 무행반열반에도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화생하여 오랜시간 익히여 열반에 드는 유행반열반에 

든다. 

  

만약에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할 때에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로 

태어나는 도중에 열반에 드는 중반열반에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생반열반에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노력 없이 열반에 드는 무행반열반에도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 화생하여 오랜시간 익히여 열반에 드는 유행반열반에도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부의 다섯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상류의 

색구경천에 이른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일곱가지 깨달음 고리를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익히면 이러한 일곱가지의 결과, 일곱가지 과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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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장가상윳따 실라경(계행경)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빠알리어 원문을 

보면 딧테와 담메(Diṭṭheva dhamme)라는 용어가 많이 보인다. 번역을 

보면 ‘현세’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종교가 삶은 죽어서 완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아직까지 

죽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없기에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 영원히 산다든지, 

죽어서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이 살아 

있을 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다. 열반이라는 것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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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한다.(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라 하였다. 

  

부정적인 현법열반론 

  

현세로 번역된 딧테와 담메 (Diṭṭheva dhamme)는 ‘지금 여기(here and 

now)’와도 같은 뜻이다. 그래서 현법(現法)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마하시사야도는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브라흐마잘라경(범망경, D1)의 

62 가지 사견(邪見)중의 하나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묘원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붓다가 출현하기 전에도 천상의 지복을 지금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감각적 쾌락은 지고의 행복이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쾌락은 지금 이 생에서 향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내생의 지복을 기다리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인 현재를 지나쳐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완벽하게 누릴 시간은 바로 이 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법열반론現法涅槃論으로서, 디가 니까야, 계온품戒蘊品, 범망경(梵網經, 

Brahmājala Sutta)에,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62가지 사견 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열중하는 문제이지 

수행자와 비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비구에게 있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비난했던 세속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비구를 

세속의 번잡스러움이나 이성異性의 유혹에 교란 받지 않고 출세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매우 공경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필요한 것까지도 희생해가면서 수행자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과 가사를 

바칩니다. 비구가 사람들의 보시로 생활하면서 재가자와 똑같이 세속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매우 부적절 합니다.  

  

 더구나 비구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세상을 버립니다. 만약 비구가 재가자처럼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고귀한 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는 

즐거운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묘원법사, 현법열반론現法涅槃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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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에서 오로지 감각적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의 

현법열반론이라 한다. 지금 이 몸과 마음이 살아 있을 때 마음 껏 

쾌락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삿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오히려 이 몸과 마음이 살아 있을 

때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현법열반의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였다. 

  

긍정적인 현법열반론 

  

지금 여기를 강조한 게송이 있다. 두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맛지마니까야에 있는 밧데까랏따경(M131)이다. 

  

  

Atītaṃ nānvāgameyya,     아띠땅 난와가메이야 

nappaṭikaṅkhe anāgataṃ;  납빠띠깐케 아나가땅 

yadatītaṃ pahīnaṃ taṃ,   야다띠땅 빠히낭 땅 

appattañca anāgataṃ.   압빳딴짜 아나가땅 

  

Paccuppannañca yo dhammaṃ,   빳쭙빤냔짜 요 담망 

tattha tattha vipassati;  땃타 땃타 위빳사띠 

asaṃhīraṃ asaṃkuppaṃ,   아상히랑 아상꾹빵 

taṃ vidvā manubrūhaye.  땅 위드와 마누브루하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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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까랏따경-Bhaddekaratta Sutta-한 밤의 슬기로운 님의 경, MN13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오로지 지금 여기서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tattha tattha 

vipassati)”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일어나는 곳에서 통찰을 통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관찰하면 결코 탐욕 등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절이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없이(asaṃhīraṃ asaṃkuppaṃ)”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통찰을 닦아야 될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마음을 항상 현재 지금 여기에 두었을 때 더 이상 후회나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아란냐경(S1.1.1)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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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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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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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냐경-Araññasuttaṃ - In the Forest- 숲속에서 경, 상윳따니까야 

S1.1.10, 전재성님역) 

  

  

비록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고 현재 있다면 

얼굴빛은 맑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항상 현재, 지금 여기에 두면 괴로움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현법열반이라는 것이 

현생에서 지금 여기에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고 현상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것을 알아 차림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본다.  

  

완전한 열반 (parinibbutā)이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이다. 그런 열반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아라한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 아라한이 죽으면 

‘무여의열반’이라 한다.  

  

그런데 법구경 게송 89 번에서는 ‘완전한 열반 (parinibbutā)’ 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 주석에 따르면 게송에서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은 유요의열반과 무여의열반 두 가지 양상에 대한 

것이라 한다.  

  

왜 이런 설명을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연료의 비유를 들고 있다.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이 ‘연료가 없어 꺼진 불꽃처럼 정의 할 수 없는 

상태(apannattikabhava)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또 주석에서는 Itv.38-39 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아라한의 

유여의열반과 무여의열반 양자는 이미 자아에 취착된 유위법적인 

세속적인 죽음을 완전히 초월해서 ‘불사(不死, amata)’라고 불리우기 

때문이라 한다.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아에 취착된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오온)의 짐을 모두 내려 놓은 상태(ohitabharo)’에 

있기 때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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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이와 같이 법구경에서는 “번뇌를 부순 빛나는 님들, 그들이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Dhp89)”라 하여 완전한 열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숫따니빠따에도 이와 유사한 게송이 있다. 라따나경(보배경, 

Sn2.1)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14. 

Khīṇaṃ purāṇaṃ navaṃ natthi sambhavaṃ 키-낭 뿌라-낭 나왕 낫티 

삼바왕 

Virattacittā āyatike bhavasmiṃ,  위랏따찟따- 아-야띠께 바와스밍 

Te ṇīṇabilā avirūḷhicchandā   떼 니나빌라- 아위루-리찬다- 

Nibbanti dhīrā yathāyampadīpo,  닙반띠 디-라- 야-타-얌빠디-뽀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라따나경-Ratanasuttaṃ- The three Jewels-보배경-寶石經, 

숫따니빠따-Sn 2.1, 전재성님역) 

  

  

  

라따나경 14 번 게송을 보면 법구경 현명한 자의 품에 있는 89 번 게송과 

유사하다. 특히 “번뇌를 부순 빛나는 님들, 그들이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Dhp89)”가 있는데, 라따나경에서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구절이 비슷하다. 경에 따르면 열반에 드는 것에 대하여 

연료가 없어 꺼진 불꽃에 묘사하고 있기 땨문이다.  

  

지금 여기(diṭṭheva dhamm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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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89 번 게송으로 칠각지와 열반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짤막한 

게송 하나에도 엄청난 의미가 함축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초기경전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게송으로 인하여 칠각지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열반의 종류도 알게 

되었다.  

  

특히 현법열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비록 번뇌가 다하지 못한 

범부일지라도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면 일시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가 현법열반이 아닐까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눈에 띈다. 

  

  

Diṭṭheva dhamme paṭikacca aññaṃ ārādheti 

딧테와 담메 빠띠깟짜 안냥 아라데띠 

  

“현세에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아직까지 죽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없기에 종교인들은 천국이나 극락을 

이야기 하지만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펼쳤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 있을 때 열번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반은 죽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diṭṭheva dhamme)’ 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2012-10-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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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상보기를 물거품처럼 

  

  

  

금강경의 멋진 게송 

  

금강경에 멋진 게송이 있다. 가장 많이 애송된다는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라는 게송이다.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금강경과 유사한 게송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게송이 초기경전에 도처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Pheṇapiṇḍūpamaṃ rūpaṃ  페나삔두빠망 

vedanā bubbuḷupamā  웨다나 붓불루빠마 

Maricikupamā saññā   마리찌꾸빠마 산냐 

saṃkhārā kadalūpamā,   상카라 까다루빠마 

Māyūpamañca viññāṇaṃ   마유빠만짜 윈냐낭 

dīpitā diccabandhunā.  디삐따 딧짜반두나 

  

[세존] 

물질은 포말과 같고  

느낌은 수포와 같네. 

  

지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형성은 파초와 같고 

의식은 환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 

  

(페나삔두빠마경-Pheṇapiṇḍūpama suttaṃ- Foam-포말 비유의 경, 

상윳따니까야 S21.2.5.3,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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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s 

  

  

게송을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물질(rūpa)을 포말로, 

느낌(vedanā)을 수포로, 지각(saññā)을 아지랑이로, 형성(saṃkhārā)을 

파초로, 의식(viññāṇa)을 환술로 비유하여 노래 하고 있다. 이는 오온이 

무상이고 무아임을 말한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강경에서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렇게 여섯 개의 

단어를 나열하고 일체유위법이 이와 같음을 관찰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초기경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경에 표현된 

내용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오온 비유어 설명 오온 설명 

물질 

(rūpa) 

  

  

포말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이 갠지즈강이 커다란 

포말을 일으킨다고 하자. 눈 

있는 자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그것을 수행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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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ṇa
piṇḍūp
ama)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포말의 본체인가?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물질의 본체인가? 

느낌 

(vedanā

) 

  

수포 

(bubbuḷ
upamā)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가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 물거품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눈 있는 

자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물거품의 본체인가?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느낌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그것을 수행승이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느낌의 본체인가? 

지각 

(saññā) 

  

아지랑

이 

(Marici

kupamā)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늦여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눈 있는 자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 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아지랑이의 본체인가?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그것을 수행승이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지각의 본체인가? 

형성 

(saṃkh

ārā) 

  

파초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견고한 

나무심을 바라고, 견고한 

나무심을 구하고, 견고한 

나무심을 찾아,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갔다고 하자.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그것을 수행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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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alū

pamā) 

그가 거기서 커다랗고 새로 자란 

아주 높이 솟은 파초의 줄기를 

발견하면 그는 그 뿌리를 벤다. 

그 뿌리를 베고 꼭대기를 

자른다. 꼭대기를 자르고 바깥 

껍질을 벗긴다. 그가 그 바깥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벗겨도 

어떻게 그 수심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눈 있는 자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파초줄기의 본체인가?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형성의 본체인가? 

  

의식 

(viññāṇa) 
  

환술 

(Māyūpa

mañca)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환술사나 환술사의 

제자가 커다란 길에서 환술을 

보여준다고 하자. 눈 있는 자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환술의 본체인가?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엇이든지 그것을 수행승이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보고 

깊이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해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실로 

의식의 본체인가? 

  

  

이와 같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오온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근본을 보아 자세히 관찰하고 이치에 

맞게 탐구 하면 비어 있고 공허한 것임을 알라는 것이다. 이는 

금강경에서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하여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친절한 가르침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게송이 법구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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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의 특징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 

페나삔두빠마경에 실려 있는 오온의 비유에 대한 게송과 유사한 것이 

법구경에서도 발견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Yathā bubbulakaṃ passé,  야타 붑불라깡 빠쎄 

yathā passe marīcikaṃ,  야타 빠세 마리찌깡 

Evaṃ lokaṃ avekkhantaṃ    에왕 록깡 아웩칸탕 

Maccurājā na passati.  맛쭈레자 나 빳사띠. 

  

물거품을 보는 것처럼, 

아지랑이를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사자는 보지 못한다. 

  

(법구경, Dhp 170, 전재성님역) 

  

  

법구경 ‘세상의 품(Lokavagga)’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게송에서 

‘물거품’과 ‘아지랑이’ 두 개가 언급되어 있다. 이는 

페나삔두빠마경에서 물질과 지각에 해당된다. 물질(rūpa)을 물거품으로 

보고, 지각(saññā)을 아지랑이로 보는 것이다.  

  

물거품(bubbulaka)과 아지랑이(marīcika) 

  

이 때  물거품(bubbulaka)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상윳따니까야 

페나삔두빠마경의 주석에 따르면 포말은 영원하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실체를 결여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그 

구멍과 틈새로 가득 차 있어서 작은 생물들이 사는 곳이라 한다. 이는 

우리의 몸과 같은 구조이다. 우리의 몸도 포말과 같아서 팽창하고 

균열되고 죽음이 닥치면 부서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포말을 우리의 

몸과 같은 의미로 물질의 비유로 사용한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아지랑이(marīcika)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 빠알리어 

마리찌까(marīcika)는 ‘아지랑이’나 ‘신기루’를 말한다. 이를 

지각((saññā)에 비유하였는데, 지각은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주전자를 채울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고 한다. 사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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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는 사람들을 속인다. 마찬가지로 지각은 푸른 색등의 대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길만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관념으로 사람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게송에서 물거품은 물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아지랑이는 정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물질을 물거품처럼, 정신을 아지랑이나 

신기루처럼 이 세상을 보면 죽음의 사자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서 이 세상(loka)이라는 것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말한다. 열여덟가지의 인식의 세상을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면 

죽음의 신도 잡아 가지 못할 것이라 한다. 왜 그럴까. 

  

고디까비구의 자결 

  

죽음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상윳따니까야 고디까경(Godhikasuttaṃ , 

S3.3.3)에 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제자인 고디까비구가 있었다. 

그런데 고디까비구는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며 여섯번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퇴전하였을 

때 “이제 나는 여섯번이나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물러났다. 나는 

차라리 칼로 목숨을 끊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자결한다.  

  

죽음의 신은 왜 발견하지 못하였을까 

  

고디까 비구가 자결하였다는 것을 안 부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디까 

비구가 수행하였던 라자가하 근처 ‘이씨길리’라는 산의 중턱에 있는 

‘검은 바위’에 도착한다. 그런데 경에서는 죽음의 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너희들은 저 연기와 같은 아련한 것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위쪽으로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며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느냐?” 

  

[수행승]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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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수행승들이여,  

악마 빠삐만이 양가의 아들 고디까의 의식을 찾고 있다. '양가의 아들 

고디까의 의식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양가의 

아들 고디까는 의식이 머무는 곳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고디까경-Godhikasuttaṃ,상윳따니까야 S3.3.3, 전재성님역) 

  

  

연기와 같은 것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신 빠삐만이 고디까를 찾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죽음의 신은 고디까를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디까가 죽음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난 

다음 자결 하였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고디까비구의 자결은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병 등으로 

인한 아라한의 자살은 허용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일반사람들의 

자살과 달리 마음의 해탈을 이룬 자는 자결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들기 때문이라 한다.  

  

사람들은 죽을까봐 늘 두려워 한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Kiso vicaṇṇo bhavati    끼소 위짠노 바와띠 

bhiṃsamattānamattatā,  빙사맛따나맛따따 

Na tena petā pāpenti   나 떼나 뻬따 빠뻰띠 

niratthā paridevatā.  니랏타 빠리데와따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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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경-Salla 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사람들은 죽을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후에 대하여 걱정한다. 특히 이 세상에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불로소득 등으로 인하여 한 평생 잘 먹고 

잘 산 경우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죽음의 신이 

잡아 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거품이나 

아지랑이 처럼 보는 자, 즉 공허하고 실체가 없다고 보는 자들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신이 그를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재생으로 연결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경 보다도  

  

재생연결식이 일어 나지 않았을 때 죽음의 신은 죽음의 신은 보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rūpa)을 포말로, 느낌(vedanā)을 수포로, 

지각(saññā)을 아지랑이로, 형성(saṃkhārā)을 파초로, 의식(viññāṇa)을 

환술로 보라고 하였다. 이런 가르침이 금강경의 유명한 ‘여몽환포용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보다 훨씬 더 마음에 다가 온다. 이와 같은 

게송을 접할 때 초기불교의 진수를 느끼는 것 같다.  

  

  

  

2012-10-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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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미줄로 비유한 심장토대설 

  

  

  

  

마음만능주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선사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마음이라는 말을  수 도 없이 반복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든가, 

‘일체유심조’를 말한다. 또 팔만대장경의 팔만사천법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심(心, 마음)’이라 하는데, 이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마음만능주의’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지만 불자들은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 

  

마음,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은 좀처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법구경에 마음에 대한 주제가 있다. 26 개의 주제중의 

하나인 마음의 품(Cittavagga)이다.  

  

‘마음의 품’에서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Dūraṅgamaṃ ekacaraṃ    두랑가망 에까짜랑 

~ asarīraṃ guhāsayaṃ,   아사리랑 구하사양 

Ye cittaṃ saññam-essanti   예 찟땅 산냠 엣산띠 

~ mokkhanti Mārabandhanā.   목칸띠 마라반다나 

  

멀리 미치고 홀로 움직이고 

신체가 없는 동굴에 숨어 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악마의 밧줄에서 벗어나리라. 

  

(법구경, Dh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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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37 번 게송을 보면 마음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의 특징중에 ‘홀로 움직이고 (ekacaraṃ)’라는 문구가 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주석에 따르면 ‘일곱 여덟 마음들이 황화수의 꽃다발이 묶인 것처럼 

결코 한 순간에 모두 일어 날 수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은 한 

순간에 하나의 일 밖에 처리 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생멸법(生滅法)을 알았을 때의 법열이란 

  

왜 이말이 중요할까. 다음과 같은 어느 거사의 수행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번뇌망상이 손님으로 오면 ‘망상’이라고 알아차리면 믿지 못하겠끔 곧 

사라진다. 그것은 마음은 한 순간에 한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차림 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면 앞서 일어났든 괴로움이나 

번뇌망상은 사라지게 된다. 마음의 본성품과 생멸법(生滅法)을 알았을 

때의 법열이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도이거사의 미얀마 수행기 2, 미디어붓다 2009-06-08) 

  

  

도이거사의 미얀마수행기에 따르면 ‘마음은 한 순간에 한가지 일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춤을 추고 싶은 ‘법열’을 느꼈다고 

한다. 이제까지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선불교 전통에서 마음에 대한 해석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라 한다.  

  

피가 철철 흐르도록 수행을 하였건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그 동안의 선불교 전통에서 수행한 경험담을 써 

놓았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풀고자 불교계에서는 공인된 수행의 선지식인 법사 

한분을 찾아가 상담을 드렸다. 그분은 나의 수행과정을 다 들으시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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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이 “거사님 수행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났습니까?”였다. 그야 말로 다짜고짜 식이었다. 나의 대답 또한 

간결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대답 또한 간결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의식을 깨뜨리십시요!”  

  

이 세 마디가 내가 선지식과 마주앉아 주고받은 수행에 대한 면담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학생처지의 불자이니 선정체험후의 지혜수행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더라면 내가 더 더디 갔을까? 대승(大乘)의 

선사(禪師)님들 가르침이 ‘언하(言下)에 돈망생사(頓忘生死)’하고 

무작방편(無作方便)이라지만 이건 나 같은 초급자에게는 너무 심한 

화두였다.  

  

꼭 6 개월을 의식을 깨기 위한 수행을 피가 철철 흐르도록 했다. 스스로 

얻은 바도 컸다. 그분의 답이 설령 무(無)라 해도 맞고 공(空)이라 해도 

맞다. 질문이 명확하면 오는 답도 명확해야하거늘 정신세계의 

질의응답은 이렇게 두루뭉술한 가보다. 하기는 듣는 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지식은 자기의 수행체험을 

하여 답해야지 교리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폭의 두루뭉술한 답은 묻는 

자를 당황하게 할 뿐이다. 

  

(도이거사의 미얀마 수행기 2, 미디어붓다 2009-06-08) 

  

  

재가불자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선사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사들의 가르침이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무뚝뚝한 말과 

다짜고짜식의 짤막한 가르침이 전부라는 것이다. 특히 아무 것도 모르는 

초보자에게 화두를 주기도 하는데, 도이거사도 그런 케이스라 보여진다.  

  

도이거사는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고 피가 철철나게 수행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마음의 기본적인 정체 

  

그런데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마음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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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 난다. 

둘째, 마음은 한 순간에 한가지 일밖에 못한다. 

셋째,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넷째, 마음은 과보를 남긴다.  

  

  

이것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정체이다. 특히 마음은 한 

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처리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치 크게 

깨달은 것인냥 그 희열이 말할 수 없이 컷다고 말하고 있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 

  

마음이 한 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와 선불교 전통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마음을 생멸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마음, 

‘한마음(一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을 하나로 본다면 한 

순간에도 여러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 날 수 있다. 법성계에 실려 있는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는 문구가 대표적일 것이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에 대한 해석을 보면 “한 생각이 한량 

없는 시간이며 중생(衆生)의 업(業)이 수행에 의해 지혜(智慧)로 

전환되어 진여공성(眞如空性)에서 나투는 시간의 무자성(無自性)을 

여실히 알아차릴 때, 마음에 일어나는 한 순간의 시간이 무량(無量)한 

시간이 됩니다. (법성게 제 12 구 일념즉시무량겁 一念卽是無量劫)”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나의 마음에 대하여 무량겁과 같다고 보는 것은 모든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멸현상이므로 점과 점들이 이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한 순간에 

하나의 일 밖에 처리 하지 못하고 마음이 과보에 따라 다음 마음이 

일어나는 ‘연기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 

마음에‘홀로 움직이고 (ekacaraṃ)’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 순간에 

하나의 일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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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날 뛰는 마음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 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문구가 

법구경 게송 37 번에서 가장 첫 번째 문구인 ‘멀리 미치고 

(Dūraṅgamaṃ)’라는 말이 있다. ‘멀리 미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마음에는 동쪽 방향등으로 특별한 운동이 없다. 그러나 거미가 거미줄을 

친 것에 못지 않게, 멀리 있는 대상을 파악한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 

미친다고 한 것이다. 

  

(법구경 게송 37 번 ‘멀리 미치고 (Dūraṅgamaṃ)’의 주석) 

  

  

거미는 거미줄을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동서남북 천방지축 날 뛰는 것이 마음이다. 이는 마음의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일어남을 말한다. 그런 마음은 실체가 있을까. 

  

마음은 심장을 토대로 한다 

  

게송에서 마음에 대하여  ‘신체가 없이는 (asarīraṃ)’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마음에는 신체적인 구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푸르다’ 등의 색깔 구별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게송에 따르면 

마음은 ‘동굴에 숨어 있다’고 한다.  

  

신체적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을 왜 동굴에 숨어 있다고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DhpA.I.304 에 따르면, 동굴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위대한 

존재(catumahabhutani)로 이루어진 신체의 동굴을 말하는데, 마음은 

심장물질(hadayarupa)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있는 

존재로 표현된다. Sds.II.475; III.536 에 따르면, 마음은 심장토대의 

물질(hadayavatthurupa) 또는 심장물질(hadayarupa)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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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게송 37 번 ‘동굴에 숨어 있는(guhāsayaṃ)’ 의 주석) 

  

  

주석에 따르면 마음은 심장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여섯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여섯가지 감각대상에 부딪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意, mano)도 ‘감각기관’으로 

본다는 것이다.  

  

감각기관으로서 마노(mano,意) 

  

감각기관에서 눈은 눈을 토대로 한다. 귀는 귀의 토대로 한다. 이렇게 

감각기관이 토대를 갖는다면 마음 역시 당연히 토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이 심장을 토대로 갖는다는 것은 청정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심장토대의 물질은 다섯 가지 알음알이를 제외한 나머지 마노의 

감각장소에게 의지하는 조건, 먼저 생긴 조건, 서로 관련되지 않은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버리지 않은 조건의 다섯 가지로 [삶의] 

전개과정에서만 조건이 된다.  

(청정도론, 17 장 통찰지의 토양  217 절) 

  

  

청정도론에 따르면 심장토대의 물질은 마노(意, 마음)의 감각장소에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안-이-비-설-신-의’에서 의(意, mano)라는 

것은 마음이긴 하지만 대상을 접촉한다는 의미에서 ‘감각기관’이라 볼 

수 있고,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대를 가져야 하는데, 

주석에서는 심장을 토대로 갖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심장토대설’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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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지 근본물질 

  

이와 같이 초기불교에서는 심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82 구경법(paramattha dhamma) 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28 가지중의 하나로 

본다. 참고로 28 가지 근본물질은 다음과 같다. 

  

  

28 가지 물질들 
No 물질 근본물질 파생물질 안 밖 토대 

1 땅           

2 물           

3 불           

4 바람           

5 눈           

6 귀           

7 코           

8 혀           

9 몸           

10 형상           

11 소리           

12 냄새           

13 맛           

* 감촉           

14 여성           

15 남성           

16 심장토대           

17 생명기능           

18 영양소           

19 허공           

20 몸의 암시           

21 말의 암시           

22 가벼움           

23 부드러움           

24 적합함           

25 생성           

26 지속           

27 쇠퇴           

28 무상           

  합계 4 24 5 23 6 

  

  



73 

 

82 구경법을 구성하고 있는 28 가지 물질들에 대한 표이다. 표에서 

심장토대가 28 가지 구경법 중의 하나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장토대는 파생물질로서 밖에 존재하며 마노(mano, 마음 또는 생각)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장토대(hadaya-vatthu)란 무엇인가 

  

이렇게 초기불교에서는 심장을 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된 요즘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의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심장토대(hadaya-vatthu)  

  

아비담마에 의하면 안식(眼識)과 이식(耳識)과 비식(鼻識)과 

설식(舌識)과 신식(身識)은 각각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을 토대로 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기관을 토대로 하지 않는 마음과 

의식(意識)은 모두 심장토대(hadaya-vatthu)의 물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심장토대는 심장 속에 있는 피의 

반만큼의 양에 해당하는 피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심장자체는 아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대 서양의 아비담마 학자들은 이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빨리 삼장에는 심장토대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고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과 의식(意識)은 

심장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아비담마의 정설이다. 그리고 

뇌는 상좌부 불교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기관이다.  

  

(마하시 사야도의 12 연기> 31. 물질과 여섯 감각장소[六入] 1 번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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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rt 

  

  

주석에 따르면 마음과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뇌과학이 발달된 현대에 있어서 서양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나,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는 오히려 

뇌에 관련된 것은 그다지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 한다.   

  

거미줄의 비유로 설명한 심장토대설 

  

왜 그럴까.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주석서에 따르면 심장은 모든 정신 활동의 물질적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양의사들은 환자의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건강한 

대용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실험이 완전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식된 심장이 며칠 동안은 기능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인간의 정신생활에 있어 심장의 역할에 의문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도마뱀붙이의 꼬리가 

잘려진 뒤에도 움직이는 것처럼 심장은 제거되었지만 그 잠재력은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바왕가의 마음은 심장이 있던 자리에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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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식된 새로운 조직이나 안구가 새로운 

감성을 가지듯이 이식된 심장이 몸에서 공급받은 피에 의해 활기를 

되찾아 바왕가의 마음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논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담마 칠론중의 하나인「발취론(發趣論)」에 보면 

의식(意識), 즉 마음의 육체적 토대를 “마음의 토대로써 마음을 

조건지우는 육체적 기관이다.”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취론」은 몸의 어느 특정 기관이나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서에 따른다면 몸의 어느 특정부위가 

마음의 토대라고 가정해도 좋을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심장이나 머리의 

어떤 부위일 것입니다. 마음을 심장에 위치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를 그 육체적 토대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장의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미와 마음이 전개되는 

유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거미는 파리를 잡기 위하여 

그물의 일종인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는 태어난 지 며칠만 지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태어난 지 1 년이 된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거미는 거미집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에 걸리는 생명체는 모두 먹어치우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왕가, 즉 의식(意識)은 거처로써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거처와 그 주변을 연결하고 있는 거미집의 거미줄처럼 

심장에 의해 주입된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퍼집니다. 그리고는 

눈에 있는 형상이 심장에 있는 바왕가를 자극하면 그것은 안문(眼門) 

인식과정을 통해서 안식(眼識)등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왕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소리[聲]와 냄새[香] 등에 대해서도 각각에 

해당되는 감각기관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하시사야도의 십이연기 법문집) 

  

  

마하시 사야도는 왜 심장이 마노(마음)의 토대가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거미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76 

 

법구경 게송에서 마음을  ‘동굴에 숨어 있는(guhāsayaṃ)’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석에 따르면 심장을 토대로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거미줄과 같은 혈관 

  

심장은 피를 공급하는 곳이다. 심장에서 뿜어진 피는 몸의 구석 

구석까지 미친다. 이는 혈관이 온 몸에 걸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 놓고 있으면 먹이가 걸려 들듯이, 뇌를 비롯하여 온 

몸에 퍼져 있는 혈관은 마음의 토대이기 때문에 ‘생각은 심장을 토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a spider's thread  

  

  

  

열반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고, 마음은 한 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할 수 

없고, 마음은 과보를 남기며 상속한다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마음에 대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하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를 

알았을 때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고 하였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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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선형적(線形的)인 인과관계로 본다. 

따라서 조건이 끊어지면 다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 성립할 수 없다. 바로 그 상태가 

‘열반’이라 본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려면 마음에 대하여 선형적 

인과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보았을 때 결코 열반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신 ‘합일’은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 

또는 동시적인 것이라고 보는 대승불교와 선불교 전통에서는 열반이라는 

말을 그다지 많이 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 대승불교경전에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없는지, 왜 선사들의 

법문에서 ‘삼매’에 대한 이야기와 나를 찾는 이야기만 할 뿐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다.  

  

법구경 ‘마음의 품’ 

  

법구경의 게송에는 마음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록 

짤막한 게송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한 구절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법구경 ‘마음의 품’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품 

  

  

1.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잡는다. 

마치 활제조공이 화살을 바로 잡듯.(33) 

  

2. 

물고기가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것과 같이 

이 마음은 펄떡이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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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35) 

  

4.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지만, 

지극히 보기 어렵고 미묘한 마음을 

현명한 님은 수호해야하리. 

마음이 수호되면, 안락을 가져온다.(36) 

  

5. 

멀리 미치고 홀로 움직이고 

신체가 없는 동굴에 숨어 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악마의 밧줄에서 벗어나리라.(37) 

  

6.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38) 

  

7.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의 피폭을 여의고 

공덕과 악행을 떠난 

깨어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39) 

  

8. 

이 몸을 옹기라고 알고 

이 마음을 성채처럼 확립하여 

지혜를 무기로 악마와 싸워 

성취한 것을 수호하되 집착은 여의어야 하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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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 쓸모없는 나무조각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머지 않아 이 몸은 

땅 위에 눕혀지리라.(41) 

  

10.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게 대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42) 

  

11.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훌륭하다.(43) 

  

(법구경, 마음의 품, 전재성님역) 

  

  

   

2012-10-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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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 이뭐꼬(是甚麽) 화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2006 년 독일월드컵 당시 중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 중국의 싼 

임금에 매료 되어 중국현지에서 위탁생산을 감행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었다.  

  

심천경제특구 바로 위에 위치한 ‘동관시’에 있는 그 공장은 대만의 

업체에서 투자한 대만현지공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이원적 

구조이었다. 관리자는 모두 대만사람들이고, 노동자는 모두 

중국본토사람들이었다. 숙소도 따로 있고 밥도 따로 먹는 식이었다.  

  

대만관리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매일 

진수성찬이었다. 중국특유의 기름진 음식이 처음에는 매우 맛이 좋았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다 보니 ‘식상’하였다.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도 매일 식탁에 오르면 식상하기 마련이다.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명작이라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매일 

보여주면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좋은 말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한 

두번은 들을 만하지만 세 번이상 반복되면 ‘잔소리’로 들리게 된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불교방송을 듣는다. 그러나 매일 같은 내용만을 

반복하는 프로를 접한다. 아침 6시부터 6 시 40 분 사이에 방송되는 

‘불교강좌’시간이 그것이다. 인천 Y선원의 S 선사가 진행하는 

법문인데, 거의 정형화 되어 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는 듯이 똑 

같은 말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거의 똑 같은 내용을 매일 반복하는 정형화된 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뭐꼬, 한문으로는 시삼마, 시삼마지만 우리말로는 ‘이뭐꼬’, 

‘이뭐꼬’ 그것만 명심하면 되…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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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뭐꼬’이렇게 하는 것이여. ..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것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 서울에 살거나 경상도에 살거나  ‘이뭐꼬’.  

  

(S 선사, 불교방송 불교강좌 S 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2012-10-

12 일자) 

  

  

 
  

  

이뭣고 

  

  

  

S 선사는 ‘이뭐꼬’ 화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거의 정형화 되어 

있는 문구이다. 지난 수 개월간 매일 반복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뭐꼬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라고 한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을 세글자로 줄여서 이뭐꼬라 한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놈이 무엇인고?’ 라고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는 것이 이뭐꼬 화두라 한다.  

  

시심마(是甚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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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이뭐꼬라는 말이 한자어로 ‘시삼마’라 하였다. 시심마가 

아니라 항상 시삼마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전에 ‘시삼마’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신 ‘시심마’라는 말이 있다. 시심마는 

무슨뜻일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시심마(是甚麽)는 ‘선종에서 참구하는 화두의 

하나’라고 매우 짤막하게 소개 되어 있다. 하지만 구글검색을 해 

보아도 백과사전 등에는 나오지 않고 웹, 카페, 블로그, 지식 등에 

단편적으로 소개 되어 있다. 대체 시심마, 이뭐꼬는 무엇일까. 

  

성본스님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마성스님의 블로그에 성본스님의 논문이 한편 실려 있다. 성본스님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그런 성본스님은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로서 불교 TV 에서 강의한 

‘임제록’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저서로서 ‘중국선종성립사연구’가 

있다.  

  

성본스님의 대표적 저서인 ‘중국선종성립사연구’라는 책은 민족사에서 

발간한 3대 서적중의 하나라고 한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은 1992 년도에 출간된 책으로서 약 1,000 페이지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중국선종의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 서술한 책이라 한다.  

  

이와 같은 중국선종의 성립에 대한 책은 일본학계에서도 보기 드물고, 

한국학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하는데, 이 책으로 인하여 선학에 

대한 연구가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성스님은 성본스님의 논문을 올린 목적에 대하여 “이 글은 제목 

그대로 간화선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한 근래에 보기 드문 

매우 훌륭한 글입니다. 아직도 간화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나면 한국의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적어 놓았다.  

  

간화사선(看話邪禪) 

  



83 

 

성본스님의 논문을 보면서 간화선에 대하여 몇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중 이뭐꼬 화두에 대한 것이 있다.  

  

성본스님은 이뭐꼬화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주의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이나, '이뭣고'라는 화두를 의심하여 

참구하라는 것은 간화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국선승들만이 주장하는 

간화사선이다.  

     

'이뭣고'를 의심하고 참구하여, 한소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불법 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 공안을 타파하면 확철대오(廓徹大悟)를 이룬다는 목적의식과 

깨달음을 기대하는 환상의 참선수행에 빠져있다.  

  

(성본스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성본스님에 따르면 현재 한국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뭐꼬 화두 참구 

방법에 대하여 ‘간화사선(看話邪禪)’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원래의 

간화선 취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수행방법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뭐꼬’ 화두 

  

이어지는 글에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불교에서 ‘이뭣고?’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 

간화선에서 주장하는 이뭣고? 와 조주의 無字화두 참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 

     

간화선 수행의 역사에서 ‘이뭣고?’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한국 뿐이며, 또한 근대(일제침략 이후)에 처음 주장하고 있는 

화두라는 점이다. 선불교의 역사상 중국, 일본 등에서 ‘이뭣고?’라는 

화두를 참구하여 간화선을 수행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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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스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이뭐꼬화두는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두라 한다. 그것도 

해방이후에 나타난 것이라 한다. 선불교가 발생된 이래 이뭐꼬 화두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족보에도 없는 화두 ‘이뭐꼬’ 

  

그렇다면 이뭐꼬라는 말은 어떻게 하여 생겨 났을까. 스님은 다음과 

같이 유래를 설명한다.  

  

     

‘이뭣고?’를 是甚麽 라고도 표기하고 있는데, [오등회원] 제 3 권 

백장회해장에 다음과 같은 일단이 보인다. 백장선사가 어느 날 설법을 

마치고 대중이 모두 법당에서 내려가자, 백장선사는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모두 고개를 돌리자, 백장선사는 ‘이것이 

무엇인고(是甚麽)?’라고 말했다. 

    

불법은 말로서만 설법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자기가 생명활동하며 

실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실 그 자체인 것이다. 멍청하게 

설법을 듣고 그것으로 불법을 납득했다고 생각한 대중들을 다시 불러서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는 그대들 각자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여자성의 지혜작용으로 전개하는 본래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는 

친절한 설법이다. 

    

 [조주록]에도 ‘이것은 무슨 말인가(是什麽語話)’ 라는 말처럼, 

선어록에 ‘是甚麽’ ‘是什麽’ 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의 하는 

말이나 지혜로운 삶을 전개하는 자각의 주체를 철저히 자각하라는 

경고의 법문이지 단순한 의심을 참구하는 말은 아니다. 

  

(성본스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이뭐꼬 화두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 오는 공안집에는 없는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족보에 없는 화두라는 것이다. 단지 조사어록에 

등장하고 있는 말인데, 백장선선사가 대중을 모아 놓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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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고(是甚麽)?’라고 말했다든가, 조주록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是什麽語話)’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깨달아라는 의미로 

말한 법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심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불교방송에서 S 선사의 법문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 ‘이뭐꼬’.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꼬. 그렇게도 하고, 지금 ‘이뭐꼬’ 하고 있는 이놈이 뭐꼬 이렇게도 

하고. 

  

(S 선사, 불교방송 불교강좌 S 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2012-10-

12 일자) 

  

  

S 선사는 이뭐꼬 하두를 하는데 있어서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꼬?” 하며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라고 한다. 더구나 ‘이뭐꼬 하는 

이놈이 또 이뭐꼬?’ 하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놈은 보통 

‘소소영영 (昭昭靈靈)’한 것을 말한다.  

  

소소영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체에 밝고 또렷함. 소소 

(昭昭)는 밝은 모양, 영영 (靈靈)은 정신작용의 불가사의 함. 즉 심식 (心識)이 

미묘하여 명백한 양상을 형용하는 말”로 설명 되어 있다.  

  

아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본마음, 참나를 뜻한다. 즉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한소식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라는 것이다. 

  

의심 그 자체를 중시 한다면 

  

하지만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하여 성본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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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뭣고?’ 라는 공안을 참구하여 한 소식 얻으려고 수행하는 사람이 

많다.  

 도대체 한소식이란 무슨 소식인가? 어떤 소식인가? 어디서 나는 

소식인가?  

누가 어디서 얻어야 하는 소식인가? 부처나 여래, 조사에게서 나오는 

소식인가?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추구하면 主客 自他의 대립과 차별에 떨어지며 

중생심으로 전락되어 생사윤회하게 된다.  

  

한소식이 깨달음인가? 한소식이나 깨달음이 이뭣고? 를 참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일까? 

  

그러한 역대조사와 선지식이 있었는가? 한소식을 얻었다고 하지만, 얻을 

것이 있다면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외도가 되며,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중생이 된다.  

  

(성본스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성본스님은 한소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선병’이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고치기 어려운 마음의 병으로서 임제록에 따르면 ‘난치병’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의심으로 단지 ‘의심 그 자체를 중시 한다면’ 이는 

크게 잘 못된 것이라 한다. 심지어 ‘외도’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선원에서 수행자들이 많이 참구하는 화두가 이뭐꼬화두인데, 

올바른 공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완고한 노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불교방송 불교강좌에서는 다음과 같은 S 

선사의 매일 반복되는 법문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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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선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고 아~알 쑤 없이, 

꽈~악 막힌 상태로 나가는 거여. 아~알 쑤 없는 의심만이 있어야지 

‘아하 그런것이구나!’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못한것이여. 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여. 

  

(S 선사, 불교방송 불교강좌 S 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2012-10-

12 일자) 

  

  

이와 같은 법문을 들으면 참으로 완고해 보인다. 나이 든 노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틀렸다” 또는 

“틀려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같다.  

  

경험있는 노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요즘 젊은 이들의 이해 하지 못할 

행위는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다. 나와 다름을 이해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틀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것이다. 

S 선사의 법문에서도 역시 노인의 완고함을 보는 것 같다.  

  

S 선사는 화두라는 것이 이치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한다. 경전을 

보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한다. 참선중에 

경전을 본다면 조실스님의 어록이나 몽산법어를 보라고 한다. 그래서 

바보, 천치, 멍청이가 되어야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게송 하나를 구성지게 읊는다. 

  

성본스님의 ‘방편법문론’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의심만을 이야기하는 S선사의 법문에 대하여 

반박이라도 하는 듯한 글이 있다. 성본스님의 논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이다. 

  

  

간화선에서 말하는 의심은 방편으로 제시한 방편법문을 불법의 대의와 

제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수행자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구도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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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여 부처나 여래의 지혜를 구족하고, 

시절인연에 따라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고자 하는 구도적인 문제의식 

없는 참선수행에 몰입 할 수가 없다. 경전과 어록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참구하는 참선수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원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구법정신이 의심인 것이다. 

     

경전과 어록에서 제시한 방편법문은 불법의 대의에 의거하여 진여삼매로 

참구해야 如法수행이며, 如實수행이 된다. 如法과 如實은 진여삼매로서 

참구하는 實參, 實究이다. 대승불교의 모든 수행은 眞空妙有의 

지혜작용에서 참구하는 진여삼매가 되어야 한다.  

  

(성본스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성본스님은 수행과 교학을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화선 수행자들이 책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선수행은 방석에 앉아서 좌선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과 어록을 

읽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뭐꼬’라고 의심하는 말만 붙잡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전과 어록을 읽고, 또한 선지식의 상당법문과 소참법문, 일상 

수시로 지시하는 방편법문의 말씀을 듣고, 불법의 정신으로 

自問自答하며 깊이 참구(사유)하여 방편법문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지혜로 체득하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경전과 어록에 대하여 성본스님은 ‘방편법문’이라 하였다. 

언어와 문자가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지라도 

선지식들의 깨달음에 대한 방편이 기록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앉으나 서나 ‘이뭐꼬’ 하라는데 

  

그러나 불교방송에서 S 선사는 이를 무시한다.  

  

  

아알~쑤 없는 의심으로 확 막혀야 언젠가 깨닫는 것이지 말길이 

있어가지고 알아들어가고, 이치길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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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들어가는 공부는 활구 참선이 아니고, 그건 참선도 아니지만 

사구참선이라고 그래요. 

  

(S 선사, 불교방송 불교강좌 S 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2012-10-

12 일자)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꽉 막힌 상태가 되어야만 공부가 잘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확철대오하게 될 것이라 한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행주좌와어묵동정 할 때도 이뭐꼬 하라고 한다. 심지어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이뭐꼬 하라고 한다.  

  

치료하기 어려운 선병(禪病)의 중환자들 

  

하지만 이는 성본스님의 논문에 따르면 이는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선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자기 일과 하나가 된(打成一片) 깨달음과 

진여삼매(眞如三昧 : 一如)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잠잘 때는 잠을 자는 

일과 하나가 되고, 운전 할 때는 운전하는 일에,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는 자신(主)과 책(客)과 하나가 되는 독서삼매에 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잠잘 때도 화두 참구, 꿈 속에서도 화두참구를 하는 일이 가능 

할까? 이러한 화두참구를 한 사람이 있는가?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한 선승은 한 사람도 없다. 

     

한마디로 선불교의 종지(근본정심)와 실천사상을 모르는 잘못된 

지도이며, 또한 간화선의 수행구조와 실천 방향, 방법, 깨달음의 구조 

등을 정확히 모르는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지식의 지도를 

받고 간화선을 수행하는 사람은 看話邪禪에 떨어진 중생이며, 치료하기 

어려운 禪病의 중환자이다.  

  

(성본스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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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뭐꼬화두를 드는데 있어서 행주좌와나 심지어 꿈속에서 이뭐꼬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속이 상했을 때 이뭐꼬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되고, 

운전을 할 때는 운전하는 것에만 열중하고,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는 

일에만 열중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항상 이뭐꼬 화두를 챙긴다는 것은 잘못된 수행방법이라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뭐꼬로 해결하는 것은 이뭐꼬 만능주의로서 

이는 고치기 어려운 선병에 걸린 중환자로 본다는 것이다. 

  

“평생 귀중한 인생의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성본스님은 논문에서  ‘이뭣고’나 조주의 무자(無字)화두 하나를 오래 

참구하여 깨달으면 불법의 많은 지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또 경전이나 어록을 

무시하고 알 수 없는 의심만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간화사선이라 

하였다. 그래서 [벽암록]이나 [무문관], [임제록] 등 당대 선승들의 

유명한 어록이나 선문답을 보아서 다양한 방편지혜를 구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수행자들은 선방에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의정을 키워서 마침내 

확철대오 할 수 있다고 믿고 마치 큰 것 한방만 노리는 복싱선수 같은 

인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성본스님은 다음과 같이 우려 한다. 

  

  

“주체적인 자아의 존재근거와 향상일로의 창조적인 사유의 문제를 

단순히 앉아서 ‘이뭣고?’라고 참구한다고 무슨 해결이 나겠는가? 평생 

귀중한 인생의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성본스님, 간화선의 수행체계로 본 조계종 간화선의 문제점) 

  

  

  

2012-10-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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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짜밥은 없다, 스리랑카의 청식(請食)제도 

  

  

  

이빨치료를 받으며 

  

이빨치료를 받고 있다. 오른쪽으로 씹을 수 없어 오른쪽을 씹기 위하여 

이빨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빨치료를 할 때 마다 백금 등으로 씌우는 이빨이 하나 둘 늘어 간다. 

그럴 때 마다 몸의 기능이 하나씩 망가져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서글퍼 지는데, 이는 어느 경우이든지 제행무상의 법칙에 

지배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에  실감한다.  

  

이빨치료는 늘 긴장의 연속이다. 사랑니를 뽑을 때나 썩은 이를 씌울 때 

마취 등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빨치료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하루 종일 남의 

입속의 이빨을 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치과의사 출신의 

어느 불교학자는 불교 TV 에서 “남의 입속만 보고 살아 간다는 것이 

싫어서 불교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수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수 많은 직업이 있다. 생존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실현을 

하기 위하여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데 보낸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에 따라 귀하고 천한 직업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직업이 있다. 그런 직업은 

살생하여 먹고 사는 직업, 인신매매업, 무기를 만들거나 파는 직업 등을 

말한다. 하지만 어느 직업이든지 직업으로 인한 업을 짖는다. 그것도 

매일 짖고 매년 짖고 평생 짖는다. 그런 업이 쌓이고 쌓이면 축적되고 

누적 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과 그 사람이 동일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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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로 인한 업을 짖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직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직업으로 인한 업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일을 하지 않으려면 승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비구나 비구니가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직업으로 인한 업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음식을 빌어 먹을 수 밖에 

없다. 이를 ‘탁발’ 또는 ‘걸식’이라 한다.  

  

현재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 볼 수 있다는 탁발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탁발 또는 걸식에 대한 이야기가 수 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구는 탁발에 의존하여 살아 가야 한다.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승가를 

지원하는 재가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에 끈끈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승가는 어떤 성격일까. 

  

사부대중(catasso parisa) 

  

쌍윳따니까야 해제에 따르면 승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초기불교에서 교단을 의미하는 승가에 관하여 비구승가, 비구니승가, 

사방승가, 현전승가, 승보, 성문승가 등의 용어를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재가신자인 청신사(우바새, upasaka), 

청신녀(우바이, upasika)의 승가란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쌍윳따니까야 해제, 전재성박사) 

  

  

초기불교 경전에서 승가는 비구나 비구니의 승가를 말하며, 

재가불자들의 상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 대신 사부대중(catasso 

parisa)이라는 말이 사용된다고 한다. 비구와 비구니, 청신사와 청신녀, 

이렇게 네 부류의 집단을 일컬어 사부대중이라 한다.  



93 

 

  

초기불교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 

  

비록 초기경전에 재가자의 승가라는 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승가안에 

재가신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방승가의 개념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방승가는 시간적으로 삼세에 걸쳐 확장되고 공간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보편적인 승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사방승가 안에는 당연히 

재가신도도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경전 그 어디에도 재가신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비구, 비구니 승가의 확장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론적인 사방승가의 개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승가라 함은 

‘현전승가’를 말한다. 이는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역승가를 

말한다.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비구와 비구니의 승가이다.  

  

그런데 현전승가는 비구와 비구니만으로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신사와 청신녀로부터 의식주를 공급받아야만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처, 먹을 것, 입을 것, 의약품 등 사대필수품을 말한다. 

이를 기증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시켜야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승가 즉, 사방승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출가자와 재가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재가자 없이 출가자가 홀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불자들이 의지해야 될 승보(僧寶)는? 

  

불자들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한다. 이때 승보는 어떤 개념일까. 

초기불교경전에는 구체적인 범주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구사론’이나 ‘대지도론’에는 그 범주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즉, 승보란 비구-비구니 승가가 모두 포함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흐름에 들기 시작한 예류자에서 아라한에 이르기까지의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쌍팔배의 성자’라 한다. 이러한 승보의 개념은 

상윳따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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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tāri purisayugāni   짯따리 뿌리사유가니 

aṭṭha purisapuggalā   앗타 뿌리사뿍갈라 

e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에사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 āhuneyyo,    아후네이요 

 pāhuṇeyyo,     빠후네이요 

dakkhiṇeyyo,     닥키네이요 

añjalikaraṇīyo,    안잘리까라니요 

anuttaraṃ puññakkhettaṃ lokassā 아눗따랑 뿐냑켓땅 로깟사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은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참 사람으로 이루어졌으니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 

  

(빤짜바야웨라경-Pañcabhayaverasutta-The Five Fears –다섯 가지 

두려운 원한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41, S12.5.1, 전재성님역) 

  

  

위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사쌍팔배의 성자에 대한 설명과 대지도론 

등에 언급된 승보의 개념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자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인 승보는 ‘성스런 승가’임을 알 수 있다. 

  

공양간과 공양주보살 

  

일을 하지 않는 출가자는 초기경전에 따르면 걸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청신사와 청신녀의 도움 없이는 현전승가가 결코 

성립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재가불자의 도움 없이 출가자만의 

현전승가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95 

 

우리나라 불교의 경우 스님들이 걸식을 하지 않는다. 절에 공양간이 

있어서 음식을 지어 먹는다. 따라서 걸식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청신사와 청신녀의 공양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절에 공양간이 있고 공양주 보살이 있어서 모든 음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심지어 재가의 신도들이 절에서 집단으로 

밥을 얻어 먹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부처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아직까지 탁발의 전통이 살아 있는 테라와다 

불교전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스리랑카의 사찰에는 공양간이 없다! 

  

마성스님의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남방불교의 승려들은 지금도 걸식에 의존하거나 신도들의 청식(請食)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승려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남방불교에서 신도들이 사찰에서 음식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원래 출가자는 사의법(四依法; 

걸식·분소의·수하좌·진기약)에 의해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다. 

  

(출가자의 밥값, 마성스님) 

  

  

1990 년대 스리랑카에서 살며 공부한 바 있는 마성스님의 글이다. 스님의 

글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사찰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다고 한다. 

곡식을 쌓아두고 조리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찰에서 요리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어 있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청식(請食)제도 

  

이는 사찰에 공양간이 없다는 말과 똑 같다. 그렇다면 스리랑카의 

승가에서는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할까. 이어지는 스님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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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가자의 이러한 삶의 원칙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이 

변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불교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태국의 아침은 스님들의 탁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걸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반면 스리랑카의 경우는 탁발의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신도들에 의한 청식(請食)이 일반화 되었다. 청식이란 신도의 집에 

스님들을 초대하여 공양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붓다는 출가자가 걸식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식도 허락하였다. 

  

(출가자의 밥값, 마성스님) 

  

  

스님은 청식(請食)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탁발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신도들에 의한 청식이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청식이란 신도들이 출가자를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청식은 부처님도 허락한 것이라 한다.  

  

세족의식(洗足儀式) 

  

최근 어느 블로그에서 스리랑카의 청식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스리랑카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는 ‘부처님 마을’이라는 필명의 재가불자가 쓴 

글(스리랑카의 사찰에는 부엌이 없다)이다. 일종의 스리랑카 불교 

탐방기 성격인데, 마성스님이 언급한 청식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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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비구들에게 발을 씻겨 주는 재가불자 

  

  

  

초청받은 비구들이 오면 집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발을 씻겨 주는 

장면이다. 이에 대한 마성스님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신도 집에 초대받아 가면, 현관 입구에서 그 집의 

주인 남자가 직접 발을 씻어준다. 맨발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고, 비록 

샌들을 신었지만 먼지투성이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오랜 관습이다. 이것은 그들이 수행자를 

맞이하는 예의이자 성스러운 의식이다. 이런 세족의식(洗足儀式)을 받을 

때, 과연 자신이 이 분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만한가를 반성하게 

되고, 더욱 더 수행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출가자의 밥값, 마성스님) 

  

  

  

법랍에 따라 착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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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구들에게 발을 씻어 주고 난 다음 집안으로 비구들을 모신다. 

집안에 들어 가면 사진과 같이 법랍순서로 앉는다고 한다. 

  

  

 
  

사진: 법랍에 따라 착석한 비구들 

  

  

  

법랍에 따라 착석한 비구들에 대한 공양할 음식이 준비 되어 있다. 

  

청식을 하려면 줄을 서야 

  

이와 같이 신도들이 비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려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필자가 스리랑카의 사찰에 머물고 있을 때 알게 된 일이다. 필자가 

머물고 있던 사찰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찰이었고 신도의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1년 내내 걸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1 년 365 일 

아침과 점심 두 끼의 공양은 730 회 뿐이다. 그런데 신도는 약 3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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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쯤 되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님들에게 공양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말이면 다음 해 공양을 먼저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할 정도다. 먼저 공양을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출가자의 밥값, 마성스님) 

  

  

스님의 글에 따르면 청식을 하려면 줄을 서야 된다는 것이다. 신도 

가구수가 많다 보니 청식할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몇 년에 한 번 청식할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렇게 청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구들이 자신의 집에 왔다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일 것이다. 동시에 공양할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축원을 해 주고 

  

초청받은 비구가 축원하는 장면이다. 가족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보고 

축원을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이 축원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스님들의 축원문을 보면 주소와 이름을 불러 주기 때문이다.  

  

  

 
  

사진: 축원을 해 주는 스리랑카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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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장으로 예를 표하는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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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축원해 줄 때 신도들은 합장하며 예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다리를 펴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사진의 설명에 

따르면 비구가 축원할 때 발을 쭉 뻗어도 된다고 한다. 

  

출재가자의 상호보시 

  

이렇게 축원이 끝나면 공양을 하게 된다. 이런 공양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스리랑카의 사찰은 신도의 공양과 청식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아침공양은 정해진 신도가 집에서 음식물을 마련하여 사찰로 가져온다. 

그러면 스님들은 그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다. 점심공양은 청식이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이든 공양을 마치고 나면 그 음식물을 베풀어 준 

단월(檀越=施主)을 위해 축원해 주고 법문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다. 

  

(출가자의 밥값, 마성스님) 

  

  

스리랑카의 경우 사찰에 공양간도 없고 공양주 보살도 없기 때문에 

신도들에 의지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두 끼를 먹는데, 

아침은 신도들이 해 오는 음식물로 해결하고, 점심의 경우 신도의 

청식에 의존한다고 한다. 이렇게 청식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축원과 

법문을 해 주는 것이 관례라 한다.  

  

이는 출가와 재가의 보시에 대한 것이다. 재가자가 출가자를 위하여 

재보시 등을 하면 출가자는 법보시로 대응하여 서로 공덕을 쌓는 것을 

말한다. 

  

공양하는 장면 

  

다음으로 공양하는 장면이다.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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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초청한 집의 할머니가 밥을  비구에게 드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거들고 있다. 

  

  

  

이렇게 음식이 많고 집이 큰 경우 부잣집이라 한다.  

  

공양 후 반드시 법문을 

  

공양을 마친 후 참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법문을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법문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자신의 체험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자가 있던 사찰에는 약 20 명의 스님들이 있었는데, 신도 집의 공양에 

참석할 때는 언제나 긴장된다. 공양 후 반드시 법문을 해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배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양을 베푼 시주가 어떤 

특정한 스님을 지목하여 법문을 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최고의 

장로가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먼저 승단을 대신해서 자신이 

법문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약 15 분간의 짧은 시간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조리 정연한 법문을 설해야 한다. 그래야 

대장로들과 동료 스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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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의 밥값, 마성스님) 

  

  

공양후에는 반드시 법문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 법문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법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초기경에 표현 되어 있는데로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법문이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초기경을 근거로 한 법문이 될 

것이다. 

  

  

  

  

사진 : 스리랑카 비구가 법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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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도들이 법문을 듣고 있는 장면이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이와 같이 스리랑카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스리랑카의 비구들은 재가자들에게 

공양을 받고, 재가자에게 공덕을 짖게 하여 출재가가 서로 보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비구는 어떤 것일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비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윤회에서(saṁsāre) 두려움을(bhayaṁ) 보기(ikkhati) 때문에 

비구(bhikkhu)라 한다.” 

  

(청정도론,  제 1 장 7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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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는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라 한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헤어지고 기운 옷 등을 입고 숲에서 살며 걸식을 하며 살아 

간다.  

  

거지와 비구의 차이는  

  

이렇게 걸식 또는 탁발로 살아가는 수행자와 거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경이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에 계셨다. 

그때 바라문인 걸식자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서 바라문 걸식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바라문]  

“존자 고따마여,  

저도 걸식자이고 그대도 걸식자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존]  

“다른 사람에게 걸식을 한다고 그 때문에 걸식자가 아니니 

악취가 나는 가르침을 따른다면 걸식 수행자가 아니네. 

공덕마저 버리고 악함도 버려 청정하게 삶을 영위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자가 그야말로 걸식 수행승이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걸식자인 바라문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바라문] 

 “존자 고따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따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따마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따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따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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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합니다. 존자 고따마께서는 재가신자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빅카까경-Bhikkhakasuttaṃ.-걸식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7:20(S7.2.10), 전재성님역) 

  

  

걸식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거지이고 또 하나는 

수행자이다. 일반적인 거지를 빠알리어로 ‘빅카까(bhikkhaka)’라 하고 

수행승의 경우 ‘빅쿠 (bhikku) ‘라 한다. 

  

그런데 걸식한다고 해서 다 똑 같은 걸식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공덕마저 버리고 청정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걸식 수행자’라고 게송으로 말한다. 

  

공짜밥은 없다 

  

이와 같이 비구는 철저하게 걸식으로 살아 가는 수행자를 말한다. 

그런데 걸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밥값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얻어 

먹었으니 공짜밥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밥값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의 선방에서도 간혹 밥값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시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려가 수행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것은 

밥도둑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출가자의 의무는 재가자에게 법을 설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도로부터 재시를 받고 법시를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하다. 그런 사람은 재가로부터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출가자는 밥값을 다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 

  

(출가자의 밥값, 마성스님) 

  

  

재가자의 시주로 살아가는 출가자가 시은(施恩)에 보답하려면 밥값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밥값을 하지 못하고 무위도식으로 일관하였을 때 

그것 만큼 비참한 수행자는 없다는 것이다. 



107 

 

  

  

  

2012-10-14 

진흙속의연꽃 

 

 

 

 

 

 

 

 

 

 

 

 

 

 

 

 

 

 

 

 

 

 

 

 

 

 

 

 

 

 



108 

 

9. 부처님의 즉문즉설, 빠따짜라(Patacara) 수행녀 이야기 

  

  

  

불자들의 고민상담 

  

불자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 아마도 스님과 상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인데, 이는 

스님들의 법문에서 알 수 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신도이야기를 많이 한다. 신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다. 이는 신도들이 스님과 상담한 이야기 들이다. 이처럼 

불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스님과 

상담하는데, 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개신교의 경우 목사가 

상담하고, 천주교의 경우 신부가 말을 들어 주는데, 이는 종교인이 

일종의 스승 내지 상담사, 인생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교인들이 신도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해결책 까지 제시해 주고 

있는데 신도들은 만족할까.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자주 하여 극에 

달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신도들의 말을 들어 보고서 

“갈라 서십시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미즈넷’ 

토크방에서  보는 네티즌들의 댓글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배나 

스승의 한 마디에 감동 받아 인생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법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문, 극적인 반전을 꾀하는 법문이 훌륭한 법문일 것이다. 그런 예를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에서 본다.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법륜스님은 즉문즉설로 유명하다. 인터넷시대을 맞이하여 2000 대 

초반부터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이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불교 TV 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스님의 즉문즉설이 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서일까 전국을 무대로 강연도 열리고 있다. 강연이 열리는 

도시에서는 청중이 구름처럼 몰린다. 이런 현상을 인터넷 뉴스로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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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스님의 법문이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즉문즉설에서 

법륜스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즉문즉설은 갖가지 사연에 대한 것이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개인적인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목숨을 걸 정도로 매우 심각한 고민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질문자의 고민은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간의 갈등 등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즉문즉설의 주요 소재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하여 법륜스님은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 부부가 

싸웠을 때 갈라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인연관계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식이다.  

  

부처님의 즉문즉설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 간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절대자나 초월적 존재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모두 떠 넘겨 버린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기쁨과 환희심을 내게 되고 

곧바로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초기경전 

도처에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해법을 주셨을까.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즉문즉설’이 있다.  

  

영화 보다 슬픈 이야기 

  

초기경전에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다. 법구경 인연담에 있는 

‘빠따짜라(Patacara)’이야기이다. ‘법구경-담마빠다’에 실려 있는 

‘빠따짜라 수행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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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따짜라(Patacara) 수행녀 이야기 

  

DhpA.II.260-268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숲에 계실 때, 

장로니 빠따짜라와 관련된 이야기(Patacarattherivatthu)이다.  

  

빠따짜라(Patacara)는 싸밧티 시의 한 부유한 상인의 딸 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16 살의 청춘이었다. 부모는 칠층의 저택의 가장 

높은 층에 방을 마련하고 하인들이 감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하인과 정을 통하고 말았다. 그런데 부모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젊은이와 결혼을 시키려고 약속한 상태이고 그 날이 가까웠다.  

  

그녀는 어느 날 하인을 성문 밖에서 만나 도망치기로 약속하고 자신은 

집을 빠져나와 하인을 만나 멀리 도망가서 어떤 마을에 정착하여 

부부로서 살았다. 남편은 땅을 일구고 아내는 물을 깃고 요리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출산일이 가까워오자 두려운 그녀는 남편에게 친정으로 가게해달라고 

졸랐지만 남편은 그녀의 부모에게 맞아 죽을까보아 거절했다. 거듭 

거절하자 그녀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친정으로 출발했다. 남편이 

뒤늦게 달려 왔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도중에 산통이 와서 길가의 

덤불에서 아이를 낳고 말았다. 친정에 갈 필요가 없어진 아내는 남편과 

함께 돌아왔다.  

  

그러다가 그녀는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녀는 

막무가내로 친정집을 향했고 남편은 말리며 따라왔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일어나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는데, 그녀에게 산통이 

찾아왔다.  

  

남편은 출산할 곳을 만들 재료를 찾아 헤매다가 개미집위에 자라난 

덤불을 보고 그것을 자르려고 하다가 개미집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둘째 아이를 혼자 

출산했다.  

  

그녀는 피를 많이 흘려 노란 낙엽처럼 되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두 

아이가 몰아치는 바람을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개미집 근처에서 뱀에 물려 자주빛으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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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통곡하며 밤새도록 비로 물이 불어난 

아찌라바띠(Aciravati)강을 건너야 했다.  

  

그녀는 먼저 간난아이를 안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강물을 건넜다. 

그리고 간난아이를 언덕 위에 놓고 큰 아이를 데리러 다시 강물에 

들어갔다. 그녀가 강 중간에 이르자, 공중에 매가 나타나 간난아이를 

낚아채가려 하자, 그녀는 훠이훠이 하면서 두 손을 들어 매를 쫓는 

시늉을 했지만, 매는 간난아이를 낚아채갔다.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큰아이는  어머니가 흔드는 두 손을 보고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강물에 들어섰다가 거센물결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통곡하며 길을 

걸었다. 도중에 싸밧티 시에서 오는 한 나그네를 만나 어렵사리 집안의 

내력을 물었다. 그는 ‘여인이여, 간밤에 그 집에 폭우가 몰아쳐 상인과 

그의 처자가 죽어서 이웃과 친지들이 오늘 화장을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녀는 실성하여 벌거벗은 채, 방황하며 통곡하며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미친년’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흙더미를 

던졌다.  

  

마침 부처님께서 제따 숲에서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여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달리 없고 나뿐이다.’라고 말하고 그녀를 

승원으로 맞이했다. 부처님께서 ‘자매여,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땅에 몸을 움추렸다. 한 

남자가 옷을 던져 주자 그 옷을 걸쳤다. 그녀는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하고 자초지종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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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acara.jpg 

  

  

  

부처님께서는 ‘빠따짜라여, 걱정하지 말라. 그대가 그대의 안식처이고 

그대의 피난처이고 그대의 귀의처이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위로하자 그녀는 고통을 덜 수 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아들이나 친지들이 

안식처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현명한 자는 계행을 청정히 하게 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깨끗이 한다.’라고 위로하자 그녀는 고통을 덜 수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시로써 Dhp.288 과 Dhp289 를 읊었다. 

그녀는 이 가르침을 듣고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그리고 수행녀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발을 씻으면서 단지에서 물을 땅에 부었는데, 처음에는 

물이 땅에 흡수되어 조금 가다가 사라지고 다음에는 좀 더 멀리 

흘러가고 세 번째는 좀 더 멀리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명상주제로 삼아 

뭇삶들이 단명하고 장수하는 수명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향실에 앉아서 이 사실을 알고는 그녀 앞에 몸을 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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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이라도 다섯가지 존재의 다발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못보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빠따짜라는 네 가지 분석적인 앎과 

더불어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법구경 인연담, 빠따짜라(Patacara)비구니 이야기, Dhp.288 과 Dhp.289, 

전재성님역) 

  

  

마치 영화와 같은 슬픈 이야기이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인과 

야반도주하여 살림을 차리고 산 빠따짜라는 아이가 생김에 따라 비극이 

시작 되었다. 더구나 둘 째 아이를 혼자 출산 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잃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부모마저 홍수로 잃었다. 이렇게 모두를 

잃게 되자 실성하여 거의 미쳐버리다시피하였다. 그런데 빠따짜라를 

구원한 사람은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한마디의 말에 인격적인 변화를 줄 만한 감동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법문일 것이다. 빠따짜라에게 

가르침을 준 부처님의 말씀도 그런 케이스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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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택한 인생에서 거듭되는 불행으로 인하여 거의 미친사람 처럼 

죽지 못해 살아 가고 있는 빠따짜라를 변화 시킨 부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인연담에 따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자신 뿐 

  

첫번째의 가르침은 자기자신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 불자라면 스님이고, 

유일신교라면 목사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일까.  

  

종교인들의 해법이 정확하다면 반드시 인격적인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상담 받기 전이나 마찬가지로 그다지 변화 된 것이 

없다면 그다지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상담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스님이라면 고통받고 있는 

불자에게 “3000 배를 해 보십시요” 라든가 “염불을 백만번 해 

보십시요”라든가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요”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스님을 믿고 절에 열심히 나와 보시하고 지계하는 생활을 권할 

것이다.  

  

하지만 법구경 인연담을 보면 이와 절, 염불 등과 같은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삼보에 의지하라는 말도 보이지 않는다. 

놀라웁게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신다. 

  

  

“빠따짜라여,  

걱정하지 말라.  

그대가 그대의 안식처이고  

그대의 피난처이고  

그대의 귀의처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안식처, 

의지처, 귀의처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115 

 

  

빠따짜라에게 있어서 이미 죽은 남편이 안식처가 될 수 없고, 또 이미 

죽은 아이들이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이미 죽은 부모가 귀의처가 될 수 

없었다. 이는  법구경 게송 Dhp.288 과 Dhp28 에 잘 표현 되어 있다. 두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Na santi puttā tāṇāya  나 산띠 뿟따 따나야 

na pitā nāpi bandhavā  나 삐따 나비 반다와 

antakenā'dhipannassa   안따께나디빤나싸 

natthi ñātīsu tāṇatā   낫티 나띠수 따나따. 

  

자식들도 아버지도 친척들도 

그대에게 피난처가 아니다. 

죽음의 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친지도 물론 피난처가 아니다. 

  

  

Etamatthavasaṃ ñatvā   에따맛타와상 나뜨와 

paṇḍito sīlasamvuto   빤디또 실라상우또 

nibbānagamanaṃ maggaṃ  닙바나가마낭 막강 

khippameva visodhaye.  킵빠메와 위소다예.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명한 님이라면 계행을 지키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을 서둘러 닦아야만 한다. 

  

(법구경 Dhp288-289, 전재성님역) 

  

  

죽음의 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왜그럴까.  주석에 따르면 ‘음식이나 음료등을 주거나 어떠한 필요한 

것으로 도와도, 살아 있을 때나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 죽음에 

임박해서는, 죽음이 어떠한 수단으로도 추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피난처가 되어 줄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116 

 

그렇다면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가. 게송에 따르면 계행과 열반으로 

이끄는 길을 닦아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계행은 네 가지 

청정으로 이끄는 계행을 말한다. 주석에 따르면 1) 계율위 덕목에 따라 

제어 하는 것, 2) 여섯감역의 제어, 3) 삶의 위의가 청정한 것, 4) 

다르사람이 제공하는 의복, 음식, 처소, 의약품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열반으로 이끄는 길은 팔정도를 

말한다.  

  

결국 자기자신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게송이 

법구경에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ttā hi attano nātho   앗따 히 앗따노 나토 

ko hi nātho paro siyā?   꼬히 나토 빠로 시야                   

Attanā va sudantena   앗따나 와 수단떼나 

nāthaṃ labhati dullabhaṃ.  나탕 라바띠 둘라방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수호자이니 

다른 누가 수호자가 되리. 

자신을 잘 제어할 때 

얻기 어려운 수호자를 얻는다. 

  

(법구경 Dhp160,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부처님은 자신이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누가 

수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게송에서 ‘수호자(nāthā)’ 

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석에 따르면 도(magga)와 과(phala)를 성취하는 

것이 자기의 수호자라 하였다. 그리고 게송에서 ‘얻기 어려운 수호자를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이 때 얻기 어려운 수호자는 ‘아라한’을 

말한다. 결국 도를 이루어 열매(과)를 맺었을 때 자기자신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가 그대의 안식처이고 그대의 

피난처이고 그대의 귀의처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자기자신 

뿐이다. 그런데 자기자신의 수호자가 되려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도와 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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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처님이 자기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한 것은 결국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 오는 동안 

  

두번째의 가르침은 고통과 재난에 대한 것이다.  

  

이는 윤회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빠따짜라에게 “사람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위로의 

법문을 하였다. 그런데 이말을 듣자 빠따짜라는 고통이 덜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말에 공감하였다는 말이다. 빠따짜라의 마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법문은 ‘눈물의 경(S15:3)’에 대한 것이다. 

빠알리어로 ‘앗수경(Assusutta)’이라 한다. 빠따짜라의 고통을 덜 수 

있었던 앗수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눈물의 경 

  

  

한 때 세존께서 싸밧티 시에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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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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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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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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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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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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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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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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동안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앗수경-Assusutta-눈물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3(S14.1.3), 

전재성님역) 

  

  

눈물의 경이 있는 아나마딱가상윳따(Anamatagga saṃyuttaṃ)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이라는 뜻이다. 이는 한역 잡아함경에서 볼 수 

없고 오로지 빠알리니까야에만 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수 많은 눈물을 

흘렸다.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 자식의 죽음을 통하여 윤회과정에서 

흘린 눈물의 양은 사대양과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살아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숱하게 죽음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재난을 겪어 왔을 터인데, 부처님은 빠따짜라에게 눈물의 

의미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아라한이 된 빠따짜라 

  

이와 같은 법구경 인연담은 게송 113 번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이 

빠따짜라 수행녀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읊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Yo ca vassasataṃ jīve  요 짜 와싸사땅 지웨 

apassaṃ udeyabbayaṃ   아빠쌍 우데얍바양 

ekahaṃ jīvitaṃ seyyo  에까항 지위땅 세이요 

passato udayabbayaṃ   빠싸또 우데얍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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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못보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법구경, Dhp113,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못보고 (apassaṃ 

udeyabbayaṃ)’라는 말은 주석에 따르면, 스믈다섯가지 방식으로 

다섯가지 존재의 다발(오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의 다섯가지가 무명, 갈애, 행위, 

자양분, 접촉의 다섯가지를 통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다섯에 다섯을 곱하면 스믈다섯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알게 된 빠따짜라는 ‘거룩한 님’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라한’이 된 것을 말한다. 

  

  

거울 앞의 누님처럼 

  

빠따짜라는 부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의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의지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누구나 윤회과정에서 

사대양과 비할 바 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고통과 재난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이런 법문을 듣자 빠따짜라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커다란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까지 생각과 180 도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자신의 마음에서 발생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게송을 듣고 

중생에서 성자로 계보가 바뀌는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 것이다.  

  

아라한이 된 빠따짜라는 한 송이의 국화꽃과 같다. 마치 ‘거울 앞의 

누님’과 같은 이미지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보면 

한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천둥과 폭우, 무서리 등 온 갖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한 송이 노란 국화꽃을 피워 낸 것을 거울 앞의 

누님처럼 묘사하였다. 빠따짜라 역시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겪었지만 온갖 풍상을 겪어 내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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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처럼 아라한이 되어 다시는 통곡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된 

것이다. 

  

  

  

  

2012-10-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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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73 년 태국계맥의 전수, 쾌거인가 헤프닝인가 

  

  

  

조계사의 국화국꽃 구경을 마치고 세미나를 듣기 위하여 조계종 총무원 

청사내에 있는 국제회의장으로 향했다. 오후에 이루어질 세미나는 모두 

세 개인데 월호스님의 ‘선불교’, 각묵스님의 ‘초기불교’, 

금강스님의 ‘참여불교’에 대한 것이다. 발제에 대한 세미나가 끝나면 

한 시간 동안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 되게 되어 있다.  

  

세 개의 세미나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각묵스님이 발제한 

‘초기불교의 눈으로 본 통합종단 50 년 소고’이다. 이는 격렬한 논쟁을 

야기할 만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불교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태국계맥’에 대한 

것이다.  

  

‘태국계맥’에 대한 기사 

  

세미나가 시작 되기 이전인 불교신문 10 월 16 일자 기사에서는 본 

세미나와 관련된 예고 기사를 내 보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계율은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을까 초기불교의 

영향을 받았을까.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조계종단 출범 

50 주년을 맞아 10 월 19 일 오전 10 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이 시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다’ 

교수아사리 세미나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초기불교의 눈으로 이 시대 한국불교를 말하다’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각묵스님은 미리 발표한 논문에서 “조계종단이 초기불교를 

존중하고 초기불교를 통해 통합종단의 청정성과 정통성을 회복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스님은 1973 년 한국의 중진 스님들이 태국의 비구계를 수지한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율사 스님들은 태국 승단으로부터 

3 사 7 증을 초빙했고 종단 주요 스님들은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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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각묵스님은 “한국불교 2000 년사에 가장 획기적이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이야 말로 한국불교가 중국의 대륙불교를 

넘어서서 초기불교의 정통 계맥을 한반도에 다시 복원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리랑카에 계를 전한 태국계맥은 남방상좌부불교에서도 

중요하다”며 “이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부처님 계맥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비구계 수지…수치스럽다면 ‘모독’ 남방 부파불교의 계 

받는다는 것은 ‘위험’ , ‘한국불교의 계맥, 초기불교 영향인가 대승 

특징인가’, 불교신문 2012-10-16) 

   

  

 
  

  

BUDDHISM IN THAILAND 

  

  

  

참으로 놀라운 기사이다. 다른 불교신문 사이트도 아니고 조계종 

기관지라 불리우는 불교신문에서 39 년전에 일어 났던 일을 알려 

준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불교가 ‘태국계맥’을 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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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이다. 1973 년 우리나라 고승들이 태국율사들로부터 집단으로 

비구계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1973 년 태국율사들에 의하여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숨겨져 왔다고 한다. 계를 받은 스님들도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소승불교라 

불리우는 남방국가에서 비구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불교신문의 기획연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종단이 성립된 

이래  종단의 역사에 대하여 빠짐 없이 기록하여 수십회에 걸쳐 연재한 

‘통합종단에서 개혁종단까지’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기록으로 보는 

한국불교 역사’시리즈에서도 역시 태국율사들에 의한 계맥전수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1973 년에 통도사의 홍법·상우, 부산 선암사의 

석암, 쌍계사의 고산, 송광사의 보성·학산, 해인사의 

혜암·도견·일타·종진·운산·현우·도성, 대구의 수산, 법주사의 

혜정 스님 등무려 40 여명이나 되는 스님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태국율사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큰 사건이 일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마성스님의 언급대로 이 

때 받은 수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수계받은 사실자체를 지금까지 

숨겨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서 각묵스님이 이슈화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묵스님은 왜 이슈한 것일까. 

  

사분률(四分律)이란 무엇인가 

  

각묵스님의 세미나 내용을 직접 들어 보았다. 오전에 봉은사에서 두 

시간 동안 신나게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자 마자 식사를 급히 하고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스님은 가장 민감하게 거론 되고 있는 태국계맥에 

대하여 자랑스런 일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 ‘비구계’를 들고 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비구계는 대승과 소승의 구별이 없다고 한다. 

오로지 ‘사분률’이 근본이라 한다. 사분률이란 무엇인가. 붓다피아에 

실린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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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율(四分律) 

  

▶ 뷸교의 4 대 계율서(四大戒律書) 

  

뷸교의 4대 계율서(四大戒律書)의 하나로, 석가모니 입멸 후 100 년경에 

담무덕(曇無德)이 상좌부(上座部)의 근본 계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걸쳐 뽑아 엮은 불교책. 

 

60 권. 요진의 불타야사(佛陀耶舍), 축불염(竺佛念) 번역. 

법장부(法藏部)의 율장(律藏)으로, 전체 내용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일컬음. 제 1 분에는 비구의 250 계, 제 2 분에는 

비구니의 348 계와 수계건도(受戒犍度), 설계건도(設戒犍度) 등 4 건도, 

제 3 분에는 자자건도(自恣犍度), 피혁건도(皮革犍度), 의건도(衣犍度), 

약건도(藥犍度), 가치나의건도(迦絺那衣犍度) 등 14 건도, 제 4 분에는 

방사(房舍), 잡건도(雜揵度), 결집(結集), 조부(調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다피아, 전자수다라장, 사분률) 

  

  

사분율은 부처님 입멸후 100 년경에 만들어진 4대 계율서라 한다. 

초기불교의 계율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4 분율은 테라와다 불교전통은 물론 대승불교전통에서도 

고스란히 전승되어 온 것이라 한다. 그래서 비구계를 받는 다는 것은 

대소승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정통비구종단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 비구계의 맥이 완전히 끊긴 적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불교라 한다. 일제에 의하여 대처식육제도에 

의하여 비구계의 맥이 단절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비구계맥이 단절 되자 비구계맥을 복원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1973 년에 일어난 태국율사로부터 태국계맥을 전수받은 

사건이다. 1962 년 통합종단이 발족한 이래 11 년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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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종단이 발족하였다는 것은 비구종단이 발족하였다는 말과 같다. 

해방후 일제의 잔재라 여겨지던 대처비구승을 몰아내고 오로지 

독신비구승들 위주의 종단이 성립한 것이다.  

  

이렇게 비구종단이 성립하였지만 한번 끊어진 계맥을 복원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태국의 율사를 초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태국의 율사들로부터 현재 송광사 방장인 보성스님, 

쌍계사 조실인 고산스님, 입적하신 전 은해사 조실 일타스님 등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태국의 비구계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당연한 것이라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초기불교의 사분율에 근본한 비구계를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비구계에 있어서 대승과 소승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있다면 

오로지 ‘소승비구계’만 있을 뿐이라 한다.  

  

그 소승비구계라는 것이 다름 아닌 초기불교에서 사분률에 따른 

비구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고승들이 태국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는 

것은 초기불교의 계맥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 한다.  

  

따라서 1973 년에 일어났던 사건은 헤프닝이 아니라 한국불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한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비로소 

한국불교가 주류불교에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국가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각묵스님은 1973 년의 사건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정통비구종단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세미나에서 

말하였다. 

  

스리랑카의 경우 

  

그렇다면 왜 태국비구계맥을 잇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가장 

첫째 이유는 비구계는 오로지 초기불교의 사분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대소승 구별이 없고 오로지 소승이라 부르는 비구계 하나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비구계맥이 단절 되었을 때 다른 불교국가로부터 비구계맥을 

이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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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테라와다불교의 ‘종가집’으로 불리운다. 그리고 ‘교학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한 때 비구계맥이 단절 된 

적이 있었다.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절에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불교탄압으로 인하여 비구 계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 때 태국의 율사를 초청하여 비구계맥을 복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태국에 비구계맥을 전승한 나라가 바로 스리랑카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구계맥이 단절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율사를 초청하여 

계맥을 복원시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따라서 1973 년 우리나라에서 

일어 났던 사건도 그런 맥락의 하나로 본다.  

  

“태국불교에 붙이자는 소리입니까?” 

  

이와 같은 각묵스님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자현스님이 대립각을 세웠는데, 스님은 오전에 ‘종단출범 50 주년과 

한국불교 계율의식의 재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한 바 있다. 

자현스님은 세미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여기에 1973 년에는 조계종의 홍법, 상우, 석암, 고산, 보성, 학산, 

혜암, 도견, 일타, 종진, 운산, 현우, 도성, 수산, 혜정, 고암, 경산, 

천장이 태국의 승려 12 명을 초청해서, 통도사에서 계를 받는 헤프닝까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동북아 불교가 대승불교이며 한국불교 계율관에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남방부파불교(혹은 소승)의 계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그 만큼 당시에는 계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자현스님, 종단출범 50 주년과 한국불교 계율의식의 재고) 

   

  

자현스님은 1973 년의 사건에 대하여 단지 ‘헤프닝’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때 당시 스님들이 대승에 대한 계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일어난 사건으로서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일까 자현스님은 각묵스님을 향하여 “태국불교에 붙이자는 

소리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비구율은 소승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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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승비구는 비구계와 함께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종지 3 장 9 조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라 한다. 따라서 소승의 

비구계만 받아서는 비구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사칠증(三師七證)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한편 교육원장 현응스님 역시 각묵스님의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각묵스님의 1973 년 이후의 태국계맥 전수와 1981 년의 

단일계단으로 인하여 한국불교가 정통비구교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정통성을 확보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973 년 이전에 계를 받은 

승려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다 앞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승려들의 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다.   

  

현응스님은 반드시 삼사칠증(三師七證)에 의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비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삼사칠증(三師七證)’이란 

정식비구가 되려면 3명의 스승과 7 명의 증인을 말한다. 정식비구가 

되려면 구족계를 받아야 하는데 계를 주는 계화상(戒和尙), 청결을 

증명하는 갈마사(葛磨師), 의식을 가르쳐 주는 교수사(敎授師)를 말하고 

칠증은 입회인을 말한다.  

  

현응스님은 과거에 삼사칠중계단을 만들어 시행하지 않아도 비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역사적 사료로서 

형식적인 결계에 따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때 

당시 국가제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비구가 될 수 있었는데, 비록 

삼사칠증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승을 중심으로 

하여 당사자를 비구로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인 현상으로 본 다는 

것이다. 따라서 1973 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하여 단지 가볍게 

받아들이고 큰 의미를 부여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흑일점’이 되어 

  

세미나 열린 국제회의장에 처음 들어 가 보았다. 마치 국회의사당 같은 

분위기의 회의장은 ‘중앙종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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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에서 사진에서만 보던 회의장으로 들어가니 청중들로 가득 

하다. 거의 대부분 스님들이다. 사회를 보는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봉녕사, 청암사등 학인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였다고 한다.  

  

  

 
  

  

  

자리에 착석하니 재가자는 혼자 뿐인 것 같다. 교육원 종무원과 신문사 

기자 몇 명을 제외하고 오로지 혼자이었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홍일점’ 또는 ‘청일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은 색 점퍼를 

입었기 때문에 회색 승복 가운데 ‘흑일점’이 된 듯 한 느낌이다. 

  

각묵스님을 만났는데 

  

월호스님과 각묵스님의 발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10 분간 휴식시간이 

주었졌다. 초청하였던 스님이 각묵스님을 만나 보라고 권유한다. 다른 

스님은 몰라도 각묵스님께는 꼭 인사 드리라고 한다.  

  

그러나 일체 아무도 만나지 않을 작정으로 왔다. 블로그에서도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역시 알리기 싫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스님에 대한 비판글을 많이 써서 미안하기도 하였다.  

  



131 

 

버티다 거듭되는 요청으로 각묵스님을 찾아 뵈었다. 반배로 인사를 

올리자 즉각 알아 보았다.  ‘진흙속의연꽃’이라는 필명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에게 먼저 “비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예를 들어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씁니다”라고 말하였다. 또 보통불자의 일상적인 글쓰기임을 강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님은 “전혀 게의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자신도 

‘보통스님’에 지나지 않는다고 낮추어 말하였다. 그리고 

‘초불회원중에도 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까지 덧 붙여 

주었다.  

  

보통불자의 글도 자료가 될 수 있다니! 

  

스님의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태국계맥 수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성스님의 <한국불교와 

상좌불교의 만남의 역사와 과제>(마성스님, 불교평론 2010 년 9 월호)에 

잘 정리되어 나타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진흙속의 연꽃의 

블로그(http://blog.daum.net/bolee591/16155089)에 <한국은 

테라와다불교국가인가, 1973 년 태국고승들로 부터 받은 

비구계>(진흙속의 연꽃, 2011-11-30)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의 눈으로 본 통합종단 50 년 소고) 

  

  

  

마성스님의 논문을 보고 글쓰기를 한 것인데, 이  글이 논문의 자료로 

활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스님은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을 상당부분 상세히 인용하였는데, 일개 이름 없는 보통불자의 글 

(한국은 테라와다불교국가인가, 1973 년 태국고승들로 부터 받은 

비구계 )도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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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글은 잡문이라는데 

  

지난 번 불교평론 폐간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어느 교수는 불교평론에 

올린 글에 대하여 논문이라기 보다 ‘잡문’에 더 가깝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긴 편의 논문을 불교평론에 싣지 않고 학술지에 

싣는다고 하였다.  

  

그 교수의 논리대로 라면 블로그에 실린 글은 잡문축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익명을 전제로 한 블로거의 글은 책임감이 없어서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블로그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글들이 읽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로 사용하기에 

객관적인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묵스님이 블로그의 글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파격적이다. 

아마도 1973 사건에 대한 유일한 글이 아니었나 싶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때 그때 보고 

느꼈던 사항들이다. 그런데 때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럴 때 자랑스럽기 보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앞선다. 인용된 글을 보면 숨어서 몰래 슬며시 들여다 보고 싶은 

심리가 발동한다.   

  

쾌거인가 우려인가 

  

이번 통합종단 50 주년 세미나에서 최대의 쟁점은 단연 태국비구계맥 

전수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발제한 각묵스님은 

한국불교가 비로소 정통불교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쾌거’로 보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불교가 소승불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런 사건에 대하여 단지 ‘일회성 

헤프닝’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다. 또 별것도 아닌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 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계맥에 대하여 거론 하였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뉴스거리이다. 그래서일까 이를 전하는 불교관련 인터넷신문 

사이트(미디어붓다, 불교신문)에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1973 년 

태국비구계맥전승에 대하여 비중있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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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묵스님이 점화시킨 이슈에 대하여 크게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절하 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973 년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집단으로 

태국율사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이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은 계율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태국에서는 그 때 당시 큰 뉴스거리이었고 태국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은 인터넷에도 올려져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II. The Reform of Korean Buddhism 

  

Korean Buddhism with its major sect of Chan ran the same course of 

development and decline [1] as in China until the annexation by the 

Japanese in the year 2453/1910. Then, under Japanese rule (2453-

2488/1910-1945), Korean Buddhism underwent a great change. 

  

The Japanese brought with them Japanese Buddhism together with the 

beliefs, practices and activities of the different sects. They set 

up their temples and introduced social and educational programmes. 

Buddhism seemed to be restored to life. But, to the Korean 

Buddhists, the Japanese brought also the worst corrupting element, 

that is, the practice of married monkhood which they encouraged by 

policy and which completely destroyed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 

  

Therefore, with the end of Japanese rule, leading Buddhists united 

in a movement to purify monastic life, to return the monks to the 

proper monastic discipline, and to restore their religious life and 

traditions. They established a well-organized celibate order of 

Korean Buddhist monks called the Ch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created a hierarchy of administration headed by a Patriarch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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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executive. From its headquarters at the Chogye temple, the 

Korean Sangha supervises all provincial councils that administer 

its 1,700 temples [2] in the 9 provinces of South Korea. 

  

The Korean Sangha is dedicated to education. The Dongguk Buddhist 
University, which in 2509/1966 had an enrolment of about 6,000 
students, is open both to monks and to lay students. The Korean 

Sangha also operates independent colleges, high schools, middle 

schools and kindergartens of its own. Monks have been sent to 

pursue their studies in other Buddhist countri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ravada Buddhism during recent years. 

Besides sending Korean monks to study in Theravada countries, the 

Korean Sangha welcomes Theravada ordination in its own country. In 

2516/1973, a group of Theravada monks from Thailand went on 

invitation to hold an ordination ceremony in Seoul, admitting about 

40 Korean monks into the Theravada Order. 

  

(A Glimpse of Buddhist Developments in China and Korea) 

  

  

 내용을 보면 “한국의 승가는 자국내에서 테라와다 성직수임식을 

환영하였다. 1973 년(불기 2516 년), 일단의 태국출신 테라와다 승려들은 

서울에서 성직서품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테라와다 서품식에서 약 

40 명의 한국의 승려들이 테라와다 승단에 들어가기 위한 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이미 전세계에 알려 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 계를 받았던 스님들은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각묵스님에 따르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이라 한다. 비구계는 대소승의 

구분이 없고 오로지 초기불교에서 전승되어온 사분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계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왜그럴까.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은 어느 나라에서 비구계를 

받았든지간에 모두 다 똑 같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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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이미 초기경전에서 언급되었다고 한다. 디가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tha kho bhagavā āyasmantaṃ ānandaṃ āmantesi— “siyā kho 

panānanda, tumhākaṃ evamassa— ‘atītasatthukaṃ pāvacanaṃ, natthi 

no satthā’ti. Na kho panetaṃ, ānanda, evaṃ daṭṭhabbaṃ. Yo vo, 

ānanda, mayā dhammo ca vinayo ca desito paññatto, so vo mamaccayena 

satthā.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셧다.  

  

“아난다여,  

그런데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것이다.” 

   

 (마하빠리닙바나경- Mahāparinibbana Sutta-대반열반경, 디가니까야 

D16, 각묵스님역)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에 

‘법(dhamma)’과 ‘율(vinaya)’을 스승으로 하라고 당부 하셨다. 그 

율이라는 것이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에 대한 것이다. 그런 계에 대한 

것이 사분율로 정리 되어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것이다.  

  

누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인가 

  

일제시대 대처식육제도에 따라 계맥이 완전히 단절 된 상태에서 계맥이 

살아 있는 태국율사를 초청하여 비구계맥을 복원한 것은 초기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행스런 일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라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한다거나 쉬쉬하며 숨기려 한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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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처님의 하루일과 

  

  

  

상윳따니까야 1 편과 2편 

  

어느 토론회에 참석 하였다. 스님들이 묻고 답하는 열띤 토론이었는데, 

어느 스님이 “범천과 제석천이 실재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초기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스님은 “경에 있기 

때문에 믿고 있고 부처나 아라한의 경지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상윳따니까야 1편과 2편은 하늘사람(Devatā) 과 하늘아들(Devaputta) 

에 대한 것이다. 주로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렇게 

상윳따니까야에서 1 편과 2 편은 하늘사람들과 부처님이 한 밤중에 

시로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 이  두편의 상윳따는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매우 많아서 테와다불교 전통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일과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처럼 하늘사람들과 깊은 밤중에 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깊은 밤중은 몇시쯤 되는 것일까. 

전재성박사의 해제에 따르면 부처님의 일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해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오전 6시에서 12 시까지는 하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뭇삶을 도와주고 탁발하고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였다.  

  

그리고 12 시에서 오후 6 시까지는 대자비삼매(大慈非三昧：mahākaruṇā 
samā-patti)에 들어 수행승이나 뭇삶들의 괴로움을 살피고 그들을 

돕거나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오후의 수면에 들기도 하고 

일반사람들을 제도하거나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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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녁인 오후 6 시에서 밤 10 시까지는 수행승들이 방문하면 친견을 

허락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밤중인 밤 10 시에서 새벽 

2 시까지는 하늘사람이나 악마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제도했다.  

  

새벽 2 시에서 3시 사이에 경행(經行)을 하였으며 새벽 3 시에서 4 시 

사이에는 마음새김을 하며 취침했다. 새벽 4시에서 5 시 사이에는 

열반에 들어 아라한의 경지에 들었다. 그리고 새벽 5 시에서 6시 

사이에는 대자비삼매에 들어 뭇삶들의 괴로움을 살펴보았다. 

  

(상윳따니까야 1 권 해제, 전재성박사) 

  

  

부처님의 일과를 보면 일정이 매우 타이트함을 알 수 있다. 마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일과 못지 않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일과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과 내    용 시간 비  고 

오전 6 시에서 

12 시 

-하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뭇삶을 

도와줌 

-탁발함 

-대중들에게 설법함 

6 하루 한끼 식사함 

12 시에서 오후 

6 시 

대자비삼매에 들어 수행승이나 

뭇삶들의 괴로움을 살피고 도와줌 

- 오후의 수면에 들기도 함 

-일반사람들을 제도하거나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설함 

6   

오후 6 시에서 밤 

10 시 

수행승들이 방문하면 친견을 허락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눔 

4   

밤 10 시에서 

새벽 2 시 

하늘사람이나 악마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제도함 

4 상윳따니까야 

1 편과 2 편 

새벽 2 시에서 

3 시 

경행(經行)을 함 1   

새벽 3 시에서 

4 시 

마음새김을 하며 취침 1 한시간 수면 

새벽 4 시에서 

5 시 

열반에 들어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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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 시에서 

6 시 

대자비삼매에 들어 뭇삶들의 괴로움을 

살펴봄 

1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하루 24 시간을 먹고 자고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일정이 우리와 다른 것은 잠을 그다지 많이 자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수면시간은 고작 한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중생(뭇삶)제도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일정중에 특이한 것이 밤 10 시에서 새벽 2 시 사이인 

4 시간이다. 이때 부처님은 하늘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윳따니까야 1 편과 2 편에 실려 있는 게송이 바로 

부처님과 하늘사람들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The Realm of the Thirty-Three (Tavatimsa) is an advanced world in 
space. 

  

  

  

“혹시 제석천이나 범천을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 보내 주세요” 

  

이와 같은 부처님의 하루 일정으로 본다면 하늘사람이나 하늘하들 등 

인간이외의 존재들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천신을 

비롯한 삼계의 모든 존재들은  교화의 대상이다. 탐진치로 대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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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가 남아 있어서 삼계를 윤회할 수 밖에 없는 뭇삶(중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들과 대화를 통하여 인간과 똑같이 제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초기경전에는 천신, 범천, 제석천, 악마 등 각종 존재들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들 존재가 단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눈과 

귀등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초기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이들 존재들과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저녁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 4시간 

동안이다. 이런 사실이 1 편과 2편에 시로서 기록 되어 있고, 수 많은 

경에서 화자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신하는 불교인들이 매우 많은 것 같다. 

세미나에서도 천신등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 하는 어느 스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제석천이나 범천을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 보내 주세요.”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늘사람(Devatā) 과 하늘아들(Devaputta) 

  

상윳따니까야 1편과 2편은 하늘사람과 하늘아들에 대한 것이다. 사람이 

아닌 하늘사람을 등장시켜 부처님과 대화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늘사람과 하늘아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하늘아들은 하늘사람의 품에서 화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사람은 대부분 익명이지만 하늘아들은 언제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하늘사람과 하늘아들이 다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른과 청년을 구별 할 수 없듯이 내용 역시 쉽게 구별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1 편 데와따상윳따(하늘사람상윳따)에서는 

광범위한 주제의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고, 2 편인 

데와뿟따상윳따(하늘아들상윳따)에서는 수행과 관련된 모음이라는 것이 

차이이다. 

  

케마(Khema)경에서 

  

주로 수행과 관련된 게송의 모음으로 되어 있는 2 편 데와뿟따상윳따에 

다음과 같이 아름다은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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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들 케마도 한 쪽에 서서 세존께 시를 읊었다. 

  

[케마]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 

쓰디쓴 열매를 가져오는  

사악한 행위를 지어가네. 

  

지은 행위가 착하지 않으면  

지은 뒤에 후회하고 

슬픈 얼굴로 울면서  

그 열매를 거두리. 

  

지은 행위가 착하면  

지은 뒤 후회스럽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리." 

  

[세존] 

 "슬기롭고 지혜로운 님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알아서 

어리석은 마부를 본받지 않고  

올바로 실천하고 정진하네. 

. 

참으로 어리석은 마부는 

평탄한 큰길을 벗어나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가다가  

차축을 망가뜨려 걱정하네. 

  

어리석은 자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 아닌 것을 따르니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네.  

차축을 망가뜨려 걱정하듯이." 

  

(케마경-Khem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2:23(3-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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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 케마(Khema)라는 이름은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하늘아들로서 케마는 이경에서만 나온다. 

  

법구경과 중복 되는 게송 

  

위 게송에서 케마가 읊은 세 개의 시는 법구경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행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 흘리며 비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법구경, Dhp66-68, 전재성님역) 

  

  

법구경 ‘어리석은 자의 품’에 있는 게송이다. 게송을 보면 

상윳따니까에 실려 있는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윳따니까야 1 편과 2 편이 법구경 보다 더 고층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층으로 보는 이유는 도입부에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Evaṃ me sutaṃ)”라는 문구가 없이 곧바로 대화체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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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를 작성해 보면 

  

상윳따니까야의 ‘케마경’과 법구경 ‘어리석은 자의 품’에서 유사한 

게송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윳따니까야 

케마경(S2:23) 

법구경 

어리석은자의 품(Dhp66-68) 

Caranti bālā 

dummedhā amitteneva 

attanā, 

Karontā pāpakaṃ 

kammaṃ yaṃ hoti 

kaṭukapphalaṃ.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적으로 

만들며 

쓰디쓴 열매를 

가져오는 

사악한 행위를 

지어가네. 

Caranti bālā 

dummedhā ~ 

amitteneva attanā,  

Karontā pāpakaṃ 

kammaṃ ~ yaṃ hoti 

kaṭukapphalaṃ.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Na taṃ kammaṃ 

kataṃ sādhu yaṃ 

katvā anutappati, 

Yassa assumukho 

rodaṃ vipākaṃ 

paṭisevati. 
지은 행위가 

착하지 않으면 

지은 뒤에 

후회하고 

슬픈 얼굴로 

울면서 

그 열매를 거두리. 

  

Na taṃ kammaṃ 

kataṃ sādhu ~ yaṃ 

katvā anutappati,  

Yassa assumukho 

rodaṃ ~ vipākaṃ 

paṭisevati. 
행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 

흘리며 

비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Tañca kammaṃ 

kataṃ sādhu yaṃ 

katvā nānutappati, 

Yassa patīto sumano 

vipākaṃ 

paṭisevatīti. 
지은 행위가 

착하면 

지은 뒤 

후회스럽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리. 

Tañ-ca kammaṃ 

kataṃ sādhu ~ yaṃ 

katvā nānutappati,  

Yassa patīto sumano 

~ vipākaṃ 

paṭisevati.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빠알리어는 동일하고 번역만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하다.  

  

쓰디쓴 고통의 열매 

  

첫번째 게송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으로 만든다 (Caranti 

bālā dummedhā amitteneva)”  고 하였다. 이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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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즉 행주좌와 시에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고통의 열매, 

쓰디쓴 열매를 가져 올 것이라 한다.  

  

미래의 비참한 운명으로 

  

두번째 게송에서 “행한 뒤에 후회한다 (Na taṃ kammaṃ kataṃ sādhu 

yaṃ katvā anutappati)” 는 말이 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해 본다. 그런데 후회스러운 것이라면 지금 

비탄스런 것이다. 그러나 더욱 더 안 좋은 것은 미래 역시 안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탄으로 인하여 미래의 

비참한 운명의 상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굴에 눈물 

흘리며 비탄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번영과 열반의 성취 

  

세번째 게송에 따르면 항상 만족과 기쁨과 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그래서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다 (yaṃ katvā nānutappati)” 라 하였는데, 이는 번영과 열반의 

성취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현세에서 과거를 회상하여 기쁨과 만족과 

환희로운 상태라면 미래의 삶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말이다. 

  

붓다고사의 주석 

  

이와 같이 세개의 게송한 법구경 주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붓다고사가 

단 주석이라 한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 케마경에서는 세개의 게송에 

대한 주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대신 부처님이 말씀 하신 네번째 

게송부터 주석이 있는데 이는 붓다고사가 단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케마경에서 반복적 주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법구경 주석을 

단 이가 붓다고사가 틀림 없을 것이라 한다. 

  

마부와 차축 이야기 

  

케마경에서 부처님이 읊은 게송을 보면 마부와 차축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를 마부에 비유 하였다. 요즘말로 하면 운전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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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대부도에 간적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화방조제를 

건너면 시화호 옆에 드넓은 개활지가 있다. 그곳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나 사륜구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노는 장소이다. 그래서 길이 

거칠다.  

  

그런 곳을 멋도 모르고 승용차로 들어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거친 길로 들어 가는 바람에 바퀴가 웅덩이 빠졌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서 꼼싹달싹 할 수 없었다. 마침 지나가던 일단의 

사륜구동 지프차 무리들이 있었다. 난감해 하는 장면을 본 어느 지프차 

운전자가 도움을 주었다. 지프차에 로프를  걸어서 간신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마부가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 섰을 때 바퀴가 빠지거나 

바퀴축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후회하고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길 아닌 곳으로 가는 자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였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초기경에 따르면 열반을 ‘불사(不死, Atama)’로 묘사하고 있다.  

  

“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 개의 길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범부들은 좀처럼 

알 수 없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 가보지만 그 사람들 역시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길을 잃고 헤매이기 쉽다.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면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오도가도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길이 아닌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런 바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하늘사람, 하늘아들, 범천, 마라 등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등장하는 경에 대하여 갖가지 

이유를 들어 회의적 시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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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음을 믿는 사람들은 회의적 의심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그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였을 때 역시 “그런 길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틀림 

없는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경에서 비록 천신등이 

등장하지만 전혀 게의치 않는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른 길임을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 들인다. 그래서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스님이 범천이나 제석천이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경에 있기 

때문에 믿고 있고, 부처나 아라한의 경지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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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 특징 세 가지 

  

   

  

“속상하고 열 받는” 

  

가지고 있는 초기경전에서 깜짝 놀랄만한 문장을 발견하였다. 우연히 

열어본 초기경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띄었다. 

  

  

비구들이여,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행하면 그러한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없다. 

  

  

이 문장은 ‘가려뽑은 앙굿따라 니까야’의 번뇌 경(A6:58)에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대림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각묵스님이 감수한 

것이다. 

  

문장에서 ‘속상하고 열 받는 ’이라는 문구가 있다.  번뇌를 수식하는 

용어로서 ‘속상하다’ 와 ‘열 받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특히 ‘열 받다’라는 말을 경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열 받다’라는 말을 인터넷사전에서 검색하자 영어로 ‘trouble’로 

되어 있고,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어떤 일에 화가 나거나 흥분을 

하여 몸이 달아오르다.”로 되어   있다.  앞사람이 너무 오래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열받는 것이고, 세 시간 동안 낚시터에 앉아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 하였을 때 열받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 받는다’라는 말은 비속어에 가깝다. 

저자거리에서 갑남을녀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는 가능하지만 

논문이나 경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모든 번뇌의 경(M2)과 번뇌 경(A6:58)의 번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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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른 번역서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서와 한국빠알리성전협의의 번역물을 비교해 보았다.  

  

초기불전연구원의 ‘번뇌 경’은 대림스님이 번역한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다. ‘가려뽑은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경의 설명에 따르면 

맛지마니까야의 삽바사와경(모든 번뇌의 경, M2)과 일치 되는 것이라 

한다. 다만 일곱가지 번뇌 중 첫 번째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맛지마니까에 실려 있는 

삽바사와경(모든 번뇌의 경, M2)과 비교해 보았다.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번뇌의 경(M2)과 번뇌 경(A6:58)의 번역 비교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 

번역자 내     용 

빠알리 원전 Katame ca bhikkhave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bhikkhu 

  

1)paṭisaṅkhā yoniso sat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3. 

2)Paṭisaṅkhā yoniso dhammavicaya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3)Paṭisaṅkhā yoniso viriya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3. 

4)Paṭisaṅkhā yoniso pīt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5)Paṭisaṅkhā yoniso passaddh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6)Paṭisaṅkhā yoniso samādh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7)Paṭisaṅkhā yoniso upekkhā 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Yaṃ hissa bhikkhave abhāvayato uppajjeyyu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bhāvay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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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번뇌의 

경(M2) 

  

한국빠알리 

성전협회 

전재성박사 

수행승들이여,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1)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새김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2)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3)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4)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희열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5)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안온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6)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집중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7)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평정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수행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을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번뇌 

경(A6:58)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수행하면 없어지는 번뇌들이라서 

수행으로 없애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1)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念覺支]를 닦는다. 

2)…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擇法覺支]를 닦는다. 

3)…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精進覺支]를 닦는다. 

4)…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喜覺支]를 닦는다. 

5)…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輕安覺支]를 닦는다. 

6)…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定覺支]를 닦는다. 

7)…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捨覺支]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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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행하면 그러한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수행하면 없어지는 번뇌들이라서 수행으로 없애야 한다고 

한다.” 

  

  

  

빠알리 원전의 경우 ‘THE TIPITAKA’  에 실려 있는 빠알리 문헌을 

참고 하였다. 빠알리 문헌을 참고한 결과 맛지마니까야와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는 번뇌에 대한 내용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빠알리원전과 영문해석이 포함된 전재성박사의 번역물과 

대림스님의 번역물은 다음과 같다. 

  

  

전재성박사의 ‘모든 번뇌의 경(M2)’:   

삽바사와경(모든번뇌의 경-M2).docx 

  

대림스님의 ‘번뇌 경(A6:58)’:  

  번뇌 경(A6-58).docx 

  

표에서 원전과 번역물에 편의상 번호를 매겨 놓았다. 이는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가 ‘칠각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복구문의 생략 

  

번역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구문의 생략이다.   

  

초불의 번역물을 보면 반복구문이 생략 되어 있다. 반면 성전협회의 

번역물은 빠짐없이 기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빠알리원전은 어떨까.  

  

‘THE TIPITAKA’사이트에서 삽바와와경(Sabbāsavasuttaṃ , M2)과 

아사와경(Āsavasuttaṃ, A6:58)을 검색해 보면 모두 빠짐 없이 기록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표에서 빠알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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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의 경우 반복구문이 생략되어 있는데, 표를 보면 

염각지(satisambojjhaṅgaṃ)하나만 원전대로 번역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하여  ‘…’으로 대체 하여 놓았다. “…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식이다.  

  

각묵스님의 댓글에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간행된 논서나 경전을  “느낌은 … 인식은 … 

심리현상들은 … 알음알이는~”식으로 반복구문이 생략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반복구문을 생략하여 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이런 현상에 

더 자세하게 알고자 초불카페를 검색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각묵스님의 

댓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의어의 나열과 정형구의 계속적인 반복이 초기경의 가장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경을 외워서 전하다보니 나열과 반복은 암기를 위한 

필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중요한 메시지?는 

후렴구로 만들어서 반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자로 정착이 되면 

이러한 나열과 반복은 오히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읽은 문장이 계속해서 나오면 대부분 그냥 건성 건성 

넘어가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함경을 번역할때는 

반복되는 정형구와 동의어 나열은 모두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요 요즘 나오는 

영어번역도 대부분 반복된 전형구는 생략하여 출간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써는 오히려 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도 이런 방법을 시도하려 생각해보았지만 경을 

축약한다는것이 두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하여서 

원전에 나타나는 단어는 한자도 빼지 않고 옴겨야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경전번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중요한 

경들을 뽑아서 다이제스트 본이나 요약본을 낼때는 축약번역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연살이님의 좋은 제언에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른 법우님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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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 댓글, Re 경에서의 끊어읽기를 위한 쉼표사용의 예문을 

올립니다.2006.05.21. 09:33 http://cafe.daum.net/chobul/19wI/2553) 

  

  

2006 년도에 작성된 각묵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동어 반복구문이 메시지 

전달에 방해 요인이 되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역 아함경의 

경우 모두 생략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한역경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동어가 생략된 점이다.  

  

반야심경에서 ‘역부여시(亦復如是)’와 같이 

  

불자들에게 익숙한 반야심경 역시 동어가 생략되어 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復如是)’에서 역부여시가 바로 동어 생략에 대한 것이다. 

‘역부여시’에 대한 초불식의 번역이 “… ”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 법을 간택하는, … 정진의 깨달음의, … 희열의 깨달음의”의 

식으로 하였을 것이다. 

  

영문에서도 반복구문이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각묵스님의 댓글에 따르면 영어번역도 대부분 반복된 정형구는 

생략하여 출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THE TIPITAKA’사이트에 

실려 있는 영문 아사와경(Āsavasuttaṃ, 번뇌 경, A6:58)을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스님의 말씀대로 다음과 같이 반복구문이 생략 되어 

있었다.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Bhikkhus, what are the desires that have to be dispelled by 

developing, which when developed gets dispelled? 

Here, bhikkhus, the bhikkhu wisely thinking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mindfulness, supported by, seclusion, 

disenchantment, cessation and maturing in surrender. 

The bhikkhu wisely thinking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investigating the Teaching, supported by, seclusion, 

disenchantment, cessation and maturing in sur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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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ly thinking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effort, ... 

re ... joy, ... re ... delight, ... re ... concentration ... re ... 

and equanimity supported by, seclusion, disenchantment, cessation 

and maturing in surrender. 

To the bhikkhu not developing these, desires, vexation and trouble 

might arise, to one developing these, such vexation and trouble 

does not arise. 

Bhikkhus, these are the desires that have to be dispelled by 

development. 

  

(Aṅguttara Nikāya , 006. Mahavagga. - The longer section , 
Aasavasuttaṃ - Desires) 

  

  

영문번역을 보면 칠각지 중 염각지(mindfulness) 와 택법각지 

(investigating)에 대해서만 완전한 문장이고, 이후 정진, 희열, 안온, 

집중, 평정에 대한 것은 “effort, ... re ... joy, ... re ... 

delight, ... re ... concentration ... re ... and equanimity”식으로 

처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불번역 역시 이런 반복구문 

생략 형식을 따랐다는 것이다. 

  

왜 반복구문이 들어 갔을까 

  

하지만 이와 같은 반복구문의 생략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재성박사는 

맛지마니까야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바라문교를 비롯하여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인도의 학파들이 진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억을 최상의 것으로 삼았던 데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문자로 쓰인 것은 사람들이 

단어를 잘못 강조하거나 문장을 잘못 나누거나 문장을 잘못 베껴 쓰게 

되면 너무도 쉽게 내용이 바뀔 수가 있지만, 배운 바 대로 암송하면 

올바른 억양과 리듬, 올바른 배열을 통해서 문장의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맛지마니까야 해제, 전재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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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의 해제에 따르면 구전으로 된 경전은 암송하기 쉽게 정형화 

되어 있고 반복구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억양과 리듬을 

넣어서 암송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훼손 없이 전승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교리에 대한 설명이 많은 맛지마니까야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담마키띠 비구가 있다. 

한국명상원 사이트에 빠알리어 강좌 사이트가 올려져 있는데, 담마키띠 

비구는 맛지마니까야의 모든 번뇌의 경에 대하여 설명할 때 지금도 

스리랑카에서는 구전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리듬과 억양과 운률에 따라 

독송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반복구문 생략은  부당해 보인다. 반복 

함으로서 의미를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반야심경의 

역부여시와 같이 ‘…’ 처리 한다는 것은 경전 독송의 맛을 떨어 

뜨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복구문은 생략해서는 안된다 

  

반복구문이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빠알리니까야에 고스란히 전승되어 

온다면 부처님 말씀이다. 동어반복이라 하여 생략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박사는 

상윳따니까야 개정판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다년간 번역 경험을 통해서 역자는 초기 경전들은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형식이 아름답게 갖추어진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맥에서 조사하나라도 충분히 숙고하여 번역하지 않으면 내용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쌍윳따니까야 개정판 해제, 전재성박사) 

  

  

전재성박사에 따르면 빠알리어로 전승되어 온 경전에 대하여 함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심지어 조사 하나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반복구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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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반복이 지겨울 수 있지만 반복어를 넣은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부여시’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괄호치기 

  

둘째, 대괄호치기로 보충어 사용하기이다.  

  

초불번역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빈번한 대괄호치기이다. 대괄호를 

이용하여 보충어와 한자어를 삽입한 것이다. 번역에 있어서 빈번한 

보충어와 한자용어 삽입이다.  

  

표에서 염각지에 대한 것을 보면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念覺支]를 닦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 [탐욕의] 빛바램을 의지하고”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탐욕의’ 라는 말이 보충어이다. 빠알리 원전에 

나오지 않지만 번역자가 독자를 위하여 대괄호([])를 이용하여 삽입 해 

놓은 것이다. 이런 대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전에 없는 말로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한자용어 삽입에서도 볼 수 있다.  

  

‘satisambojjhaṅgaṃ’에 대하여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번역하였는데 친절하게도 대괄호를 

이용하여‘[念覺支]’라는 한자용어를 삽입하여 놓았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라는 우리말 풀이와 함께 간략화 된 

한자용어인 염각지를 이중으로 설명해 놓았다. 이와 같은 보충용어와 

한자용어 삽입에 대하여 ‘주석적 번역’이라고 칭한다. 이런 주석적 

번역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주석적 번역의 장단점 

  

주석적 번역은 문장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주석으로 처리해도 좋을 용어에 대하여 굳이 대괄호를 이용하여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보충용어을 삽입함으로써 문맥의 

의미를 살리고 , 한자용를 삽입함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주석적 번역은 초보자나 한자용어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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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빈번하게 사용되면 문장의 흐름이 끊어지기 쉽다.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돌이 있어서 흐름을 방해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주석적 번역은 게송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게송에서도 대괄호치기가! 

  

일반적으로 산문보다 운문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시구로 되어 있는 

운문의 경우 의미가 함축 되어 있고 해석이 난해 하여 번역자들 마다 

다르다고 한다. 하나의 시와 같은 게송은 운율로 되어 있어서 곡만 

붙이면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 따라서 시나 게송에서는 좀처럼 군더기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게송에서도 주석적 번역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무량한 자애를 닦는 마음챙기는 자는 

족쇄들이 엷어지고 재생의 근거가 파괴됨을 보노라. 

  

단 하나의 생명일지라도 타락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애를 보내면 유익함이 있나니 

모든 생명들에게 광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자는 공덕을 짓노라. 

  

중생의 숲으로 된 땅을 정복한 

왕이라는 선인(仙人)은 제사를 지내려고 작정하나니 

말을 잡는 제사와 인간을 바치는 제사와 

말뚝을 던지는 제사와 소마 즙을 바치는 제사와 

[대문을 열고] 크게 공개적으로[無遮] 지내는 제사라네. 

  

그러나 이것은 자애의 마음을 잘 닦는 자에게 

16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마치 모든 별들의 무리가 

달빛의 [16 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 

  

[스스로] 죽이지도 않고 [남을 시켜] 죽이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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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하지 않고 약탈하게 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가진 자 

그에게는 어떠한 원한도 없노라.” 

  

(멧따경-Metta sutta-자애 경, 앙굿따라니까야 A8:1, 대림스님역) 

  

  

앙굿따라니까야 멧따경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역시 개송에서도 

대괄호를 이용한 보충어와 한자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문번역에도 괄호치기가 있을까? 

  

이와 같은 주석적 번역은 영문에도 있는 것일까. 현재 인터넷에는 몇 

개의 빠알리 경전 사이트가 있다. 그 중에 ‘THE TIPITAKA’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영문 번역을 보았으나 괄호를 이용한 주석적 

번역은 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영문 빠알리어 번역 사이트가 있다. 

‘accesstoinsight’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는 여러명의 영문번역자가 나오는데,  그 중 비구 

보디(Bhikkhu Bodhi  )나 타닛사로 비구(Thanissaro Bhikkhu)의 

번역물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냐나포니까 테라(Nyanaponika 

Thera) 의 번역물에서 "When an untaught worldling is touched by a 

painful (bodily) feeling,~” 식으로 설명식 괄호가 종종 보인다. 

  

이와 같이 초불번역물의 특징이 보충어와 한자어 삽입을 특징으로 하는 

주석적 번역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성전협회의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에는 괄호를 이용한 보충어나 한자어는 일체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언어 사용 

  

셋째, 자극적인 언어사용이다.   

  

표에서 초불번역을 보면 마지막 문구에 “수행하면 그러한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없다”라고 표시 되어 있다. ‘속상하고 열 받는다’라는 



158 

 

말은 대단히 자극적인 용어이다. 특히 ‘열 받는다’라는 표현이 더 

그렇다.  

  

열 받는다라는 말이 사전에도 실려 있는 말로서 ‘어떤 일에 화가 

나거나 흥분을 하여 몸이 달아오른’ 상태를 말한다. 주로 대화할 때 

“아, 열받쳐!”하며 주로 비속어처럼 사용한다. 그런데 ‘열 

받는다’는 말을 부처님이 말씀 하신 초기경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말을 경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 

초불번역물을  종종 발견 되는데, 하나의 예로서 각묵스님이 번역한 

상윳따니까야 '아라한 경(S1:25)'이 있다. 매우 짤막한 경인데 말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사오리까?”라고 번역 하였다. 그런데 

‘있사오리까’라는 말은 사극에서나 사용되는 말로서 경전에 

적용한다는 것은 부적절 해 보인다.  

  

‘위가따빠릴라하(vighātapariḷāhā)’에 대한 번역어를 보면 

  

 ‘속상하고 열받는다’는 말이 들어간 문장에 대하여 빠알리어와 

영어와 다른 번역자의 것을 비교해 보았다. 

  

  
구  분 내       용 비   고 

빠알리어 Yaṃ hissa bhikkhave abhāvayato 

uppajjeyyu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bhāvay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전재성박사 수행승들이여, 

수행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수행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대림스님 비구들이여,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행하면 그러한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없다. 

  

영문 To the bhikkhu not developing these, 

desires, vexation and trouble might 

arise, to one developing these, such 

vexation and trouble does not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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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속상하고 열받는다’ 뜻이 빠알리어로 

‘위가따빠릴라하(vighātapariḷāhā)’임을 알 수 있다. 

vighātapariḷāhā 에 대하여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면 찾을 수 없다. 

복합어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위가따(vighāta)를 찾으면 ‘fraught 

with great pain’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커다란 고통으로 가득찬’ 

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전재성 박사의 빠알리사전에는 ‘1. 파괴, 살육  

2. 고뇌, 고민거리 3. 반론’ 등으로 표시 되어 있다. 나머지 뒤에 붙는 

‘pariḷāhā’는 찾을 수 없었다.  

  

빠알리어 ‘위가따빠릴라하(vighātapariḷāhā)’의 영역은 vexation and 

trouble 로 되어 있다. Vexation 은 짜증나게하기,  신경질남 등으로 

번역되고, trouble 은 문제 또는 곤란함이라는 뜻이다. 어떤 난관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위가따빠릴라하(vighātapariḷāhā)’에 대하여 

초불에서는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라 번역하였고, 

성전협회에서는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라 하였다. 모두 

적절하게 잘 표현 하고 있지만 초불의 경우 대단히 ‘강렬하고 

자극적인’ 용어사용이라는 것이다. 

  

초불에서 맛지마니까야가 출간된다는데 

  

불교계 소식에 따르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맛지마니까야가 곧 출간 

된다고 한다. 10 월 말 경에 출간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4 부 니까야 완역판을 갖게 된다. 그래서 4부 

니까야 완역에 대한 봉정법회를 11 월 18 일 코엑스에서 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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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전연구원의 맛지마니까야 표지 

  

  

  

전재성박사의 4부 니까야 완역에 이어 두 번째로 완역된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서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 왜냐하면 두 부류의 번역서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근기에 맞게, 자신의 취미에 맞는 번역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준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불자들은 행운이라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번역서 두 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부류의 번역서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나온 성전협회의 번역과 초불의 번역 스타일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초불의 번역스타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첫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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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구문 생략’과 둘째로 ‘괄호치기에 따른 보충용어 삽입’과 

셋째로 ‘강렬한 언어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스타일의 번역이 

필요로 한 곳이 있을 것이다. 새로 출간되는 초불의 맛지마니까야도 

이런 스타일의 번역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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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빠알리 독송용 초전법륜경 

  

  

빠알리 독송용 초전법륜경을 만들었다. 전재성박사의 번역을 기초로 

하여 빠알리원문과 음역을 실은 것이다. 빠알리 원전은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한 ‘THE TIPUTAKA’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이다. 음역은 빠알리 

발음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1.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bārāṇasiyaṃ viharati 

isipatane migadāye. 

  

에왕 메 수땅, 에깡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 

  

  

2. 

tatra kho bhagavā pañcavaggiye bhikkhū āmantesi: "dve me bhikkhave, 

antā pabbajitena na sevitabbā. 

  

따뜨라 바가와 빤짜왁기예 빅쿠 아만떼시 : “드웨 메 빅카웨, 

안따빱바지떼나 나 세위땁바. 

  

그 때 세존께서는 다섯 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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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ocayāṃ kāmesu kāmasukhallikānuyogo hīno gammo pothujjaniko 

anariyo anatthasaṃhito, yo cāyaṃ attakilamathānuyogo dukkho 

anariyo anatthasaṃhito, ete te bhikkhave, ubho ante anupagamma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요짜양 까메수 까마수칼리까누요고 히노 감모 뽀툿자니꼬 아나리요 

아낫타상히또, 요 짜양 앗따낄라마타누요고 둑코 아나리요 

아낫타상히또, 에떼 떼 빅카웨, 우보 안떼 아누빠감마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아비삼붓다 짝쿠까라니 냐나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닙바나야 상왓땃띠.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4. 

Katamā ca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Ayaṃ kho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까따마 짜 사 빅카웨,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아비삼붓다 

짝꾸까라니 냐나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닙바나야 

상왓따띠: 아야메와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세이야티당: 삼마딧티 

삼마산깝뽀 삼마와짜 삼마깜만또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아양 코 사 빅카웨,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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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삼붓다 짝쿠까라니 냐나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닙바나야 상왓땃띠.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5. 

1)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ṃ ariyasaccaṃ: jātipi dukkhā 

jarāpi dukkhā vyādhipi dukkho maraṇampi dukkhaṃ 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 dukkho yampicchaṃ na labhati tampi 

dukkhaṃ saṅkhittena 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둑캉 아리야삿짱: 자띠삐 둑카 자라삐 둑카 

뱌디삐 둑코 마라남삐 둑캉 압삐예히 삼빠요고 둑코 삐예히 윕빠요고 

둑코 얌삣짱 나 라바띠 땀삐 둑캉 상킷떼나 빤쭈빠다낙칸다 둑카”. 

  

 [세존]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2)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yāyaṃ 

taṇhā ponobhavikā nandirāgasahagatā tatra tatrābhinandinī, 
seyyathīdaṃ: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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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 코 빠나 빅카웨, 두카사무다야 아리야삿짱: 야양 딴하 뽀노바위까 

난디라가사하가따 따뜨라 따뜨라비난디니, 세이야티당: 까마딴하 

바와딴하 위바와딴하”.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3)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nirodho ariyasaccaṃ: yo tassāyeva 

taṇhāya asesavirāganirodho cāgo paṭinissaggo mutti anālayo.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두카니로도 아리야삿짱: 요 땃사예와 딴하야 

아세사위라가니로도 짜고 빠띠닛삭고 뭇띠 아날라요.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4)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두카니로다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삿짱: 아야메와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세이야티당 : 삼마딧티 삼마산깝뽀 삼마와짜 

삼마깜만또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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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존] 

1) 

“Idaṃ dukkhaṃ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이당 둑캉 아리야삿짠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2) 

Taṃ kho panidaṃ dukkhaṃ ariyasaccaṃ pariññeyy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땅 코 빠니당 둑캉 아리야삿짱 빠린네이얀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상세히 알려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3) 

Taṃ kho panidaṃ dukkhaṃ ariyasaccaṃ pariññāt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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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코 빠니당 둑캉 아리야삿짱 빠린냐딴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가 상세히 

알려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7. 

[세존] 

1) 

"Idaṃ dukkhasamudayo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이당 둑카사무다요 아리야삿짠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2) 

Taṃ kho panidaṃ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pahātabb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땅 코 빠니당 둑카사무다요 아리야삿짱 빠하땁반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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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3) 

Taṃ kho panidaṃ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pahīn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땅 코 빠니당 둑카사무다요 아리야삿짱 빠히난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8. 

[세존] 

1) 

"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이당 둑카니로도 아리야삿짠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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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ṃ sacchikātabb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땅 코 빠니당 둑카니로도 아리야삿짱 삿치까땁반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3)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ṃ sacchikat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땅 코 빠니당 둑카니로도 아리야삿짱 삿치까딴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9. 

[세존] 

1) 

"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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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 둑카니로다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삿짠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2)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bhāvetabb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땅 코 빠니당 둑카니로다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삿짱 바웨땁반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3)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bhāvit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땅 코 빠니당 둑카니로다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삿짱 바웨땁반띠 메 

빅카웨 뿝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아로꼬 우다빠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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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āvakīvañca me bhikkhave, imesu catusu ariyasaccesu evaṃ 

tiparivaṭṭaṃ dvādasākāraṃ yathābhūtaṃ ñāṇadassanaṃ na 

suvisuddhaṃ ahosi, neva tāv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paccaññāsiṃ.  

  

야와끼완짜 메 빅카웨, 이메수 짜뚜수 아리야삿쩨수 에왕 띠빠리왓땅 

드와다사까랑 야타부땅 냐냐닷사낭 나 수위숫당 아호히, 네와 따와항 

빅카웨, 사데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삿사마나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데와마눗사야 아눗따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붓도 빳짠냐싱.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Yato ca kho me bhikkhave, imesu catusu ariyasaccesu evaṃ 

tiparivaṭṭaṃ dvādasākāraṃ yathābhūtaṃ ñāṇadassanaṃ suvisuddhaṃ 

ahosi, ath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paccaññāsiṃ. Ñāṇañca pana me 
dassanaṃ udapādi akuppā me cetovimutti,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야또 코 메 빅카웨, 이메수 짜뚜수 아리야삿쩨수 에왕 띠빠리왓땅 

드와다사까랑 야타부땅 냐냐닷사낭 수위숫당 아호히, 아타항 빅카웨, 

사데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삿사마나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데와마눗사야 아눗따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붓도 빳짠냐싱. 냐난짜 빠나 

메 닷사낭 우다빠디 아꿉빠 메 쩨또위뭇띠, 아야만띠마 자띠 낫티다니 

뿌납바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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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앎과 봄이 

생겨났다.” 

  

  

11. 

Idamavoca bhagavā attamanā pañcavaggiyā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nti. Imasamiñca pana veyyākaraṇasmiṃ bhaññamāne āyasmato 

koṇḍaññassa virajaṃ vītamalaṃ dhammacakkhuṃ udapādi: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이다마워짜 바가와 앗따마나 빤짜왁기야 빅쿠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둔띠. 이마사민짜 빠나 웨이야까라나스밍 반냐마네 아야스마또 

꼰단냣사 위라장 위따말랑 담마짝쿵 우다빠디: “양 낀찌 사무다야담망 

삽반땅 니로다담만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12. 

1) 

Pavattite ca pana bhagavatā dhammacakke bhummā devā 

saddamanussāvesu: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빠왓띠떼 짜 빠나 바가와따 담마짝께 붐마 데와 삿다마눗사웨수: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빠왓띠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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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2) 

Bhumm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cātummahārājik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n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붐마낭 데와낭 삿당 수뜨와 짜뚬마하라지까 데와 삿다마눗사웨숭 :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빠왓띠땅 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땅위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도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3) 

Cātummahārājik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tāvatiṃs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짜뚬마하라지깡 데와낭 삿당 수뜨와 따와띵사 데와 삿다마눗사웨숭 :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174 

 

빠왓띠땅 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4) 

Tāvatiṃs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yām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따와띵사낭 데와낭 삿당 수뜨와 야먀 데와 삿다마눗사웨숭 :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빠왓띠땅 

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축복 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5) 

Yām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tusit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야망 데와낭 삿당 수뜨와 뚜시따 데와 삿다마눗사웨숭 :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빠왓띠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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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축복 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6) 

Tusit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nimmāṇaratī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뚜시땅 데와낭 삿당 수뜨와 님마나라띠 데와 삿다마눗사웨숭 :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빠왓띠땅 

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7) 

nimmāṇaratī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paranimmitavasavattī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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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마나라띠낭 데와낭 삿당 수뜨와 빠라님미따와사왓띠 데와 

삿다마눗사웨숭 :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빠왓띠땅 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8) 

Paranimmitavasavattī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brahmakāyik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PTS Page 424] [\q 

424/]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빠라님미따와사왓띠낭 데와낭 삿당 수뜨와 브라흐마까이까 데와 

삿다마눗사웨숭 :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짝깡 빠왓띠땅 압빠띠왓띠양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마레나 와 브라흐무나 외 께나찌 와 로까스민띠”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세계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13. 

Itiha tena khaṇena tena muhuttena yāva brahmalokā saddo 
abbhuggañchi. Ayañca dasasahassī lokadhātu saṅkampi sampakampi 
sampavedhi. Appamāṇo ca uḷāro obhāso loke pāturahosi: atikkamma 
devānaṃ devānubhāv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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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띠하 떼나 카네나 떼나 무훗떼나 야와 브라흐마로까 삿도 압붓간치. 

아얀짜 다사사핫시 로까다뚜 산깜삐 삼빠깜삐 삼빠웨디. 압빠마노 짜 

울라로 오바소 로께 빠뚜라호시: 아띡깜마 데와낭 데와누바완띠.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에 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14. 

Atha kho bhagavā udānaṃ udānesi: "aññāsi vata bho koṇḍañño, aññāsi 
vata bho koṇḍaññoti". Itihidaṃ āyasmato koṇḍaññassa 
aññākoṇḍaññottheva nāmaṃ ahosīti. 

  

아타 코 바가와 우다낭 우다네시: “안냐시 와따 보 꼰단뇨, 안냐시 

와따 보 꼰다뇨띠”. 이띠히당 아야스마또 꼰단냣사 안냐꼰단뇻테와 

나망 아호시띠. 

  

이 때 세존께서는 감흥어린 말로 이와 같이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라고 읊으셨다. 그래서 존자 

꼰당냐는 앙냐 꼰당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56:11)  

, S55.2.1, 전재성님역, 진흙속의연꽃 음역) 

  

  

  



178 

 

 
  

  

부처님과 오비구 

  

  

  

  

  

초전법륜경 번역 비교표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종의 초전법륜경 번역이 있다. 전재성박사와 

각묵스님의 것인데, 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빠알리 전재성박사 각묵스님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bārāṇasiyaṃ viharati 

isipatane migadāye.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tatra kho bhagavā 

pañcavaggiye bhikkhū 

āmantesi: "dve me 

그 때 세존께서는 다섯 

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존]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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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kkhave, antā 

pabbajitena na sevitabbā.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Yocayāṃ kāmesu 

kāmasukhallikānuyogo hīno 

gammo pothujjaniko anariyo 

anatthasaṃhito, yo cāyaṃ 

attakilamathānuyogo dukkho 

anariyo anatthasaṃhito, 

ete te bhikkhave, ubho 

ante anupagamma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여래는 중도(中道)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Katamā ca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Ayaṃ kho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여래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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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ṃ ariyasaccaṃ: 

jātipi dukkhā jarāpi 

dukkhā vyādhipi dukkho 

maraṇampi dukkhaṃ 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 dukkho 

yampicchaṃ na labhati 

tampi dukkhaṃ saṅkhittena 
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 

  

[세존]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苦聖諦]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五取蘊] 자체가 

괴로움이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yāyaṃ taṇhā 
ponobhavikā 

nandirāgasahagatā tatra 

tatrābhinandinī, 

seyyathīdaṃ: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苦集聖諦]이다. 

그것은 바로 갈애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欲愛], 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無有愛]가 

그것이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nirodho ariyasaccaṃ: 

yo tassāyeva taṇhāya 
asesavirāganirodho cāgo 

paṭinissaggo mutti anālayo.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苦滅聖諦]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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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같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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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ṃ dukkhaṃ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眼]이 생겼다. 

지혜[智]가 생겼다. 

통찰지[慧]가 생겼다. 

명지[明]가 생겼다. 

광명[光]이 생겼다. 

Taṃ kho panidaṃ dukkhaṃ 

ariyasaccaṃ pariññeyy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상세히 알려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眼]이 생겼다. 

지혜[智]가 생겼다. 

통찰지[慧]가 생겼다. 

명지[明]가 생겼다. 

광명[光]이 생겼다. 

Taṃ kho panidaṃ dukkhaṃ 

ariyasaccaṃ pariññāt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가 상세히 

알려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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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ṃ dukkhasamudayo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이다.’라는, 

… 

  

Taṃ kho panidaṃ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pahātabb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라는, … 

  

Taṃ kho panidaṃ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pahīn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라는, …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ṃ 

sacchikātabbanti me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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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ṃ 

sacchikat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 

  

"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이다.’라는, …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bhāvetabbanti me 

bhikkhave,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라는, …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bhāvitanti me bhikkhave,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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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닦여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눈[眼]이 생겼다. 

지혜[智]가 생겼다. 

통찰지[慧]가 생겼다. 

명지[明]가 생겼다. 

광명[光]이 생겼다.” 

  

Yāvakīvañca me bhikkhave, 

imesu catusu ariyasaccesu 

evaṃ tiparivaṭṭaṃ 

dvādasākāraṃ yathābhūtaṃ 

ñāṇadassanaṃ na 

suvisuddhaṃ ahosi, neva 

tāv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paccaññāsiṃ.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과 열두 

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Yato ca kho me bhikkhave, 

imesu catusu ariyasaccesu 

evaṃ tiparivaṭṭaṃ 

dvādasākāraṃ yathābhūtaṃ 

ñāṇadassanaṃ suvisuddhaṃ 

ahosi, ath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paccaññāsiṃ. 

Ñāṇañca pana me dassanaṃ 

udapādi akuppā me 

cetovimutti,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비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과 

열두 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再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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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남은 없다.’라는 

앎과 봄이 생겨났다.”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이상 ‘선운사 초기불교 

승가 대학원 새벽독송 

초전법륜경(빠알리원문 및 

한글번역 포함), 

초기불전연구원, 2012-08-

30’자료임) 

Idamavoca bhagavā attamanā 

pañcavaggiyā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nti. Imasamiñca 

pana veyyākaraṇasmiṃ 

bhaññamāne āyasmato 

koṇḍaññassa virajaṃ 

vītamalaṃ dhammacakkhuṃ 

udapādi: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여기서부터 별첨 2 자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섯 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 ‘일어난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어있다’라는 

티 없고 때 묻지 않은 법의 

눈[法眼]이 생겼다.” 

Pavattite ca pana 

bhagavatā dhammacakke 

bhummā devā 

saddamanussāvesu: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세존께서 와라나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법륜을 

굴리시자, 땅의 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존께서 와라나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천인이나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수 없도다.’라고 

Cātummahārājik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tāvatiṃs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사대왕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삼십삼천의 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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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Tāvatiṃs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yām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축복 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야마천의 신들이, 

Yām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tusit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축복 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도솔천의 신들이, 

Tusit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nimmāṇaratī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화락천의 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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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attitaṃ appat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nimmāṇaratī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paranimmitavasavattī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Paranimmitavasavattī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brahmakāyikā devā 

saddamanussāvesuṃ: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PTS Page 424] 

[\q 424/] appativattiyaṃ2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세계의 

신들도‘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범신천의 신들이 외쳤다. 

세존께서 와라나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천인이나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수 없도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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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ha tena khaṇena tena 
muhuttena yāva brahmalokā 

saddo abbhuggañchi. Ayañca 

dasasahassī lokadhātu 

saṅkampi sampakampi 
sampavedhi. Appamāṇo ca 
uḷāro obhāso loke 
pāturahosi: atikkamma 

devānaṃ devānubhāvanti.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에 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이처럼 그 찰나,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에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는 퍼져나갔다. 그리고 

일만세계는 흔들렸고 

강하게 요동쳤으며, 

한량없는 찬란한 빛이 

나타났나니 그것은 

천인들의 광채를 

능가하였다. 

  

Atha kho bhagavā udānaṃ 

udānesi: "aññāsi vata bho 

koṇḍañño, aññāsi vata bho 
koṇḍaññoti". Itihidaṃ 

āyasmato koṇḍaññassa 
aññākoṇḍaññottheva nāmaṃ 

ahosīti. 

이 때 세존께서는 

감흥어린 말로 이와 같이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라고 읊으셨다. 

그래서 존자 꼰당냐는 

앙냐 꼰당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감탄을 

하셨다.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실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이로 인해 꼰단냐는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2012-10-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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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느님(梵天)도 환희용약한 불사(不死)의 진리 

  

  

  

수다원이 된 ‘꼰단냐’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꼰단냐가가 법안이 열리는 장면이 

있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양 낀찌 사무다야담망 삽반땅 니로다담만띠”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이 설해 지고 있는 동안 다섯명의 수행자 중 유일하게 

콘단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아는 장면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라고 묘사 

하고 있다. 여기서 진리의 눈은 빠알리어로 담마짝꾸(dhammacakkhu)인데 

이를 한자어로 법안(法眼)으로도 옮긴다.  

  

이와 같이 법안이 열린 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의 첫 청중 가운데 한 명인 꼰단냐 존자가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 

법문을 이해하게 되어, 자신에게서 들음, 앎, 신심, 희열, 기쁨, 닿음, 

봄(見)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림으로써, 위빠사나 도를 

계발하여 수다원의 도과를 얻었습니다.  

  

(초전법륜경 제 8장, 마하시사야도)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경 법문에서 꼰단냐가 진리의 눈이 열린 

것(법안)에 대하여 ‘수다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도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동안 또는 설하자마자 수다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190 

 

그렇다면 처음으로 설한 법문에서 수다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야빠리예사나경(고귀한 구함의 경, M26)에서 

  

부처님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 잠시 망설인다. 그러자 

사함빠띠가 나타나서 법을 설해 주기를 간청한다. 이에 대한 경이 

상윳따니까에서 아야짜나경(청원경, S6:1)에 실려 있다. 그런데 맛지마 

니까야의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M26)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 

한 때 함께 수행하였던 다섯명의 수행자들을 찾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51.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나는 점차로 유행하면서 바라나씨에 있는 

이씨빠따나의 미가다야로 다섯 명의 수행승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수행승들이여, 그들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들은 서로 약조했다. 

  

‘벗이여, 수행자 고따마가 온다.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졌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영접하지도 

말고 옷과 발우를 받지도 말자. 그러나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깔아주자.’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다가가자 다섯명의 수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타락한 사문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이 오면 말도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자고 약속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점점 다가 오자 점점 상황은 

바뀌어 간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 하고 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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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수행승들이여,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그들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스스로 약조를 지킬 수 없었다. 어떤 자는 나를 맞으러 

나와 가사와 발우를 받아 들었다. 어떤 자는 자리를 펴주고, 어떤 자는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또한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벗이여’라고 말을 걸었다.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섬에 따라 어떤 자는 가사와 발우를 들어 주고, 또 

어떤 자는 자리를 펴주고, 심지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자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벗이여” 하며 말을 걸었다고 하였다.  

  

범접할 수 없는 ‘위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경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위의’가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여진다. 그래서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여래의 호칭을 ‘벗이여’라고 부르지 말라.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거룩한 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이이다. 

수행승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법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 

  

  

부처님은 “벗이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다. 그대신 부처님은 

‘거룩한 이’, ‘원만히 깨달은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고 ‘불사가 성취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불사(atama)란 열반과 동의어로서 다섯수행자 역시 추구하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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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와 같은 불사의 성취하기 하기 위하여 출가 하였고 

고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불사를 성취하였다고 한것이다. 

그래서 불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출가목표가 달성될 것이라 한다. 

  

준비된 수행자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부처님이 첫 설법의 대상으로 삼았던 

다섯수행자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범부에게 

설법하였다면 결코 알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경에서 “‘내가 

증득한 이 진리는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여 사고의 영역을 뛰어넘고 극히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M26)”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의 

인물들이 함께 고행하였던 다섯명의 수행자들 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자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다섯명의 

비구 중에 최초로 꼰단냐가 알아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법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팔정도인 중도에 관하여 말씀하시자 꼰단냐 

존자는 팔정도를 계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스러운 도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꼰단냐 존자가 사성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알아야 할 것을 주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와 과의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전법륜경 제 8장, 마하시사야도) 

  

  

마하시사야도의 설명에 따르면 꼰단냐는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듣고 

수다원 도와 과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초전법륜경의 반복구문 

  

초전법륜경을 보면 반복구문이 여럿 보인다. 그 중 사성제에 대한 

반복구문이 있다. 고성제와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반복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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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 번 씩 12 번 나온다. 이 중 도성제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처음에 이 반복구문을 보았을 때 내용이 모두 똑 같은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데가 있었다. 그것은 두번째 문장의 

‘닦여져야’ 한다 와 세번째 문장의 ‘닦여졌다’이다.  

  

첫문장에서는 법안이 열린 것을 말하는데, 이는 모종의 ‘이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의 ‘닦여져야 한다’는 ‘수행’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의 ‘닦여졌다’는 ‘완성’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혜가 실천 되어 완성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앎(知)과 봄(見)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  

  

이를 고성제에서부터 도성제까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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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제 이해 수 행 완성 

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상세히 알려져야 

한다.(pariññeyyanti)’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가 

상세히 알려졌다. 

(pariññātanti)’ 

집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 

(pahātabbanti)’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 

(pahīnanti)’ 

멸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Sacchikātabbanti)’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었다. 

(sacchikatanti)’ 

도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져야 

한다. 

(bhāvetabbanti)’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졌다. 

(bhāvitanti)’ 

  

  

  

이렇게 이해 차원에서 시작하여 차츰 알려지고, 제거되고, 실현되고, 

닦여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알려졌고, 제거 되었고, 실현 

되었고, 닦여졌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를 경에서는 ‘앎(知)과 

봄(見)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로 표현 하고 있다. 

  

셀라경 (Sn3.7)에서 

  

초전법륜경에서 이와 같은 반복구문은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숫따니빠따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장을 볼 수 있다. 

셀라경 (Sn3.7) 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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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iññeyyaṃ abhiññātaṃ,   아빈네이양 아빈냐땅. 

bhāvetabbañca bhāvitaṃ;    바웨땁반짜 바위땅. 

Pahātabbaṃ pahīnaṃ me,     빠하땁방 빠히낭 메,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따스마 붓도스미 브라흐마나.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알아야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고 하였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고성제’에 해당되고, 닦아야할 것은 ‘도성제’, 버려야할 것은 

‘집성제’에 해당된다. 그런데 멸성제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멸성제에 대한 것은 어떤 문구일까.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 것처럼 

  

초전법륜경의 멸성제를 보면 실현되어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열반’을 말한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닦아야 할 

것을 알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면 이는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열반을 성취한 자를 무어라 부를까. 이는 숫따니빠따 마지막 

구절에 있다. ‘깨달은 자(Buddha)’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라고 하였다. 결국 실현해야 할 것은 해탈과 열반이고 

이를 성취한 자, 즉 깨달은 자이다.   

  

이와 같이 실현해야 할 것은 결국 해탈과 열반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구가 있다. 맛지마니까야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Katame ca bhikkhave, dhammā abhiññā sacchikātabb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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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jā ca vimutti ca. Ime dhammā abhiññā sacchikātabbāti.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명지와 해탈이 있는데,  

이것들은 실현해야 할 것이다. 

  

(마하살라야따니까경-Mahāsaḷāyatanika suttaṃ - 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9, 전재성님역)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실현해야 할 것은 해탈과 열반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종횡으로 연결 되어 

있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 것처럼 한치의 오류도 없고 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다원과 아라한의 열반은 같을까 다를까 

  

꼰단냐가 부처님의 첫 설법을 듣는 과정에서 법의 눈이 열려 수다원의 

도와 과를 성취한 것으로 마하시사야도는 설명한다. 이렇게 수다원의 

도와 과를 성취하였다는 것은 열반을 성취하였다는 말과도 같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 있는 수다원의 열반과 번뇌가 다한 

아라한의 열반은 같은 것일까 틀린 것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경 법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누군가가 ‘수다원 도가 대상으로 하는 열반과 

수다원 도 이상의 도가 대상으로 하는 열반은 같은 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예.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초전법륜경 제 8장, 마하시사야도) 

  

  

마하시사야도의 설명에 따르면 수다원의 열반과 수다원 이상의 열반, 즉 

아라한의 열반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열반은 어느 단계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비록 번뇌가 남아 있는 수다원이나 사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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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함이 성취하는 열반일지라도 열반 그 자체는 아라한이 성취한 

열반과 동일한 것인데, 그런 열반은 어떤 상태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아마도 수다원의 도과는 오로지 수다원 도로 성취되는 다섯 가지 

불선한 마음의 소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열반은 불선의 부분적인 소멸도 아니요, 정신과 물질 법의 어느 

일부분만의 소멸도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는 아주 그릇된 

견해입니다.  

  

사실상, 열반은 번뇌(kilesa), 업(kamma), 과보(vipāka)라는 세 가지 

바퀴(vatta)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고, 모든 정신과 물질의 행, 형성된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함을 뜻합니다. 

  

(초전법륜경 제 8장, 마하시사야도) 

  

  

열반은 정신과 물질등 형성된 모든 것들의 완전한 소멸이라한다. 그런 

소멸에 번뇌를 포함하여 지은 업이나 과보 역시 완전하게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 지워진 모든 정신(nāma)과 물질(rūpa)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꼰단냐가 성취한 열반은  어떤 

상태이었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 ‘수다원의 도과를 얻는 

순간에는 오직, 감각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의 소멸만이 인지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지켜본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언급한 것입니다.”라고 설명 하고 있다.  

  

이는 아는 마음이 소멸 되었을 때 다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온, 십이처, 십팔계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우주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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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처님의 첫 설법을 듣는 순간 꼰단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수다원의 도와 과를 성취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아니 우주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왜그럴까.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님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것을 남들도 안다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여 실험하였는데 들어 맞는 경우와 같다. 꼰단냐가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법의 바퀴 

  

이렇게 꼰단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함으로써 최초로 법의 바퀴가 

굴러 가게 되었다. 그래서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고 해서 

초전법륜이라 한다. 그렇다면 법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하여 초전법륜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초전법륜경은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에 따르면 부처님 열반후 제 1차 

결집당시 장로비구들이 합송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환희에 넘치는 

장면이 많은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꼰단냐 비구가 법의 눈이 열리자 마자 법의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하였는데, 이 법의 바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로서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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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범천을 하느님으로 

  

그런데 전재성 박사의 초전법륜경을 보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에서는 빠알리어로 ‘brāhmaṇena’, ‘brahmunā’, ‘brahma 

‘로 표기 된다. 한자용어로 ‘범천’을 말한다. 범천은 일반적으로 

색계의 초선천을 말한다. 그리고 대범천이 있는데, 이는 초선천의 세 

번째 천상을 뜻하기도 하고 유력한 범천을 뜻하기도 한다. 유력한 

범천으로 경에서는 뚜두(Tudu), 나라다(Nārada), 가띠까라(Ghaṭikāra), 
바까(Baka), 사냥꾸마라(Sanaṅkumarā), 사함빠띠(Sahampatī)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사함빠띠 범천이 대범천으로 많이 등장한다.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길 간청한 대범천이 바로 사함빠띠이다. 

  

이와 같은 범천은 창조주로 등장하는데 천상의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표현된다. 그런데 전재성 박사는 범천, 즉 브라흐마에 

대하여 하느님으로 번역하였다. 이에대하여 전재성박사의 

‘이띠붓따까(여시어경)’ 출간과 관련하여 현대불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 박사는 번역에 있어 초등학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말과 우리 

문화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박사는 그 예시로 하늘님을 

들었다. 전 박사는 “기독교의 하느님도 우리 고유의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인 용어”라며 “불교의 범천을 하느님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띠붓따까’ 등 부처님 직설 관련 경장 완역한 전재성 박사, 현대불교, 2012-09-

04) 

  

  

전재성박사는 초등학생도 받아 들일 수 있는 알기 쉬운 우리 말을 

이용하여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하느님이라는 말도 우리의 고유의 

말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라 한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 

  

이렇게 한번 구르기 시작한 바퀴는 앞을 향해 굴러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숫따니빠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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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ājāhamasmi sela    라자하마스미 셀라 

dhammarājā anuttaro,  담마라자 아눗따로 

Dhammena cakkaṃ vattemi  담메나 짝깡 왓떼미 

cakkaṃ appativattiyaṃ.  짝깡 압빠띠왓띠양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조계사 팔정도  

  

  

  

한번 굴러간 법의 바퀴는 결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전륜성왕의 전차처럼 오로지 앞으로 갈 뿐이라 한다. 오로지 앞으로만 

전진하는 전륜성왕의 전차 앞에서 저항은 있을 수 없다. 모두 성문을 

열어 주고 맞이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굴린 법의 바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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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뿐 결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바퀴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을 설하였다. 이런 진리에 대하여 

어느 누가 “그것은 현실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라거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륜성왕의 전차바퀴와 같아서 어느 누구든지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담마의 바퀴는 오로지 앞으로만 갈 뿐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범천에서 빛나더라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 거리네” 

  

꼰단냐에 의하여 굴러간 법의 바퀴는 삽시간에 우주에 퍼졌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미가다야(녹야원)에 있는 ‘땅의 신(Bhummānaṃ 

devā)들’이었다. 이들이 우주적인 사실을 사대왕천(cātummahārājikā 

devā)에 알리고, 사대왕천은 삼십삼천 (tāvatiṃsā devā) 에 알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세계(brahmakāyikā devā, 범천)’에 알려 지게 

되었다. 그러자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무량한 빛이 나타났다고 경에 묘사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우주적 사건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사(不死)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 이하의 세계는 업대로 산다고 한다. 반면 천상에 사는 

존재는 수명대로 산다. 그래서 지은 공덕 만큼 수명이 보장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덕이 다하면 어느 세계에 태어 날지 모른다. 그래서 

미얀마에 “범천에서 빛나더라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 거리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지금 빛나는 존재일지라도 윤회하는 무상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자신을 창조주라 착각하고 있는 하느님(브라흐마, 범천)역시 

윤회하는 무상한 존재이다.  

  

일만세계가 왜 진동하였을까 

  

그런데 부처님의 불사의 진리가 꼰단냐에 의하여 동일하게 체험 되었을 

때 이는 우주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 

세계가 진동하고 천상의 존재가 환희 용약한 것이다.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이 환희용약한 것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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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법륜경이 설해질 때 인간세계에는 오직 다섯 비구들만이 첫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직 꼰단냐 존자만이 높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빨리어 경전의 미린다 왕문경에서는 일억 팔천만 

범천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욕계천인들이 그때 높은 지혜를 얻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초전법륜경 제 8장, 마하시사야도) 

  

  

밀린다왕문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다섯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불사의 

법을 설할 때 천상의 존재들도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꼰단냐가 

지혜의 눈이 열림과 함께 이를 지켜 보고 있던 범천과 욕계천신들도 

함께 깨달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 보다 더 수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환희용약하고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빛으로 

빛났다고 표현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굴러온 법의 바퀴 

  

이렇게 법의 바퀴가 최초로 굴러가게 되자 부처님은 감흥어린 말로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설법을 마친 부처님이 꼰단냐에게서 법안이 

생겨 수다원의 도와 과를 이루자 기쁨에 찬 감탄이다. 

  

꼰단냐에 의하여 최초로 법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 이래 부처님의 

불사의 진리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굴러 왔다. 그런 부처님의 진리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 심지어 창조주라 착각하는 하느님(범천)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처님의 불사의 진리에 대하여 

환희용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2-10-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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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머물지도 애쓰지도 않으면서, 부처님의 중도사상 

  

   

봄비와 가을비 

  

가을비가 내린다. 우산을 받쳐 들고 걷는데 노랗고 빨갗게 물든 

나뭇잎파리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다. 이런 가을비는 모든 것을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춥고 외로운 계절을 예고 하는 듯하다. 이는 봄비와 

대조적이다. 

  

봄에 내리는 비는 모든 생물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초목에 싹이 트일 뿐만 아니라 초목을 의지하여 살아 가는 

뭇생명 또한 활력에 넘친다. 주어진 시간 내에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을비는 모든 것을 떨어뜨려 버린다. 초목에 의지 하여 

살아가던 뭇생명들 역시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린다. 가을비는  

봄비와 달리 뭇생명들에게 있어서 재난이다. 

  

봄이 새로운 약동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고, 가을은 조락 

(凋落)의 계절이고,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다. 이렇게 일년 사계가 매년 

반복되어 흘러 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절이 다 똑 같지는 않다.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이 같지 않듯이 매년 다른 계절이다. 단지 

반복되는 패턴이 똑 같은 것이다. 이런 반복에 대하여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간다느니 또는 세월이 간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나 세월이 

따로 있어서 흘러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다.  

  

만일 이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세월이 흘러 간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어 

간다.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내일이 어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을 살아 간다. 집과 

일터를 왕복하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 그날이 그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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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내일이 어제인지…”분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서 갖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종교에 기웃거려 보기도 한다. 자신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신에게 의지하거나 떠넘기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떨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종의 구원론이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오로지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빠알리니까야에 있다. 

  

상윳따니까야의 첫번째 경 

  

상윳따니까야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경은 무엇일까. 상윳따니까야 

육차결집본에 따르면 총 6,646 개의 경이 있다. 이 중 가장 첫번째로 

나오는 경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띠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어보았다. 

  

[하늘사람]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까?” 

  

[세존]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습니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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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결을 건넜던 것입니다.” 

  

[하늘사람]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 열반에 도달한 거룩한 님을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친견하네” 

  

이와 같이 하늘사람이 말했다. 스승께서는 가상히 여기셨다. 그 때 그 

하늘사람은 '나의 스승이 가상히 여기신다'고 알고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사라졌다. 

  

(오가따라나경-Oghataraṇasutta -거센 흐름을 건넘의 경, 상윳따니까야 

S1;1, S1.1.1, 전재성님역) 

  

  

이것이 방대한 상윳따니까야에서 첫번째로 나온 오가따라나경(거센 

흐름을 건넘의 경)이다. 경에서는 ‘거센 흐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거센 흐름이란 무엇일까.  

  

거센 흐름이란 무엇인가 

  

거센흐름은 빠알리어로 ‘오가(Ogha)’이다. 한자어로 ‘폭류(暴流)’라 

한다.  사나운 물결, 거센물결, 거센흐름 등으로 번역된다.  

  

이 때 거센물결 또는 거센흐름, 폭류는 무슨 의미일까.  숫따니빠따 

다니야경 주석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거센 물결 

  

거센물결이란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물결(暴流)에 

비유한다.  

열반은 그러한 거듭되는 윤회가 끝나 파도가 미치지 않는 해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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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야경 -Sn1.2 주석, 전재성박사) 

  

  

거센물결이란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거센물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1) 감각적 쾌락의 거센 물결, 

2)존재의 거센 물결, 3)견해의 거센 물결, 3)무지의 거센 물결 이렇게 

네 가지이다. 이런 거센 물결에 휩쓸리면 윤회할 수 밖에 없는데, 

열반은 이러한 거센 물결이 미치지 않는 해안을 뜻한다고 한다.  

  

오온을 폭류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이 거센물결 즉 폭류와 열반은 반대 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전재성박사의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조건지워진 것들은 폭포수와 갗이 

흐른다고 한다. 전 우주를 폭포수의 폭류와 같다고 정의 했다. 불교에서 

이를 규정하기를 다섯가지의 복잡한 작용으로 규정한다.  

  

물질현상, 감수작용, 인식작용, 의지작용과 의식(잠재의식도 포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생명체라 알고 있는 것은 참다운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폭류처럼 흘러가는 물질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신현상도 동시에 

폭류처럼 흐르고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개별적으로는 

참된 자아라 할 수 없으며 무아라고 한다.  

  

(불교사상과 환경문제, 전재성박사) 

  

  불교사상과 환경문제.docx 

  

  

  

전재성박사는 모든 조건 지워진 것을 폭포수와 같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폭포수와 같다는 것이다. 이를 

다섯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물질현상, 감수작용, 인식작용, 의지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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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작용의 폭포수라 한다. 이런 폭포수를 다른 말로 폭류 또는 

거센물결이라 한다. 오온을 폭류로 본 것이다. 그래서 마치 바다의 거센 

파도처럼 쉴새 없이 물결치고, 폭포수 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폭류가 정지 되었을 때 

  

그렇다면 열반은 어떤 것일까.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현상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마치 산 위에서 굉장한 속도로 폭류가 되어 흐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그 밑에는 폭포수로 고여서 일순 정지하게 되는데 정지될 때에 

말하자면 엔트로피도 감소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현상이라는 것이다.  

  

생명현상은 물질현상과 반대로 움직이며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물질현상이 되며 혼란도가 감소할수록 생명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떨어진 폭포의 물이 고여 정지된 상태가 가장 고도로 

생명현상이 충만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사상과 환경문제, 전재성박사) 

  

  

 
  

춘천 청평사 구송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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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상태라는 것이 정지된 상태라 한다. 거센폭류가 폭포수가 되어 

낭떨어지에 떨어지게 될 때 고인 물이 일순 정지 해 보이는데 그런 

상태가 열반과 같다고 본다.  

  

수수께끼 같은 말 “머물지도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파도가 밀려 오지만 파도가 밀리지 않는 해안과도 같은 곳이 

열반이라 한다. 그렇다면 거센물결, 폭류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서는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Appatiṭṭhaṃ anāyūhaṃ) 

건넜다”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는 머물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윤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Srp.I.19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발을 바닥에 밀착시키고 건너야 하는 

장소에 애를 쓰면서 거센흐름을 건너야 하는데 부처님의 대답은 

모순적이지만 번뇌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조건적인 발생이나 

의도적 형성에 매이지 않도록 애써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오가따라나경 주석, 전재성박사) 

  

  

감각적 쾌락의 거센 물결, 존재의 거센 물결, 견해의 거센 물결, 무지의 

거센 물결을 건너기 위해서는 머물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라고 한다.  

  

왜 휘말려 드는가 

  

그런데  거센물결에 머물려고 하면 가라앉게 되고, 애쓸 때 휘말려 

든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여섯가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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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번뇌 때문에 머무르고 가라앉게 되고, 조건적인 발생과 의도적인 

형성 때문에 애쓰고 휘말리게 된다. 

  

둘째, 갈애 때문에 머무르고 가라앉게 되고, 견해 때문에 애쓰고 

휘말리게 된다. 

  

셋째, 영원주의 때문에 머무르고 가라앉게 되고, 허무주의 때문에 

애쓰고 휘말리게 된다. 

  

넷째, 해태 때문에 머무르고 가라앉게 되고, 혼침 때문에 애쓰고 

휘말리게 된다. 

  

다섯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몰두 때문에 머무르고 가라앉게 되고, 

자기학대에 대한 몰두  때문에 애쓰고 휘말리게 된다. 

  

여섯째, 모든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적인 형성 때문에 머무르고 가라앉게 

되고, 모든 세속적인 착하고 건전한 의도적 형성 때문에 애쓰고 

휘말리게 된다. 

  

(오가따라나경 주석, 전재성박사) 

  

  

폭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머물려 하거나 애쓸수록 더욱더 휘말려 들어 

벗어 날 수 없는 여섯가지 이유에 대한 것이다. 마치 수렁에 빠진 자가 

벗어나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점점 더 빠지는 것과 같고, 주식을 하는 

자가 단타매매를 해 보지만 거래를 하면 할수록 까지는 것과 같고, 

애인에게 가까이 가려 노력하지만 가까이 가려 하면 애인은 더 멀어져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표로 정리 하여 보면 

  

이를 다시 표로 정리 하여 보았다. 

  

  

  머무르고 가라앉는 이유 애쓰고 휘말리는 이유 

1 번뇌 조건적인 발생과 의도적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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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애 견해 

3 영원주의 허무주의 

4 해태 혼침 

5 감각적 쾌락에 대한 몰두 자기학대에 대한 몰두 

6 모든 악하고 불건전한 

의도적인 형성 

모든 세속적인 착하고 건전한 

의도적 형성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놓아 버리라고 하였다. 

머무르지 하려고도 하지 말고 애쓰지도 말라고 하였다. 머무르고 가라 

않는 이유가 번뇌, 갈애, 영원에 대한 집착, 게으른 것, 감각적 

쾌락추구, 악행에 대한 것이고, 애쓰면서 휘말리는 것이 의도적인 행위, 

견해, 허무주의, 흐리멍덩한 것, 자기 학대, 의도적인 착한 행위라 

한다.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놓아 버렸을 때 빠져 

나올 방법이 있을 것이고, 주식에서 까지지 않으려면 거래를 중단 

하여야 하고, 애인을 가까이 오게 하려면 스토킹 같은 행위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초기경 도처에도 

  

그래서 부처님은 머물지도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물결을 건넜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센물결, 거센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경전 도처에 

있다. 숫따니빠따에서 거센흐름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  

[야차 헤마와따]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심연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23. 

 [세존]  

“언제나 계행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새김이 있는 사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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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기 어려운 거센 물결을 건넙니다.  

  

(헤마와따경-Hemavata sutta, 숫따니빠따 Sn1.9, 전재성박사역 

  

  

헤마와따경에서는 윤회의 거센물결을 건너는데 있어서 계행, 지혜, 

삼매, 성찰, 새김(알아차림)을 들고 있다. 

  

  

9.  

[야차 알라와까]  

“사람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넙니까?  

어떻게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 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10. 

[세존]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알라와까경-Āḷavakasutta, 숫따니빠따 Sn1.10, 전재성박사역) 

  

  

알라와까경에서는 믿음으로써 거센물결을 건너는 것으로 묘사 되고 

있다. 믿음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4.  

[존자 멧따구]  

“우리가 물은 바를 당신은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사오니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현자들은 거센 물결,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성자시여, 그것을 제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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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가르침은 이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5.  

[세존]  

“멧따구여, 현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  

이 법칙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법칙을 듣고 새김을 확립하여  

유행하며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십시오 

  

(멧따구경-Mettagusuttaṃ- 학인 멧따구의 질문에 대한 경,숫따니빠따 

Sn5.4, 전재성박사역) 

  

  

멧따구 존자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야 이 거센 물결을 건널수 있는지 

묻자, 부처님은 알아차림(새김)을 강조 하고 모든 것을 놓아 버릴 것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바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거센물결을 건너는데 있어서 방법을 게송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바다경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바다, 바다’ 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거룩한 이의 규범에는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커다란 물의 더미요, 커다란 물의 홍수이다. 

  

수행승들이여,  

시각은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물결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물결을 견디어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위에 선 고귀한 자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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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뭇다경-Samuddasutta-바다로 경 1, 상윳따니까야 S35:228, S34.18.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시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은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물결은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물결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형상에 대하여 상어 등이 있는 거센물결로 비유한 것이다. 

  

부처님의 중도사상 

  

상윳따니까야에서 가장 첫번째로 나오는 경인 오가따라나경(거센 흐름을 

건넘의 경, S1:1)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잘 표현 한 것이라 한다. 

하늘사람이 거센흐름을 건너는 방법을 묻자 부처님은 “머무르지도 

애쓰지도 않으면서 건넜다.”라고 말씀 하였는데, 이 말이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잘 표현 문구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견해나 

태도나 행위에 있어서 모든 극단을 피하는 중도에 있기 때문이다.  

  

  

  

2012-10-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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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철스님의 돈오돈수와 부처님의 돈오점수 

  

 

불교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수 많은 선지식들이 법문을 

통하여, 글로서, 방송 등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알음알이에 

비추어 보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 중에 ‘중도’가 있다. 

  

중도란 무엇인가? 

  

초전법륜경에 ‘중도’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부처님은 처음으로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릴 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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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중도 (majjhimā paṭipadā)’와  ‘팔정도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중도가 다름아닌 팔정도인 것이다. 

그래서 팔정도의 여덟가지 항목에 대하여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도가 ‘공(空)’이라는데 

  

그런데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초전법륜경의 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동안에 다섯 비구가 깨쳐서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비구에게 설한 내용이 공무아(空無我)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전법륜에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 공을 전부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평생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하셨다고 평합니다.  

  

동시에 어떤 학자는 부처님이 평생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 다서시 

비구에게 전부 다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한데 묶어 놓은 것이지 일시에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친 근본자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치신 것이 중도이면서 팔정도이고 사성제이며 

공(空)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한 

장으로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경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초전법륜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비롯하여  공무아(空無我)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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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사상이 근본불교의 사상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 5. 공사상(空思想)과 중도) 

  

  

성철스님은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결국 ‘공’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초전법륜경에서 

언급된 사성제, 팔정도와 같은 개념으로 본 것이다. 그런 연결고리가 

바로 중도라는 것이다. 

  

성철스님의 목적론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도로 보아 결국 공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적론이 되어 버린다.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자신의 논문 ‘백일법문에 나타난 중도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이처럼 성철스님은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가 ‘중도’이며, 그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대승불교적 시각인데, 자칫 잘못하면 초기불교의 

실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견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성스님, <百日法門>에 나타난 中道思想) 

  

  

성철스님은 중도에 대하여 실천론 또는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 또는 

구경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불교 전통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는 성불의 논리때문이다.  

  

그래서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에서 목적론(구경론)과 방법론(실천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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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팔정도가 방법론(方法論)이냐 또는 

목적론(目的論). 구경론(究竟論)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구경 목표를 향하는 방법론이지 목적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중도의 근본 뜻을 망각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확실히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셨지 중도를 닦아서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중도를 바로 깨친 그 사람이 부처이므로 중도의 

내용인 팔정도는 목적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이와같이 목적론적, 구경론적의미를 내포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전도되고 근본과 지말이 뒤섞인 

여기에서는 올바른 삶의 방향의 지침이기도 하므로 방법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입니다.  

  

(백일법문, 4 원교(圓敎)의 중도설, 성철스님) 

  

  

성철스님은 중도가 목적론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중도와 동의어인 

팔정도 역시 목적론임을 말하고 결코 방법론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글에서 “팔정도는 구경 목표를 향하는 방법론이지 

목적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중도의 근본 뜻을 망각하는 

말입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팔정도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두고 있다. 

  

성철스님의 돈오돈수 

  

성철스님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선불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이다. 그리고 

성철스님의 ‘돈오돈수’적 사상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 없다.  

  

돈오돈수의 국어사전적 풀이는 ‘깨달음(悟)과 닦음(修)은 한 순간에 

모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불교의 돈오돈수를 

주장하는 성철스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중도사상은 당연히 

‘목적론’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번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돈오돈수에 대하여  대하여 로버트 

버스웰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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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의 실현 전에 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 뒤에 

추가적인 닦음이 요구되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닦음이 뒤따라야 하는 깨달음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깨달음은 이해와 

실천이 완전히 통합된 것이어야만 한다.  

  

(로버트 버스웰교수, 제 24 회 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 , 불교 TV 2011-11-29) 

  

  

한 번 깨닫고 난 다음 추가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깨달은 ‘가짜 깨달음’으로서 돈오점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돈오돈수적 깨달음은 상근기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단번에 몰록 

깨달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말은 부처님의 경지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 부처님도 돈오돈수적 깨달음 이전에 보살로서 수 없는 생을 

수행자로 살아야 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돈오돈수를 이룬 수행자는 이미 그 이전 또는 그 

이전 생에 수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미 깨달음의 이해 

과정을 거쳐 닦음을 계속 하다가 이생에서 갑자기 깨달음의 모든 실현을 

한 순간에 가능하게 보인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주장하다.  

  

지와 견을 세 번 굴린 부처님 

  

돈오돈수라는 것은 이전 생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오돈수가 아니라 돈오점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목적론(구경론)이 아니라 방법론(실천론)으로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성제, 팔정도와 동의어인 중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왜 

돈오점수적 방법론적 주장이 타당할까. 이는 초전법륜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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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고성제에 대한 것이다. 위 세문장을 보면 모두 같은 문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결정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차이가 난다. 

그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와 “제거되었다” 이다. 부처님이 

고성제에서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런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추가 되어 현재진행형 형식으로 설명 되었다.  또 이어지는 

문장에서”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라 하여 

‘제거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은 고성제에 있어서 지(知, ñāṇa)와 견(見, dassana)에 

대하여 세 번 굴렸다. 이런 구조는 집성제와 멸성제, 도성제에서도 볼 

수 있다.  

  

돈오점수의 예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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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조에서 대하여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앎과 봄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인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앎과 봄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 

사성제 이해 과정 완성 

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상세히 알려져야 

한다.(pariññeyyanti)’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가 

상세히 알려졌다. 

(pariññātanti)’ 

집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 

(pahātabbanti)’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 

(pahīnanti)’ 

멸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Sacchikātabbanti)’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었다. 

(sacchikatanti)’ 

도성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져야 

한다. 

(bhāvetabbanti)’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졌다. 

(bhāvitanti)’ 

  

  

  

표에서와 같이 부처님은 세 가지 단계로서 사성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지(知, ñāṇa)와 견(見, dassana)이 세번 굴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목적론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완성형을 보면 ‘알려졌다(pariññātanti)’ ‘제거 

되었다(pahīnanti)’ ‘실현되었다(sacchikat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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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여졌다(bhāvitanti)’라고 표현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목적론에 대한 것이다. 이미 완성된 것이다. 그런 자를 무어라 부를까. 

숫따니빠따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다. 

  

  

Abhiññeyyaṃ abhiññātaṃ,   아빈네이양 아빈냐땅. 

bhāvetabbañca bhāvitaṃ;    바웨땁반짜 바위땅. 

Pahātabbaṃ pahīnaṃ me,     빠하땁방 빠히낭 메,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따스마 붓도스미 브라흐마나.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셀라경에서는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고 하였다. 그런 자를 ‘깨달은 자라’ 하였다. 

빠알리어로 깨달은 자는 ‘붓다(Buddha)’를 말한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에게 

  

이렇게 모두 완료형으로 끈난 단어인 ‘알려졌다(pariññātanti)’ 

‘제거 되었다(pahīnanti)’ ‘실현되었다(sacchikatanti)’ 

‘닦여졌다(bhāvitanti)’라는 단어는 이미 완성된 것을 말한다. 이는 

깨달은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온다. 

  

  

Ñāṇañca pana me dassanaṃ udapādi akuppā me cetovimutti,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냐난짜 빠나 메 닷사낭 우다빠디 아꿉빠 메 쩨또위뭇띠, 아야만띠마 

자띠 낫티다니 뿌납바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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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라는 앎과 봄이 생겨났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이 것이 ‘아라한 선언’이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다시는 

나고 죽는 일이 없다. 그래서 태어남은 없다고 하였다. 윤회가 종식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번뇌가 다한 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에 대하여 ‘무학도(無學道)’라 한다. 

  

이와 같이 완료형, 완성형의 문구로 본다면,  중도에 대하여 목적론으로 

주장한 성철스님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러나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목적론을 암시하는 ‘~이었다’로 끝나는 완료형 구문과 함께 ‘~이어야 

한다’로 끝나는 진행형도 있고, ‘~이다’로 끝나는 이해형도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성철스님의 목적론은 타당하지 않다. 

방법론과 목적론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돈오점수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오점수적임에 틀림 없다. 깨달음은 단 한번에 

완성되고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돈오돈수적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깨닫자 마자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다만 남아 있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향사과를 말하였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와 과를 

말한다.  

  

이런 부처님의 돈오점수적 가르침은 맛지마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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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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은 최상의 지혜가 단 번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점차적으로 

배우고 닦는 과정에서 지혜가 성취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곱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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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양변으로 해탈한 자’와  ‘지혜로 해탈한 자’ 는 아라한을 

말한다. 번뇌가 다하여 더 이상 배울 것도 닦을 것도 없는 무학을 

말한다. 돈오돈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번뇌가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은 더 배우고 더 닦아야 한다. 그래서 ‘몸으로 

깨달은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에 의해 해탈한 자’를 ‘성인 

3 과’라 한다. 성인 3과는 아직 번뇌가 남아 있는 수다원, 사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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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함을 말한다. ‘가르침에 따르는 자’와  ‘믿음에 따르는 자’는 

범부수행자를 말한다. 

  

수다원의 오도송과 아라한의 오도송 

  

이렇게 부처님은 단계적 닦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깨달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번뇌가 남아 있는 수다원의 깨달음이나 번뇌다한 

아라한의 깨달음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깨달음 탐진치로 대표되는 번뇌가 소멸되어 마음이 일어 나지 않을 때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런 

상태가 열반이고 불사(不死) 등으로 불리운다. 그런 깨달음은 번뇌가 

남아 있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수행과정이 필요 한 것이다. 

그래서 돈오하였을 때의 수다원에 대하여 ‘견도(見道)’라 하고,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사다함과 아나함의 단계를 

‘수도(修道)’라 하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을 ‘무학도(無學道)’라 

한다.  

  

수다원의 견도단계는 ‘돈오’라 볼 수 있다. 비록 남아 있는 번뇌가 

있어도 수행함에 따라 돈오 할 수 있는 것이다. 돈오 한다는 것은 

깨닫는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에게서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꼰단냐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 났다’고 하였다.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경에서는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 하였다. 이 선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다원의 오도송’이라 한다. 견도의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번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단계가 사다함과 아나함의 

단계이다. 그런데 수다원과 아나함의 단계에서는 오도송이 없다고 한다. 

처음 깨쳤을 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수다원의 오도송은 있지만 수도단계의 오도송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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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를 하여 모든 번뇌가 소멸 되었을 때 깨달음이 완성되는데 이 

때 오도송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아라한 선언이다. 이를 ‘아라한의 오도송’이라 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오도송은 두 번 있게 된다. 처음 깨달았을 때 

수다원의 오도송과 번뇌가 다하여 다시 태어남이 없다는 아라한의 

오도송이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중도에 대하여 목적론으로 간주하여  

아라한의 돈오돈수적 관점으로만 설명하였다. 이는 선불교의 영향 

때문이다. 만일 성철스님이 초전법륜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면 

중도에 대하여 목적론으로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중불교, 스님불교가 된 이유 

  

이와 같이 사성제, 팔정도와 동의어인 중도에 대하여 단지 목적론적 

관점, 돈오돈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산중불교, 스님불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팔정도에 대하여 방법론에서부터 

목적론까지 모두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선불교에서는 오로지 ‘목적론’이다.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에서 중도를 

목적론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불교에 실천론(방법론)이 부재한 것이다. 오로지 

목적론 또는 구경론만 강조 하다 보니 본래불을 찾게 되었고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성불하는 것이라 하였다. 깨달음에 있어서 단계적 

과정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의 선방에서 이야기 되는 것 세가지 

  

한국불교에는 수행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 이는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어느 토론회에서 K스님은 한국의 간화선 

수행풍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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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래 없다 

둘째, 무대뽀 이다. 

셋째, 문득 깨닫는다. 

  

  

이것이 한국의 선방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라 한다. 간화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르쳐 주는 선지식도 없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위와 

같이 딱 세가지라 한다. 특히 세번째의 문득 깨닫는다가 돈오돈수를 

말하는데, 문득 깨닫기 위해서 단계적 수행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득 몰록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선방에 있다고 있다. 그런 미련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 한다. 

  

  

  

 
  

하안거 해제 

  

  

  

일대일 독참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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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행체계 없이 매뉴얼도 없이 무대뽀식의 수행을 하다 보니 물어 

볼 선지식도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같은 토론회에서 W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출가하여 봉암사, 해인사 등 선방을 다니면서 일곱철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독참하여 지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수행을 하면서 선지식으로부터 일대일 독참 

지도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하였다. 다만 “송장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 놈이 무엇인고?”하는 등의 화두를 가지고 각자 알아서 

정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선방분위기라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선방에서 문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스님은 궁금한 것이 많아 유명선지식을 찾아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Y선원에 방부를 틀고 유명한 S 선사에게 배우고자 

하였으나 한번도 독참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험한 경험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머트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어느 스님은 “머트럽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머트럽다’라는 무슨뜻일까. 인터넷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선방에서만 쓰이는 용어 같다. 아마도 “다툼이 있어서 서로 

껄끄럽다”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선지식과 이를 물어 보는 학인의 관계에 있어서 ‘머트럽다’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이 독참하는 것에 대하여 피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번뇌만 야기 하는 ‘나를 찾는 수행’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선방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이는 깨달음에 대하여 

목적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깨달음애 대하여 목적론 또는 

구경론으로 본다면 독참하여 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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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나를 찾는 수행’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를 찾는 수행을 부정하였다. 삽바사와경(모든 번뇌의 경, 

M2)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나는 미래세에 

없을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또는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삽바사와경-Sabbāsavasuttaṃ -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탐구하려 하고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경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한다.”라고 말씀 하셨다. 나를 찾는 수행이란는 것이 결국 번뇌만 

야기 할 것이라는 말이다. 

  

매뉴얼화 된 수행체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행은 방법론과 목적론 모두에  대한 

것이다. 이런 수행방법에 대하여 테라와다 불교전통에서는 매뉴얼화 

되어 있다. 그것이 청정도론이다. 

  

청정도론은 빠알리니까야의 주석서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수행지침서이다. 그래서 선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다. 이렇게 수행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청정도론인데, 이는 ‘7청정과 16 단계’의 지혜로 요약 

될 수 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칠청정과 16 단계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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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청정 16 단계 지혜 

1 계(sīla visuddhi)   네 가지 청정한 계 

2 마음(citta visuddhi)   근접삼매와 본 삼매 

3 견 

(diṭṭhi visuddhi) 1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nāmarūpa pariccheda ñāna) 

4 의심을 극복함 

(kaṅkhāvitaraṇa 
visuddhi) 

2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 

(paccaya pariggha ñāna) 

5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maggamāggañādassana 

visuddhi) 

3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sammāsana 

ñāna) 

6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 

(patipadā-ñāṇadassa 
visuddhi) 

4 생멸의 지혜(udayabbaya ñ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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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험의 지혜(ādīnava ñāna) 

8 역겨움의 지혜(nibbidā ñāna) 

9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muñcitukamyatā ñāna) 

10 깊이 숙고하는 지혜(paṭisaṅkhā ñāna) 
11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saṅkhārupekkhā ñāna) 
12 수순하는 지혜(anuloma ñāna) 

6 과 7 사이에 13 종성의 지혜(gotrabhu ñāna) 

7 지와 견 

(ñāṇadassa visuddhi) 14 도의 지혜(magga ñāna) 

15 과의 지혜(phala ñāna) 

16 회광반조의 지혜(paccavekkhaṇa ñāna) 
  

  

표를 보면 좌측이 ‘칠청정’에 대한 것이고, 우측이 ‘16 단계의 

지혜’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계-정-혜’ 삼학에 대한 

것이다. 먼저 계행의 청정(sīla visuddhi)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음의 

청정(citta visuddhi)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계와 정의 

바탕하에 지혜를 이루는 식으로 되어 있다. 최종목표는 당연히 해탈과 

열반의 실현이다. 

  

테라와다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이렇게 단계별 지혜가 강조되는 칠청정과 16 단계의 지혜는 

‘돈오점수’에 대한 것이고,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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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단계적 수행과정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의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은은하며 깨끗하다. 그는 스승을 향해서 

공손하고 부드럽게 인사를 할 것이다. 또한 스승에게 예의가 바르고 

조용하게 보고 한다. 이는 매우 훌륭한 일이다.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의 수준에서 생멸의 지혜로 올라선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에서)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수행문답장면이다. 비록 책에 

써 있는 것이긴 하지만 스승에 대한 제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제자가 수행중에 겪은 현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표정이 

온화하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스승에게 

물었을 때, 스승은 그가 생멸의 지혜에 올라 선 것을 안 것이다. 생멸의 

지혜는 위 표에서 4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전통에서는 철저하게 스승과 제자사이에 독참이 

이루어지고 매우 공손하고 은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어디에도 스승과 제자사이에 ‘머트러운’ 일이 일어 날 수 없는 것은 

수행체계가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철저하게 

빠알리니까야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날 왜 사람 사는 곳에서 불교가 사라졌는지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목적론(구경론)으로 보느냐 방법론(실천론)으로 보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불교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불교에서는 목적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돈오돈수’적 깨달음을 지향하기 때문에 산중불교, 

스님불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방법론과 

목적론 두 가지 영향을 받은 테라와다 불교 전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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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오점수’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칠청정과 16 단계의 지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생활불교, 대중불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사성제와 팔정도의 동의어라고 보는 

중도에 대하여 목적론과 방법론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중불교와 생활불교, 스님불교와 대중불교로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날 왜 도시에서, 사람사는 곳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추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2012-10-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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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수행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행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행처에서 듣던 말이다. 수행한다고 떠 

벌리고 돌아 다녀 보았자 하나도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칭찬은 

커녕 대부분 한 마디씩 한다. “수행한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라느니 

“언행이 일치 안된다”느니 하는 말들이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다행이다. 

  

수행기를 남겼는데 

  

지난 2008 년 말 위빠사나 수행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 때 수행기 

형식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수행 중에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였다. 다리가 저리고 시간이 

매우 더디게 지나가는 것을 느꼇을 뿐 인터뷰 하는 사람들처럼 특이한 

경험은 없었다. 온갖 잡생각과 잡념만 떠 오를 뿐 마음 집중은 좀처럼 

되지 않았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수행이 진전되면 인터뷰 하는 사람처럼 수행의 묘미를 느낀 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좀 더 진전 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어서 알고 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거나 

머리로 이해 하려는 것과 수행과는 다를 것이다. 나에게도 인터뷰 하는 

사람처럼 특별한 체험을 느낄 수 있을지 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 

이었던 가를 느낄 날이 올 수 있을까. 

  

( [위빠사나 수행기 1] 나도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2008-12-28, 

진흙속의연꽃) 

  

  

수행처 첫날 기록이다. 매주 토요일 한 번 있는 것인데 법문과 경행, 

좌선, 인터뷰 순으로 이루어졌다. 토요일 저녁 6 시부터 9 시 30 분까지 

3 시간 30 분간이다. 인터뷰가 길어 지면 10 시 가까이 끝나기 

일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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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기록에서 수행이 진전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기대했었다. 이런 말은 김시태 교수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법회 모임에 김진태 교수를 초빙하여 한 달에 한번 씩 1 년 동안 

불교강의를 들었다. 1990 년대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온 김교수는 수행 

위빠사나 수행지도도 하고 있었는데, 집중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김교수에 따르면 자신이 수행지도자로 있는 곳에서 집중 수행중 어느 

수행자가 짐을 싸 가지고 가려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자신이 혐오 스러워서 더 이상 수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수행처에서의 첫날 소감에 

자신에 대한 혐오 이야기를 썼다. 

  

마지막 날 소감문 

  

수행처에서 1 년이 지난 후 마지막 소감을 다음과 같이 올렸다.  

  

  

수행을 하면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일종의 수행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빛이 보인다거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에 호흡을 볼 수 있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호흡만 남은 듯한 그런 상태를 말한다.  

  

더 깊은 수행의 경지로 가려면 아마 집중수행이 필요 할 것이다. 

집중수행은 수행처에 입소 하여 10 일간 경행과 좌선만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10 일간 시간을 내기란 여간 

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수행처에서 1년간, 무명과 갈애를 극복 하려면, 2009-12-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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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처에서 일년간 보낸 것에 대한 마무리 글을 작성한 것이다. 50 회 

가까운  법문을 듣고 경행과 좌선을 하였지만 뚜렷한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이다.  

  

수행처에서 첫날 기대하였던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였으나 못 본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 

집중수행이라도 하여 보기를 바랬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가?” 

  

인터넷에서 묘원법사의 수행이야기를 들었다.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프로에서 초대손님으로 나온 묘원법사가 위빠사나 수행 전반에 

대하여 시리즈로 들려 주는 형식이다. 그런데 4 편에서 묘원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도 수행을 하면서 제 마음을 봐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 때 저는 수행을 포기 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수행을 

오랫동안 했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가?’라고 

스스로 혐오감을 느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스승 한테 말씀 드렸어요. 그랫더니 ‘그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죠.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라고 그것을 새로 보는 마음을 내서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비관하게 되요.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 지금은 수행시대 - 위빠사나 4., 2012-

10-23, 묘원법사) 

  

  

묘원법사는 부정관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 보는 이야기를 

하였다. 미얀마에서 수행중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더니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서 더 이상 수행을 계속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 하였다는 것이다. 김시태 교수의 이야기와 

동일하다. 자신의 마음을 보니 자신이 너무 형편 없어서 몹시 혐오 

스러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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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전이 일어 났다. 그런 사실을 사야도에게 물었더니 “그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라는 한 마디에 무릎을 쳤다고 한다. 그 때 그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다. 마치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을 생각나게 한다. 혜가가 달마에게 ‘마음이 

괴롭다’고 하자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하였을 때 크게 깨우쳤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정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때 그 때 상황과 조건에 따른 

임시적인, 일시적인 마음 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누구나 몸과 마음이 자신의 것이라고 알 고 있다. 그래서 내 몸, 나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어떻게 승가가 탄생하였나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라고 읊으신다. 그리고 ‘존자 꼰당냐는 앙냐 

꼰당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구절로 초전법륜경이 끝난다. 

그런데 율장 대품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승가가 

탄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를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진실로 아냐시 꼰단냐는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외無畏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찬탄의 말씀을 하시자, 꼰단냐 존자는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율장 마하왁가,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서)  

  

  

경장에는 없고 율장에만 있는 내용이다.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법안이 열린 꼰단냐가 부처님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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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labheyyāhaṃ bhante bhagavato santike pabbajJṃ labheyyaṃ 

upasampadanti)”라고 요청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구족계는 

깨달음을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구족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족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주석을 참고 하였다. 

  

  

 구족계  

   

‘구족계(具足戒)’라 번역한 우빠삼빠다(upasampada)는 

upa(위로)+saṃ(함께)+pad(가다)의 합성어이다. PED 에서는 ‘(in 

special sense) taking up the bhikkhuship, higher ordination, 

admission to the privileges of recognized bhikkhus.’라고 

설명되듯이, 승가에 입문하여 비구(bhikkhu) 또는 비구니(bhikkunῑ)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 지녀야 하는 계율이다.  

  

상좌부의 비구계는 227 가지, 비구니계는 311 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미 

또는 사미니가 받는 10 계와 비교하여 계품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중국에서 구족계(具足戒)라고 번역한 듯하다. 

  

현재 상좌부 전통에서 행하고 있는 이 구족계 수계의식은 부처님 당시와 

거의 같다. 구족계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나이는 

20 세가 넘어야 하고,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병역에서 면제되어야 

하고, 부채가 없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 것 등이다. 

  

구족계 수계의식은 우기(雨期)의 하안거 기간(vassa)을 제외하고는 

길일(吉日)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때라도, 그리고 이미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가 참석한 신성한 장소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족계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수계작법이 있다. 즉, 

삼사칠증(三師七證：삼사는 계율을 직접 설하는 수계아사리, 계율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교수아사리 그리고 갈마아사리를 말하는 것이며, 

칠증은 수계의식이 원만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증명해주는 법사 

7 명)을 모시고 위의를 갖추어 설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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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 <초전법륜경> 제 3 장, 마하시 사야도 법문집 주석) 

  

  

구족계는 비구나 비구니가 되고자 할 때 받는 계율이라 한다. 그래서 

비구의 경우 227 계, 비구니의 경우 311 계를 완전히 갖춘다는 의미에서 

구족계라 한다.  

  

깨달은 자만이 구족계를 

  

그런데 율장 대품을 보면 깨달음을 얻은 꼰단냐가 구족계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깨달은 자만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 시야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때 꼰단냐 존자는 부처님 승가에 입문, 허락을 

요청했을까요? 그 해답은, 꼰단냐 존자가 소위 현법(現法, 법을 봄, 

diṭṭha-dhamma)이라고 통칭되는 공덕과 자질들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법現法 등의 공덕을 완전히 구비한 꼰단냐 존자는 법을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께 구족계를 청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진리의 멸제滅諦를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열반을 실현하였습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제 8장) 

  

  

마하시사야도에 따르면 다섯명의 수행자 중에 꼰단냐 만이 구족계를 

받겠다고 요청한 것은, 꼰단냐가 ‘열반’을 실현 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 

꼰당냐는 궁극적인 앎을 얻었다.”라고 인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오너라, 비구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사성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동시에 깨달음을 이룬 

꼰단냐가 구족계를 요청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자 부처님은 무어라고 

말씀 하셨을까. 율장 대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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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해졌다. 와서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계율 집중, 지혜의 출세간의 수행을 닦도록 하여라.” 

  

(율장 마하왁가,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서)  

  

  

최초로 비구가 탄생하는 장면이다. 부처님은 “오너라, 비구여(Ehi 

Bhikkhu)” 라는 말과 함께 구족계를 주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초대의 말씀’자체가 구족계를 준 것이다. 그래서 꼰단냐는 

불교역사상 최초의 비구가 되었고 또한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새가 알을 품듯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네 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꼰단냐(Kondañña) 

이외에 와빠(Vappa), 바띠야(Bhaddiya), 마하나마(Mahanama), 

아싸지(Assaji) 이렇게 네 명이다. 부처님은 이들 네 명에게도 가르침을 

주셨다. 율장 대품에는 이들 네 명의 수행자를 교화시키는 장면이 묘사 

되어 있다. 

  

  

“‘오너라, 비구여!’라는 말씀으로 와빠 존자와 바띠야 존자에게 

승가에 들어올 것을 하락하신 부처님께서는 직접 탁발을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마하나마 존자와 아싸지 존자에게 법을 가르치고 지도하셨다.  

  

세 명의 비구는 탁발을 나갔고 세존을 포함한 여섯 명 모두는 이들 세 

명의 비구가 가져온 음식으로 연명하였다. 세존에게서 그렇게 법에 대한 

지도와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마하나마 존자와 아싸지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소멸하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티 

없고 때 묻지 않은 법의 눈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 마하나마 존자와 아싸지 존자는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에 도달하였으며, 확실하게 이해되었고, 법을 꿰뚫어 관통하였으며, 

혼란에서 벗어나 모든 의심에 벗어났으며, 망설임과 우유부단, 결단력 

없음에서 벗어나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용기(無畏)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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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에 관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되었다.  

  

‘존자시여. 저희는 부처님 앞에서 사미로써 출가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승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오너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와서 출세간의 길을 닦도록 하여라.’ 

  

세존의 이 초대 말씀은 곧 수계식을 행한 것과 같은 것이었고 이에 따라 

마하나마 존자와 아싸지 존자는 부처님의 승가의 비구가 되었다.” 

  

(율장 마하왁가,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서)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새가 알을 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새에 대한 

다큐프로를 보면 새가 알을 낳고 난후 지극정성으로 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다섯명의 수행자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정성을 다해 교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도 탁발을 걸러 가면서 까지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한다.  

  

마침내 네 명의 수행자 모두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다시 한 번 틀림 없음을  확인 한다. 마치 의사가 자신이 

발견한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여 틀림 없음을 확인하는 듯한 장면이다. 

  

  

알을 품어 차례로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네 명의 수행자들이 차례로 

모두 깨닫게 되자  그들은 모두 구족계를 요청한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꼰단냐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너라, 

비구여” 하며 초대하였다. 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은 자가 

모두 다섯명이 되었다.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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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진리의 눈, 법의 눈이 열린 수다원의 도와 과에 불과하다. 부처님의 

경지인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설법이 필요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 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와쏘의 하현 달 다섯째 날 부처님께서는 다섯 비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무아상경을 설하셨습니다. 그 법문을 듣는 동안 

다섯 비구들은 오취온을 지켜보고 위빠사나의 도를 계발하여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제 8장) 

  

  

부처님은 ‘무아상경’을 설함으로서 다섯비구들이 한꺼번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율장 대품에 따르면 “그때 무아상경이 

설해지자, 이 세상에는 부처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아라한들이 계셨다.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稀有)한 일이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경지와 동일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여섯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섯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든 무아상경이란 어떤 

가르침일까. 

  

아라한으로 인도한 빤짜왁기야경(Pañcavaggiya sutta, 무아상경) 

  

무아상경은 빠알리어로 빤짜왁기야경(Pañcavaggiya sutta)이다. 

상윳따니까야 칸다상윳따(Khandha Saṃyutta)에 실려 있다. 우리말로 

‘다섯 명의 경’으로 번역되어 있다. 다섯비구에게 부처님이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펴신 것이다. 

  

이 빤짜왁기야경은 부처님이 두 번째로 설한 경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설한 것이 초전법륜경인데 이 경을 통하여 법의 눈이 열리게 

한다음, 두 번째 가르침인 빤짜왁기야경을 설함으로서 모두 아라한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런 경은 어떤 내용일까. 전문을 올렸다. 

  

  

한때 세존께서 바라나씨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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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세존께서는 다섯 명의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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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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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승들이여,  

감수는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감수가 나라면 이 감수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감수에 대하여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라.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감수는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감수가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감수에 대하여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라.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지각에 대하여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라.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지각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지각에 대하여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라.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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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형성이 나라면 이 형성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형성에 대하여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라.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형성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형성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형성에 대하여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라.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의식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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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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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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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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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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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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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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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감수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감수는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지각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형성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246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의식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감수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분명히 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명의 수행승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에 환희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은 집착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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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윳따니까야 S21.1.2.1.7, 전재성님역) 

  

  

  

Anantalakk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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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부처님이 두 번째로 설한 경으로서 이 가르침을 듣고 다섯비구가 

모두 아라한이 되게 한 경이다. 이는 경의 말미에 있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는 아라한 선언과 마지막 구절인 "이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은 집착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masmiñca pana veyyākaraṇasmiṃ bhaññamāne pañcavaggiyānaṃ 

bhikkhūnaṃ anupādāya āsavehi cittāni vimucciṃsūti.)"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경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섯가지 존재의 다발로 분해 하여 그 

어떤 것도 나의 것, 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말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나의 몸이라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라 하였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난 다음 부처님은 문답식으로 무상과 

괴로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편다.  

  

이 가르침을 듣고 다섯비구는 모두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라한 여섯명이 되었다.  

  

“그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을 때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지경이다. 그럴 때 누가 화를 내는 

것일까. 마음이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다. 이 때 누가 

걱정하는 것일까.  

  

수행을 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을 보았을 때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수행을 중단 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 때 “그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라고 물었을 때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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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 하는 것이다. 

빤짜왁기야경에서도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Viññāṇaṃ bhikkhave, anattā, viññāṇañ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nayidaṃ viññāṇaṃ ābādhāya saṃvatteyya, labbhetha ca 

viññāṇe "evaṃ me viññāṇaṃ hotu, evaṃ me viññāṇaṃ mā ahosī'ti.  

Yasmā ca kho bhikkhave, viññāṇaṃ anattā, tasmā viññāṇaṃ ābādhāya 

saṃvattati. Na ca labbhati viññāṇe "evamme viññāṇaṃ hotu, evamme 

viññāṇaṃ mā ahosī"ti. 

  

수행승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의식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빤짜왁기야경-Pañcavaggiya suttaṃ- The Five –다섯 명의 경-

무아상경, 상윳따니까야 22:59, S21.1.2.1.7, 전재성님역) 

  

  

  

2012-10-3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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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염오-이욕-해탈론과 사띠(sati) 

  

   

한국불교를 여러단계 레벨업 시킨 각묵스님 

  

도시에서, 사람사는 곳에 불교가 자취를 감추다 보니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한다. 그런데 인터넷시대를 맞이 하여 불자들은 

동영상이나 음성강의 등으로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도 2600 년 전 

부처님의 원음이다. 그런 부처님의 원음을 전달하는 스님이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각묵스님이다. 

  

각묵스님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유명하다. 특유의 열정적인 

강의로 부처님의 원음에 목말라 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강렬한 경상도 억양으로 강의 하는 스님의 강의는 들을만 

하고 박력 있다. 그런 스님의 강의의 특징은 주로 한자어를 섞어서 강의 

하는 것이다.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축약해서 강의한다. 대표적으로 

‘온처계근제연(蘊處界根諦緣 )’을 들 수 있다.  

  

‘온처계근제연’은 무슨말일까.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교학체계를 

여섯글자로 표현한 것이라 한다. 즉, ‘오온 십이처 십팔계 이십이근 

사성제 십이연기(5 蘊,12 處,18 界,22 根,4 諦,12 緣)’의 준말이다. 이런 

긴 용어를 간단히 줄이면 ‘온처계근제연’이라 하는데, 이는 단글자로 

모든 것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한자의 특수성 때문이라 한다. 

반야심경에서 색수상행식, 고집멸도 등의 용어도 매우 외우기 쉬운 

단글자형식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스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인하여 2000 년 이후 한국불교는 한단계가 아니라 여러단계 레벨업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학과 수행을 병행 하는 

재가들자들의 향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런 추세는 결과적으로 한국불교 

개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염오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그러나 스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스님이 만든 신조어나 새로운 불교용어에 대해서이다. 스님의 

인터넷음성강의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50 

 

  

  

염오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전봇대!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보이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난다. 염오가 억수로,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오를 위빠사나라고 설명합니다. 강한 위빠사나. 

우리가 왜 위빠사나를 합니까. 결국은 염오를 일으키기 위해서 입니다. 

염오가 일어나야, 넌더리를 쳐야 감각적 욕망이 빛 바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영애다, 아이고 김태희다 불끈 쥐고 있는데 무슨 감각적 

욕망이 빛바램니까. 염오가 일아나야 탐욕이 빛 바랜다. 탐욕이 빛바랜 

것을 도의 단계라 합니다. 예류도, 일래도, 불환도, 아라한도 입니다. 

도를 얻으면 해탈하게 됩니다. 이 해탈의 단계를 과의 단계라 합니다. 

예류과, 일래과, 불환과, 아라한과 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은 다 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일어난다. 멋있지 않습니까? 

  

(초기불교이해 강의 음성파일 18: 제 8장 나는 누구인가-오온 II(경들의 

분류), 초기불전연구원 2012-07-11) 

  

  

초기불전연구원카페에 올려져 있는 음성강의 내용중의 일부이다. 비구니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불교에 대한 강의내용인데, 스님은 

염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염오를 일으켜야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염오 하면 전봇대를 떠올리라 한다. 전봇대 옆에 구토한 오물을 

생각하게 위해서이다. 그런 오물을 보면 염오감이 일어나듯이, 염오감이 

일어나야 다음 단계인 탐욕이 빛바래서 해탈과 열반을 실현 할 수 

있는데, 이를 줄여서 한자어로 ‘염오 이욕 해탈’이라고 불교관련 

신조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스님의 강의를 들어 보면 늘 ‘염오 이욕 

해탈’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탈을 실현하려면 가장 첫단계가 염오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염오의 대상은 무엇일까? 

  

각묵스님의 ‘염오-이욕-해탈론’ 

  

스님이 말한 염오 이욕 해탈의 경전적 근거는 무엇일까. 스님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전적 근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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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를 통해서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은 초기불전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여섯 단계가 된다. 즉 ① 

(온.처.계로) 해체해서 보기 ② 무상.고.무아 ③ 염오 ④ 이욕 ⑤ 해탈 

⑥구경해탈지이다. 이제 이 여섯 단계를 조금 더 부연해서 살펴보자. 

   

첫째,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나 ‘세상’이라는 존재 등의 

존재일반을 온.처.계 등의 법(dhamma)이라는 기준으로 해체해서 

설하신다. 그러면 왜 법으로 해체해서 설하시는가? 이렇게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드디어 법들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체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법들의 무상.고.무아는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두 번째 단계이다. 개념적 존재로 뭉뚱그려두면 

무상.고.무아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를 자아니 

진인이니 중생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로 그대로 두고 보면 영원불변하는 

자아나 진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색.수.상.행.식의 

5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법들의 무상.고.무아를 아비담마/아비달마에서는 ‘보편적 

성질(sa-man~n~a-lakkhan.a)’이라 부르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공상(共相)으로 옮겼다. 그리고 반야.중관, 유식과 화엄에서도 그대로 

다 채용해서 강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이렇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봄으로써 존재일반에 염오(厭惡, 

nibbida-)하게 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 알음알이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S22:59 등)라고 초기불전의 도처에 나타나고, 주석서는 

이 염오를 강한 위빳사나와 동의어(MA.ii.115)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산책 16] 여섯 단계의 가르침, [불교신문 2618 호/ 

4 월 28 일자-2010-04-24) 

  

  

스님이 불교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염오-이욕-

해탈론’에 대한 경전적 근거로서 상윳따니까 무상경(S22:12) 등을 들고 

있다. 경에서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으로 시작 되는 정형구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 무상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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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알음알이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의도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알음알이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梵行)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꿰뚫어 안다.” 

  

(상윳따 니까야 무상 경(S22:12), 각묵스님역) 

  

  

각묵스님이 번역한 무상경을 보면 물질, 인식 등 오온에 대하여 

염오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온이 무상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라는 

정형구가 성립되는데, 이런 정형구는 무상경 뿐만 아니라 

둑카경(S22:13), 아낫따경(S22:14) 등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번역스타일을 보면 

  

스님이 번역한 정형구“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는 ‘염오-이욕-해탈론’의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다른 

번역자는 이를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전재성박사의 

번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빠알리어 전재성 박사 각묵스님 

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i, 

vimuttasmiṃ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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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재성박사의 번역을 보면, 빠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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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오’와 ‘탐욕’이라는 

한자어를 이용하여 번역 하였다. 같은 빠알리어를 두고 양번역자의 번역 

스타일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두 번역의 가장 큰 차이는 사라진다는 의미의 빠알리어 

virajjati virāgā (위랏자띠 위라가)이다. 이에 대한 전재성 박사의 

주석을 보면,  “virajjati viraga 가  이탐(離貪)을 뜻하기는 하지만 

원래 빛이 바래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라지고, 사라짐으로서' 의 

뜻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사라지고' 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virajjati, virāgā 의 원래 뜻을 살려 빛이 ‘탐욕이 

빛바랜다’라고 원래 의미대로 번역 하였다. 이는 ‘직역’이라 볼 수 

있다.  

  

왜 직역하였을까? 

  

그렇다면 각묵스님이 이렇게 직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문구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다. 

  

  

넷째, 염오가 일어나면 탐욕이 빛바랜다(離慾, vira-ga). 주석서는 

“‘탐욕의 빛바램(이욕)’이란 도(magga, 즉 예류도, 일래도, 불환도, 

아라한도)를 말한다”(MA.ii.115)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vimutti)한다. 주석서는 이것을 

과(phala, 즉 예류과, 일래과, 불환과, 아라한과)의 경지라고 설명한다. 

  

  

(각묵스님, [초기불교산책 16] 여섯 단계의 가르침, [불교신문 2618 호/ 

4 월 28 일자-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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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염오-이욕-해탈론에서 이욕에 대한 것을 보면, 

탐욕의 빛 바램(vira-ga)이란 위빠사나 도(magga)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탈(vimutti)한다’라는 말은 위빠사나의 과(phala)라 한다.  

  

이렇게 각묵스님이 염오-이욕-해탈론에 대한 번역은 주석에 바탕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석에 바탕을 둔 번역을 한 결과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라고 

번역하였고, 이는 스님의 ‘염오-이욕-해탈론’이라는 새로운 론을 만든 

것으로 본다. 이는 주석의 의견을 존종하고 또한 위빠사나 수행과 관련 

지어 번역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염오의 대상은 

무엇일까? 스님의 강의나 설명에서 염오의 대상은 존재일반이라 하였다. 

경에서는 오온이라 하였다. 그러나 막연한 느낌이다.   

  

무상과 무아에 사무쳐야 

  

염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서 

미워함”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큰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무엇을 

미워한다는 말일까. 이에 대하여 스님과 초불회원 들간의 대화록을 

보았다. 

  

  

[대선] 염오와 싫어하는 마음의 차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묵 스님] 염오(넌더리)라고 하면 전봇대에 구토해놓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오하려면 기본 법수로 해체해서 보아야 합니다.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무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염오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이욕, 해탈, 해탈지견이 생깁니다. 염오는 강한 위빳사나, 

이욕은 도라고 주석서에 나옵니다. 

  

  

[달빛] 무상과 무아를 보면 염오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무상과 무아를 

보면 염오가 왜 필요할까요? 

  

[각묵 스님] 정말 무상에 사무쳤다면 무아에 사무쳤다면 그것은 염오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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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전연구원 카페, (서경) 제 8 차 공부모임 후기) 

  

  

회원이 염오에 대하여 묻고 있다. 오온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를 

철견하면 되었지 왜 염오를 일으켜햐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무상과 무아에 ‘사무쳐야 된다’고 말한다.  

  

‘사무친다’는 말은 ‘넌더리를 친다’는 말과 같고 이는 전봇대 옆의 

구토한 오물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에 대하여 염오 해야 하는 것일까.  

  

염오의 대상은 무엇인가?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염오하고 이욕하는 단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 염오의 대상에 대하여 가장 먼저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세상이 염오의 대상이 ‘세상’이라면, 그는 염세주의자로 몰릴 

것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탐욕이 빛 바래서 해탈과 열반도 실현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는 염세주의자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염오의 대상에 대하여 ‘자기자신’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자기혐오’에 대한 것이다. 자기자신이 싫은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고 수행을 포기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자신을 혐오 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 때 그 순간의 마음일 뿐이다. 

그런면으로 본다면 염오의 대상이 자기자신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의 것, 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싫어함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염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자신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염오의 대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부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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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ā ca bhikkhave, virāgassa upanisā? Nibbidātissa vacanīyaṃ. 

Nibbidampahaṃ bhikkhave saupanisaṃ vadāmi, no anupanisaṃ. 

  

수행승들이여, 갈애를 떠남의 연유는 무엇인가? 싫어하여 떠남이 그 

대답일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싫어하여 떠남에는 연유가 있으며 연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우빠니사경- Upanisasuttaṃ-연유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3(S12.3.3), 전재성님역) 

   

 
  

Bodhi Tree 

  

  

전재성박사의 번역 우빠니사경을 보면 ‘싫어 하여 떠남’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말은 각묵스님의 번역어 ‘염오 이욕’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경을 보면 싫어 하여 떠남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갈애의 

떠남’이라 하였다. 이는 싫어 함, 염오의 대상이 갈애라는 말과 

같다. 염오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갈애’와 같다는 

것이다.   

  

갈애는 빠알리어 라가(rāga)의 번역어이다.  빠알리 라가(rāga)는 

‘빛깔’이라는 뜻이 있고 또 ‘탐욕’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접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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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가 붙어 virāga 가 되면 ‘사라짐’ ‘색이 바램’ ‘탐욕에서 

벗어남’의 뜻이 된다. 그래서 ‘갈애를 떠남의 연유(upanisā)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싫어 하여 떠남(Nibbidampahaṃ)’이 그 

답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싫어 함의 대상, 떠남의 대상은 세상이나 

자신이 아니라 탐욕으로 대표 되는 ‘갈애’라 볼 수 있다.  그런 

갈애는 십이연기에서의 ‘갈애(tanha)’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초전법륜경 멸성제에서도 

  

이렇게 염오의 대상이 세상도 아니고 자기자신도 아닌 갈애라는 명확한 

대상이 생겼을 때, 이 갈애만 소멸시키면 해탈과 열반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도 알 수 있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nirodho ariyasaccaṃ: yo tassāyeva 

taṇhāya asesavirāganirodho cāgo paṭinissaggo mutti anālayo.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초전법륜경에서 멸성제에 대한 부분이다. 부처님은 갈애를 소멸시키는 

것이 해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시고 있다.  

  

갈애를 어떻게 소멸해야 하나? 

  

그렇다면 그런 갈애는 어떤 방법으로 소멸시켜야 하는가. 이는 

우빠니사경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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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을 연유로 형성이 이루어지고,  

형성을 연유로 의식이 이루어지며,  

의식을 연유로 명색이 이루어지고,  

명색을 연유로 여섯 감역이 이루어지며,  

여섯 감역을 연유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접촉을 연유로 감수가 이루어지며,  

감수를 연유로 갈애가 이루어지고,  

갈애를 연유로 취착이 이루어지며,  

취착을 연유로 존재가 이루어지고,  

존재를 연유로 태어남이 이루어지며,  

태어남을 연유로 괴로움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을 연유로 믿음이 이루어지며,  

믿음을 연유로 만족이 이루어지고,  

만족을 연유로 희열이 이루어지며,  

희열을 연유로 청정함이 이루어지고,  

청정함을 연유로 지복이 이루어지며,  

지복을 연유로 삼매가 이루어지고,  

삼매를 연유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이루어지며,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연유로 싫어하여 떠남이 이루어지고,  

싫어하여 떠남을 연유로 갈애를 떠남이 이루어지며,  

갈애를 떠남을 연유로 해탈이 이루어지고,  

해탈을 연유로 소멸에 관한 지혜가 이루어진다." 

  

(우빠니사경- Upanisasuttaṃ-연유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3(S12.3.3), 전재성님역) 

  

  

우빠니사경에서는 십이연기의 순관을 말하면서 역관이 아닌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괴로움 다음에 “괴로움을 연유로 믿음이 이루어지며 

…”하는 순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믿음-만족-희열-청정함-

지복-삼매-있는 그대로 알고 봄-싫어하여 떠남-갈애를 떠남-해탈소멸에 

관한 지혜 순으로 되어 있다.  

  

싫어하여 떠남은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즉, 무상, 고, 무아로 보았을 

때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갈애 때문이다. 싫어 하고 

떠나야 될 대상, 염오의 대상을 갈애로 본다. 이런 갈애가 강화되면 

‘집착’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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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 

  

집착 중에 가장 큰 집착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이를 한자어로 

‘오취온’이라 한다. 그래서 아닛짜경, 둑카경, 아낫따경에서 오온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집착은 다름 아닌 

갈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십이연기에서 집착은 갈애의 다음 단계이다. 그런 집착은 일반적으로 

‘갈애가 더욱 더 강화 된 것이 집착’이라 한다. 집착을 빠알리어로 

‘우빠다나’라 하는데, 이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오온에 대한 집착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 

한다. 이와 같은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갈애 때문이다. 그런 갈애는 

어떤 것일까. 경에 따르면 감각적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에 이렇게 세가지이다.  

  

이런 갈애로 인하여 존재가 윤회하게 되는데, 이런 갈애를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갈애가 발생 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치 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느낌’이다.  

  

종교성을 배제한 존 카밧진의 명상기법 MBSR 

  

최근 불교관련 인터넷신문에 존 카밧진 교수의 MBSR 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MBSR 은 불교의 명상기법을 정신치료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종교성을 배제하였으므로 불교적 명상이라 보기 어렵다. 

명상기법만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존 카밧진의  MBSR 명상을 소개하는 기사내용을 보니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빠알리어 사띠(sati)를 영어로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라 하는데, 이를 ‘마음챙김’이라 옮긴 

것이다. 과연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수행에 적합한 용어일까? 특히 

느낌과 관련하여 적합한 용어일까? 

  

왜 느낌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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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갈애라 하였다.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요인이 무명과 갈애이지만, 무명은 과거의 원인이고, 갈애는 

미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전법륜경에서도 갈애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동시에 윤회의 종식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 갈애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십이연기에 따르면 갈애는 느낌을 조건으로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런 

느낌은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런 

느낌을 알아차렸을 때 갈애로 발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느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느낌의 단계를 지나 갈애로 발전 되면 이미 늦는다. 더구나 갈애가 더욱 

더 강화 되어 집착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그대로 새로운 

탄생(업유)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 

자체가 집착의 산물로 본다. 그래서 오취온이라 한다. 따라서 

느낌단계에서 알아차려야 한다.  

  

수행처에서 사용하는 말은 “알아차려라!”이다. 좋으면 “좋네”라고 

알아차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났네”라고 알아차리라고 한다. 갈애로 

넘어 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띠(sati)이다.   

  

마음은 알아차릴 대상인가 챙겨야할 대상인가 

  

그런데 사띠를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느낌을 

알아차려라” “성내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라는 말 대신에 “느낌을 

마음챙겨라” “성내는 그 마음을 마음챙겨라”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마음챙김’이라는 용어의 모순이다. 마음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그런 

변화무쌍한 마음을 ‘마음챙겨라’고 말하는 것은 ‘비불교적’이다. 또 

‘마음을 마음챙기는’ 이중적 모순에 빠지고 만다.  

  

마음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단지 그 변화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느낌에 대하여 “알아차려라!”라고 

말하지 “마음챙겨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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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은 간화선에서 말하는 화두챙김과 같은 말이라 본다. 화두는 늘 

챙겨야 할 대상이지 알아차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빠사나 명상에서 마음을 챙겨라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말이다. 

마음은 알아차릴 대상이지 챙겨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느낌 단계에서 알아 차리지 않으면 

  

 한국불교를 여러 단계 레벨업 시킨 각묵스님은 ‘염오-이욕-해탈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염오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데 “전봇대!”를 

기억하자고 말하기도 한다. 구역질 나는 배설물을 보면서 염오를 일으킬 

것을 우스개말로 표현 한 것이다. 그러나 염오를 일으키기 위하여 

전봇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염오해야 할 대상이 

세상이라거나 자기자신이 될 수 없다.  

  

경에 따르면 싫어 하고, 염오하고, 혐오해야 될 대상은 갈애라 본다. 또 

갈애가 더욱 더 강화되어 떨어지지 않는 집착이다. 그러나 모든 

괴로움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갈애에 있다. 그런 갈애의 원인은 

느낌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느낌 단계에서 알아 차리지 않으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느낌은 알아차릴 대상이지 

마음챙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2-11-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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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의 부처님 사자후 

  

  

  

사자후를 들으면 

  

부처님은 종종 백수의 왕이라 불리 우는 사자로 묘사 되기도 한다. 왜 

사자로 불리울까. 상윳따니까야 시하경(사자의 경, S22:78)에 사자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짐승의 왕인 사자가 저녁 무렵 소굴을 나왔다. 소굴을 나와서 기지개를 

켰다. 기지개를 켜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방을 둘러보고 세번 

사자후를 했다. 세번 사자후를 하고 음식을 구하러 나왔다. 

  

수행승들이여,  

모든 짐승들은 짐승의 왕인 사자의 표효하는 소리를 듣고 대부분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 동굴에 사는 자는 동굴로 들어가고, 

물에 사는 자는 물에 들어가고, 숲에 사는 자는 숲으로 들어가고, 

새들은 허공으로 날아 오른다. 

  

수행승들이여,  

마을이나 도시나 수도에서 견고한 포승에 묶인 왕의 코끼리라도 또한 그 

포승을 자르거나 찢어발기고 두려워하여 대소변을 놓고는 그곳을 도망 

나온다. 

  

수행승들이여,  

짐승의 왕인 사자는 이와 같이 축생 가운데 커다란 능력이 있고 이와 

같이 커다란 위세가 있다. 

  

(시하경-Sīha suttaṃ-사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78(3-6), 

전잭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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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자의 사자후를 들으면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질 것이라 한다. 대부분 두려움과 전율을 느껴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마는데 감동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아무리 사자가 무섭기로 

  

주석에 따르면 사자후를 듣고고 두려움과 전율에 빠지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 이는 바른 사자들, 혈통이 좋은 코끼리들, 혈통이 좋은 

황소와 번뇌가 소멸한 성스런 인간이라 한다. 바른 사자들은 

‘태어남이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용맹이 바르다’라고 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혈통의 코끼리는 자신을 믿고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번뇌가 부서진 성자는 자신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사자가 

무섭기로 사자를 무서워 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열가지 특징 

  

부처님은 이렇게 사자의 특징과 위세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백수의 왕인 

사자와도 같은 부처님의 열가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처럼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지혜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이신 세존이 세상에 출현할 때는 이와 같이 '물질은 이러하고 

물질의 생성은 이러하고 물질의 소멸은 이러하다. 감수는 이러하고 

감수의 생성은 이러하고 감수의 소멸은 이러하다. 지각은 이러하고 

지각의 생성은 이러하고 지각의 소멸은 이러하다. 형성은 이러하고 

형성의 생성은 이러하고 형성의 소멸은 이러하다. 의식은 이러하고 

의식의 생성은 이러하고 의식의 소멸은 이러하다' 라고 가르침을 

설한다. 

  

(시하경-Sīha suttaṃ-사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78(3-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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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십호에 대한 것이다. 여래십호 가운데 초기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자신을 지칭하는 여래는 포함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에서는 

포함 되어 있다.  

  

왜 따타가따(tathāgata, 여래)라 하는가 

  

여래를 빠알리어로 따타가따(tathāgata)라 한다. 그런데 전재성 박사는 

‘이렇게 오신님’이라  번역 하였다. 그런 여래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여덟가지로 설명된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일치하도록 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현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이렇게 여덟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역에서 여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를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박사는 이런 

전통을 존중하여 ‘이렇게 오신님’이라는 순한글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여래십호와 순우리말 그리고 빠알리어 

  

 위에 언급된 한글 십호와 빠알리어를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이렇게 오신 님, tathāgato 

2)거룩한 님, arahaṃ 

3)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sammāsambuddho 

4)지혜와 덕행을 갖춘 님, vijjācaraṇasampanno 
5)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sugato 

6)세상을 아는 님, lokavidu 

7)위없이 높으신 님, anut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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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 purisadammasārathī 

9)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satthā devamanussānaṃ 

10) 깨달은 님이신 세존, buddho bhagavā 

  

  

백수의 왕 사자와 같은 부처님은 여러가지 별칭으로 불리워지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는 예외 없이 오온의 생성과 소멸에 

대하여 가르침을 펼쳤다고 한다.  

  

영원주의에 빠진 결과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고 천상에 태어나 수명대로 사는 

존재들은 어떠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행승들이여,  

저 장수하는 하늘사람들은 아름답고 지극히 행복하고 높은 궁전에 

오래도록 살아도 여래의 설법을 듣고 대부분 '벗이여,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상주하지 않는 것을 

상주한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실로 영원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지만 개체가 있다는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 

  

(시하경-Sīha suttaṃ-사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78(3-6), 

전잭성님역) 

  

  

천상에 사는 존재들은 지극히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수명대로 산다. 

이렇게 행복하고 오래 살다 보니 마치 영원히 행복하고 오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바까 범천이 대표적이다.  

  

바까브라흐마경(S6.1.4)에 따르면 바까범천은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의 전생을 잊어 버리고 자아와 이 세상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에 빠졌다. 부처님이 신통으로 바까범천의 전생을 알려 

줌으로서 영원주의가 전도된 인식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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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시호경에서도 부처님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든가,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든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든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든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생각을 지적해 준다.  

  

왜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졌을까 

  

이런 설법을 듣고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는 동시에 감동에 빠진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게송이 잘 말해 준다. 

  

  

Yadā buddho abhiññāya dhammacakkaṃ pavattayi 

Sadevakassa lokassa satthā appaṭipuggalo, 
 

 

"초월적인 능력을 깨달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니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스승과 비교할 사람 없어라 

  

  

Sakkāyañca nirodhañca sakkāyassa ca sambhavaṃ 

Ariyaṃ caṭṭhaṅgikaṃ maggaṃ dukkhūpasamagāminaṃ, 

 

 

개체의 소멸과 

개체의 발생이 있나니, 

여덟가지 고귀한 길이야말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네. 

  

  

Yepi dīghāyukā devā vaṇṇavanto yasassino 
Bhītā santāsamāpāduṃ sīhassevitare migā. 

  

장수하는 신들은  

아름답고 찬양받지만 

사자 앞의 짐승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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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고 전율했네. 

  

  

Avītivattā sakkāyaṃ aniccā kira bho mayaṃ 

Sutvā arahato vākyaṃ vippamuttassa tādinoti. 

  

이미 해탈하신 그와 같은  

거룩한 이의 말을 경청하니 

개체를 초월하지 못하여  

무상한 것은 실로 우리네. 

  

(시하경-Sīha suttaṃ-사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78(3-6), 

전잭성님역) 

  

  

많은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수명대로 산다고 한다. 

인간은 업대로 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 

“인간은 죽을까봐 항상 겁낸다 (Sn.576)” 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명이 

보장 되어 있는 천상의 존재들은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런데 

죽어서 어디서 태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미얀마 속담에 “범천에서 

빛나던 존재도 돼지우리에서 꿀꿀거리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지금 아무리 행복한 존재라도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존재이든지 윤회 할 수 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출현 하여 불사의 진리를 펴신 것이다. 그런 부처님에 대하여 동물들이 

백수의 왕인 사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전율하고 감동한 것 처럼, 

천상의 존재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려워하고 전율하고 

감동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주의가 삿된 견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부처님의 연기법을 알게 되었을 때 

‘전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불사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감동’하였을 것이다. 

  

인간사자의 노래, 나라시하가타(Narasīhagāt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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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을 인간사자에 빗대어 노래한 게송이 있다. 나리시하가타이다. 

나라(Nara)는 사람(Manussa) 를 의미하고, 시하(Sīha)는 사자(Lion)을 

의미하여 나리시하가타를 우리말로 ‘인간사자의 노래’라 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카필라성을 방문하였을 때 

야소다라 부인이 어린 라훌라에게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는 부처님에 

대하여 알려 준 내용이다.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과 고결한 덕성에 

대하여 백수의 왕인 사자를 빗대어 가르쳐 준 것이다.  

  

  

 
  

  

  

나라시하가타 

(Narasīhagāthā) 

  

1.  

붉은 성스러운 두 발은 탁월한 법륜으로 장식되고,  

긴 팔꿈치는 성스러운 징표들로 치장되셨고,  

발등은 불자(拂子)와 양산으로 분장되셨으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2.  

우아하고 고귀한 석가족의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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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성스러운 징표로 가득 차시고,  

세상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 가운데 영웅이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3.  

얼굴 빛은 보름달처럼 빛나고 하늘사람과 인간에게 사랑받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는 코끼리의 제왕과 같으시니 인간 가운데 

코끼리,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4.  

왕족으로 태어난 귀족으로서 하늘사람과 인간의 존귀함을 받는 

님,  

마음은 계율과 삼매로 잘 이루어진 님,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5.  

잘 생긴 코는 길고 두드러지며, 속눈썹은 젊은 여자의 것과 같고, 

눈은 사파이어의 푸른빛이고, 눈썹은 무지게 같으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6.  

잘 생긴 목은 둥글고 부드러우며, 턱은 사자와 같고,  

몸은 짐승의 왕과 같고, 훌륭한 피부는 승묘한 황금색이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7. 

훌륭한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고,  

혀는 주홍처럼 선홍색이고,  

치아는 스무개씩 가지런히 하야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8.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칠흙같은 심청색이고,  

이마는 황금색 평판처럼 청정하고 육계는 새벽의 효성처럼 밝게 

빛나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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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많은 별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달이 창공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수행자들의 제왕은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나라시하가타- Narasīhagāthā - 인간사자의 노래, 전재성님역) 

  

  

2012-11-03 

진흙속의연꽃 

 

 

 

 

 

 

 

 

 

 

 

 

 

 

 

 

 

 

 

 

 

 

 

 

 

 



271 

 

20. 내 등에 짐이 있기에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등이 없었다면’으로 시작되는 시이다. 복지관련기관 로비에서 본 

것이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정호승 시인의 작품으로 되어 있다. 

  

연탄지게꾼의 형형한 눈빛 

  

연탄불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다. 연탄보일러 이전의 시대이다. 그 때 

당시에 누구나 연탄을 때며 한 겨울을 보냈는데, 특히 ‘달동네’ 

‘산동네’라 불리우던 고지대에서 겨울은 가혹한 것이었다. 그래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ㅂ 부엌 한켠에 연탄을 수 백장 가득 쌓아 놓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지대의 경우 길이 좁고 가파르다. 수 백장이나 되는 연탄을 나르기 

위해서는 지게꾼이 필요했다. 그래서 도로가에 있는 연탄공장 또는 

연탄배급소에서 지게꾼이 고지대까지 지게에 가득 연탄을 지고 날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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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지게 

  

  

연탄지게꾼이 진 연탄의 무게는 매우 무거운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온 힘을 다하여 내딛으며 비탈길을 올라가는 지게꾼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 그리고 형형한 눈빛이 떠오른다. 그것도 10 대 

후반이나 스므살 이전의 젊은 지게꾼이었다. 그런 연탄지게는 삶의 

지게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인생의 등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몇 년후 그 지게꾼은 커다란 트럭운전수로 변해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자그마한 체구와 연탄을 가득 실은 커다란 트럭과 매우 

대조 되었다.  

  

공사판의 질통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다. 지방에서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친구이었다. 그러나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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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살아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하여 닥치는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하였다. 그 중에 공사판도 있었다.  

  

그 친구는 방학철 공사판에서 ‘질통’을 매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철 

일하고 나면 학생신분으로서는 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돈으로 다음 학기를 살 밑천을 마련 한 것이다.  

  

공사판에서 질통은 힘든 등짐이다. 마치 연탄지게처럼 질통에 자갈이나 

모래를 가득 담고 가파른 경사판을 한 발 한 발 올라 가는 것이다.  

  

형형한 눈빛과 함께 땀에 범벅이 되어 거친숨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질통정신’의 

산물이서일까 그 친구는 부자가 되었다.  

  

연탄지게꾼의 등짐과 공사판의 질통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좀처럼 경험 할 

수 없는 삶의 무게이다. 등에 짐을 가득 싣고 한 걸을 한 걸음 힘겹게 

옮겼을 때 등을 짖누르는 무게만큼 육체적 고통은 가중 되었을 것이고 

그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트럭운전사가 되었고 나중에 부자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등짐은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끈 귀한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내 등에 짐이 있기에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 간다. 그 짐이 작은 짐을 수도 있고 큰 짐일 

수도 있다. 또 가벼운 짐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때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에 짐이 있다는 사실은 시에서와 같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한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   

  

내 등에 짐이 있었기에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고, 그 짐의 무게로 

인하여 남의 고통도 느낄 수 있고, 그 등짐 때문에 ‘인생의 

거센물결’도 건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에 짐이 있다는 것은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축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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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짐의 종류는 많다.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짐’이 있고, 이를 

부양해야 할  ‘직장의 짐’이 있고,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나라의 짐’이 있다. 이런 짐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등짐이 너무 무거우면 

벗어나고 싶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었을 때 

  

누구나 하루 하루 힘겹게 세상을 살아 간다. 어떤 이는 삶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마치 형벌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등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실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종종 교회 담벼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로 시작되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런 메시지는 바이블에 실려 있는 “수고하 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 장 28-30 절)”문구로 표현 된다.  

  

이런 메세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을 때, 각종 

근심과 걱정 등으로 고달프고 실의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아리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겨 

버린다. 감당하기 어려운 등짐을 떠넘겨 버린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부담이 있을 때 털어 버리면 홀가분하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 

때 포기하면 역시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신적 부담을 

누군가에게 떠 넘겼을 때 역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 대상이 유일신교에서는 ‘창조주’이고, 대승불교라면 

‘불보살’일 것이다. 그러나 자각의 종교인 불교에서 타자에게 떠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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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는 등짐과 같은 육체적인 짐도 있지만 ‘마음의 짐’도 있다. 

더구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졌을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초월적 존재에게 의존하고 떠 

넘기는 방식이다.  

  

신에게 의지하는 방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는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또 낙담하고 절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짐을 내려 놓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짐과 짐꾼과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는 것에 관해 설할 것이니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짐이라고 부르는가? 다섯가지 집착다발을 

짐이라고 부른다. 다섯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 물질의 

집착다발, 느낌의 집착다발, 지각의 집착다발, 형성의 집착다발, 의식의 

집착다발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을 짐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짐꾼이라고 부르는가? 사람을 짐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이름, 이와 같은 성씨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짐꾼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재생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에서 환희하는 갈애이다. 

그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가? 갈애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포기되고 방기되어 집착 없이 해탈하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한다.” 

  

(바라경-Bhāra sutta-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22(3-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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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짐과 짐을 내려 놓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유일신교 

처럼 “수고하 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처럼 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 해결방법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사성제이다.   

  

사성제와 비교해 보니 

  

경에서 부처님은 짐과 짐꾼, 짐을 짊어지는 것, 짐을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사성제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핵심어 사성제 

짐 

( bhāra) 

다섯가지 집착다발 

(pañcupādānakkhandhā,오취온) 

고성제 

짐꾼 

( bhārahāra) 

사람 

(puggala) 

짐을 짊어지는 것 

(bhārādānaṃ) 

갈애 

(taṇhā) 집성제 

짐을 내려놓는 것 

(bhāranikkhepanaṃ) 

해탈 

(mutti) 

멸성제 

  

  

짐과 짐꾼은 고성제, 짐을 짊어지는 것은 집성제, 짐을 내려놓는 것은 

멸성제에 해당 된다. 짐을 내려 놓는 방법에 대한 것 즉, 도성제는 

경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성제는 도성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짐을 내려 놓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고성제의 핵심 오취온(pañcupādānakkhandhā) 

  

짐과 짐꾼은 고성제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 짐(bhāra)은 고성제에서의 

‘오취온(pañcupādānakkhandhā)’인 것을 알 수 있다. 오취온 

고성제에서 핵심단어이다. 초전법륜경에서 고성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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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생노병사등 사고와 팔고 등의 괴로움이 모두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오취온)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런 

오취온은 무엇일까. 

  

오취온은 오온에 대하여 나,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존재를 윤회하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중생계는 반드시 집착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아라한이 되면 집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라한이 되면 오취온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오온과 

오취온은 다른 것이 된다. 그러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여기는 집착이 있는 한 오온과 오취온은 같은 말이 된다. 

이와 같은 오취온에 대하여 경에서는 짐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자아라고 오해될 수 있는 짐꾼(bhārahāra) 

  

짐이 있다면 짐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탄지게나 질통이 짐이라면 

이를 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경에서는 짐꾼(bhārahāra, 바라하라)이라 

하였다. 그리고 짐꾼은 다름 아닌 ‘사람(puggala, 뿍갈라)’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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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제로 설명되는 짐과 짐꾼의 관계에 있어서 종종 짐꾼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바라경에 대한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짐이란 경에서는 종종 후대의 불교에서 자아의 존재로서 

오해되어 왔던 짐꾼(bharaharo)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거기서 짐꾼이 

사람이라면 짐을 짊어지는 것은 갈애가 생겨나는 현상이고 짐을 

내려놓는 것은 갈애가 소멸하여 해탈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드워즈가 

우려하는 것처럼 바라하로를 짐꾼이라고 번역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붓다고싸는 '짐은 괴로움의 진리(苦諦)이다. 그것을 짊어지면 그것이 

생성의 진리(集諦)이고 그것을 내려 놓으면 그것이 소멸의 

진리(滅諦)이고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길의 진리(道諦)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아라고 오해될 수 있는 짐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붓다고싸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토끼뿔처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에 대하여 '있다' 거나 '없다' 라는 것이 모두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케이스는 이 경전을 편집한 자가 자아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경전의 편집자는 붓다고싸나 바쑤반두나 

야쏘미트라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이 다섯가지 존재의 다발 즉 

오온(五蘊)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경전이 개인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은 정당화된다' 

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우드워즈는 불교적 관점에서 짐꾼은 결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짊어지는 것은 있다고 주장해서 바라하로를 '나르는 자' 

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맥으로 

보아 '짐꾼' 이라는 번역어를 피하기는 어렵다. 

  

(쌍윳따니까야 3 권 존재의 다발 모아엮음 해제, 전재성박사) 

  

  

경에서 짐꾼이라는 말이 사용 되고 있고 이를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진아론자나 영원주의자들은 자아개념의 근거가 되는 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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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짐꾼이라는 말이 마치 변치 않는 영혼처럼 

세세생생 윤회하는 아뜨만과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물리적 복합체로서의 자아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아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떤 변치 않는 자아를 

상정한다는 것은 ‘토끼뿔’처럼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에서 짐꾼으로 표현 되어 있기 때문에 짐꾼이라는 

번역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짐꾼은 단지 어떤 사람이고 

짐은 그의 정신물리적 복합체이고 그것을 취하고 내려놓는 것은 갈애의 

작용과 소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초기불교가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의미에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랄라쎄케라는 초기 

불교의 자아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1.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 

2.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자아 

3. 정신물리적 복합체로서의 개인 

  

분명히 초기불교의 관점은 존재의 다발이 보여주는 세번째 의미의 

자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 과 2 의 관점은 부정된다.  

  

(쌍윳따니까야 3 권 존재의 다발 모아엮음 해제, 전재성박사) 

  

  

해제에 따르면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나 토끼뿔과도 같은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부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정신물리적 복합체로서의 

자아는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습적인 명칭에 불과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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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신물리적 복합체로서의 자아는 무엇일까. 이는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자아를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온으로서의 자아는 존재한다. 그런 자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온의 상호작용에 따라 존재하는 자아를 

말한다. 그래서 짐과 짐꾼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의 주석에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리스 데이비즈 부인이 ‘Buddhist Psychology’p.259 에서 밝힌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에 짐을 내려놓고 다시 태어날 때에는 짐을 취하는 

형식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붓다고싸는 Srp.II.264 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짐꾼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단지 인습적인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태어나는 순간에 존재의 다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목욕하고 먹고 앉고 누음으로써 짐을 유지하고, 죽는 순간에는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다른 짐을 지기 때문에 짐꾼이라고 

한다.’ 

  

독자부(puggalavada)는 이 경의 구절을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개인의 존재의 증명으로 삼는다. 그들의 변화를 

통해 유지되다가 다시 태어나고 열반에 들기도 하는 것은 이 

‘사람(puggala)’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다른 불교학파에서는 

이교적인 진아론(眞我論)의 변형이라고 비판한다. 불교의 정통이론에 

따르면, 그 ‘사람(puggala)’은 단지 다섯가지 준재의 다발에서 유래된 

개념이나 인습적인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바라경-Bhāra sutta-짐의 경 주석, 전재성박사) 

  

  

경에서 짐과 짐꾼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아론자들이 이 바라경의 문구를 유아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짐꾼에 대하여 윤회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 하지 못하였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에서 말한 짐꾼이라는 표현은 인습적인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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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짐꾼이나 사람이라는 말은 인습적이고 관습적인 명칭과 

표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짐을 오취온이라 하였고, 

이를 지고 가는 사람인 짐꾼을 사람아라 하였다. 마치 나의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 직책상의 이름, 주민번호의 이름, 아이디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과 같다.  

  

따뜨라 따뜨라비난디니(tatra tatrābhinandinī) 

  

고성제 다음에 집성제인데, 경에서는 이를 ‘짐을 짊어지는 

것(bhārādānaṃ)’이라고 표현 하였다. 여기 연탄이나 자갈이 있는데, 

이를 연탄지게나 질통에 넣어 짐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더구나 정신적인 짐을 짊어지게 

되었을 때 더욱 괴롭다. 그런 짐은 어떻게 해서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경에서는 “그것은 재생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에서 환희하는 갈애이다.”라고 표현 하였다. 갈애로 인하여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환희’하는 갈애 때문이라 

하였다.‘여기저기에서 환희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저기에서 환희하다’는 말을 빠알리어로 ‘따뜨라 

따뜨라비난디니(tatra tatrābhinandinī)’라 한다. 이는 여기 저기에서 

즐길거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나름대로의 즐길거리를 찾고, 가난한 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즐길거리를 찾는다.  

  

이렇게 존재들이 여기 저기서 즐길거리를 찾는 것은 다름 아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 

때문이다.  이런 갈애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 다시 

태어남(ponobhavikā, 뽀노바위까)을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짐을 짊어지는 것’에 대하여 

사성제의 집성제에서 갈애로 본 것이다. 

  

짊을 내려 놓는다는 것 

  

‘짐을 짊어지는 것’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갈애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짐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를 ‘짐을 

내려놓는 것(bhāranikkhepanaṃ)’이라 하였다. 이는 “갈애가 남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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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소멸되고 포기되고 방기되어 집착 없이 해탈”로 표현 

되었다. 이는 다름아닌 멸성제로서 해탈과 열반의 실현이다. 열반을 

성취하여야 비로서 짐을 내려 놓게 되는 것이다.  

  

갈애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렇게 부처님은 짐과 짐꾼을 고성제로, 짐을 짊어지는 것을 집성제로, 

짐을 내려놓는 것을 멸성제로 설명하였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와 대비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으시었다. 

  

  

Bhārā bhave pañcakkhandhā   바라 바웨 빤짜칸다 

bhārahāro ca puggalo,  바라하로 짜 뿍갈로 

Bhārādānaṃ dukhaṃ loke  바라다낭 둑캉 로께 

bhāranikkhepanaṃ sukhaṃ.  바라닉케빠낭 수캉 

  

짐은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이며  

세상의 짐꾼은 사람이니 

짐을 짊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며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안락이네. 

  

  

Nikkhipitvā garuṃ bhāraṃ  닉키삐뜨와 가룽 바랑 

aññaṃ bhāraṃ anādiya, 안냥 바랑 아나디야 

Samūlaṃ taṇhaṃ abbuyha  사물랑 딴항 압부이하 

nicchāto parinibbuto.  닛찬또 빠리닙부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다른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갈애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욕심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네. 

  

(바라경-Bhāra sutta-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22(3-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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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처님은 짐과 짐꾼을 오온 (pañcakkhandhā)으로 표현하고, 짐을 

짊어지는 것을 괴로움(dukha)이라 하였고, 짐을 내려 놓은 것을 

행복(sukha)이라 하였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오게 하는 갈애를 뿌리 

째 뽑아 버렸을 때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은 “수고하 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유일신교의 가르침 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천적이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누구나 짐을 짊어지고 살아 간다. 어떤 이는 등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어떤 이는 짐에 짓눌려 형벌 같은 삶을 살아 

가기도 한다. 그런 짐들은 모두 자신과 관련 있는 것들이다.  

  

내 등에 짊어진 짐이 무겁기는 하지만 그 짐이 있음으로 인하여 짐을 

내려 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인은 ‘내등의 

짐’ 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 하였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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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등의 짐)  

                             

  

  

  

2012-11-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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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처님에게 청원한 하느님(梵天) 

  

  

  

하루를 살더라도 

  

“아침에 도를 이루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夕死可也)” 공자가 

한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말이 불교에도 있다. 법구경 ‘천의 품 

(Sahassavagga)’ 이 그것이다. 천의 품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o ca vassasataṃ jīve  요 짜 와싸사땅 지웨 

apassaṃ amataṃ padaṃ  아빳상 아마땅 빠당 

ekāhaṃ jīvitaṃ seyyo  에까항 지위땅 세이요 

passato amataṃ padaṃ  빳사또 아마땅 빠당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법구경, Dhp11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죽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죽지 않는 진리’를 보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진리를 알면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불사는 어떤 의미일까. 

  

죽음과 불사는 어떻게 다른가 

  

불사(不死, amata)는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사(死)는 죽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죽는 다는 것은 오온의 파괴를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죽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사란 무엇일까. 역시 오온의 파괴로 본다. 그러나 이 때 

오온의 파괴는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아’의 파괴이다. 

중생들의 죽음은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아라고 집착된 오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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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되지만, 번뇌 다한 아라한의 죽음은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아’라고 여겨지는 집착이 떠난 오온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결코 실재하는 사건의 체험할 수 없다. 우리는 

남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사유할 뿐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죽음은 죽음, 또는 죽음에 접근에 대한 사유에 대한 체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위법적 사유의 근본구조 속에서 죽음을 사유하면서 

그것을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아’로 동일시 하여 실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해서 사유하는 자아와 동일시되는 존재의 다발은 

죽음과 동일시 된다. 모든 사물의 변화는 유위법적이며 그 속성을 

주이성(住異性)에 두는 무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괴로움을 수반하며 

본질적으로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죽음(死: marana)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더 이상 자아를 갖고 있지 않은 아라한의 

체험 속에는 변화와 소멸은 자각 되지만 늙고 죽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한에게서의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내려놓음(jīvita pariyādāna)’이라고 불린다. 아라한의 체험에는 

구조적으로 불사(不死: amata)가 수반된다. 

  

(Dhp114 주석, 전재성박사 역자주) 

  

  

불사에 대한 전재성 박사의 역자주에 따르면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 

아라한의 죽음과 아라한이 아닌 존재의 죽음이다.  

  

표를 만들어 보면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죽음(死: marana) 불사(不死: amata) 

오온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아’로 동일시 하여 

실재하는 것으로 여김. 

자아를 갖고 있지 않은 

아라한의 체험. 

오온의 파괴 사유하는 자아와 

동일시되는 존재의 

존재의 다발(오온)의 

파괴는 죽음이 아니라 



287 

 

다발(오온)은 죽음과 

동일시함. 

생명의 내려놓음(jīvita 

pariyādāna)으로 봄 

죽음 괴로움을 수반하며 

본질적으로 존재의 

다발(오온)의 파괴는 

죽음(死: marana)으로 

이해함. 

아라한의 체험에는 

구조적으로 불사(不死: 

amata)가 수반됨. 

  

  

죽음이라고 해서 똑 같은 죽음이 아니다. 번뇌에 가득찬 범부와 번뇌 

다한 아라한의 죽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부의 오온에 

대한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 부르지만, 번뇌 다한 아라한의 오온에 

대한 죽음을 ‘죽지 않은  죽음’ 또는 ‘불사’라 부르는  것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도를 이루면 오늘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말이나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 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맥상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사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구원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예를 

아리야빠리예사나경(고귀한 구함의 경, M26)에서 본다. 

  

한편의 대서사시, 아리야빠리예사나경 (고귀한 구함의 경, M26)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은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고 난 후 그 깨달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마치 대서사극을 보는 듯 하다. 또 법화경에서 영산회상을 연상시키듯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장대한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 이와 같은 

대서사시에서 말하고자 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법구경의 한 게송을 보면 

알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법구경 114 번 게송과 연계 되어 있는 115 번 게송은 다음과 

같다. 

  

  

Yo ca vassasataṃ jīve  요 짜 왓사사땅 지웨 

apassaṃ dhammamuttamaṃ  아빳상 담마뭇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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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āhaṃ jīvitaṃ seyyo  에까항 지위땅 세이요 

passato dhammamuttamaṃ  빳사또 담마뭇따망. 

  

최상의 원리를 보지 못하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최상의 원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법구경, Dhp115,전재성님역) 

  

  

게송에서 ‘최상의 원리(dhammamuttamaṃ)’ 란 무엇일까. 주석에 

따르면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九出世間法, nava 

lokuttaradhamma)’라 한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러한 

원리를 꿰뚫어 아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자의 

백년 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야빠리예사나경는 이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구차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대서사시 

형식으로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Paṭisotagāmi, 빠띠소따가미) 

  

아리야빠리예사나경에서 총 네 개의 게송이 나온다. 주로 상윳따니까야 

브라흐마야짜나경(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 S6:1)의 게송과 일치한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다음 브라흐마 사함빠띠와 나눈 대화에 대한 

게송이다. 첫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Kiccena me adhigataṃ    낏쩨나 메 아디가땅 

halandāni pakāsituṃ,    하란다니 빠까시뚱 

Rāgadosaparetehi nāyaṃ   라가도사빠레떼히 나양 

dhammo susambudho.    담모 수삼부도 

  

Paṭisotagāmiṃ nipuṇaṃ   빠띠소따가밍 니뿌낭 

gambhīraṃ duddasaṃ aṇuṃ   감비랑 둣다상 아눙 

Rāgarattā na dakkhinti  라가랏따 나 닥킨띠 

tamokkhandhena āvaṭāti.   따목칸데나 아와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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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왜 내가 지금 설해야 하나.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드네. 

  

흐름을 거슬러가 오묘하며 

심오하고 미세한 진리는 보기 어렵네. 

어둠의 무리에 뒤덮인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하네.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부처님이 증득한 진리는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진리는 사고를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  

  

그런 진리는 원래부터 있었다. 단지 모르고 있던 것을 부처님이 지혜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범부들이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범부들은 일반적으로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흐름을 거슬러(Paṭisotagāmi, 
빠띠소따가미)’ 가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위라가(viraga)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세상에서 흐름은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욕락을 추구하며, 동시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란다. 그런데 

부처님이 증득한 불사의 진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즉 탐진치를 소멸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결코 불사의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 모든 형성의 그침(sabbhasankharasamatha) 

2) 모든 집착의 보내 버림(sabbhupadhipatinissa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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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애의 부숨(tanhakkhaya) 

4) 사라짐(viraga) 

5) 소멸(niroda) 

6) 열반(nibbana) 

  

  

이렇게 여섯가지이다. 

  

여기서 네 번째의 ‘사라짐’은 빠알리어로 위라가(viraga) 인데, 원래 

뜻은 ‘색깔이 바래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초불 

각묵스님은 이 번역어에 대하여 ‘탐욕이 빛바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각묵스님은 ‘색깔이 바래다’는 표현에 탐욕을 덧 붙여 ‘탐욕이 

빛바래다’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는 탐욕이 모든 번뇌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표현’이라 보여진다. 빛바래는 것은 탐욕 

뿐만 아니라 성냄, 갈애 등 온갖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전재성 박사는 위라가에 대하여 단지 ‘사라짐’이라고 표현 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위라가는 다섯번째의 소멸(niroda,  니로다)과 구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로다는 ‘부수어 없어짐’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성제의 멸성제에 쓰이는 말이다.  

  

탐진치에 절어 사는 뭇삶(중생)들 

  

이렇게 어렵게 증득한 진리에 대하여 부처님은 설하지 않으려 하였다. 

일체지를 증득한 부처님이 탐진치에 절어 사는 뭇삶(중생)들이 가르침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 보고 

있던 브라흐마 사함빠띠에 의하여 반전된다. 

  

부처님이 불사의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함빠띠를 

비롯한 뭇삶들은 윤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함빠띠는 

“참으로 세계는 멸망한다. 참으로 세계는 파괴된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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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에게 청원한 브라흐마 사함빠띠 (brahmā sahampati)는 어떤 

인물일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하느님 싸함빠띠는 깟사빠 부처님 당시 싸하까(sahaka)라는 장로이었다. 

그는 첫 번째의 선정에서 목숨을 마치고 ‘한 우주기(겁)를 사는 

하느님(일겁범천,  kappayugabrahma)이 되었다. 쿠르트 슈미트는 

Brm.92 에서 싸함빠띠는 아마도 베다시대의 쓰와얌빠디(Svayampati) 

‘자신의 주인’을 뜻한다고 한다. 그것은 ‘샵따빠타 

브라흐마나(Saptapatha-Brahmana VI.1.1.)에 등장하는 절대자를 말한다. 

그러나 아마도 고따마 붓다의 시대에는 DN.9 에 따르면, 더 이상 

이해되지 않고, 민속적인 어원분석을 통해 쏘-아함-빠띠(so-aham-pati: 

‘내가 그 주인이다’.)라고 변형 되었을 것이다.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의 

주석, 전재성박사) 

  

  

전재성박사는 빠알리어 브라흐마에 대하여 ‘하느님’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번역스타일에 대하여 “기독교의 하느님도 우리 고유의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인 용어”라며 “불교의 범천을 하느님으로 번역하고 

있다”라고 이띠붓따까 책 출간에서 말했다. 그래서 ‘브라흐마 

사함빠띠(brahmā sahampati)’를 ‘하느님 사함빠띠’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 사함빠띠는 한 우주의 겁을 사는 하느님이라 한다.  이는 주석에서 

깟사빠 부처님 당시 장로 이었는데 한 세계의 하느님으로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성주괴공 속의 하느님이고, 또 무상한 존재로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범부중생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하느님이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교의 창조주와 절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함빠띠라는 어원이 ‘내가 그 주인이다’ “내가 

그이니라”라는 뜻의 ‘쏘-아함-빠띠(so-aham-pati)’라 한다. 

  

부처님에게 애걸한 하느님 

  

이렇게 한 세계의 창조주이자 절대자인 하느님 사함빠띠가 부처님에게 

청원하였다. 애걸하듯이 간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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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turahosi magadhesu pubbe,  

Dhammo asuddho samalehi cintito.  

Avāpuretaṃ1 amatassa dvāraṃ,  

Suṇantu dhammaṃ vimalenānubuddhaṃ.  

Sele yathā pabbatamuddhaniṭṭhito,  
Yathāpi passe janataṃ samantato,  

Tathūpamaṃ dhammamayaṃ sumedha,  

Pāsādamāruyha samantacakkhu,  

Sokāvatiṇṇaṃ janatamapetasoko,  

Avekkhassu jātijarābhibhūtaṃ  

Uṭṭhehi vīra vijitasaṅgāma satthavāha anaṇa vicara loke,  
Desassu4 bhagavā dhammaṃ aññātāro bhavissantī  

  

일찍이 번뇌에 물든 자들이 생각해낸  

부정한 가르침이 일찍이 마가다 인들에게 퍼져있으니, 

불사의 문을 열어젖히소서! 청정한 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산꼭대기의 바위 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굽어보는 것처럼, 

현자여, 널리 보는 눈을 지닌 님이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르소서. 

슬픔을 여윈 님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태어남과 늙음에 고통받는 뭇 삶을 보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거니소서. 

캐러밴의 지도자여, 허물없는 님이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주소서.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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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은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때로는 

찬탄의 말로, 때로는 읍소하는 형식으로 갖가지 표현을 총동원하여 

부처님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 듣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송에서 ‘허물없는 님이여’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빠알리어 

‘아나나(anaṇa)’를 말하는데, ‘빚이 없는 자’라는 뜻이다. 재가자의 

행복 중에 ‘빚 없는 행복’도 있는데, 이 게송은 부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물 없는’ 뜻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하느님의 거듭된 요청에 

  

이와 같은 하느님의 거듭된 요청에 부처님은 뭇삶(중생)들의 자비심 

때문에 불안(佛眼)으로 세상을 바라 보게 되었다. 그러자 부처님의 

눈에는 많이 오염된자, 덜 오염된 자등 갖가지 뭇삶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를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를 들어 비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꽃에 대한 빠알리어 이름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빠알리 원전에는 ‘uppaliniyaṃ vā paduminiyaṃ vā 

puṇḍarīkiniyaṃ’로 되어 있는데, 청련화는 우빨리니(uppalini)이고, 

홍련화는 빠두미니(padumini)이고, 백련화는 뿐다리끼니(puṇḍarīkini)로 

되어 있다.  

  

  

 
  

 Blue l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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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련화와 백련화 

  

천수경에 육자진언이 있다.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때 padme 가 ‘연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빠알리어 

빠두미니(padumini)가 홍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육자진언에서의 

빠드메(padme)는 ‘홍련화’임을 알 수 있다. 

  

묘법연화경의 산스크리트어 명칭은 삿다르마 뿐다리까 

수뜨라(Saddharma-pundarika-sutra)'이다.   삿다르마는 ‘정법’이라는 

뜻이고, 뿐다리까는 ‘백련화’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붙인다면 '정법백련화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한역한 구마라습은 

'묘법연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뿐다리까는  빠알리어 

뿐다리끼니(puṇḍarīkini)와 같은 말이다. 따라서 묘법연화경에서의 

연화는 ‘백련화’인 것이다. 

  

“불사의 문은 열렸다”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두 제각각이다. 어느 경우는 물속에서만 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수면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수면을 벗어나 

물에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뭇삶등의 근기가 매우 다양함을 

말한다. 따라서 덜 오염된 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하느님에게 

답하였다. 

  

  

Apārutā tesaṃ amatassa dvārā   아빠루따 떼상 아마땃사 드와라 

Ye sotavanto pamuñcantu saddhaṃ  예 소따완또 빠문짠뚜 삿당 

Vihiṃsasaññi paguṇaṃ nabhāsiṃ,  위힝사산니 빠구낭 나바싱 

Dhammaṃ paṇītaṃ manujesu brahme ti. 담망 빠니땅 마누제수 브라흐메 

띠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하느님이여, 나는 곤란을 예견하고 

극히 미묘한 진리를 설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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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Apārutā tesaṃ amatassa 

dvārā)’라는 말로 법을 설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법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였다. 이는 예전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다.   

  

왜 피곤하다고 하였을까 

  

부처님의 불사의 진리를 성취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사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첫번째 

조건이 ‘유신견’의 타파이다. 몸과 마음에 대하여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창조주를 믿는 

영원주의자들이나  육사외도의 경우 단멸주의자, 허무주의자 등은 

철저하게 자아를 거머 쥐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예전의 잘못된 

믿음이나 신앙을 버리라고 한 것이다. 

  

게송에서 세 번째 문구인 나는 ‘곤란을 예견하고 

(Vihiṃsasaññi)’라는 말은 무슨뜻일까. 이 문구에 대한 이전 번역어는 

‘나는 상처받는다는 생각으로’라고 되어 있었다. 개정판에서 문구가 

바뀐 것이다. 이 문구를  포함 하여 3, 4 행의 게송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고 있다. 

  

  

나는 내가 잘 만들어낸 극히 미묘한 최상의 진리를 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피곤하리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인류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게 될 믿음의 그릇을 

제공할 것이다. 

  

  

부처님이 영원주의자나 단멸론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하여 

피곤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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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전철에서 ‘예천불지’를 부르짖는 자들이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법을 설해 

보았자 양측 모두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을 내려 놓고 그 다음에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법을 청할 때, 법을 설해야 피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침내 길을 떠나고 

  

이렇게 법을 설하기로 결정한 부처님은 마침내 길을 떠난다. 

‘아리야빠리예사나경’에 따르면 옛스승인 알라라 깔라마와 웃따까 

라마뿟따를 떠 올렸으나 이미 죽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전에 함께 

수행하였던 다섯명의 수행자를 떠 올렸다. 다섯명의 수행자에게 

설명하면 가장 빠르게 이해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섯 

수행자가 있는 바라나시를 향하여 출발한 것이다.  

  

부처님의 첫 제가 될 뻔한 우빠까 

  

그런데 도중에 한 외도 수행자를 만났다. 사명외도 ‘우빠까’이다. 

정각을 이루고 난 후 처음 만나는 수행자이다.  

  

먼저 우빠까가 말을 건다. 이유는 안색 등 겉으로 보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빠까가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맑고 피부색은 

청정하다. 벗이여, 그대는 무엇을 위하여 출가하였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즐겨 배우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답한다. 

  

  

Sabbāhibhū sabbavidūhamasmī  

Sabbesu dhammesu anūpalitto,  

Sabbañjaho taṇhakkhaye vimutto  
Sayaṃ abhiññāya kamuddiseyyaṃ?  

 

 

Na me ācariyo atthi sadiso me na vijjati,  

Sadevakasmiṃ lokasmiṃ natthi me paṭipugg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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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ṃ hi arahā loke ahaṃ satthā anuttaro,  

Ekomhi sammāsambuddho sītibhūtosmi nibbuto.  

 

 

Dhammacakkaṃ pavattetuṃ gacchāmi kāsinaṃ puraṃ,  

Andhabhūtasmiṃ lokasmiṃ āhañchaṃ5 amatadundubhinti.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 일체를 아는 자. 

모든 상태에 오염되는 것이 없으니 

일체를 버리고 갈애를 부수어 해탈을 이루었네 

스스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그와 유사한 것도 없고, 

하늘과 인간에서 나와 견줄만한 이 없네.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님, 위없는 스승이고 

유일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자로서 청량한 적멸을 얻었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하여 까씨 성으로 가네 

눈 먼 세계에서 불사의 북을 두드리리.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역) 

  

  

이 게송을 보면 부처님은 자신감에 넘쳐 보인다. 이제 막 정각을 이루고 

난 젊은 부처님의 패기가 넘쳐 나는 게송이다. 그런 부처님은 

감각기관도 맑고 피부색도 청정하여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데, 

부처님은 우빠까에게 자신은 승리자, 일체지자 등의 최상급 용어를 

사용하요 부처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은 일체를 아는 

자라 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일체지 (一切智, 삽반누따 냐나. sabbaññuta ñā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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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대승불교 전통에서 부처님의 교법에 대하여 덜 완성된 것, 

불완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과 글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강조 한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대승불교를 거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거듭발전하고 진화해 온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주류불교(테라와다)에서는 선사들의 생각과 다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본다. 이는 

깨닫고 난 다음과 가르침으로 펴는 동안 또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 깨달았을 당시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 (一切智, 삽반누따 냐나. 

sabbaññuta ñāṇa)’를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차제정이란 무엇인가 

  

일체지자로서의 부처님은 마침내 다섯수행자를 대상으로 법을 편다. 

주석에 따르면 가르침을 펼친지 2 주 후에 모두 진리의 흐름에 

든자(예류자)가 되었고, 무아의 특징경(무아상경)을 설했을 때 모두 

부처님과 같은 경지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경에 있는데 법구경에서 말한 최상의 원리(dhammamuttamaṃ)이다. 이는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九出世間法, nava lokuttaradhamma)’이라 

하며 또 다른 말로 구차제정이라 한다.  

  

구차제정이란 곧이어 소개되는 첫번째 선정인 초선에서부터 열반의 

상태인 상수멸정에 이르기까지의 아홉 가지 선정의 단계를 말한다. 경에 

실려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차제정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차제정 
구분 내   용 비   고 

첫 번째 선정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남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춤 

  

두 번째 선정 

  

사유와 숙고를 멈춘 뒤, 안으로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통일하고, 사유를 뛰어넘고 

숙고를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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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선정 

  

희열이 사라진 뒤, 아직 신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지만, 깊이 새기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평정하게 지냄 

  

네 번째 선정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괴로움을 

뛰어넘고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정하고 

새김이 깊고 청정함 

  

무한한 공간의 

세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형상의 

지각들을 뛰어넘어 대상의 지각들이 

사라지고 다양성에의 지각들에 정신을 

쓰지 않음으로써 공간은 무한하다. 

공무변처 

(空無邊處) 

ākāsānañcāyatana 

무한한 의식의 

세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무한한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든다. 

식무변처 

(識無邊處) 

viññāṇañcāyatana 
아무 것도 없는 

세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한한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아무 것도 

없는 세계’에 든다. 

무소유처 

(無所有處) 

ākiñcaññāyatana 

알라라 깔라마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것도 없는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든다. 

비상비비상처 

(非想非非想處)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 

웃따까 라마뿟따 

지각과 느낌의 

소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 지혜로써 보아 

번뇌가 소멸된 것을 안다. 

상수멸정 

(想受滅定) 

Saññāvedayitanirodha 

 열반 

  

  

  

열반에 이르기까지 아홉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의 경우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와 웃따까 라마뿟따로 부터 배운 경지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경지가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함을 알고 스승으로 부터 

떠나게 된다. 그리고 홀로 수행하여 마침내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경지가 이제까지 아무도 가 본적이 없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 (saññāvedayitanirodha)’단계이다. 이를 한자어로 

상수멸정(想受滅定) 이라 한다.  이 상수멸정단계에 이르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 지혜로써 보아 번뇌가 소멸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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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열반’이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경에 따르면 두고 ‘악마를 눈멀게 만들고, 악마의 눈을 뽑아,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은 자’라고 하였다. 

그것은 악마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경에서 말하는 악마는 

일반적으로 오취온, 오염, 윤회의 지속으로 이끄는 경향, 죽음, 

하늘아들로서의 악마 이렇게 다섯가지를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아리야빠리예사나경을 읽다 보면 장대한 대 서사시를 읽는 것 같다. 

그리고 법화경의 영산회상을 연상시키는 장대한 스케일도 맛 볼 수 있는 

것 같다. 부처님이 등장하는 무대에 하느님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하느님은 부처님 당시 주류종교인 브라만교의 하느님이었다.  

  

그런 하느님이 부처님에게 청원을 한다. 불사의 진리를 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일 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세계는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라 한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브라만교의 하느님 역시 윤회할 수 

밖에 없는 무상한 범부중생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애청에 결국 부처님은 진리를 설하기로 결심한다. 그런 

과정이 고스란히 경에 담겨 있는데, 경을 읽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부처님임을 알 수 있다. 

  

  

2012-11-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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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처님 말씀도 상품화 하다니!  

  

   

커피 한 잔 값도 안된다는데 

  

불교방송을 듣다 보면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라는 광고방송을 듣게 된다. 

정목스님의 음성으로 소개 되고 있는 이 광고방송에 따르면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문자를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전달 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무료는 아니다. 후원금 형식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 BBS 불교 방송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한달에 

3.240 원이다. 하루 108 원씩 하여 30 일을 곱한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가격임을 강조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 해줄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열흘 

무료체험을 할 수 있고, 최대 5명에게 무료로 소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처님 말씀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후원금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건당 108 원에 받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현 

세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스마트폰에서 문자로 접한 부처님 말씀 

  

스마트폰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문자로 접할 수 있다. 불교 TV 앱에 

접속하면 ‘오늘의 법문’이라는 방이 있는데 법구경 등 짤막한 

문장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는 별도로 요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 해 

주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요금에 다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마트폰에 실려 있는 오늘의 법문 중의 하나를 보았다. 11 월 9 일자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법구경 게송이 실려 있다. 

  

  

한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과 잡목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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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으라. 

  

(법구경, 불교 TV,  오늘의 법문 2012-11-09 일자) 

  

  

게송을 보면 법구경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몇 번 게송인지, 누구 

번역인지 나와 있지 않다.  

  

정반대의 번역 

  

법구경을 찾아 보았다. 283 번 게송이다. 283 번 게송은 ‘길의 

품(Maggavagga)’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 게송을 보니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내용과 다르다. 전재성 박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숲을 잘라버려라. 

나무는 말고,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니 

수행승들이여, 숲과 덤불을 자르면 

그대들은 숲에서 벗어나리. 

(법구경, Dhp283, 전재성님역) 

  

  

두 번역을 비교해 보니 마치 다른 게송을 보는 것 같다.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1 행과 2 행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불교 TV 의 번역을 보면 “나무를 자르고 숲을 자르라”라는 식의 

번역이다. 그러나 전재성 박사의 번역은 이와 정반대이다. “숲을 

자르라, 나무는 자르지 말고”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막스 뮐러’류 번역에 의존한 결과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정반대의 번역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의 법구경-담마파다 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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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아마도 근대 위대한 인도학자 막스 뮐러의 법구경번역에 

의존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지 모른다. 

  

오늘날 서구에서 현대어로 번역된 주요한 법구경들은 파우스 뵐의 

라틴어 법구경을 제외하면, 최초의 영어 법구경의 역자인 막스 뮐러에 

주로 의존한다. 그러나 막스 뮐러류의 번역은 역자의 번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위 시의 ‘숲을 잘라버려라. 나무는 말고,’라는 대목을 

‘숲을 자르라. 하나의 나무만이 아니라.’라고 번역한다.  

  

(법구경 해제, 전재성박사) 

  

  

오늘날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최초로 영역된 막스 뮐러에 의존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사양에 법구경에 최초로 알려진 것은 1855 년 덴마크 

학자 파우스 뵐이 빠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후 1870 년 

막스 뮐러가 빠알리어 법구경을 영역한 것이 영어권에서는 최초의 

일이다. 이후 대부분의 번역서가 막스 뮐러의 번역을 참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재성 박사의 경우 전통적인 빠알리 주석서를 참고한 

번역이라고 한다. 

  

새내기 출가승을 위해서 

  

그렇다면 ‘숲을 잘라 버려라’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해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붓다고싸에 따르면, ‘숲을 잘라버려라.’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출가한지 오래되지 않은 수행승들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승이 우리로 하여금 도끼를 가지고 

숲을 잘라버리게끔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숲을 잘라버려라. 

나무는 말고’라는 말은 실제 나무들을 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는 이 말을 감각적 쾌락의 욕망,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의 ‘숲’과 관련하여 말한 것이지 실제의 나무들과 관련해서 말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법구경 해제, 전재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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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잘라버려라. 나무는 말고’라는 말은 새내기 출가승을 

위해서라고 한다. 잘라야 될 것은 욕망이지 실제 숲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는 자르지 말고’ 라는 말을 덧 붙였다고 

하였다. 

  

거해스님의 번역을 보면 

  

참고로 거해스님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 빅쿠들이여! 욕망의 숲을 쳐 버려라. 

이는 진짜 나무를 친다는 뜻이 아니니 

욕망의 숲은 위험을 낳는 것 

그것을 뿌리까지 모두 제거하라. 

그러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니. 

  

(법구경, Dhp283, 거해스님역) 

  

  

거해 스님의 번역을 보면 ‘이는 진짜 나무를 친다는 뜻이 아니니’라고 

하여 주석적, 설명적 번역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재성박사의 ‘숲을 잘라버려라. 나무는 말고’라는 번역과 뜻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빠알리어를 보면 

  

283 번 게송에 대한 빠알리어를 보면 다음과 다음과 같다. 

  

  

Vanaṃ chindatha mā rukkhaṃ,   와낭 친다타 마 룩캉 

vanato jāyatī bhayaṃ,    와나또 자야띠 바양 

Chetvā vanañca vanathañca,   체뜨와 와냔짜 와나탄짜 

nibbanā hotha bhikkhavo.    닙바나 호타 빅카오 

  

숲을 잘라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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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말고,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니 

수행승들이여, 숲과 덤불을 자르면 

그대들은 숲에서 벗어나리. 

  

(법구경, Dhp283, 전재성님역) 

  

  

 
  

 

베어 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숲을 잘라버려라. 나무는 말고(Vanaṃ chindatha mā rukkhaṃ)’라는 

문구는 새내기 수행승들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관련하여 한 

말이다. 잘라 내야 될 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와 같은 번뇌의 ‘숲’이지 진짜 숲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말고 (mā rukkhaṃ)’라 말한 것이다. 여기서 빠알리어 

룩카(rukkha)는 나무를 뜻하고, 마 (mā) 는 ‘하지마라’ 라는 뜻으로 

부정의 뜻이다.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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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니(vanato jāyatī bhayaṃ)’라는 말은 

자연의 숲에서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처럼, 번뇌의 숲에서 

태어남의 두려움이 생겨남을 말한다. 탐진치로 인하여 업유가 형성되어 

괴로움을 겪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성제를 따라야 

  

‘숲과 덤불을 자르면 그대들은 숲에서 벗어나리(Chetvā vanañca 

vanathañca, nibbanā hotha)’라는 문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큰 나무들로 이루어진 것은 숲(vana)라 부르고, 작은나무들로 이루어진 

것은 덤불(vanatha)라 부른다. 또는 먼저 성장한 나무들은 숲이라 

부르고, 나중에 성장한 나무들은 덤불이라고 부른다.  

  

동일한 방식으로 미래의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커다란 번뇌들을 

숲이라 부르고, 현세에서의 지속적인 삶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작은 

번뇌들을 덤불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수행승들이여, 

숲과 덤불을 자르고 숲들을 여의어라.’ 즉, 번뇌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이 양자는 네 가지길(四向: cattaro magga)을 통해서 제거 되기 

때문이다. 

  

(Dhp283 주석, 전재성박사) 

  

  

숲과 덤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숲은 큰 번뇌에 해당되고, 덤불은 

작은 번뇌에 해당된다. 이들 번뇌를 모두 소멸해야 다시 태어남이 

없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사성제를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몇 장 몇 절 식으로 해야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오늘의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짤막한 문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단지 법구경, 숫타니파타, 

별잡아함경 식으로 경전의 명칭만 보일뿐 더 상세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품의 몇 번 게송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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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서비스를 한다면 유일신교에서 하난 것처럼 바이블 몇 장 몇 절 

식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초기경의 경우 약어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에서 

출처 되었다면 S22:22 식으로 하여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 내용이다. 정확한 번역어를 올려 놓아야 

정확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자르고 

숲을 자르라”라는 식의 번역은 “숲을 자르라, 나무는 자르지 말고”의 

번역과 정반대의 뜻이 되기 때문이다. 

  

  

  

2012-11-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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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6 단계 호흡수행과 사마시사(samasisa)  

  

   

승려의 노후불안 

  

출가수행자들의 설문조사가 있었다. 지난 2008 년 불교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님들 중 65.4%가 노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 

중 23.8%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하여 수행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너도 개인재산 축적과 사설사암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출가수행자가 노후불안을 염려 한다는 말은 재가자의 입장에서 이해 

되지 않는 말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가 노후 불안이 염려 

되어 재산축적에 전념한다면 재가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가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까. 

  

좌탈입망(坐脫立亡) 

  

불교용어에 좌탈입망(坐脫立亡)이라는 말이 있다. 일 것이다. 앉거나 선 

자세로 열반하는 것을 일컫는 불교용어이다. 이는 죽음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가 없어지는 적멸(寂滅)의 순간인 동시에 

법신(法身:영원한 몸)이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부터 선사나 

고승들은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말이다. 이는 

수행하다 죽는 것을 말한다. 보통 법력이 높은 고승들이 죽을 때 택하는 

방법으로, 죽음마저도 마음대로 다룬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어느 수행처에서 법사는 “수행하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중에 죽는다면 이는 알아차림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 없는 열반에 들 것이라 한다.  

  

마하라훌로와다경(Mahārāhulovāda sutta,  M62) 

  

수행에 대한 경이 있다. 마하라훌로와다경(Mahārāhulovāda sutta,  

M62)이다.  한국성전협회의 맛지마니까야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초불사이트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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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또 다른 번역을 접하였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최근 발행된 

맛지마니까야의 ‘라훌라를 교계한 긴 경(M62)’이라는 제목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이 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감동을 받아 옮겼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부 니까야가 완역 되어 있다. 하나는 

빠알리성전협회의 전재성박사의 번역이고, 또 하나는 초기불전연구원의 

각묵스님과 대림스님의 번역이다. 특히 초불에서 맛지마니까야가 이번에 

번역 됨으로서 11 월 18 일 대대적인 4부 니까야 봉헌법회가 예정 되어 

있다. 

   

  

  

  

 
  

국빠알리성전협회 맛지마니까야(단권,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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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전연구원  맛지마니까야(전 4권) 

  

  

  

두 그룹의 4부 니까야 완역 

  

빠알리 니까야는 전재성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하였다. 1999 년 

쌍윳따니까야를 시작으로 맛지마니까야를 차례로 번역 하였는데, 이에 

뒤질세라 초기불전연구원에서도 각묵스님의 디가니까야와 대림스님의 

앙굿따라니까야를 번역 하였다.  

  

이후 전재성 박사가 디가니까야와 앙굿따라 니까야를 번역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최초로 4 부 니까야 완역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초불에서는 각묵스님의 상윳따니까야와 이번 11 월 대림스님의 

맛지마니까야가 번역 됨에 따라 초불 역시 4부 니까야 번역을 완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재성 박사가 먼저 번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불에서는 별도의 번역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하였다. 

  

왜 초불에서는 별도의 번역을 하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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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왜 초불에서 후발로 번역에 착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10 월 종단 50 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각묵스님의 

논문을 보고 대충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한국불교와 초기불교와의 본격적인 만남도 당연히 빠알리 삼장의 한글번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더군다나 한국의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인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기 

위해서는 석가세존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빠알리 삼장의 역경불사를 

봉행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고요한 소리>(1987)와 

<경전읽기 모임>(1989)과 <한국 빠알리 성전협회>(1999) 등을 거쳐서 2002년 

<초기불전연구원>이 창립되어 빠알리 삼장 역경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에서 처음으로 빠알리 삼장의 번역을 시작한 분으로는 한국 빠알리 

성전협회의 전재성 거사님이 있다. 그는 1999년에『쌍윳따 니까야』를 

완역한 이후로 지금까지 4부 니까야를 완역해 내었다. 그러나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가 아니다.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승려들이 

빠알리 삼장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스님, 지도법사: 각묵스님)의 설립 때부터이다. 그래서 발제자는 

통합종단의 초기불전 번역사업의 보기로 초기불전연구원의 역경불사를 들고 

있는 것이다. 

  

초기불전연구원은 ‘빠알리 삼장의 한글완역’을 발원하여 2002년 10월에 

설립되었다. 통합종단 출범 후 40년이 되는 해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설립 당해에 제일 먼저『아비담마 길라잡이』(아비담맛타상가하 상․하)를 

번역하여 2011년에 제9쇄를 인쇄하였다. 그 후 

2004년에는『청정도론』(전3권, 4쇄 2011년)을 번역․출간하였고, 

2006년에는『디가 니까야』(전3권, 3쇄 2010년)를, 

2007~2008년에는『앙굿따라 니까야』(전6권)를, 2009년에는『상윳따 

니까야』(전6권)를, 올해 2012년 10월에는『맛지마 니까야』(전4권)를 

번역․출간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초기불교의 토대가 되는 4부 니까야를 

완역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법활동도 하여서 초기불전연구원 

까페(http://cafe.daum.net/chobul)의 회원 수는 6500명이 넘으며 동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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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서 매달 한 번씩 서울과 장유의 보리원과 지리산 실상사에서 각각 

별도의 공부모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초기불교의 눈으로 본 통합종단 50년 소고,  발제자: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빠알리니까야의 최초 번역자로서 전재성 박사를 들고 있다. 

그러나 박사라는 타이틀 대신 일반남자 신도를  뜻하는 ‘전재성 

거사’라고 칭하여 거사임을 강조 하였다.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가 아니다” 

  

전재성 박사가 1999 년 최초로 쌍윳따니까야를 번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불에서는 별도의 번역작업에 들어 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문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가 아니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출가승려가 아닌 

재가자의 번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래서일까 

조계종 소속의 승려들이 빠알리 삼장 번역을 발원하였고 그 결과 2002년 

초기불전연구원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점이 미흡했길레 

  

그렇다면 어떤 점이 미흡해서 발원한 것일까. 이어지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근거 있는 불교, 근거 있는 번역’을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로 초기불전연구원은 주석서 문헌을 중시하고 주석서 문헌의 

중심에 있는『청정도론』을 노둣돌로 삼고『청정도론』을 이해하는 방법론이 

되는『아비담마 길라잡이』(아비담맛타 상가하)를 의지한다. 왜 근거 있는 

번역을 해야 하는가? 번역은 단순한 단어나 문장을 한글로 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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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경전의 번역은 

자신의 사적인 견해를 배제해야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직계제자들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소설도 수필도 아니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체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정전(正典)이다. 경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언어학적 소양만으로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 중학교 

일학년 학생이 막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섹스피어의『햄릿』을 

번역해보리라 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경에 나타나는 특정한 술어와 특정한 구문과 

특정한 배경과 특정한 문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경은 부처님의 

직계제자들로부터 비롯되어 전승되어온 경에 대한 안목을 빌지 않고서는 

결코 심도 깊게 이해될 수 없다.  

  

(초기불교의 눈으로 본 통합종단 50년 소고,  발제자: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원칙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의 번역과 비교하여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근거있는 번역, 자신의 사적인 견해를 배제한 번역, 소설이나 수필이 

아닌 번역임을 강조 하고 있다. 더구나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예로 들기도 

하였는데, 이는 외국어를 아는 실력만 있다고 부처님의 말씀을 번역을 잘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출가한 승려만이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는 말로 보여 진다. 

그래서일까 승가사회에서는 전재성박사의 번역을 인정하려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초기불교에 대한 교재는 출가승려가 번역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협회의 번역물이 오류 투성이 인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번역비교를 해 보면 

  

과연 그럴까. 마하라훌로와다경에 대하여 성전협회의 맛지마니까야 개정판과 

이번에 새로 출간된 초불의 맛지마니까야를 비교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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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sāvatthiyaṃ viharati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Atha kho bhagavā 
pubban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sāvatthiyaṃ 

piṇḍāya pāvisi. Āyasmāpi kho rāhulo pubbanhasamayaṃ [PTS 

Page 421] [\q 421/]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bhagavantaṃ piṭṭhito piṭṭhito anubandhi. Atha kho bhagavā 
apaloketvā āyasmantaṃ rāhulaṃ āmantes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에 세존께서는 싸왓티 시의 

제따와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2. 그 때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걸치고 가사와 발우를 들고 

탁발하러 싸왓티 시로 들어가셨다. 존자 라훌라 또한 아침 일찍 

법의를 걸치고 가사와 발우를 들고 세존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존자 라훌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에서 제따 

숲의 아나타삔디까 원림(급고독원)에 머무셨다.  

   

2.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왓티로 탁발을 가셨다. 라훌라 존자도 아침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세존을 뒤따라갔다. 

  

영역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Then the Blessed one put on robes in the morning 

and taking bowl and robes entered Sāvatthi for alms.  

  

Venerable Rāhula too putting on robes, taking bowl and robes 

followed the Blessed one close behind. Then the Blessed one 

looked back and addressed venerable Rāhula:  

  

출처: 

1)빠알리 원전: 62 Mahārāhulovāda suttaṃ  

2)성전협회  맛지마니까야: 개정판 

3) 초불 맛지마니까야: [서경]함께 독송할 경【라훌라를 교계한 긴 

경(M62)】 

4) 영역: (62) Advice to Venerable Rāhula —The Longer Discour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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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Yaṃ kiñci rāhula rūpaṃ 

atītānāgatapaccuppannaṃ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aṃ vā sukhumaṃ vā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yaṃ dūre santike vā sabbaṃ rūp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nti.  
Rūpameva nu kho bhagavā, rūpameva nu kho 

sugatāti. Rūpampi rāhula, vedanāpi rāhula, 

saññāpi rāhula, saṅkhārāpi rāhula, viññāṇampi 
rāhulā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3. [세존] “라훌라여, 어떠한 물질이든지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거친 것이건, 미세한 것이건, 

열등한 것이건, 수승한 것이건, 먼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라훌라]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오직 

물질만을 언급하신 것입니까?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오직 물질만을 언급하신 

것입니까?” 

[세존] “라훌라여, 느낌도 마찬가지이다. 

라훌라여, 지각도 마찬가지이다. 라훌라여, 

형성도 마찬가지이다. 라훌라여,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3. 그러자 세존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라훌라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섬세하든, 저열하든 수승하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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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세존이시여?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선서시여?” 

“라훌라여, 물질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인식도 그러하고, 심리현상들도 그러하고, 

알음알이도 그러하다.” 

영역 “Rāhula, whatever matter, in the past, in the 

future, or at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matter is not mine, that is not me, 

that is not my self. This has to be seen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Blessed one, is it only matter?” 

“Rāhula, feelings also, perceptions also, 

determinations and consciousness too.' 

  

라훌라를 부를 때 전박사는 ‘라훌라여’라고 한 반면, 초불의 경우 

‘라훌라야’라고 하였다. 이는 미성년자를 부를 때 호칭의 차이라 

보여진다.  

  

Sammappaññāya(삼마빤냐)에 대하여 성전협회는 ‘올바른 지혜’로 , 

초불은 ‘바른 통찰지’로 하였다.  

  

빠알리어 daṭṭhabba 는 ‘보아야 할’이라는 뜻이다. 

  

오온에 대하여 번역어를 보면 다음표와 같다. 

  

  

오온 성전협회 초불 

Rūpa(색) 물질 물질 

Vedanā(수) 느낌 느낌 

Saññā(상) 지각 인식 

saṅkhārā(행) 형성 심리현상들 

viññāṇa(식) 의식 알음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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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빠(색)와 웨다나(수)의 경우 번역이 모두 동일하다. 느낌의 경우 

전재성 박사의 개정판 이전에는 ‘감수’라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판 

이후 모두 ‘느낌’으로 바뀌었다.  

  

산냐(상), 상카라(행), 윈냐나(식)의 번역어는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초불의 경우 상카라에 대하여 ‘심리현상들’이라 하여 

복수를 사용하였고, 또 윈냐나에 대하여 ‘알음알이’라 하여 선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Atha kho āyasmā rāhulo 'kona'jja bhagavatā 

sammukhā ovādena ovadito gāmaṃ piṇḍāya 
pavisissatī'ti tato paṭinivattitvā 
aññatarasmiṃ rukkhamūle nisīdi pallaṅkaṃ 

ābhujitvā ujuṃ kāyaṃ paṇidhāya parimukhaṃ 

satiṃ upaṭṭhapetvā.  
  

Addasā kho āyasmā sāriputto āyasmantaṃ 

rāhulaṃ aññatarasmiṃ rukkhamūle nisinnaṃ 

pallaṅkaṃ ābhujitvā ujuṃ kāyaṃ paṇidhāya 
parimukhaṃ satiṃ upaṭṭhapetvā. Disvāna 
āyasmantaṃ rāhulaṃ āmantesi: ānāpānasati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Ānāpānasati rāhula 

bhāvitā bahulīkatā mahapphalā hoti 

mahānisaṃsā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4. 그래서 존자 라훌라는 ‘오늘 세존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찌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가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 나무 밑에 앉아서 몸을 바로 세우고 얼굴 

앞으로 새김을 확립하고 가부좌했다. 존자 

싸리뿟따는 존자 라훌라가 한 나무 밑에 앉아서 

몸을 바로 세우고 얼굴 앞으로 새김을 확립하고 

가부좌한 것을 보고 존자 라훌라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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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뿟따] “라훌라여, 호흡새김을 닦으십시오 

(ānāpānasati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호흡새김을 닦고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4. 그러자 라훌라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오늘 

마을로 탁발을 가겠는가?” 그래서 그는 

되돌아와서 어떤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추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았다. 

   

5. 사리뿟따 존자는 라훌라 존자가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추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훌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라. 라훌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다.” 

영역 Then it occurred to venerable Rāhula, advised 

by the Blessed one, “What is the use of 

going for alms today?” Venerable Rāhula, 

stopped short, and sat with legs crossed at 

the root of a certain tree, the body straight 

and mindfulness established in front.  

Venerable Sāriputta saw venerable Rāhula 

seated cross-legged at the root of a certain 

tree, the body straight and mindfulness 

established in front of him. He said, 

“Rāhula, develop in-breathing and out-

breathing. When, in- and out-breathing is 

developed and made much, it brings good 

results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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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nāpānasati(아나빠나사띠)에 대하여 성전협회는 ‘호흡새김’이라 

하였고, 초불은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 하였다. 호흡과 

들숨과 날숨은 어떻게 다를까.  

  

호흡의 사전적 의미는 ‘숨을 내쉬거나 들이쉼’이다. 따라서 

‘호흡’이나 ‘들숨과 날숨’은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단지 

sati(사띠)에 대하여 ‘새김’과 ‘마음챙김’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번역상의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다. 

  

  

  

4.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Atha kho āyasmā rāhulo sāyanhasamayaṃ 

patisallānā vuṭṭhit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āyasmā rāhulo bhagavantaṃ 

etadavoca:  

  

kathaṃ bhāvitā nu kho bhante ānāpānasati 

kathaṃ bahulīkatā mahapphalā hoti 

mahānisaṃsā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5. 그후 존자 라훌라는 저녁 무렵에 홀로 

명상하다가 일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가서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 쪽으로 

물러앉았다. 한 쪽으로 앉아서 존자 라훌라는 

세존께 말했다. 

  

[라훌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호흡새김을 닦고 

어떻게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습니까?”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6. 그러자 라훌라 존자는 해거름에 [낮 동안의]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라훌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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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존이시여,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게 됩니까?” 

영역 In the evening, venerable Rāhula got up from 

his seclusion,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sat on a side and said, 

“Venerable sir, developed and made much, in 

which ways do in-breaths and out-breaths 

bring good results and benefits?” [1] 

  

  

‘저녁 무렵’과 ‘해거름’이 있다. 해거름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해가 

서쪽으로 넘어 걸 무렵’이라는 뜻으로 저녁 무렵과 같은 의미이다. 초불의 

‘[낮 동안의]’라는 말은 원전에 없는 말로서 대괄호치기를 이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입한 것이다. 

  

  

  

5.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

전 

Yaṃ kiñci rāhula ajjhattaṃ paccattaṃ kakkhalaṃ 

kharigataṃ upādinnaṃ, seyyathīdaṃ: kesā lomā nakhā 

dantā taco maṃsaṃ nahārū aṭṭhī aṭṭhimiñjā vakkaṃ 

hadayaṃ yakanaṃ kilomakaṃ pihakaṃ papphāsaṃ antaṃ 

antaguṇaṃ udariyaṃ karīsaṃ yaṃ vā panaññampi kiñci 

ajjhattaṃ paccattaṃ kakkhalaṃ kharigataṃ upādinnaṃ, 

ayaṃ vuccati rāhula ajjhattikā paṭhavīdhātu. Yā ceva 
kho pana ajjhattikā paṭhavīdhātu yā ca bāhirā 
paṭhavīdhātu paṭhavīdhāturevesā. T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PTS Page 422] [\q 422/]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paṭhavīdhātuyā nibbindati. Paṭhavīdhātuyā cittaṃ 

virājeti.  

빠알리성

전협회 

6. [세존] “라훌라여, 무엇이 땅의 세계인가? 땅의 

세계에는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이 있을 것이다. 

라훌라여, 몸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거칠고 견고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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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

사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고기,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똥, 그리고 기타의 

각각 거칠고 견고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모두 

라훌라여, 모두 몸안의 땅의 세계이다. 이러한 몸 안의 

땅의 세계와 몸 밖의 땅의 세계를 땅의 세계라고 한다.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땅의 세계를 멀리 

떠나 땅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초기불전

연구원 

대림스님 

  

8. “라훌라야,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머리털․몸털․손발톱․이․살갗․살․힘줄․뼈․골수․콩팥․염통․

간․근막․지라․허파․창자․장간막․위 속의 음식․똥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땅의 요소든 외적인 땅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땅의 

요소를 염오하고 마음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빛바래게 한다.[離慾]” 

영역 “Rāhula, all that's in this body. That are hard and 

rough and thought are yours, such as hair of the head 

and body, nails, teeth, skin, flesh, veins, bones, 

bone marrow, kidneys, heart, liver, pleura, spleen, 

lungs, intestines, small intestines, stomach and 

excreta, or anything else that is internal, your own, 

hard and rough is called `internal earth element'. 

This internal earth element and the external earth 

element, all that goes as the earth element. 

“All this, is not mine, that is not I, it is not my 

self. This has to be seen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Seeing it as it really is, the mind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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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ed from the earth element, and the interest 

should be cut. 

  

  

  

성전협회의 문구 중에 “땅의 세계에는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주석에 따르면 “빠알리 원문에는 이 

문장이 생략 되어 있으나 문맥상 반드시 넣어야 뜻이 통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초불의 경우 대괄호치기를 이용하여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설명하였다.  

  

빠알리어 원문에 없는 문장이 삽입된 것은 소설적 번역이라는 빌미를 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문맥상 필요하다면 삽입 가능한 것이라 

보여지고 더구나 주석에 기입 되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paṭhavīdhātuyā nibbindati 에 대하여 ‘땅의 세계를 멀리 떠나’와  

‘땅의 요소를 염오하고’로 되어 있다. 여기서 빠알리어 nibbindati 는 

첫째로  ‘충분하다’ 와  ‘만족하다’의 뜻과 함께, 둘째로 

‘싫증나다’ 와  ‘혐오하다’의 뜻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전박사는 ‘멀리 떠나다’는 뜻으로 번역하였지만, 초불의 

경우 ‘염오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는 초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염오-이욕-해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뒤 이어진 문구에서 

‘탐욕이 빛바랜다’는 말이 나온다.  

  

탐욕의 빛바램을 초불에서는 ‘이욕’이라는 말로도 사용한다. 그래서 

대괄호치기를 이용하여 [離慾]이라는 용어를 삽입해 놓은 것이다. 

성전협회에서는 ‘마음을 정화시킨다(cittaṃ virājeti)’라고 

번역하였다. 

  

  

  

6.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Katamā ca rāhula āpodhātu: āpodhātu siyā ajjhattikā 

siyā bāhirā. Katamā ca rāhula ajjhattikā āpodhā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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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ṃ ajjhattaṃ paccattaṃ āpo āpogataṃ upādinnaṃ, 

seyyathīdaṃ: pittaṃ semhaṃ pubbo lohitaṃ sedo medo 

assu vasā khelo siṅghānikā lasikā muttaṃ, yaṃ vā 

panaññampi kiñci ajjhattaṃ paccattaṃ āpo āpogataṃ 

upādinnaṃ, ayaṃ vuccati rāhula ajjhattikā āpodhātu. 

Yā ceva kho pana ajjhattikā āpodhātu, yā ca bāhirā 

āpodhātu āpodhāturevesā. T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āpodhātuyā nibbindati. Āpodhātuyā 

cittaṃ virājeti.  

빠알리성전

협회 

전재성박사 

  

7. 라훌라여, 물의 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물의 세계에는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이 있을 것이다. 라훌라여,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액체나 액체적인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 그리고 기타의 

액체나 액체적인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라훌라여, 몸안의 물의 세계이다. 이러한 몸 안의 

물의 세계와 몸 밖에 있는 물의 세계를 물의 세계라고 

한다.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물의 

세계를 멀리 떠나 물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초기불전연

구원 

대림스님 

  

9. “라훌라야, 그러면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훌라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쓸개즙․가래․고름․피․땀․굳기름․눈물․[피부의]기름기․침․

콧물․관절활액․오줌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물의 요소든 외적인 물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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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물의 요소를 

염오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빛바래게 

한다.” 

영역 “Rāhula, what is the water element? There is 

internal water element and external water element. 

Rāhula, what is the internal water element? All 

that's in this body that is watery and thought is 

yours such as bile, phlegm, pus, blood, sweat, oil of 

the skin, tears, fat, saliva, snot, oil of the 

joints, and urine, or anything else, that is 

internal, all things of watery nature and thought is 

yours is called `internal water element'. This 

internal water element and the external water 

element, go as the water element. 

“All this is not mine, that is not I, it is not my 

self. This has to be seen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Seeing it as it really is, the mind should be 

detached from the water element, and the interest 

should be cut. 

  

  

  

담즙과 쓸개즙, 임파액과 [피부의]기름기가 차이를 보인다. 담즙은 

“척추동물의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 보통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된다. 알칼리성을 띠며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쓸개즙도 같은 의미이다. 

  

임파액은 “고등 동물의 조직과 조직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무색의 

액체”라 되어 있다. 이를 [피부의]기름기라 하였는데, 빠알리어는 

‘vasā’이다. 와사에 대한 인터넷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vasā telañ 

ca: fat or oil in general’ 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문번역에 fat 로 

되어 있다. Fat 에 대한 영어사전을 찾아 보면 ‘지방, 뚱뚱한, 살찐, 

비만한, 기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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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Katamā ca rāhula tejodhātu: tejodhātu siyā 

ajjhattikā siyā bāhirā. Katamā ca rāhula 

ajjhattikā tejodhātu: yaṃ ajjhattaṃ 

paccattaṃ tejo tejogataṃ upādinnaṃ, 

seyyathīdaṃ: yena ca santappati, yena ca 

jīrīyati, yena ca pariḍayhati, yena ca 
asitapītakhāyitasāyitaṃ sammā pariṇāmaṃ 

gacchati. Yaṃ vā panaññampi kiñci ajjhattaṃ 

paccattaṃ tejo tejogataṃ upādinnaṃ, ayaṃ 

vuccati rāhula ajjhattikā tejodhātu. Yā ceva 

kho pana ajjhattikā tejodhātu, yā ca bāhirā 

tejodhātu tejodhātu revesā. T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tejodhātuyā nibbindati. Tejodhātuyā cittaṃ 

virāje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8. 라훌라여, 불의 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불의 

세계에는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이 있을 

것이다. 라훌라여, 몸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열 

및 열에 관계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열을 내거나 노쇠하거나 화를 내거나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기타 각각 열 및 열에 관계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모두 라훌라여, 몸안의 

불의 세계이다. 이러한 몸 안의 있는 불의 세계와 

몸 밖에 있는 불의 세계를 불의 세계라고 한다.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불의 세계를 멀리 떠나 불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0. “라훌라야, 그러면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불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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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훌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늙고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불의 

요소든 외적인 불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불의 요소를 염오하고 마음이 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빛바래게 한다.” 

영역 “Rāhula, what is the fire element? There is 

internal fire element and external fire 

element. What is the internal fire element? 

All that internal fire, the firey nature, that 

is your own. Such as the burning, the decaying 

of the tasted, drunk, eaten, enjoyed, is 

thoroughly digested or any internal fire, or 

burning nature that is yours is called 

`internal fire element'. This internal fire 

element and external fire element go as the 

fire element. 

“All this is not mine, that is not I, that is 

not, my self. This has to be seen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Seeing this as it 

really is, the mind should be detached from 

the fire element, and the interest should be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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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ātu 에 대하여 ‘세계’와 ‘요소’라 하였다. 영역은 element 로 되어 

있다. Element 는 ‘[…의] 요소, 성분, 구성 분자[in, of ‥]; [화학] 

원소; (보통 단수형) […의] 소량, 기미[of ‥]’라는 뜻이다. 

  

  

  

8.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Katamā ca rāhula vāyodhātu: vāyodhātu siyā 

ajjhattikā siyā bāhirā. Katamā ca rāhula 

ajjhattikā vāyodhātu: yaṃ ajjhattaṃ 

paccattaṃ vāyo vāyogataṃ upādinnaṃ, 

seyyathīdaṃ: uddhaṅgamā vātā adhogamā vātā 
kucchisayā vātā koṭṭhasayā1 vātā 
aṅgamaṅgānusārino vātā assāso passāso iti. 
Yaṃ vā panaññampi kiñci ajjhattaṃ paccattaṃ 

vāyo vāyogataṃ upādinnaṃ, ayaṃ vuccati 

rāhula ajjhattikā vāyodhātu. Yā ceva kho pana 

ajjhattikā vāyodhātu, yā ca bāhirā vāyodhātu 

vāyodhāturevesā. T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PTS Page 423] [\q 423/]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vāyodhātuyā 

nibbindati. Vāyodhātuyā cittaṃ virāje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9. 라훌라여, 바람의 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바람의 세계에는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이 

있을 것이다.  라훌라여,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기체나 기체적인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상방으로 부는 바람, 하방으로 부는 

바람, 창자에 부는 바람, 위에 부는 바람, 

사지로 부는 바람, 날숨, 들숨, 그리고 기타 

각각의 기체나 기체적인 것,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모두 라훌라여, 몸 안에 있는 바람의 

세계이다. 이러한 몸 안의 바람의 세계와 몸 

밖에 있는 바람의 세계를 바람의 세계라고 한다.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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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바람의 세계를 멀리 떠나 

바람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1. “라훌라야, 그러면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훌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바람의 요소든 외적인 바람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바람의 

요소를 염오하고 마음이 바람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빛바래게 한다.” 

영역 “Rāhula, what is the air element? There is 

internal air element and external air 

element. What is the internal air element? 

All that internal air, that is yours, the 

airy nature, with up-coming air, down-going 

air, air in the stomach, air in the bowels, 

and air running up and down limbs large and 

small, to this is called `internal air 

element'. This internal air element and the 

external air element, it all goes as the air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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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not mine, that is not I and that is 

not my self. This has to be seen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Seeing this, as it 

really is, the mind should be detached from 

the air element, and the interest should be 

cut. 

  

  

  

  

9.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Katamā ca rāhula ākāsadhātu: ākāsadhātu siyā 

ajjhattikā, siyā bāhirā. Katamā ca rāhula 

ajjhattikā ākāsadhātu: yaṃ ajjhattaṃ 

paccattaṃ ākāsaṃ ākāsagataṃ upādinnaṃ, 

seyyathīdaṃ kaṇṇacchiddaṃ nāsacchiddaṃ 

mukhadvāraṃ, yena ca asitapītakhāyitasāyitaṃ 

ajjhoharati yattha ca asitapītakhāyitasāyitaṃ 

santiṭṭhati, yena ca asitapītakhāyitasāyitaṃ 

sāyitaṃ adhobhāgā2 nikkhamati. Yaṃ vā 

panaññampi kiñci ajjhattaṃ paccattaṃ ākāsaṃ 

ākāsagataṃ upādinnaṃ3 ayaṃ vuccati rāhula  

Ajjhattikā ākāsadhātu. Yāceva kho pana 

ajjhattikā ākāsadhātu yā ca bāhirā ākāsadhātu, 

ākāsadhāturevesā. T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ākāsadhātuyā nibbindati. Ākāsadhātuyā cittaṃ 

virāje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0. 라훌라여, 공간의 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공간의 세계에는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이 있을 

것이다. 라훌라여, 몸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 

공간이나, 공간과 같은 것이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예를 들어 귓구멍, 콧구멍, 구강과 그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을 본 것을 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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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을 보고 삼킨 

것을 하복부에서 배설하는 것 및 기타의 다른 

안에 있는 것으로 개체적인 것이나, 공간이나, 

공간과 같은 것이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모두 

라훌라여, 몸 안에 있는 공간의 세계라고 한다. 

이러한 몸 안의 공간의 세계를 공간의 세계라고 

한다.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공간의 세계를 멀리 떠나 공간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2. “라훌라야, 그러면 무엇이 허공의 요소인가? 

허공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훌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허공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귓구멍, 콧구멍, 입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머무는 곳,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나가는 곳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허공의 요소든 외적인 허공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허공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바람의 요소를 

염오하고 허공이 바람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빛바래게 한다.” 

영역 “Rāhula, what is the element of space? There 

is internal and external space element. What 

is internal space? All internal space such as 

the spaces in the, ear holes, nostrils,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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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food tasted, drunk, enjoyed, is 

accepted and stored and through which it comes 

out is called internal space. This internal 

and external, space element goes as the 

element of space. That is not mine, that is 

not I, that is not my self. This has to be 

seen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Seeing it as it really is, the mind should be 

detached from the space element to cut all 

interests. 

  

  

  

  

  

10.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Paṭhavīsam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ti, 

paṭhavī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Seyyathāpi rāhula 
paṭhaviyā sucimpi nikkhipanti, asucimpi 
nikkhipanti, gūthagatampi nikkhipanti, 

muttagatampi nikkhipanti, kheḷagatampi 
nikkhipanti, pubbagatampi nikkhipanti, 

lohitagatampi nikkhipanti. Na ca tena paṭhavī 
aṭṭīyati vā harāyati vā jigucchati vā evameva 
kho tvaṃ rāhula paṭhavīsamaṃ bhāvanaṃ 

bhāvehi. Paṭhavī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1. 라훌라여, 땅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땅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쾌-불쾌의 

접촉이 생겨났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훌라여, 마치 땅에 깨끗한 것을 

버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버리더라도, 똥을 

버리더라도, 오줌을 버리더라도,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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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더라도, 고름을 버리더라도, 피를 

버리더라도, 그 때문에 땅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그와 

같이 라훌라여, 그대는 땅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땅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3. “라훌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영역 “Rāhula, develop a mind similar to earth.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earth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your mind and stay. Rāhula, on 

the earth is dumped the pure and the impure, 

excreta, urine, saliva, pus, blood; the earth 

does not loathe those. In the same manner 

develop a mind similar to earth.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earth,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the mind and stay. 

  

  

‘땅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와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의 경우 

닮는 이라는 말이 다르다. 영문에서 ‘develop a mind similar to 



333 

 

earth’로 되어 있는데, similar 가 ‘유사한, 비슷한, 닮은’ 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초불을 경우 ‘수행을 닦아라’ 하였는데 이는 ‘동어 

반복’으로 보인다.  

  

  

  

11.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Āposam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āpo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Seyyathāpi rāhula āpasmiṃ sucimpi 

dhovanti, asucimpi dhovanti, gūthagatampi 

dhovanti, muttagatampi dhovanti, kheḷagatampi 
dhovanti, pubbagatampi dhovanti, 

lohitagatampi dhovanti. Na ca tena āpo 

aṭṭīyati vā harāyati vā jigucchati vā evameva 
[PTS Page 424] [\q 424/] kho tvaṃ rāhula 

āposamaṃ bhāvanaṃ bhāvehi. Āpo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2. 라훌라여, 물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물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쾌-불쾌의 

접촉이 생겨났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훌라여, 마치 물에 깨끗한 것을 

씻더라도, 더러운 것을 씻더라도, 똥을 

씻더라도, 오줌을 씻더라도, 침을 씻더라도, 

고름을 씻더라도, 피를 씻더라도, 그 때문에 

물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 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그와 같이 라훌라여, 그대는 물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물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4. “라훌라야, 물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물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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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물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물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영역 “Rāhula, develop a mind similar to water.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water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your mind and stay. Rāhula with 

water the pure and the impure are washed; 

excreta, urine, saliva, pus, and blood, are 

washed. Water does not loathe those. In the 

same manner develop a mind similar to water.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water,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the mind and stay. 

  

  

  

12.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Tejosam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tejo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Seyyathāpi rāhula tejo 
sucimpi ḍahati,1 asucimpi ḍahati, 
gūthagatampi ḍahati, muttagatampi ḍahati, 
kheḷagatampi ḍahati, pubbagatampi ḍahati. 
Lohitagatampi ḍahati . Na ca tena tejo 
aṭṭīyati vā harāyati vā jigucchati vā evameva 
kho tvaṃ rāhula tejosamaṃ bhāvanaṃ bhāve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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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jo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3. 라훌라여, 불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불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쾌-불쾌의 

접촉이 생겨났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훌라여, 마치 불에 깨끗한 것을 

태우더라도, 더러운 것을 태우더라도, 똥을 

태우더라도, 오줌을 태우더라도, 침을 

태우더라도, 고름을 태우더라도, 피를 

태우더라도, 그 때문에 불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그와 

같이 라훌라여, 그대는 불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불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5. “라훌라야, 불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불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불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불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불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영역 “Rāhula, develop a mind similar to fire,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fire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your mind and stay. Rāhula, fire 

burns the pure and the impure, burns excreta, 

urine, saliva, pus, and blood. Fire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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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the those; in the same manner develop a 

mind similar to fire.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fire,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the mind and 

stay. 

  

  

  

13.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Vāyosam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vāyo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2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Seyyathāpi rāhula vāyo 
sucimpi upavāyati, asucimpi upavāyati, 

gūthagatampi upavāyati, muttagatampi 

upavāyati, kheḷagatampi upavāyati, 
pubbagatampi upavāyati, lohitagatampi 

upavāyati . Na ca tena vāyo aṭṭīyati vā 
harāyati vā jigucchati vā evameva kho tvaṃ 

rāhula vāyosamaṃ bhāvanaṃ bhāvehi. 

Vāyo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4. 라훌라여,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쾌-

불쾌의 접촉이 생겨났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훌라여, 마치 바람에 깨끗한 

것을 날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날리더라도, 똥을 

날리더라도, 오줌을 날리더라도, 침을 

날리더라도, 고름을 날리더라도, 피를 

날리더라도, 그 때문에 바람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그와 

같이 라훌라여, 그대는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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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6. “라훌라야, 바람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바람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어 날리기도 

하지만,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바람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바람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영역 (미싱되어 있음) 

  

  

  

  

14.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Ākāsasam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ākāsa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seyyathāpi rāhula ākāso 
na katthaci patiṭṭhito, evameva kho tvaṃ 

rāhula ākāsasamaṃ bhāvanaṃ bhāvehi. 

Ākāsasam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uppannā manāpā'manāpā phassā cittaṃ na 

pariyādāya ṭhassan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5. 라훌라여,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쾌-

불쾌의 접촉이 생겨났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훌라여, 마치 공간이 아무 

것에도 한정지어지지 않듯, 그와 같이 라훌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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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7. “라훌라야, 허공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허공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허공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허공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허공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영역 “Rāhula, develop a mind similar to space,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space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your mind and stay. Rāhula, 

space does not settle anywhere. In the same 

manner develop a mind similar to space. When 

you develop a mind similar to space, arisen 

contacts of like and dislike do not take hold 

of the mind and stay. 

  

  

  

  

15.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Mett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Mett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vyāpādo so 

pahīyissati. Karuṇ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Karuṇ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ā vihesā sā pahīyissati. Mudit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Mudit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ā arati sā 

pahīyissati. Upekkhaṃ rāhula bhāva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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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āvehi. Upekkh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paṭigho so pahīyissa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6.  라훌라여, 자애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자애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성냄이 끊어질 것이다.  

17 . 라훌라여, 연민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연민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적의가 끊어질 것이다.   

18 . 라훌라여, 기쁨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기쁨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불쾌가 끊어질 것이다.   

19 . 라훌라여, 평정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평정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혐오가 끊어질 것이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18. “라훌라야, 자애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네가 자애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악의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19. “라훌라야, 연민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네가 연민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잔인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20. “라훌라야,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네가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싫어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21. “라훌라야, 평온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네가 평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적의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영역 “Rāhula, develop loving kindness; when it is 

developed, anger fades. Rāhula, develop 

compassion; when it is developed, anger 

fades. Rāhula, develop intrinsic joy; when it 

is developed discontentment fades. Rāhula, 

develop equanimity; when it is developed 

aversion fades. Rāhula, develop the thought 

of loathesomeness; when it is developed greed 

fades. Rāhula, develop the perception of 

impermanence; when it is developed the 

conceit `I be' f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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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량심에 대한 내용이다. 네 가지 거룩한 마음과 이와 반대 되는 마음이 

열거 되어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량심 

구분 성전협회 초  불 영 역 

Metta 자애 자애 loving kindness 

Karuṇa 연민 연민 compassion 

Mudita 기쁨 더불어 기뻐함 joy 

Upekkha 평정 평온 equanimity 

  

  

사무량심과 반대의 마음 

구분 성전협회 초  불 영 역 

vyāpāda 성냄 악의 anger 

Vihesā 적의 잔인함 anger 

arati 불쾌 싫어함 discontentment 

paṭigha 혐오 적의 aversion 

  

  

서로 번역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적의라는 말은 성전협회에서는 

Vihesā 의 번역어로 쓰였지만, 초불에서는 paṭigha 의 번역어로 쓰였다.  

  

네 번째 paṭigha 에서, 이는 위 빠알리어 문장 ‘yo paṭigho so 
pahīyissati’인데,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paṭigha 는 감각접촉이 

아니라 분노나 혐오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 한다. 영문의 경우 

Aversion 인데,  역시 혐오 또는 반감의 뜻이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였는데 이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 해 준다면 역시 

수희공덕을 짓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 

한다면 이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쁨(Mudita)’ 의 반대가 ‘불쾌(arati)’ 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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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혐오를 갖는다면 마음의 평정은 깨질 것이다. 그래서 

‘평정(Upekkha)’ 의 반대가 ‘혐오(paṭigha)’ 라고 볼 수 있다. 

  

  

   

  

  

  

16.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Asubh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Asubh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rāgo so 

pahīyissati. Aniccasaññ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PTS Page 425] [\q 425/] 

aniccasaññ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asmimāno so pahīyissa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20 . 라훌라여, 부정(不淨)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부정을 인식하는 명상을 

닦으면, 무릇 탐욕이 끊어질 것이다.  

  

21 . 라훌라여, 무상 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무상을 인식하는 명상을 닦으면, 무릇 

‘나는 있다.’는 자만이 끊어질 것이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22. “라훌라야, 부정하다고 인식하는[不淨想]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네가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어떤 탐욕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23. “라훌라야, 무상을 인식하는[無常想]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네가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나라는 자만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 

영역 (미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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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의 번역을 보면 가급적 한글로 풀어 쓰고 여간해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간혹 한자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위의 부정(不淨)이나 불사(不死)가 대표적이다.  

  

초불의 경우 한자용어를 대괄호치기로 하여 ‘[不淨想]’ [無常想] 이라 

하여 주석적 번역을 하였다.  

  

  

17.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Ānāpānasatiṃ1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Ānāpānasati rāhula2 bhāvitā bahulīkatā 

mahapphalā hoti mahānisaṃsā. Kathaṃ bhāvitā 

ca rāhula ānāpānasati kathaṃ bahulīkatā 

mahapphalā hoti mahānisaṃsā: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22. 라훌라여, 호흡새김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호흡새김을 수행하고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생겨난다. 

라훌라여, 어떻게 호흡새김을 닦고 어떻게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는가?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24. “라훌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라. 라훌라야,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훌라야, 그러면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게 되는가?” 

영역 “Rāhula, develop mindfulness of in-breaths 

and out-breaths, when it is developed and 

made much there are good results and many 

benefits. Developed and made much in which 

manner does mindfulness of in-breaths and 

out-breaths bring good results and many 

benefits?  

  

  

Bahulīkatā 의 경우 Bahul 는 ‘많은, 풍부한, 열중하는’의 뜻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Bahulīkaroti 가 있는데, 이는 ‘진지하게 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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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초불의 경우 ‘거듭거듭 행하면’이라 

하였는데, 이는 구어체로서 경전에 적합한 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18.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idha rāhula bhikkhu araññagato vā 

rukkhamūlagato vā suññāgāragato vā nisīdati 

pallaṅkaṃ ābhujitvā ujuṃ kāyaṃ paṇidhāya 
parimukhaṃ satiṃ upaṭṭhapetvā.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23. 라훌라여,  세상에서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빈 집으로 가서 가부좌를 한 채 

몸을 바로 곧게 세우고 얼굴 앞으로 새김을 

확립하여 깊이 새겨 숨을 들이쉬고 깊이 새겨 

숨을 내쉰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25. “라훌라야, 여기에 비구가 숲 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추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영역 “Here, Rāhula, the bhikkhu gone to the the 

forest, or to the root of a tree, or to an 

empty house, sits cross-legged, with the body 

erect, and the mind established in front of 

him. He breathes in and out mindfully. 

  

  

  

19.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1)So satova assasati, sato passasati, dīghaṃ 

vā assasanto dīghaṃ assasāmīti pajānāti, 

dīghaṃ cā passasanto dīghaṃ passasāmīti 

pajān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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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assaṃ vā assasanto rassaṃ assasāmīti 

pajānāti, rassaṃ vā passasanto rassaṃ 

passasāmīti pajānāti,  

3)sabbakāyapaṭisaṃvedī assasissāmīti 

sikkhati, sabbakāyapaṭisaṃvedī passasissāmīti 

sikkhati,  

4)passambhayaṃ kāyasaṅkhāraṃ assasissāmīti 

sikkhati, passambhayaṃ kāyasaṅkhāraṃ 

passasissāmīti sikkha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 길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2)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3)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4) 신체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신체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26. “①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②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③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④ ‘몸의 작용[身行]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영역 Breathing in long he knows, `I breathe in 

long;' breathing out long he knows, `I breathe 

out long.' Breathing in short he knows, `I 

breathe in short;' breathing out short he 

knows, `I breathe ou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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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dily determination; I breathe out, 

appeasing the bodily determination.'  

  

  

kāyasaṅkhāra 에 대하여 ‘신체의 형성’과 ‘몸의 작용[身行]’이라 

번역하였다. 

  

  

  

20.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5)pītipaṭisaṃvedī assasissāmīti sikkhati, 

pītipaṭisaṃvedī passasissāmīti sikkhati.  

6)Sukhapaṭisaṃvedī assasissāmīti sikkhati, 

sukhapaṭisaṃvedī passasissāmīti sikkhati,  

7)cittasaṅkhārapaṭisaṃvedī assasissāmīti 

sikkhati,  

cittasaṅkhārapaṭisaṃvedī passasissāmiti 

sikkhati,  

8)passambhayaṃ cittasaṅkhāraṃ assasissāmīti 

sikkhati,  

passambhayaṃ cittasaṅkhāraṃ passasissāmīti 

sikkha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5)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6)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7) 마음의 형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의 형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8)마음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27. “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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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짓는다. ⑥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⑦ ‘마음의 

작용[心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⑧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영역 ] He trains, `I breathe in, experiencing joy; 

I breathe out, experiencing joy.' He trains, 

`I breathe in, experiencing pleasantness, I 

breathe out, experiencing pleasantness.' He 

trains, `I breathe in, experiencing the mental 

determination; I breathe out, experiencing the 

mental determination.' [3] He trains, I 

breathe in, calming the mental determination, 

I breathe out, calming the mental 

determination.  

  

  

Sikkhati 에 대하여 각각 ‘전념한다’와 ‘공부짓는다’로 되어 있다. 

전재성박사의 주석에 따르면 Sikkhati 는 전념하다, 노력하다(ghatati, 

vayamati) 의 의미라 한다. 이에 대한 영문은 train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훈련하다, 교육하다, 연습하다’의 의미이다. 

  

  

  

21.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9)cittapaṭisaṃvedī assasissāmīti sikkhati,  

cittapaṭisaṃvedī passasissāmīti sikkhati,  

10)abhippamodayaṃ cittaṃ assasissāmīti 

sikkhati,  

abhippamodayaṃ cittaṃ passasissāmīti 

sikkhati,  

11)samādahaṃ cittaṃ assasissāmīti sikk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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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ādahaṃ. Cittaṃ passasissāmīti sikkhati,  

12)vimocayaṃ cittaṃ assasissāmīti sikkhati, 

vimocayaṃ cittaṃ passasissāmīti sikkhati,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9)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10)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11)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12)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28. “⑨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⑩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⑪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⑫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영역 [4] He trains, `I breathe in, experiencing 

the mental state; I breathe out, experiencing 

the mental state.' [5] He trains, `I breathe 

in, the mind rejoicing; I breathe out, the 

mind rejoicing.' He trains, `I breathe in 

with a concentrated mind; I breathe out with 

a concentrated mind.' He trains, `I breathe 

in with a released mind; I breathe out with a 

release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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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경험하면서’ 와 ‘마음을 경험하면서’는 완전히 같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역시 같다. 

‘마음을 집중시키면서’와  ‘마음을 집중하면서’는 매우 유사하다.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와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22.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13)aniccānupassī assasissāmīti sikkhati, 

aniccānupassī passasissāmīti sikkhati,  

14)virāgānupassī assasissāmīti sikkhati, 

virāgānupassī passasissāmīti sikkhati,  

15)nirodhānupassī assasissāmīti sikkhati, 

nirodhānupassī passasissāmīti sikkhati, 

16) paṭinissaggānupassī assasissāmīti 
sikkhati, paṭinissaggānupassī passasissāmīti 
sikkhati. 

빠알리저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3)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14)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15) 소멸함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소멸함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16)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29. “⑬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⑭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빛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⑮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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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⑯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영역 . [6] He trains, `I breathe in seeing 

impermanence; I breathe out seeing 

impermanence.' He trains, `I breathe in, 

detached; I breathe out, detached.' He 

trains, `I breathe in seeing cessation; I 

breathe out seeing cessation.' He trains, `I 

breathe in seeing the giving up; I breathe 

out seeing the giving up.' 

  

  

Virāgānupassī 에 대하여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와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로 되어 있다. Virāgā 는 색깔이 바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초불의 경우 탐욕을 덧붙여 ‘탐욕의 빛바램’으로 번역 하였다.  

  

  

  

23. 

번역자 내   용 

빠알리원전 Evaṃ bhāvitā kho rāhula ānāpānasati evaṃ 

bahulīkatā mahapphalā hoti mahānisaṃsā, evaṃ 

bhāvitāya kho rāhula ānāpānasatiyā [PTS Page 

426] [\q 426/] evaṃ bahulīkatāya yepi te 

carimakā assāsapassāsā1 tepi viditāva 

nirujjhanti no aviditāti.  

Idamavoca bhagavā. Attamano āyasmā rāhulo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īti.  

Mahārāhulovādasuttaṃ dutiyaṃ.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19. 라훌라여, 이렇게 호흡새김을 닦고 이렇게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다. 

라훌라여, 이렇게 호흡새김을 닦고 이렇게 

반복하면, 심지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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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20. 이처럼 말씀하시자 존자 라훌라는 만족하여 

세존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뻐하여 받아들였다. 

  

라훌라에 대한 가르침의 큰경 끝났다.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30. “라훌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잇다. 라훌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였다. 라훌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라훌라를 교계한 긴 경(M62)이 끝났다.  

영역 “Rāhula, mindfulness of in breaths and out 

breaths developed in this manner brings good 

results and many benefits. Rāhula, when 

mindfulness of in breaths and out breaths are 

developed and made much in this manner, even 

the last breath leaves with your 

knowledge.” [7] 

The Blessed one said thus and venerable Rāhula 

rejoiced in the words of the Blessed one. 

  

  

  

마하라훌로와다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구가 ‘yepi te carimakā 

assāsapassāsā1 tepi viditāva nirujjhanti no aviditāti’ 라는 

문장이다. 이에 대하여 성전협회의 경우 “심지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사라질 때에도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고, 초불의 경우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일까. 전재성박사의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351 

 

  

  

이것은 죽음을 최후로 하는 입출식이다.  

수행자가 죽을 때에 새김과 알아차림으로 고요히 죽는 것을 말한다. 

  

(마하라훌로와다경 주석, 전재성박사) 

  

  

수행하다 죽는 것을 말한다. 수행중에 자신의 호흡을 보면서 임종을 맞았을 

때 다시 태어남이 없을 것이다. 

  

사마시시(samasisi)와 Samasisa(사마시사) 

  

수행처에서 경행과 좌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종 ‘와선’도 하기 

때문이다. 와선은 누워서 하는 수행을 말한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가장 강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경우 가장 강한 대상은 호흡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배의 호흡이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지켜 보는데, 그런 

상태를 지속하다 보면 잠이 들게 되어 있다.  

  

이때 끝까지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만약 임종시에 호흡을 끝까지 알아 

차리면 다음 마음이 일어 나지 않아 죽음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라 한다. 이를 ‘사마시시(samasisi)’라 한다.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Samasisa(사마시사)는 ‘두 결과를 동시에 

성취하는 님’ 또는 ‘제수잔(齊首者)로서 갈애와 목숨을 동시에 

소멸시키는 님’으로 설명 되어 있다.  

  

수행중에 죽는다는 것은 영광이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노후걱정을 하여 

개인재산을 축적하거나 노후보장용으로 사설사암을 갖기에 열중이라는 

것은 출가수행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하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라고 수행처에서 말한다. 

  

 16 단계의 호흡수행 

  

마하라훌로와다경에 실려 있는 16단계의 호흡수행은 네 가지 새김의 토대와 

연관된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 된다. 이 16단계의 수행에 대하여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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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지 호흡의 단계 

No 16 가지 호흡의 단계 비  고 

1 길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길게 

2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3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신체의 

전신을 경험 

4 신체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신체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신체의 

형성을 그침 

5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희열을 경험 

6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행복을 경험 

7 마음의 형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의 형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의 

형성을 경험 

8 마음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의 

형성을 그침 

9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경험 

10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기쁘게 함 

11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집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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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해탈시키킴 

13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무상함을 

관찰 

14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사라짐을 

관찰 

15 소멸함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소멸함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소멸함을 

관찰 

16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완전히 

버림을 관찰 

  

  

  

승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된 맛지마니까야 

마하라훌로와다경에 대해서 번역 비교를 해 보았다.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 

승가에서 우려 하였던 ‘근거 없는 번역, 자신의 사적인 견해에 따른 번역, 

소설적 번역’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철저하게 원전에 근거한 번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주석에 바탕에 둔 번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가자가 

번역하였다고 하여 염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빠알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 독일어, 티벳트어 등에 능통하고 이들 

원전을 참조한 번역이 더 신뢰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외국어만 잘 한다고 해서 훌륭한 번역가라고 볼 수 없다. 번역자는 

다방면에 걸쳐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포함하여 계율에 대한 가르침, 

자비실천의 가르침, 수행의 가르침, 평등의 가르침, 현실직시의 가르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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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승가뿐만 아니라 재가자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우정의 가르침, 아픈자를 위한 가르침 등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이 뭇삶(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해지다 보니 8만4천가지나 되었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가르침에 대하여 오로지 승가의 스님만의 번역이 바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재가자 번역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 이는 까라니야멧따경(자애경, Sn1.8)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이라는 문구에서와 같이 부모가 되어 

보아야 그 심정을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재가자의 번역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승가의 오만과 편견 

  

삶의 과정에서 수 많은 문제에 봉착하며 살아 간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럴 경우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경전을 떠 들어 보았을 때, 

신기하게도 그 안에 답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8만4천이나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빠알리어 번역이 승가가 번역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재가가 번역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승가의 분위기는 오만과 편견이라 본다. 더구나 

세익스피어의 햄릿 이야기를 들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섹스피어의『햄릿』을 번역해보리라 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재가번역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다름 

없다. 

  

이제 두 출판사에서 4부 니까야가 완역 되었다. 번역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있다. 재가자가 번역한 것은 문제가 있고, 출가자가 번역한 것만 

바른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경솔한 처사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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