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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시기와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불선업을 쌓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수

밖에 없다. 

 

에스엔에스에서, 특히 페이스북에서 세계일주에 대한 글을 접한다. 어떤 

이는 오토바이 하나로 호주대륙을 횡단하고 또 종단한다. 또 어떤 이는 

이집트 여행을 끝내고 조지아와 같은 오지의 나라를 간 다음에 체코에 

이르는 여정을 매일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글을 접했을 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시기와 질투가 나기도 한다. 

 

해외여행 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정년이 

지나서 은퇴한 후에나 마음 놓고 돌아다녀도 될 것이다. 만약 직장인이 

휴가를 내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 자리가 치워져 있

을지 모른다. 자영업자는 어떠할까?  

 

개인사업자이다. 일인사업지이기도 하다. 잠시도 시간 낼 수 없다. 하루

라도 자리를 비우면 고객이 참지 못한다.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발원한다. 일년에 한번은 성지순례 명목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여행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다. 부재 중에 일을 보아주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그런 사람이 있다. 나의 멘토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열살 아래

이긴 하지만 그는 나의 엄연한 멘토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로 물

어본다. 왠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 무엇보다 부재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해외여행 갔을 때 일을 봐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나가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것은 해외여행자뿐만은 아니다. 가족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아내이야기, 남편이야기, 자식이

야기 같은 가족 이야기를 자제한다. 대부분 자랑이기 쉽다. 손자는 어떨

까? 역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한다. 왜 그런가? 결핍된 사람이 있기 때문

이다. 

 

가족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아내가 특별 부탁한 것도 이유가 된다. 그러

나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편이야기, 아내이야기, 자식이야기, 손주이야기로 일관한다

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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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도 정도껏 해야 한다. 매일 실시간으로 그것도 몇 달 동안 계

속 올린다면 식상하게 된다. 처음에는 볼만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라며 반문하게 된다. 왜 그럴까? 나의 처지

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여행은 감각적인 것이다. 시각이 가장 큰 것이긴 하지만 여행은 먹는 것

도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여행자들이 종종 먹방을 연상케 하는 장면

을 올려 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먹는 것은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등 오감이 총동원 되기 때문에 오감으로 먹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에스엔에스에서 여행에 대한 글을 보면 마치 먹방을 보는 것 같다. 그러

나 먹방은 시각적인것과 청각적인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뜨거운 열기나 

차가운 바람을 느낄 수 없다. 남이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것이 

되었을 때 먹방과 무엇이 다르고 야동과 무엇이 다를까?  

 

여행에 대한 글과 사진을 보는 것은 그림의 떡과 같다. 처음에는 호기심

으로 보지만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여 멀리하게 된다. 그렇다

면 글은 어떠할까? 담마를 근거로 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경전을 근거로 하는 글쓰기를 십년이상 지속하고 있다. 거의 매일 하루

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올려 놓는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매일 의무적으

로 쓴 글을 올려 놓는다. 요즘에는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게재한다. 이런 

글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식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해외여행자가 매일 새로운 사진과 글을 올려 놓듯이, 블로거도 매일 새

로운 글을 올려 놓는다. 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글쓰기 소재는 무궁

무진하다. 사진보다는 글로 승부하고자 한다.  

 

해외여행자는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많이 보아 주기를 바란다. 마찬가지

로 블로거도 자신이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말한다. 이런 면

으로 본다면 블로거는 작가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러나 증명서가 없다.  

 

소설가라면 소설가자격증이 있을 것이다. 시인이라면 역시 시인자격증이 

있을 것이다. 등단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등단해서 인정받으면 평생작가

가 되는 것 같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어느 작가는 “시 몇 편 발표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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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평생동안 시인이라고 불리고, 개점휴업 상태인데 소설가라고 불리는 

것은 다른 직업인과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염치없는 일이 아닌가.”라

고 했다. 

 

한때 시인이 되고 싶었다. 블로거보다는 시인이라는 말이 멋있을 것 같

았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시인카페에 가입했다. 어떻게 하면 시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했다. 한마디로 시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했

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입장벽을 느꼈

다. 이후 시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다.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 자칭타칭 시인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서로 시

인이라고 불러준다. 아마도 시인자격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매일 또는 매주, 매달 시를 내는 것일까? 과연 시 몇 편 발표한 것 가지

고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치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평생 “박사

님”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과 같지 않을까? 어느 작가가 말한 것처럼 염

치 없는 것 아닐까?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스스로 블로거라고 하지만 

블로거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등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소개할 때는 블로거라고 말한

다. 왜 그런가?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것도 장문의 글

이다.  

 

글을 올릴 때는 인정을 받기 원한다.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글로서 승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과 주석을 

근거로 하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내용과 형식을 

갖춘 길이 남을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식인들의 놀이터 같다. 왜 그런가?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

람들, 소위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 소위 고학위 타이틀이 있다는 사람들

의 글을 보면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 교

수는 걸크러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페이스북은 원래 그런 

곳일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글쓰기도 그렇다. 그러나 지위와 

학력에 있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아

무리 잘 써도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차단하기 조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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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까? 

 

인정투쟁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인정투쟁은 어떤 것인

가? 그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관심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서운해 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관심 보이지 않으면 그

뿐이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뿐이다. 블로그에 있는 글이 나를 인정하는 것

이고 나의 자격증이 된다. 그런 글을 이제 책으로 엮고자 한다.  

 

이번에 내는 책은 ‘61 담마의 거울 2014 V’이다. 61번째 책으로 2014

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쓴 글로서 담마에 대한 것이다. 모두 

15개의 글이 있는데 212페이지에 달한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서문 때문이다. 책을 책답게 하려면 반드시 서문

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판매용으로 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보관용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피디

에프(PDF) 파일을 올려 놓는다. 모두 퍼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 나의 글쓰기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몇 달씩 해외여행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다 “저 사

람은 어떤 복이 있어서 즐기기만 하는 것일까?”라며 생각해 본다. 또 

한편으로 시기와 질투가 나기도 한다. 열심히 일할 시간에 오감으로 즐

기는 여행을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올린 것을 보면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남이 즐기는 것을 보고서 즐기는 것은 먹방을 보는 것과 야동을 보는 것

과 같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

는다. 보고 나면 허탈하다. 글도 그럴까? 

 

글을 쓸 때는 무언가 하나라도 남는 글을 쓰고자 한다. 무언가 하나라도 

건질 것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을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의 글에서 뭐라도 하나라 건질 것이 있을까?  

 

지식인들은 블로거의 글에 대하여 냉담한 것 같다. 자격증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는 것인지 모른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작가이다. 이제부터는 블로거라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작가라고 칭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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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을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作家)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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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 따습고 배부른 자들의 환망공상 
  
  
  
불교칼럼을 보면 
  
교계신문사이트를 보면 수 많은 칼럼을 볼 수 있다. 주로 스님이나 

교수의 칼럼이다. 또 교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칼럼이다. 이런 

칼럼을 대할 때 불교교리나 담마에 대한 것을 찾아 보기 힘들다.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신변이야기 또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이야기 등으로서 

부처님이 말씀 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불교닷컴에 실리 어느 스님의 칼럼을 보면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한문으로 된 한시가 보인다. 마치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하듯이 불교칼럼이지만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는다.  
  
어느 교수의 칼럼을 보면 역시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불교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전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경전에 쓰여진 문구는 

낡은 것, 쾌쾌묵은 것 정도로 간주한다. 심지어 비과학적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품을 걷어 내자고 말한다.  
  
K 교수의 ‘환망공상’을 보면 
  
불교닷컴에 기고된 K교수의 칼럼을 보면 ‘불선심’을 자극한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글을 보았을 때 ‘로그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K 교수의 ‘환망공상’을 보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기 때문이다.  
  
K 교수는 수학자이다. 과학을 근거로 하여 컬럼을 쓰기 때문에 과학적 

내용이 가득하다.  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특정한 생명체가 아메바와 같은 미물微物과 인간 

사이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유한개의 고정된 동물의 몸과 

마음의 형태로, 무한한 시간동안 무한히 되풀이해서 윤회한다는 이론은 

엉터리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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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 환망공상의 땅, K 교수, 불교닷컴 2014-

10-20) 
  
  
거두절미하고 K교수는 “윤회한다는 이론은 엉터리 이론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면 부정하는 말이다. 

부처님의 원음이라 불리우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수 없이 윤회를 

말씀 하셨음에도 윤회는 없다고 한다. 윤회가 없다면 인생은 

‘원타임(One Time)’이란 말인가? 
  
뭐? 윤회가 엉터리이론이라고? 
  
K 교수가 윤회를 엉터리로 보는 근거가 있다. 그것은 지구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 고작해야 몇 백만년전이다. 크로마뇽인이 출현한 것은 수 

만년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질학에 따르면 2 억년 전에는 공룡이 

이땅의 주인이었다. 이런 지질학적 인류학적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인간이 되고, 심지어 미생물이 인간이 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가 나오게 된 

것은 그 때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과학적 잣대를 들이밀어 간단하게 “윤회한다는 이론은 엉터리 

이론이다”라고 선언 한 것이다.  
   
K 교수가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어떻게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미생물이 

될 수 있는지 의문 하는 것이다. 그래서 K 교수가 말하는 진화는 오로지 

한쪽 길로만 간다고 한다. 한번 침팬지의 길로 가면 그 길로 죽 갈 뿐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진화의 나무에는 무수한 

다른 가지들이 존재한다. 이 다른 가지들은 절대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일단 한번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치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않는다.(K 교수)”라고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오로지 인간의 

길로만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제 물질적은 

진화는 거의 멈추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체유심조를 강조하면 

이제는 정신적인 진화로 가야 함을 강조한다.  
  
영원주의자인가 허무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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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의 끝에는 무아(無我)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무상(無常)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연기(緣起)의 대해(大海)를 건너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이 끝에 도달한 자들은 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 그 순간 세계는 

찬란한 대자유의 세계로 돌변한다.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 환망공상의 땅, K 교수, 불교닷컴 2014-

10-20) 
  

  
  

 
  

fantasy-world 
  
  
어떤 글이든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만일 메시지가 없는 

글이라면 횡설수설하고 말 것이다. 길게 글을 쓰지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본다면 K교수의 긴 글 끝에 

결론적으로 쓰여 있는 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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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교수의 결론을 보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노골적으로 직설적 

화법을 피하고 언어를 상징화 한 것이다. 그렇다면 K 교수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이제 까지 K 교수의 글을 보면서 느낀 점은 

‘단멸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K 교수는 결론부에서 ‘세계의 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죽음을 

뜻한다. 그런데 세계의 끝에 무아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무아의 

괴물이라 하였다. 무아를 왜 괴물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 무아라는 괴물에게 잡혀 먹는다라고 하였을 때 

아마 해탈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찬란한 

대자유의 세계로 돌변한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K 교수의 결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영원주의이고 또 

하나는 허무주의이다. 영원주의는 절대로 있다는 절대유를 강조한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K교수의 합일론은 전형적인 영원주의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세와 윤회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허무주의이다.  
  
허무주의는 영원주의와 반대로 절대무를 강조한다. 허무주의자들은 

육체와 정신을 상호의존관계로 본다. 그래서 연기 또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본다. 이렇게 육체와 정신을 상호의존적 연기로 보았을 때 

단멸론이 성립된다.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교수는 영원주의자인가 

허무주의자인가? 
  
과학의 시대라 하지만 
  
이 세상의 종교는 영원주의 아니면 허무주의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 

상황이 잘 말해 준다. 영원주의를 대표하는 종교가 브라만교이었고, 

육사외도의 대부분이 허무주의인 것은 초기경전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처럼 종교나 사상은 영원주의 아니면 허무주의이다. 이런 

사조는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요즘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배격한다.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논파한 것이다. 이런 연기법은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변함이 없다. 왜 그런가? 이미 원리로서 확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라고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현하지 않거나 그 세계는 정해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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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S12.20)”라고 말씀 하셨다. 연기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근본원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의 시대에 연기법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부처님이 무기한 이유는  
  
K 교수는 과학적 상식을 들어 윤회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진화론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심지어 부처님 당시에 진화론이나 지질학을 몰랐기 

때문이라 하며 허황된 이야기가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물리적 진화의 예를 들어 간단하게 윤회를 부정한다. 그런데 정신적 

진화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류는 무한한 정신적 진화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 정신적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반으로 귀결된다. 탐진치 등 번뇌를 소멸하고 

청정한 삶을 살았을 때 다시는 윤회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악업은 

물론 선업 등 일체 업을 짓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 업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짓는 업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환망공상에 

사로 잡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처님의 ‘무기(無記)’가 있다. 대표적으로 말룽끼야뿟따경을 들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든가 “세상은 무한한가?” 등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의문하는 말룽끼야뿟따에게 부처님은 쓸데 없는 데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질문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 

  

부처님이 희론에 대하여 무기한 첫 번째 이유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그와 같은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누가 존재합니까?’라는 질문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오로지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존재가 생겨납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와 

같다.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S12:12)”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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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처님이 “세상은 무한한가?”등에 대하여 답을 하게 된다면 

회의론자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질문하여 물어 볼 

것이다. 사실상 회의론자들에게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형이상학적 

주제는 필요 없는 논쟁만 야기할 뿐이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은 결국 ‘희론’이다. 그런 희론에 매달려 

보아야 평생 풀리지 않는다. 

  

등 따습고 배부른 자들이 

  

부처님이 희론에 대하여 무기한 두 번째 이유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론에 대한 의문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 “세계의 끝에는 

무아(無我)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무상(無常)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연기(緣起)의 대해(大海)를 건너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이 끝에 

도달한 자들은 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 그 순간 세계는 찬란한 

대자유의 세계로 돌변한다.”라는 K 교수의 말이 고단한 삶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등 따습고 배부른 자들이 심심풀이로 

공상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환망공상’에 대하여 부처님은 “뽓따빠다여, 이러한 것들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원리에 맞지 않고 청정한 삶을 시작하는데 맞지 

않고, 싫어 하여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라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치지 위한 것도 아니고, 곧바로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올바로 깨닫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열반에 들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설하지 

않습니다. (D9)”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희론’을 배격하였다. 

  

세상의 발생원리와 희론의 발생원리 

  

K 교수가 칼럼에서 언급한 ‘환망공상’은 희론에 지나지 않다. 그런 

희론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초기불교 경전에 답이 있다. 

‘마두삔디까경(M18)’에 따르면 희론의 발생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가장 먼저 접촉에 따른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삼사화합’이라 

한다. 삼사화합이란 “수행승들이여, 세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S35;107)”라고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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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세상이든 정신의 세상이든 모두 접촉에 따른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 접촉은 세 가지 즉, 시각과 형상과 시각의식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화합 하였을 때 접촉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접촉에 대하여 

팟사(phassa)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감각접촉을 말한다. 눈, 귀, 

코 등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접촉과 그에 따른 인식을 

‘감각접촉(phassa)’라 한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세상의 발생원리와 희론의 발생원리에서 공통되는 

것은 삼사화합에 따른 접촉과 접촉을 조건으로 하는 느낌의 발생이다. 

이렇게 접촉에서 느낌까지는 같지만 느낌 이후에서 부터는 갈라진다. 

세상의 발생원리는 “느낌을 을 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나고” 순으로 

연기가 전개 되지만, 희론의 발생원리는 “느낀 것을 지각하고” 로 

시작 되는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난다. 이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 차이점 구  분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그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S35.107)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난다.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세상의 생겨남이다. 

(S35.107) 

세상(괴로움)의 

발생원리 
  

벗들이여,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고, 

그 세가지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형상에서 

희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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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생겨나고,(M18)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납니다. (M18) 
  

   

  

삼사화합에 따른 접촉으로 느낌까지는 공통이다. 그러나 느낌 이후에는 

달라진다. 세상이나 괴로움의 발생은 느낌을 조건으로 시작되는 연기의 

회전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두삔디까경(M18)에 따르면 느낌 

이후에 희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희론의 발생과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느낌-지각-사유-희론 순으로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론은 오염된 것 

  

경에 따르면 이런 희론에 대하여 오염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납니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희론이 왜 

오염된 것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욕망을 조건으로 시간과 존재가 생겨난다고 하는 인식론적인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즉, 여섯감역(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을 통해서 각각의 의식이 

생겨나고 그 세가지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자각하고 자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戱論)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시간과 존재에 관한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유의 근거 없는 확장, 즉 

희론이 시간과 존재에 관한 관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맛지마니까야 358 번 각주, 전재성님) 

  

  

이 각주는 주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재성님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전재성님에 따르면 희론에 대하여 ‘사유의 근거 없는 확장’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오로지 정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끼의 뿔은 실재 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느낀 것을 자각하고, 자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戱論)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시간과 존재에 관한 관념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K 교수가 말하는 ‘환망공상’ 같은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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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희론은 ‘오염’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에 실려 있는 62 가지 사견을 들 수 있다. 

  

모든 것은 감각접촉(phassa)에서 

  

62 가지 삿된 견해는 모두 접촉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영원주의자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각접촉’에 따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이 접촉없이 그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D1)”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접촉없이는 이러한 

견해의 감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의 십이연기법문집에 따르면 “요컨대, 우리가 말하거나, 

쓰거나, 견해를 갖거나, 생각하거나, 마음이 자유롭게 망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에는 생생한 상상, 즉 감각접촉[觸]이 필요합니다.”라 

하였다. 과거의 풍요로움이나 미래에 풍요롭게 되리라는 예상과 관련된 

표상처럼 즐거운 감각접촉은 즐거운 느낌을 일으키고, 반면 괴로운 

감각접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느낌 

단계에서 알아차려야 한다. 이렇게 느낌이 갈애로 발전되지 않도록 느낌 

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환망공상은 희론 

  

느낌단계에서 알아 차리지 못하면 연기의 회전이 시작 되거나 희론으로 

발전된다. 모든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것들이다. 특히 K교수가 말하는 

환망공상은 대표적 희론이다. 그런데 K교수의 환망공상론에 따르면 

윤회는 부정된다. 더구나 “윤회한다는 이론은 엉터리 이론이다”라 

하였다. 희론으로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단멸론적이고 허무주의적 견해이다.  

  

허무주의 견해는?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의 사상 대부분은 허무주의이었다. 그렇다면 

단멸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단멸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헌공도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화생하는 뭇삶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곧바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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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올바로 실천하는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도 없다. 

  

네가지 광대한 존재로 이루어진 사람의 그 목숨이 끝날 때에 땅은 땅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불은 불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모든 감각능력은 허공으로 

돌아간다. 네 명의 인부가 상여에 시체를 싣고 가서 화장터에 조사를 

읊조리지만 마침내 뼈는 표백되고 제물은 재가 된다.  

  

보시는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허황된 

망설이다.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Natthidinnasutta-보시도 없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24.5, 전재성님역) 

  

  

이것이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아지따 께사깜발린의 

단멸론이다. 그런데 이런 단멸론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요즘이나 부처님 당시나 단멸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는 조금도 변함 없다. 아니 과학문명이 발달한 

요즘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과학적 상식에 근거하여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자들 대부분이 단멸론자라고 보면 틀림 없다. 

  

단멸론을 조목조목비판한 마하시 사야도 

  

단멸론과 같은 삿된 견해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집착 

때문이다. 십이연기에 따르면 집착에는 (1)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kāmā-upādāna) (2) 사견에 대한 집착(diṭṭhi-upādāna) (3)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sīlabbata-parāmāsa-upādāna) (4)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atta-vāda-upādāna)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네 가지 집착중에 두 번째 ‘사견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는 단멸론으로 설명된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사견은 보시란 좋은 업을 짓는 행위가 아니고 단지 돈만 

날리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선행의 가치와 과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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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니다만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보시행은 보시자를 

기쁘게 하고 보시 받는 자를 물질과 정신으로 이롭게 하고 심지어는 

굶주린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합니다. 보시자는 평판이 

좋고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신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죽은 뒤에 받는 보상을 회의론자들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의 세속적 과보는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과 다른 

성자들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통력의 하나는 하늘 

눈[天眼]입니다. 이러한 하늘 눈[天眼]으로 보시자가 천신계에서 잘 

살고 있는 것과 악행을 일삼은 비보시자는 악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광경은 신통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깊은 삼매를 얻은 일부 

수행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상상의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리겠지만 저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수긍하는 

것은 이야기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사견도 또한 큰 규모의 보시가 가져오는 업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사견은 새해를 맞이하여 손님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가 가져오는 업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견은 본질에 

있어서 첫 번째 사견과 같습니다. 이는 당시 외도(外道)들이 무익하다고 

치부해버린 고대 인도에서 성행하던 작은 보시행을 가리킵니다.  

  

(4) 네 번째 사견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악행이 가져오는 업보를 

부정하는 견해(akiriya-diṭṭhi)입니다. 사람이 현생에서 짓는 행위에 

대해 받는 업보와 다른 세속적인 과보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으며, 

신통력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망에 그냥 내맡겨 

두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질적 향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업의 법칙을 

부정하는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최종적인 분석결과 이는 그들이 감각적 쾌락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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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와 (6) 여섯 번째 사견은 어렸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준 부모에게 입은 은혜에 표하는 공경이나 경의, 후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쩌다가 성관계를 맺어서 애를 가졌고 

책임감에서 애를 키운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감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돌보아 드리는 

게 선행도 아니며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것도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끔찍한 견해로 이러한 사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7) 일곱 번째 사견은 인간계와 축생계를 제외한 다른 중생계를 

부정합니다. 이 사견은 동물이 인간으로 재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부정합니다.  

  

(8) 여덟 번째 사견은 인간이 천신계나 축생계, 또는 지옥에 재생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죽으면 삶이 끝난다는 단멸론(斷滅論)을 가르칩니다.  

  

(9) 아홉 번째 사견은 화생(化生)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태에 들지 않고 완전히 성장한 성체를 지니고 나타나는 천신, 

범천, 아귀, 아수라등과 같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선하거나 악한 유령과 만났다는 보고가 있고 유령, 천신, 범천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무당과 심령술사가 있으며, 이들은 때로 위빠사나를 

닦는 수행자에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견해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10) 열 번째 사견은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설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스스로의 실제적이고 남다른 경험을 토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독자적으로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다 

추측과 공론이어서 거짓이며 삿된 것임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견해는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과 

아라한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 근거하고 있는 논리는 

자기 당착적이고 파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역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 견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8. 갈애[愛]를 조건으로 집착[取]이 일어난다, 마하시사야도의 

십이연기법문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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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시사야도의 십이연기 법문집을 보면 아지따 께사깜발린의 단멸론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이런 비판은 오늘날 ‘환망공상’과 같은 

단멸론에도 유효하다. 

  

삼계와 윤회를 부정하는 자들 

  

법문에 따르면 일곱 번째에 ‘다른 중생계를 부정’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삼계를 부정한다는 말과 같다. 어떤 이는 “삼계는 실존하는 

세계가 아니다”라고하여 삼계를 부정하였다.  

  

또 단멸론자들은 “동물이 인간으로 재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부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K 교수의 “유한개의 고정된 동물의 몸과 

마음의 형태로, 무한한 시간동안 무한히 되풀이해서 윤회한다는 이론은 

엉터리 이론이다.”라고 말한 것을 꼭 집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삼계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단멸론으로서 허무주의적 

견해이다. 오로지 현생만을 생각할 뿐 죽음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직 죽어서 돌아 온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죽어서 확인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로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단멸론자 또는 

허무주의자라 한다. 

  

망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영원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되기 쉽다.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 대부분은 

경전을 무시한다. 오래 되고 퀘퀘묶은 것으로 보아 과학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로 가르침을 재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영원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둘 중의 하나로 귀결 되기 쉽다.   

  

삼계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환망공상’의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그물에 갇힌 물고기와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62 가지 사견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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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미래를 생각하는 자로서  

어떠한 수행승들이나 성직자들이라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망설을 주장한다면,  

모두가 이러한 예순 두 가지  

그물코를 가진 그물에 사로 잡혀,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할수록,  

거기에 갇힌 채 그물에 조여  

발버둥치게 될 것이다. ”(D1) 

  

  

  

2014-10-21 

진흙속의연꽃 

 

 

 

 

 

 

 

 

 

 

 

 

 

 

 

 

 

 

 



23 

 

2. 오취온이 고성제인 이유 
  
  
  
인간의 목숨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땅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여 집안에만 꽁꽁 숨어 있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내일 죽을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꼼짝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집천장이 무너져 죽었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어떻게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진리임에도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변의 사고를 보아도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긴다.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하여 남보듯 할 수 있을까? 숫따니빠따에 

따르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럽고 짧아 고통으로 얽혀 있습니다.(stn574)”라 

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부처님은 말씀 하셨다. 인간의 목숨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길을 걷다가 낡아 빠진 간판이 떨어져 즉사 하는 경우도 있다. 멀쩡하던 

지붕이 무너져 죽기도 하고 땅이 꺼지듯이 바닥이 내려 앉아 죽기도 

한다. 다리를 건너던 버스가 다리 중간이 끊어지는 바람에 죽기도 한다. 

단단하다고 여긴 백화점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기도 한다. 마치 죽음을 

향하여 모든 것이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듯 하다. 그럼에도 죽음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관은 

어떤 것일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접고 
  
요즘 JTBC 뉴스가 기다려진다. 최근 시간대가 변경되어 저녁 8 시에 

시작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9 시를 훌쩍 넘긴다. 이러다 보니 다른 

방송사의 뉴스시간은 별로 관심이 없다. 준수한 용모의 인간미 넘치는 

뉴스진행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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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담프로에서 성수대교참사에서 살아 남은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 때 당시 의경으로 있었는데 다리가 끊어짐과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 탓던 봉고버스가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하였다. 다행히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구조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신적 외상에 시달렸다고 하였다. 이를 영어로 

‘트라우마’라 한다.  
  
트라우마에 시달린 전의경은 20 년 전의 일을 회상하였다. 뉴스진행자가 

그 때 당시와 지금의 삶에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물어 보았다. 이에 

전의경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이다. 사고 이전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부풀어 있었고 별일 

없는 한 실현 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난 후 

바뀌었다고 하였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라고 바뀌었다고 하였. 이런 식의 이야기는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다. 어느 종편방송에 

출연한 신정아씨 역시 이런 말을 하였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신정아씨 역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접었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한다. 
  
절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부처님 말씀처럼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지워졌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의 운명은 항상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는 십이연기정형구에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S12.2)”라 하였다.  
  
존재의 삶은 결국 절망으로 귀결 된다. 여기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는 말은 빠알리어가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이다. 이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복합어에서 절망과 관련된 말은 ‘ūpāyāsā’이다.  Ūpāyāsā 는 

‘tribulation; grief’의 의미로 ‘시련, 고난, 재난, 슬픔’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절망이라는 말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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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연에서도 ‘ūpāyāsā’에 대하여 절망이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 

역시 ‘despair’라 하여 절망으로 번역하였다.  
  
번역자 마다 연기의 회전에서 종착지에 대하여 절망이라 하였다. 인간의 

삶이 끊임 없이 유전하고 윤회하지만 그런 연기의 종착점은 항상 

절망으로 끝남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웃고 즐겁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절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절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폭주 하는 기관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하여 불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종교, 절망을 

이야기하는 종교일까? 
  
세상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세상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어떤 것일까?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이 

약간 넘는 55%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사람들은 불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상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불자들도 자신의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사람들이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매우 

심오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종교와는 다른 

것이다. 불교에서는 창조신을 인정하지 않기에 인간의 이성을 마음껏 

확장하여 인생과 자연과 우주의 근본원리를 밝혀 놓았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접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부처님의 원음이 우리말로 번역 되어 나와서 

누구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을까? 
  
십이연기의 순관과 고성제와의 관계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은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경전이 ‘상윳따니까야’이다. 

모두 56 개의 주제로 하여 주제별로 분류된 것이다. 연기에 관하여 

알고자 한다면 12 번 째 주제에 해당되는 ‘인연의 모음(S12)’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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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이 이 경전에서 이런 말하고 저 경전에서 다른 말하는 식이 

아니라 알고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어서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로 십이연기의 순관과 고성제를 들 수 

있다.  
  
십이연기 정형구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S12.2)”라 하였다. 여기서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라는 말에 주목한다. 왜 

주목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초전법륜경 고성제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고성제에서는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십이연기의 마지막 구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경전 문구 비  고 

분별의 경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S12.2) 

십이연기 

초전법륜경 saṅkhittena 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S56.11) 

고성제 

  
  
  

십이연기의 순관은 사성제에서 고성제와 집성제에 해당된다. 이는 

연기적 삶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적 삶은 일반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유전하고 윤회하는 삶을 살아 간다. 그런데 

초전법륜경을 보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 즉 오취온이 괴로움이라 

하였다. 이는 분별의 경에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과 

초전법륜경에서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같은 것임을 암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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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의 꽃다발 
  
십이연기 순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괴로움의 다발들’이라는 말은 

‘dukkhakkhandha’를 말한다. 그런 괴로움의 다발이란 무엇을 말할까?  
  
괴로움의 다발은 마치 꽃다발을 연상시킨다. 여러 개의 꽃이 모아 놓은 

것을 꽃다발이라 하듯이 여러 종류의 괴로움을 모아 놓은 것이 괴로움 

다발. 즉 고온(苦溫)이다. 이런 고온은 고성제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다.  
  
고성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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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6.11)”라는 정형구가 있다. 이는 생노병사 사고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이렇게 세 가지 고통을 합한 

칠고(七苦)를 말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다발이다. 그러나 이런 괴로움의 

다발은 일반사람들, 즉 유아견을 가진 범부가 겪는 괴로움의 다발이다. 

그렇다면 팔고(八苦)란 무엇인가? 
  
사고팔고와 오취온고(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 
  
불교에서는 ‘사고’를 말한다. 또 ‘팔고’를 말한다. 그래서 

‘사고팔고’라 한다. 사고팔고라 하였을 때, 사고는 생-노-병-사와 

같은 근본적이고 운명적인 고통을 말한다. 여기서 운명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팔고라 

하였다. 이는 사고에다 네 가지를 더한 것이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S56.11)”이라는 문구로 표현 된다. 이를 한자어로 옮기면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취온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팔고’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하여 ‘팔고’라 한다. 그러나 

범부들은 일곱가지 생노병사 등 ‘일곱가지 괴로움’을 겪는다. 물론 

이외에도 수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크게 일곱 가지 괴로움의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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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 그런데 팔고 중에 오취온고가 있다. 이는 초전법륜경 

고성제에서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S56.11)”라고 설명된다. 설명문에 따르면 오취온고는 

모든 괴로움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사고팔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취온고가 된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를 설하였다. 이를 고성제라 한다. 

그런데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한마디로 오취온고로 요약된다. 이는 

“줄여서 말하지면”이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빠알리어가 

‘saṅkhittena’에 대한 번역이다. ‘saṅkhittena’에 대하여 

빠알리사전을 보면 ‘总括地说、简略地’라 설명 되어 있다. 따라서 

생노병사 등 일곱가지 괴로움, 아니 모든 괴로움을 한단어로 요약하면 

‘오취온고(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은 오취온고로 포커스가 맞추어진다. 
  
불교를 한 없이 어렵게 만드는 말 오취온 
  
불교를 한 없이 어렵게 만드는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오취온이라는 

말이다. 오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취온이라 하니 불자들은 불교가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불교에 대하여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온과 오취온을 구별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한다. 그리고 장황하게 

오취온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마치 오취온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 오취온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오온과 오취온은 어떻게 다를까? 
  
오취온은 문자 그대로 오온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오취온을 뜻하는 

빠알리어 ‘pañcupādānakkhandhā’가 

‘pañca(五)+upādāna(取)+khandhā(溫)’의 복합어이기 때문이다.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 또는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오온에 대한 집착을 설한 경을 모아 놓은 것이 

상윳따니까야 ‘칸다상윳따(S22)’이다. 그렇다면 고성제의 오취온고와 

오온은 다른 것일까?  
  
오온과 오취온은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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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카] 
“존귀한 여인이여, 그 집착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과는 별도로 집착이 있는 

것입니까?” 
  
[담마딘나] 
“벗이여 비싸카여, 그 집착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과 동일한 

것도 아니며,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과는 별도로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벗이여 비싸카여,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을 지니면, 그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바로 그 

집착입니다.” 
  
(교리문답의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44, 전재성님역)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 오온과 오취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라한이 된 담마딘나의 전남편 비싸카가 재가신도의 입장에서 

물어 본 것이다.  
  
담마딘니는 오온과 오취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래서 오온에 

대하여 탐욕을 지니면 오취온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오온이 따로 

있고 오취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들이 욕망과 탐욕에 

집착하였을 때 오취온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범부와 아라한 
  
오온과 오취온을 설명할 때 흔히 범부와 아라한의 비유를 든다. 범부는 

오취온의 존재이고, 아라한은 오온이라 한다. 범부들은 이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보아 내 뜻대로 하고자 하여 오취온의 존재라 하지만, 

번뇌가 소멸된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오온 그 자체의 존재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착(upadana)’이라는 말이다.  
  
탐진치 등 번뇌가 소멸하여 청정한 삶을 사는 아라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집착은 없다. 이 때 집착은 아비담마에 따르면 52 가지 마음부수 

중의 하나이다.  집착은 존재의 발생을 유발하고 만다. 십이연기 

정형구를 보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Upādānapaccayā 

bhavo, S12.2)”라는 구절이 이를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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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은 ‘업으로서 태어남(업유)’를 야기하고 만다. 이렇게 본다면 

연기적 삶, 즉 연기의 순환적 삶을 사는 일반사람들은 결국 오온에 대한 

집착의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새로운 태어남을 가져 오기 

때문에 삼계를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번뇌가 소멸된 아라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따라서 아라한의 몸과 마음은 집착이라는 번뇌에 매이지 

않아 오온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경전적 근거를 보면 
  
오온과 오취온의 차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 명확하게 설명 되어 있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나는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과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에 관해 설할 것이니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S22.48)”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경전문구 차이 
오온 수행승들이여,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무엇이든지 이와 같은 것을 물질의 

다발이라 한다.(S22:48) 

  

오취온 수행승들이여,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번뇌와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물질의 집착다발이라고 한다. 

(S22:48) 

번뇌와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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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다. 차이는 “번뇌와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면”이라는 문구이다. 오온이 번뇌를 일으키는 집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오취온이라 하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재성님은 

“cdb 1058 에 따르면, 집착다발은 번뇌를 수반하고 집착을 수반하면, 

집착다발이 아니라, 번뇌와 집착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다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상윳따 3권 145 번 

각주)”라고 하였다. 빅쿠보디의 각주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요지는 이렇다. 오취온은 집착의 대상이 되었을 때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집착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빅쿠보디의 cdb 각주를 찾아보니 
  
빅쿠보디의 cdb 각주를 찾아 보았다. 오온과 오취온의 차이와 관련하여 

본문의“the five aggregates subject to clinging”에 대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This sutta is quoted and discussed at Vism 477-78 (Ppn 14:214-15), 

in rela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ggregates and the 

aggregates subject to clinging. The key terms distinguishing the 

panc upadanakkhandha from the pancakkhandha are sasava upadaniya, 

"with taints and subject to clinging." The panec upadanakkhandha 

are included within the pancakkhandha, for all members of the 

former set must also be members of the latter set.  

  

However, the fact that a distinction is drawn between them implies 

that there are khandha which are anasava anupadaniya, "untainted 

and not subject to clinging." on first consideration it would seem 

that the "bare aggregates" are those of the arahant, who has 

eliminated the asava and upadana.  

  

However, in the Abhidhamma all rupa is classified as sasava and 

upadaniya, and so too the resultant (vipaka) and functional 

(kiriya) mental aggregates of the arahant (see Dhs §§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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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The only aggregates classed as anasava and anupadaniya are 

the four mental aggregates occurring on the cognitive occasions of 

the four supramundane paths and fruits (see Dhs §§1 104, 1220).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asava and upadaniya do not mean 

"accompanied by taints and by clinging," but "capable of being 

taken as the objects of the taints and of clinging," and the 

arahant's mundane aggregates can be taken as objects of the taints 

and clinging by others (see As 347). For a detailed study of this 

problem, see Bodhi, "Aggregates and Clinging Aggregates."  

  

Spk: Among the five aggregates the form aggregate is of the sense 

sphere, the other four aggregates are of the four planes (sense 

sphere, form sphere, formless sphere, supramundane). With taints 

(sasava) means: what becomes a condition for the taints by way of 

object; so too that can be clung to (upadaniya) means what becomes 

a condition for clinging  

  

[Spk-pt: by being made its object]. Among the aggregates subject to 

clinging, stated by way of the practice of insight, the form 

aggregate is sense sphere, the others pertain to the three planes 

(i.e., excluding only the supramundane). 

  

(CDB 1058p, 65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가 말하는 오온과 오취온의 구분은 청정도론을 참고 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림스님이 번역한 청정도론을 보면  

  

“여기서 느낌 등은 번뇌가 다한 것도 있고 [번뇌가 함께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물질은 그렇지 않다. 물질은 더미라는 뜻에서 무더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더기들 가운데서 언급된다. 또한 이것은 

무더기라는 뜻과 번뇌가 함께 한다는 뜻에서 취착하는 무더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착하는 무더기들 가운데서도 언급된다. 그러나 느낌 등은 

번뇌가 다한 것은 오직 무더기들 가운데서만 언급되고 번뇌의 대상이 될 

때는 취착하는 무더기들 가운데서 언급된다. 여기서 취착하는 무더기란 

‘취착의 대상인 무더기들이 취착하는 무더기들이다’라고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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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 무더기라 한다고 

알아야 한다.(14 장 215 절)” 

  

라고 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해 하기 어렵다.  

  

아라한의 오온은 어떤 것인가? 

  

오온과 오취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빅쿠보디는 ‘순수오온(bare 

aggregates)’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범부의 오온은 오염되고 집착 된 

것을 말하지만 순수오온은 아라한의 오온이라 한다. 이 아라한의 

오온(순수오온)은 오염과 집착이 제거 된 상태라 하였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물질(rupa)은  오염되고 집착된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은 과보(vipaka)에 주어진 물질과 작용(kiriya) 만 하는 정신적 

무더기들(느낌, 지각, 형성,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번뇌 다한 아라한도 범부와 똑 같은 몸을 가졌지만 

행위에 대하여 작용만 하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아 순수오원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작용만 한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과보를 

생산해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오염과 무집착의 네 가지 정신적(느낌, 지각, 형성, 의식)무더기는 네 

가지 출세간적 길과 경지(사향사과)를 인식하였을 때 발생한다.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고 집착이 없는 ‘순수오온’상태를 

말한다. 이런 아라한의 오온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sasava and 

upadaniya do not mean accompanied by taints and by clinging,”라고 

설명한다. 이는 오염과 집착이 더러움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래서 “capable of being taken as the objects of the taints and of 

clinging,”라 하였다. 더러움과 집착의 대상을 취함으로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정신적무더기(느낌, 지각, 형성, 의식)는 처음부터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삶의 과정에서 점차 오염된 것으로 본다.  

  

오온과 오취온은 다른 것이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번뇌를 야기 

하였을 때 오취온의 존재가 된다. 번뇌에 대한 집착은 연기의 회전을 

일으켜 유전하고 윤회하는 살게 된다. 또한 오온의 존재는 오온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는 집착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가져 오게 된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고성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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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취온도 고성제이다! 

  

전재성님의 칸다상윳따 해제글에 따르면 놀랍게도 오온에 대한 집착이 

고성제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añca bhikkhave, dukkhaṃ ariyasaccaṃ: pañcupādānakkhandhātissa 

vacanīyaṃ. Katame pañca: seyyathīdaṃ: rūpūpādānakkhandho1 

vedanūpādānakkhandhā saññūpādānakkhandho saṅkhārūpādānakkhandho 
viññāṇūpādānakkhandho, idaṃ vuccati bhikkhave, dukkhaṃ 

ariyasaccaṃ.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곧 물질의 집착다발, 

느낌의 집착다발, 지각의 집착다발, 형성의 집착다발, 의식의 

집착다발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Khandha sutta-존재의 다발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56.13, 

전재성님역) 

  

  

이제까지 고성제는 생노병사 등 팔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온에 대한 집착, 즉 오취온도 고성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다.(dukkhaṃ ariyasaccaṃ: pañcupādānakkhandhātissa 

vacanīyaṃ. S56.13)”라 하였다. 그런데 이후 집성제와 멸성제, 

도성제의 문구는 기존 초전법륜경에서의 사성제 내용과 동일 하다. 다만 

고성제의 내용만 다를 뿐이다. 

  

고성제가 두 가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초전법륜경에서 팔고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칸다경(S56.13)에서 오취온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똑 같은 내용이다. 왜 그런가? 초전법륜경 

고성제에서는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saṅkhittena 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 S56.11)”라 

하여 오취온이 괴로움이라 정의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취온고가 사성제에서 고성제에 해당 됨이 증명된다. 

  

왜 오취온이 괴로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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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에 대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야기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S56.11)”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오취온이 괴로움일까? 이에 대한 

법문이 무아상경이라  불리는 ‘다섯 명의 경(S22.59)’에 나타난다.  

  

초전법륜경에 이어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라는 불리우는 

무아상경에서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괴로움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보인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로 질문한다. 그러면 제자들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라고 답한다.  

  

이와 같은 문답식 법문의 말미에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온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말이다.  

  

‘다섯 명의 경(S22.59)’ 초반부에 부처님은 오온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임을 말씀 하셨다. 물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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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59”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님에도 나의 것처럼 

착각하여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따를 

것이라 한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한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도 내 뜻에 

따라야 하고, 아이도 내 뜻대로 따라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내 

뜻대로 따라야 하고, 돈도 내 뜻대로 벌려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나 

긴장과 갈등만 야기 할 뿐이다. 아이에게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나 따라 주지 않는다. 대통령도 뜻대로 되지 않고 돈도 

뜻대로 벌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짜증만 늘어 간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남의 탓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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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뜻대로 하고자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이는 

경에서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S22.59)”라고 표현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몸이 진정 나의 

것이라면 이 몸은 병도 나지 말아야 하고 늙지도 말아야 하고 죽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몸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배신한다. 그래서 

결국 늙어 병들어 죽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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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59)”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말한다.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내 몸이 아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몸에 대하여 내 몸이라 볼 수 있을까? 이는 몸 뿐만 아니라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해당된다. 지금 이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오래토록 지속 되기를 바라지만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 그래서 느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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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느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온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몸과 마음에 대하여 내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정형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Pañcavaggiya suttaṃ-다섯 명의 경-무아상경, 상윳따니까야 22:5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무상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무아의 가르침으로 끝을 맺는다. 

물질에 대한 무상함을 그리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마지막으로 

무상한 물질에 대하여 내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하여 

무아를 설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에서 시작하여 괴로움, 

그리고 무아의 가르침 순이다. 그래서 무상-고-무아라 하지, 무아-고-

무상 또는 고-무상-무아 등의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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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무상-고-무아의 순이다. 그 중에서도 무아의 

가르침은 항상 나중이다. 무상과 고를 알아야 무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무아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오온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 자신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데 하물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오온이 내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런 논리를 모든 삶의 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났다면 이는 오온을 내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아이가 심지어 대통령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가? 나 자신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데 하물며 주변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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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치기 난다와 관련된 이야기 
  
  

  
  
의리를 강조하지만 
  
범죄 영화를 보면 ‘의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의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범죄집단은 그다지 의로운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툭하면 배신하기 때문에 의리를 강조한다. 마치 오공화국시절 

슬로건이 ‘정의사회구현’이었는데 이런 슬로건을 내 건 자체가 

정의로운 사회이지 않음을 스스로 표출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에서는 피의 맹세를 한다. 하지만 

의리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 원래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민감하여 배신과 보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조폭이나 도둑, 강도들은 그들만이 벌이는 나쁜 행각이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뉴스로 들을 때 마다 그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나에게도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적보다 잘못된 마음이 더  
  
부처님은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Diso disaṃ yaṃ taṃ kayirā  디소 디상 양 땅 까이라 
veri vā pana verinaṃ   웨리 와 빠나 웨리낭 
micchāpaṇihitaṃ cittaṃ  밋차빤이히땅 찟땅 
pāpiyo naṃ tato kare.  빠삐요 낭 따또 까레 
  
(Cittavagga, Dhp42)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을 대하는 것 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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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Dhp42, 전재성님역) 
  
  
憎む人が憎む人にたいし、 
怨む人が怨む人にたいして、 
どのようなことをしょうとも、 
邪なことをめざしている心はそれよりもひどいことをする。 
  
(Dhp42, 中村元역) 
  
  
적과 적이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Dhp42, 법정스님역) 
  
  
心豫造處 심예조처 
往來無端 왕래무단 
念無邪僻 염무사벽 
自爲招惡 자위초악 
  
(Dhp42, 한역) 
  
  
원한과 같은 나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 대상에게만 피해를 줄 뿐, 
그러나 타락되고 집착된 헛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다. 
  
(Dhp42, 거해스님역) 
  
  
Whatever an enemy migh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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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 enemy, 
or a foe to a foe, 
the ill-directed mind 
can do to you 
 even worse. 
  
(Dhp42, Thanissaro Bhikkhu 역) 
  

  

 
  
이 게송은 잘못 지향된 마음을 경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을 대하는 것 보다 더 나쁘다고 하였다. 
  
적이 적을 대한다는데 
  
‘적이 적을 대한다(Diso disaṃ yaṃ taṃ kayirā)’ 는 말은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적이 적을 보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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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되어 있다.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각주에서는 

강도의 예를 들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강도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상해나 재난을 의미한다. 어떤 

강도는 동료를 배반하고, 가정이나 토지나 가축과 관련하여 남에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자가 강도로서 자신에게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본다.  
  
(법구경 632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 따르면 강도가 강도당한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반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 모두가 적이다. 그래서 ‘적(敵, disa)과 

적(敵, disa)이 대한다’거나  ‘적과 적이 겨룬다’라 하였다.  
  
원적(怨敵)이 원적(怨敵)을 대하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원적이 원적을 대하는 것 보다(veri vā pana 

verinaṃ)’라 하였다. 여기서 원적이라 한 것은 한자어 

‘怨敵(원적)’을 말한다. 빠알리어로는 ‘veri’인데 이는 ‘inimical 

(해로운, 적대하는, 반하는); revengeful. (m.), an enemy’의 뜻이다. 

첫 번째 구절에서 언급한 적보다 더 강도 높은 뜻이다.  
  
원적은 원한을 가진 적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정스님은 원수로 

번역하여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이라 하였다. 

타닛사로빅쿠는 ‘foe’라 하여 enemy 보다 더 강한 뜻으로 사용하였다. 

Foe 는 ‘an armed adversary’의 뜻으로 무장한 적을 말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나까무라 하지메는 

“憎む人が憎む人にたいし、怨む人が怨む人にたいし”라 하였다. 

“증오하는 사람이 증오하는 사람을 대하고, 원한을 가진 자가 원한을 

가진 자를 대하듯”이라는 뜻이다.  
  
원수와 같은 적이 서로 대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43 

 

veri vā pana verinaṃ: DhpA.I.324 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적의를 가진 다른 원적을 보면서, 그 원적이 다른 관계된 사람에게 

어떠한 재난이나 상해를 가하듯, 원적은 자신의 완고한 잔인성 때문에, 

가정을 억압하고 토지를 파괴하고 목숨조차 빼앗을 것이다. 
  
(법구경 633 번 각주, 전재성님)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잔인하다. 자신에게 

적대감을 보인 자는 또 다른 악한 자에게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잘못 지향된 마음 때문이다. 
  
열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의 길 
  
게송에서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을 대한 다는 것은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그래서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의 집을 털 수 도 있는 것이고, 강도가 강도질 할 

때 강도에게 강도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번 지향된 마음이 

악하고 불건전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폭들이 의리를 

강조하는 것도 의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듯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적과 적이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는 

말이다.  
  
게송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에서 적과 원적이 서로 대한다는 언급을 

하였을까? 이는 이어지는 문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잘못 지향된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micchāpaṇihitaṃ cittaṃ pāpiyo naṃ tato kare)”라 하였다. 
  
잘못 지향된 마음(micchāpaṇihitaṃ citta)은 무엇을 말할까? 이는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이다. 초기경에서는 열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의 길, 즉 십악도를 말한다. 그것들 때문에 그 자신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적이나 원적은 다른 적이나 원적에게 단지 이 현세에서 불행과 죽음을 

몰고 오지만, 마음이 열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의 길 위에 잘못 

지향되면, 이 현세에서 재난과 상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네 가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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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Dps.24, Sdk.26 에 따르면, 백천 생 동안 머리를 

들 수 없다. 
  
(법구경 634 번 각주, 전재성님) 
  
  
강도가 강도를 해치고, 원한 맺힌 자가 원한 맺힌 자를 해치고 있다. 

그러나 남의 일이다. 설령 적이 적을 해치고, 원적이 원적을 해친다고 

하여 결국 과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불행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그런데 그들처럼 잘못 지향된 마음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현세와 내세에서도 불행을 겪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 (dhp15)”라는 게송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내세에 네 가지 낮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와 같은 악처를 말한다.  
   
소치기 난다와 관련된 이야기(Nandagopalavatthu) 

  

이 게송의 의미를 더 잘 이해 하기 위해서는 이 게송이 설해진 인연담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연담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Nandagopālakavatthu 

  

Diso disanti imaṃ dhammadesanaṃ satthā kosalajanapade 

nandagopālakaṃ ārabbha kathesi. 

  

Sāvatthiyaṃ kira anāthapiṇḍikassa gahapatino nando nāma gopālako 
goyūthaṃ rakkhati aḍḍho mahaddhano mahābhogo. So kira yathā keṇiyo 
jaṭilo pabbajjāvesena, evaṃ gopālakattena rājabaliṃ pariharanto 

attano kuṭumbaṃ rakkhati. So kālena kālaṃ pañca gorase ādāya 

anāthapiṇḍikassa santikaṃ āgantvā satthāraṃ passati, dhammaṃ 

suṇāti, attano vasanaṭṭhānaṃ āgamanatthāya satthāraṃ yācati. 

Satthā tassa ñāṇaparipākaṃ āgamayamāno āgantvā paripakkabhāv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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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atvā ekadivasaṃ mahābhikkhusaṅghaparivuto cārikaṃ caranto maggā 

okkamma tassa vasanaṭṭhānāsanne aññatarasmiṃ rukkhamūle nisīdi. 

Nando satthu santikaṃ agantvā vanditvā paṭisanthāraṃ katvā 

satthāraṃ nimantetvā satthāhaṃ buddhappamukhassa bhikkhusaṅghassa 
paṇītaṃ pañcagorasadānaṃ adāsi. Sattame divase satthā anumodanaṃ 

katvā dānakathādibhedaṃ anupubbiṃ kathaṃ kathesi. Kathāpariyosāne 

nandagopālako sotāpattiphale patiṭṭhāya satthu pattaṃ gahetvā 

satthāraṃ anugacchanto dūraṃ gantvā, ‘‘ tiṭṭha, upāsakā ’’ ti 

nivattiyamāno vanditvā nivatti. Atha naṃ eko luddako vijjhitvā 

māresi. Pacchato āgacchantā bhikkhū naṃ disvā gantvā satthāraṃ 

āhaṃsu – ‘‘ nando, bhante, gopālako tumhākaṃ idhāgatattā 

mahādānaṃ datvā anugantvā nivattento mārito, sace tumhe 

nāgacchissatha, nāssa maraṇaṃ abhavissā ’’ ti. Satthā, 

‘‘ bhikkhave, mayi āgatepi anāgatepi tassa catasso disā catasso 

anudisā ca gacchantassāpi maraṇato muccanūpāyo nāma natthi. Yañhi 
neva corā, na verino karonti, taṃ imesaṃ sattānaṃ antopaduṭṭhaṃ 

micchāpaṇihitaṃ cittameva karotī ’’ ti vatvā imaṃ gāthamāha – 

  

(담마빠다 앗타까타, Dhp42, Nandagopālakavatthu, PCED194) 

  

  

 이 시가 설해진 데는 다음과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322-324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꼬살라국에 계실 때, 소치기 난다와 관련된 

이야기(Nandagopalavatthu)이다.  

  

싸밧티 시의 부호인 아나타삔디까 장자의 소를 보살피는 소치기 난다가 

있었다. 난다도 많는 재산을 가진 부호였다. 그는 소의 다섯 가지 

생산물을 가지고 아나타삔디까의 집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난다는 부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으나 난다의 지혜가 성숙하기를 

기다리던 부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탁발을 하다가 

그의 지혜가 무르익은 것을 알아채고 길을 벗어나 난다의 저택 근처의 

한 나무아래 앉아 있었다. 난다는 부처님께 와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부처님을 초대했다. 그는 부처님과 오백 명의 수행승을 

초대하여 이레 동안 소의 다섯 가지 생산물로 공양을 올렸다. 

 

이레 째 되는 날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보답으로 보시에 대한 법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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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차제로 설법하였다. 법문이 끝나자 난다는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난다는 법회가 끝나자 부처님의 발우를 받아들고 먼데까지 배웅을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여, 그만 멈추어라.’라고 하자 난다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곧바로 길을 되돌려 돌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에 사냥꾼이 화살을 쏘아 난다를 죽였다.  

 

난다가 죽는 것을 본 수행승들이 슬퍼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난다가 

공양을 올리고 배웅하러 나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불평하자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이여, 내가 여기를 오거나 오지 

않거나, 난다가 동서남북의 어디에 있든, 그 사이 방향의 어디에 있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적이나 도둑이 행하는 것보다 안으로 

타락하고 잘못 지향된 마음이 행하는 것이 더욱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말씀하셨다.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게 

대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법구경 Dhp42 번 인연담, 소치기 난다와 관련된 

이야기(Nandagopalavatthu), 전재성님역) 

  

  

부처님에게 공양하였던 난다는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에 

대하여 거해스님의 인연담을 보면 “난다와 원한 관계를 맺고 태어난 

사냥꾼이 난다에게 화살을 쏘아 난다를 죽였다.”라고 표현 하였다. 

하지만 전재성님의 번역문에는 “그 순간에 사냥꾼이 화살을 쏘아 

난다를 죽였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빠알리원문을 보면 “Atha naṃ eko luddako vijjhitvā māresi.”라 

되어 있다. 직역하면 “그때 한 사냥꾼이 보고서 활을 쏘아 

죽였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거해스님의 인연담은 과도하게 

의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으로 타락하고 잘못 지향된 마음을 가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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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의 죽음에 대하여 부처님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설령 그것이 원한관계이든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것이든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모든 존재의 삶이기 때문이다.  

  

난다의 죽음을 가져온 사냥꾼의 행위는 나쁜 것이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과보도 받을 것이다. 그런 도둑이나 강도, 또는 원한 

맺힌 자들의 행위 는 나와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나에게도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하였다. 

그것은 안으로 타락하고 잘못 지향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현세에서 불행은 물론 내세도 보장 받지 못함을 

말한다. 그래서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게 대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Dhp42)”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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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자가 여자로 변신된 이야기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뀔 수 있을까? 현대에서는 

가능하다. 현대과학으로 얼마든지 신체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신마져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바꿀 수 

있을까? 초기경에 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법구경 43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말한다. 
  
부모도 친척도 해주지 않는 것  
  
법구경 43 번 게송은 다음과 같다. 
  
  
Na taṃ mātā pitā kayirā   나 땅 마따 삐따 까이라 
aññe vā pi ca ñātakā        안녜 와삐 짜 냐따까 
Sammāpaṇihitaṃ cittaṃ 삼마빠니히땅 찟땅 
seyyaso naṃ tato kare.  세이야소 낭 따또 까레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Dhp43, 전재성님역) 
  
  
母も父も 
その他親族がしてくれるよりも 
さらに優れたことを、 
正しく向けられた 心がしてくれる。 

(Dhp43, 中村元역)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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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Dhp43, 법정스님역) 
  
  
是意自造 시의자조 
非父母爲 비부모위 
可勉向正 가면향정 
爲福勿回 위복물회 
(Dhp43, 한역) 
  
  
어머니도 할 수 없고 아버지도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친척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바르게 인도되는 마음만이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Dhp43, 거해스님역) 
  
  
Whatever a mother, father 
or other kinsman 
might do for you, 
the well-directed mind 
can do for you 
 even better. 
(Dhp43,Thanissaro Bhikkhu 역) 
  
  
  
게송에서 아버지(pita)와 어머니(mātā)가 나온다. 이는 “Na taṃ mātā 

pitā kayirā”구절에 대한 것이다. 이 구절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해 

주지 않는다”의 뜻이다. Kayirā 는 ‘karoti 의 grd’의 형태로서 

‘作さるベき’의 뜻이다. 이는 친족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나까무라하지메는 “他親族がしてくれるよりも(타친족이 해주는 

것도)”라 번역하였다. 나까무라하지메역을 중역한 법정스님은 

“어머니도 할 수 없고 아버지도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친척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 하였다. 부모도 해 줄 수 없고 친척도 해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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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마음은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자 한다. 심지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강제로 해주고자 한다. 그래서 방과후에 학원을 보내고 

고액과외를 시켜 준다. 이렇게 부모는 아낌 없이 자식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Na taṃ mātā pitā kayirā”이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Na taṃ mātā pitā kayirā: DhpA.I.332 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어 현세에서 평생을 편안히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를 

제공할 수 있다. 비싸카(Visakha)의 부모도 재산이 많고 부유해서 

그녀에게 이 생에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주었다. 그러나 

자식에게 사대륙의 전륜왕의 지위의 영광을 물려주거나 천상계의 

반영이나 첫 번째 선정 등의 성취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없다. 

출세간의 성취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해주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올바로 지향된 마음으로 얻을 수 있다. 
  
(법구경 636 번 각주, 전재성님) 
  
  
누구나 부자가 되고자 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후에 활동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젊었을 

때 많이 벌어 놓고자 하는 욕망이 발동하여 뒤나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향하여 맹목적으로 돌진 한다.  
  
상당한 재산이 축적 되었을 때 죽어서 가져 가지 못할 것이다. 애써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자식은 한평생 물려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부자 삼대 못 간다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명예나 권력 등이 있지만 이는 자신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 본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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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오로지 부모로 분터 물려 받은 재산에 의지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애써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상속자는 사대륙의 전륜왕의 지위를 갖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또 천상계에 태어나기도 힘들다. 물려준 재산으로 소비만 할 뿐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한 지계와 보시를 소홀히 할 것이기 때문으로 

본다.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출세간의 경지이다. 부모가 

출세간의 경지가 있다는 것 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다. 혹시 출가해버리면 그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부모 
  
부모는 자식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 준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 

주지만 지혜는 물려 주지 못한다. 재산을 모으기까지의 험난하였던 

과정과 경험을 물려 줄 수는 없다. 잡은 물고기를 주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물고기잡는 방법은 경험이고 기술이고 노하우이고 지혜이다. 이런 

지혜만 있으면 큰 재산을 물려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는 부모도 출세간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막을지 모른다. 특히 대부호인 경우가 그렇다. 이런 장면은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맛지마니까야 ‘랏타빨라의 경’에서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랏타빨라여, 먹고 마시고 놀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누리고 공덕을 

쌓으며 즐겨라. 네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M82)”라고 말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모이든지 

자식이 출가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산가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법구경 게송에 따르면 부모나 친족이 물려준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하였다. 그것은 ‘올바로 지향된 마음(Sammāpaṇihitaṃ cittaṃ)’ 

이다. 그렇다면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열 가지 착하고 건전한 길”이라 하였다. ‘십선도’를 

말한다. 



52 

 

  
부모가 재산을 물려 주는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십선행’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십선행을 실천하면 천상에 나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이나 왕권과 같은 권력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알 수 있다.    
  
왕권과 천상의 행복 
  
앙굿따라니까야에 ‘바쎗타의 포살에 대한 경(A8.43)’이 있다. 

경에서는 재가신도가 여덟 가지 고리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많은 

공덕을 낳고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상의 왕권과 

천상의 비유를 들고 있다. 먼저 왕권의 비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바쎗타여,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와 같이 많은 칠보가 있는 십육대국 

즉, 앙가, 마가다, 까씨, 꼬쌀라, 밧지, 말라, 쩨띠, 방가, 꾸루, 

빤짤라, 맛차, 쑤라쎄나, 앗싸까, 아반띠, 간다라, 깜보자의 지배자로 

왕권을 누리는 것이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고리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는 

것의 십육분의 일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바쎗타여, 인간의 왕권은 천상의 행복에 비해 보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쎗타의 포살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8.44, 전재성님역) 
  
  
옛말에 아흔 아홉칸의 집을 가진 자는 백 칸을 채우고자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금 9 억을 가지고 있는자는 10 억 채우고자 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100 억을 갖고자 한다. 이렇게 끊임 없이 소유하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런 욕망의 정점은 권력일 것이다. 옛날 같으면 

왕권이다.  
  
고대국가에서 왕권을 쟁취하면 그 나라는 사실상 왕 일인의 소유나 다름 

없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 십육대국이 있었는데, 각 나라는 왕 일인의 

것이나 다름 없다. 이렇게 본다면 지상에서 왕만큼 많이 가진 자는 

없다. 그런데 가르침에 따르면 왕권도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십육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십육분의 일은 매우 

작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마치 달이 허공에 비추면 별들의 무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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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잃어버리듯(A8.42)”라는 게송이 있는데, 이는  별빛이 달빛에 

비하면 십육분에 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여덟 가지 포살의 고리를 준수하면 
  
지상의 왕권은 천상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이다. 요즘말로 하면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바쎗타여, 인간의 오십 년이 네 위대한 왕의 하늘나라 신들의 하루 

밤낮이고, 그러한 서른 밤이 한달이고, 그러한 열두 달이 일년이고, 

그러한 일년의 오백년이 네 위대한 왕의 하늘나라 신들의 수명입니다. 

바쎗타여,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덞 가지 고리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네 위대한 왕의 하늘나라 신들 

사이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간의 왕권은 천상의 

행복에 비해 보잘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쎗타의 포살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8.4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재가신자가 여덟 가지 포살의 고리를 준수하면 왕권이 부럽지 

않다고 하였다. 이를 천상중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사대왕천에 

비유하였다. 인간의 오십년은 사대왕천의 하루 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보는 왕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자 바쎗타에게 포살을 닦아 천상에 

날 것을 말씀 하신다. 
  
여덟 가지 포살의 고리는 무엇인가? 
  
부모가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 주지만 그 재산이 끝까지 유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부모 덕에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자식에게 살아 

가는 방법, 삶의 지혜를 물려 주지 않는 한 재산은 금방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살아 가는 지혜 보다 더 수승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열 가지 선행을 하는 것이다. 십악행과 

반대되는 십선행을 말한다. 이런 십선행과 더불어 여덟 가지 포살을 

닦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 여덟 가지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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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난다. 
2) 주지 않는 것을 빼았는 것을 떠난다. 
3) 청정하지 못한 삶을 버린다. 
4) 거짓말을 버린다. 
5) 취기가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버린다. 
6) 하루 한끼 식사를 하고 때 아닌 때 식사하는 것을 삼간다. 
7)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 하는 것과 꽃다발, 향료, 크림으로 

치장하고 장식하는 것을 삼간다. 
8) 높고 큰 침대를 삼간다. 
  
  
이것이 재가자가 지켜야 할 여덟 가지 포살이다. 출가자라면 매일 

지켜야 하지만 재가의 삶을 살아 가는 재가자는 매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놓고 지킨다. 이를 팔관재일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불음주계로 대략난감한 불자들, 불교포살달력이 필요해(2014-09-

2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남자가 여자로 변신된 이야기, 쏘레이야와 관련된 

이야기(Soreyyattheravatthu) 
  
법구경 43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에서는 남자가 여자로 변신된 이야기가 

있다. 이는 장로 쏘레이야와 관련된 이야기(Soreyyattheravatthu)라는 

이야기로 전승되어 왔다. 어떻게 하다가 여자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 
  
  
Soreyyattheravatthu  
  
Na taṃ mātā pitā kayirāti imaṃ dhammadesanaṃ satthā sāvatthiyaṃ 

jetavane viharanto soreyyattheraṃ ārabbha kathesi. 
  
Vatthu soreyyanagare samuṭṭhitaṃ, sāvatthiyaṃ niṭṭhāpesi. 
Sammāsambuddhe sāvatthiyaṃ viharante soreyyanagare 

soreyyaseṭṭhiputto ekena sahāyakena saddhiṃ sukhayānake nisīditvā 

mahantena parivārena nhānatthāya nagarā nikkhami. Tasmiṃ khaṇe 
mahākaccāyanatthero soreyyanagaraṃ piṇḍāya pavisitukāmo hutvā 
bahinagare saṅghāṭiṃ pārupati. Therassa ca suvaṇṇavaṇṇaṃ sarīr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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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eyyaseṭṭhiputto taṃ disvā cintesi – ‘‘ aho vata ayaṃ vā thero 

mama bhariyā bhaveyya, mama vā bhariyāya sarīravaṇṇo etassa 
sarīravaṇṇo viya bhaveyyā ’’ ti. Tassa cintitamatteyeva 

purisaliṅgaṃ antaradhāyi, itthiliṅgaṃ pāturahosi. So lajjamāno 

yānakā oruyha palāyi. Parijano taṃ asañjānanto ‘‘ kimeta ’’ 

nti āha. Sāpi takkasilamaggaṃ paṭipajji. Sahāyakopissā ito cito ca 
vicaritvāpi nāddasa. Sabbe nhāyitvā gehaṃ agamiṃsu. ‘‘ Kahaṃ 

seṭṭhiputto ’’ ti ca vutte, ‘‘ nhatvā āgato bhavissatīti 

maññimhā ’’ ti vadiṃsu. Athassa mātāpitaro tattha tattha 

pariyesitvā apassantā roditvā paridevitvā, ‘‘ mato 

bhavissatī ’’ ti matakabhattaṃ adaṃsu. Sā ekaṃ takkasilagāmiṃ 

satthavāhaṃ disvā yānakassa pacchato pacchato anubandhi. 
  
Atha naṃ manussā disvā, ‘‘ amhākaṃ yānakassa pacchato pacchato 

anugacchati, mayaṃ ‘ kassesā dārikā ’ ti taṃ na jānāmā ’’ ti 

vadiṃsu. Sāpi ‘‘ tumhe attano yānakaṃ pājetha, ahaṃ padasā 

gamissāmī ’’ ti gacchantī aṅgulimuddikaṃ datvā ekasmiṃ yānake 

okāsaṃ kāresi. Manussā cintayiṃsu – ‘‘ takkasilanagare amhākaṃ 

seṭṭhiputtassa bhariyā natthi, tassa ācikkhissāma, mahāpaṇṇākāro no 
bhavissatī ’’ ti. Te gehaṃ gantvā, ‘‘ sāmi, amhehi tumhākaṃ 

ekaṃ itthiratanaṃ ānīta ’’ nti āhaṃsu. So taṃ sutvā taṃ 

pakkosāpetvā attano vayānurūpaṃ abhirūpaṃ pāsādikaṃ disvā 

uppannasineho gehe akāsi. Purisā hi itthiyo, itthiyo vā purisā 

abhūtapubbā nāma natthi. Purisā hi parassa dāresu aticaritvā kālaṃ 

katvā bahūni vassasatasahassāni niraye paccitvā manussajātiṃ 

āgacchantā attabhāvasate itthibhāvaṃ āpajjanti. 
  
Ānandattheropi kappasatasahassaṃ pūritapāramī ariyasāvako saṃsāre 

saṃsaranto ekasmiṃ attabhāve kammārakule nibbatto. Paradārakammaṃ 

katvā niraye paccitvā pakkāvasesena cuddasasu attabhāvesu purisassa 

pādaparicārikā itthī ahosi, sattasu attabhāvesu bījuddharaṇaṃ 

pāpuṇi. Itthiyo pana dānādīni puññāni katvā itthibhāve chandaṃ 

virājetvā, ‘‘ idaṃ no puññaṃ purisattabhāvapaṭilābhāya 
saṃvattatū ’’ ti cittaṃ adhiṭṭhahitvā kālaṃ katvā 

purisattabhāvaṃ paṭilabhanti, patidevatā hutvā sāmike 
sammāpaṭipattivasenāpi purisattabhāvaṃ paṭilabhant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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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ṃ pana seṭṭhiputto there ayoniso cittaṃ uppādetvā imasmiṃyeva 

attabhāve itthibhāvaṃ paṭilabhi. Takkasilāyaṃ seṭṭhiputtena 
saddhiṃ saṃvāsamanvāya pana tassā kucchiyaṃ gabbho patiṭṭhāsi. Sā 
dasamāsaccayena puttaṃ labhitvā tassa padasā gamanakāle aparampi 

puttaṃ paṭilabhi. Evamassā kucchiyaṃ vutthā dve, soreyyanagare 

taṃ paṭicca nibbattā dveti cattāro puttā ahesuṃ. Tasmiṃ kāle 

soreyyanagarato tassā sahāyako seṭṭhiputto pañcahi sakaṭasatehi 
takkasilaṃ gantvā sukhayānake nisinno nagaraṃ pāvisi. Atha naṃ sā 

uparipāsādatale vātapānaṃ vivaritvā antaravīthiṃ olokayamānā ṭhitā 
disvā sañjānitvā dāsiṃ pesetvā pakkosāpetvā mahātale nisīdāpetvā 

mahantaṃ sakkārasammānaṃ akāsi. Atha naṃ so āha – ‘‘ bhadde, 

tvaṃ ito pubbe amhehi na diṭṭhapubbā, atha ca pana no mahantaṃ 

sakkāraṃ karosi, jānāsi tvaṃ amhe ’’ ti. ‘‘ Āma, sāmi, jānāmi, 

nanu tumhe soreyyanagaravāsino ’’ ti? ‘‘ Āma, bhadde ’’ ti. 

Sā mātāpitūnañca bhariyāya ca puttānañca arogabhāvaṃ pucchi. Itaro 

‘‘ āma, bhadde, arogā ’’ ti vatvā ‘‘ jānāsi tvaṃ ete ’’ ti 

āha. ‘‘ Āma sāmi, jānāmi. Tesaṃ eko putto atthi, so kahaṃ, 

sāmī ’’ ti? ‘‘ Bhadde, mā etaṃ kathehi, mayaṃ tena saddhiṃ 

ekadivasaṃ sukhayānake nisīditvā nhāyituṃ nikkhantā nevassa gatiṃ 

jānāma, ito cito ca vicaritvā taṃ adisvā mātāpitūnaṃ ārocayimhā, 

tepissa roditvā kanditvā petakiccaṃ kiriṃsū ’’ ti. ‘‘ Ahaṃ 

so, sāmī ’’ ti. ‘‘ Apehi, bhadde, kiṃ kathesi mayhaṃ sahāyo 

devakumāro viya eko puriso ’’ ti? ‘‘ Hotu, sāmi, ahaṃ so ’’ 

ti. ‘‘ Atha idaṃ kiṃ nāmā ’’ ti? ‘‘ Taṃ divasaṃ te ayyo 

mahākaccāyanatthero diṭṭho ’’ ti? ‘‘ Āma, diṭṭho ’’ ti. Ahaṃ 

ayyaṃ mahākaccāyanattheraṃ oloketvā, ‘‘ aho vata ayaṃ vā thero 

mama bhariyā bhaveyya, etassa vā sarīravaṇṇo viya mama bhariyāya 
sarīravaṇṇo bhaveyyā ’’ ti cintesiṃ. Cintitakkhaṇeyeva me 
purisaliṅgaṃ antaradhāyi, itthiliṅgaṃ pātubhavi. Athāhaṃ 

lajjamānā kassaci kiñci vattuṃ asakkuṇitvā tato palāyitvā 
idhāgatā, sāmīti. 
  
‘‘ Aho vata te bhāriyaṃ kammaṃ kataṃ, kasmā mayhaṃ nācikkhi, 

apica pana te thero khamāpito ’’ ti? ‘‘ Na khamāpito, sāmi. 

Jānāsi pana tvaṃ kahaṃ thero ’’ ti? ‘‘ Imameva nagaraṃ 

upanissāya viharatī ’’ ti. ‘‘ Sace piṇḍāya caranto 
idhāgaccheyya, ahaṃ mama ayyassa bhikkhāhāraṃ dadeyyaṃ, sāmī ’’ 

ti. ‘‘ Tena hi sīghaṃ sakkāraṃ karohi, amhākaṃ ayy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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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māpessāmā ’’ ti so therassa vasanaṭṭhānaṃ gantvā vanditvā 

ekamantaṃ nisinno, ‘‘ bhante, sve mayhaṃ bhikkhaṃ gaṇhathā ’’ 

ti āha. ‘‘ Nanu tvaṃ, seṭṭhiputta, āgantukosī ’’ ti. 

‘‘ Bhante, mā amhākaṃ āgantukabhāvaṃ pucchatha, sve me bhikkhaṃ 

gaṇhathā ’’ ti. Thero adhivāsesi, gehepi therassa mahāsakkāro 

paṭiyatto. Thero punadivase taṃ gehadvāraṃ agamāsi. Atha naṃ 

nisīdāpetvā paṇītenāhārena parivisitvā seṭṭhiputto taṃ itthiṃ 

gahetvā therassa pādamūle nipajjāpetvā, ‘‘ bhante, mayhaṃ 

sahāyikāya khamathā ’’ ti āha. ‘‘ Kimeta ’’ nti? ‘‘ Ayaṃ, 

bhante, pubbe mayhaṃ piyasahāyako hutvā tumhe oloketvā evaṃ nāma 

cintesi, athassa purisaliṅgaṃ antaradhāyi, itthiliṅgaṃ pātubhavi, 

khamatha, bhante ’’ ti. ‘‘ Tena hi uṭṭhahatha, khamāmi vo 
aha ’’ nti. Therena ‘‘ khamāmī ’’ ti vuttamatteyeva 

itthiliṅgaṃ antaradhāyi, purisaliṅgaṃ pātubhavi. 
  
Purisaliṅge pātubhūtamatteyeva taṃ takkasilāya seṭṭhiputto āha – 
‘‘ samma sahāyaka, ime dve dārakā tava kucchiyaṃ vutthattā maṃ 

paṭicca nibbattattā ubhinnampino puttā eva, idheva vasissāma, mā 
ukkaṇṭhī ’’ ti. ‘‘ Samma, ahaṃ ekenattabhāvena paṭhamaṃ puriso 

hutvā itthibhāvaṃ patvā puna puriso jātoti vippakārappatto, 

paṭhamaṃ maṃ paṭicca dve puttā nibbattā, idāni me kucchito dve 
puttā nikkhantā, svāhaṃ ekenattabhāvena vippakārappatto, puna 

‘ gehe vasissatī ’ ti saññaṃ mā kari, ahaṃ mama ayyassa santike 

pabbajissāmi. Ime dve dārakā tava bhārāti, imesu mā pamajjī ’’ ti 

vatvā putte sīse paricumbitvā parimajjitvā ure nipajjāpetvā pitu 

niyyādetvā nikkhamitvā therassa santike pabbajjaṃ yāci. Theropi 

naṃ pabbājetvā upasampādetvā gaṇhitvāva cārikaṃ caramāno 

anupubbena sāvatthiṃ agamāsi. Tassa soreyyattheroti nāmaṃ ahosi. 

Janapadavāsino taṃ pavattiṃ ñatvā saṅkhubhitvā kotūhalajātā taṃ 

upasaṅkamitvā pucchiṃsu – ‘‘ evaṃ kira, bhante ’’ ti? 

‘‘ Āma, āvuso ’’ ti. ‘‘ Bhante, evarūpampi kāraṇaṃ nāma 

hoti ’’ ? ‘‘ Tumhākaṃ kucchiyaṃ kira dve puttā nibbattā, tumhe 

paṭicca dve jātā, tesaṃ vo kataresu balavasineho hotī ’’ ti? 

‘‘ Kucchiyaṃ vutthakesu, āvuso ’’ ti. Āgatāgatā nibaddhaṃ 

tatheva pucchiṃsu. 
  
Thero ‘‘ kucchiyaṃ vuttakesu eva sineho balavā ’’ ti 

punappunaṃ kathento harāyamāno ekova nisīdati, ekova tiṭṭhati.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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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ṃ ekattūpagato attabhāve khayavayaṃ samuṭṭhāpetvā saha 
paṭisambhidāhi arahattaṃ pāpuṇi. Atha naṃ āgatāgatā pucchanti – 

‘‘ bhante, evaṃ kira nāma ahosī ’’ ti? ‘‘ Āmāvuso ’’ ti. 

‘‘ Kataresu sineho balavā ’’ ti? ‘‘ Mayhaṃ katthaci sineho 

nāma natthī ’’ ti. Bhikkhū ‘‘ ayaṃ abhūtaṃ kathesi, 

purimadivasesu ‘ kucchiyaṃ vutthaputtesu sineho balavā ’ ti 

vatvā idāni ‘ mayhaṃ katthaci sineho natthī ’ ti vadati, aññaṃ 

byākaroti, bhante ’’ ti āhaṃsu. Satthā ‘‘ na, bhikkhave, mama 

putto aññaṃ byākaroti, mama puttassa sammāpaṇihitena cittena 
maggassa diṭṭhakālato paṭṭhāya na katthaci sineho jāto, yaṃ 

sampattiṃ neva mātā, na pitā kātuṃ sakkoti, taṃ imesaṃ sattānaṃ 

abbhantare pavattaṃ sammāpaṇihitaṃ cittameva detī ’’ ti vatvā 

imaṃ gāthamāha – 
  
  
‘‘ Na taṃ mātā pitā kayirā, aññe vāpi ca ñātakā; 
  
Sammāpaṇihitaṃ cittaṃ, seyyaso naṃ tato kare ’’ ti. 
  
Tatthana tanti taṃ kāraṇaṃ neva mātā kareyya, na pitā, na aññe 

ñātakā. Sammāpaṇihitanti dasasu kusalakammapathesu sammā ṭhapitaṃ. 

Seyyaso naṃ tato kareti tato kāraṇato seyyaso naṃ varataraṃ 

uttaritaraṃ kareyya, karotīti attho. Mātāpitaro hi puttānaṃ 

dhanaṃ dadamānā ekasmiṃyeva attabhāve kammaṃ akatvā sukhena 

jīvikakappanaṃ dhanaṃ dātuṃ sakkonti. Visākhāya mātāpitaropi tāva 

mahaddhanā mahābhogā, tassā ekasmiṃyeva attabhāve sukhena 

jīvikakappanaṃ dhanaṃ adaṃsu. Catūsu pana dīpesu cakkavattisiriṃ 

dātuṃ samatthā mātāpitaropi nāma puttānaṃ natthi, pageva 

dibbasampattiṃ vā paṭhamajjhānādisampattiṃ vā, 

lokuttarasampattidāne kathāva natthi, sammāpaṇihitaṃ pana cittaṃ 

sabbampetaṃ sampattiṃ dātuṃ sakkoti. Tena vuttaṃ ‘‘ seyyaso 

naṃ tato kare ’’ ti. 
  
Desanāvasāne bahū sotāpattiphalādīni pattā. Desanā mahājanassa 

sātthikā jātāti. 
  
Soreyyattheravatthu navam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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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tavaggavaṇṇanā niṭṭhitā. 
  
Tatiyo vaggo. 
  
  
장로 쏘레이야와 관련된 이야기(Soreyyattheravatthu)  
  
싸밧티 시 근처에 쏘레이야 시에 한 부호의 아들 쏘레이야가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았다. 그는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교외로 목욕하러 갔다가 마하 깟짜야나장로가 탁발하러 

쏘레이야 시로 들어 오는 것을 보고는 ‘아, 저 수행승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나의 아내의 피부는 저 수행승처럼 고울 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일으킨 순간에 그의 몸은 남자에서 여자로 변했다. 
  
그는 당황해서 아무도 몰래 수레에서 내려와 딱까씰라 시를 향해 

도망갔다. 쏘레이야가 사라지자 집에서 그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었다. 

여자가 된 쏘레이야는 딱까씰라 시로 향하는 카라반의 지도자를 보고 

그의 수레를 바싹 따라갔다. 카라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녀를 보고 ‘한 

여자가 수레 뒤를 바싹 따라온다. 누구의 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보시오, 수레나 보시오. 나는 따라 걷겠소.’라고 

말했다.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여행한 뒤에, 상인들에게 반지를 뇌물로 주고 한 

수레에 자리를 마련했다. 카라반들은 ‘싸밧티 시에 있는 우리 부호의 

아들에게 아내가 없다. 이 여자를 그에게 소개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딱까씰라 시에 

도착하자 가서 그에게 ‘주인님, 여자라는 보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부호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자신의 나이에 알맞고 아주 아름다운지라 그는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는 임신하여 열 달이 지나자 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이로써 쏘레이야는 쏘레이야 

시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의 아버지이자 딱까씰라 시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쏘레이야는 모두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쏘레이야 

시에서 대상을 하는 부호의 아들이 오백대의 수레를 몰고 쏘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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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딲까씰라 시에 도착해서 수레에 앉아 도시로 들어섰다. 그 순간 

부인 쏘레이야는 저택의 맨 위층의 창문에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인을 보내 그를 저택의 큰방에 불러서 자리를 내어주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그녀에게 ‘부인, 저는 전에 뵈온 적도 없는데, 제게 

너무 호의를 베푸십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은 쏘레이야 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녀의 부모와 옛날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손님은 ‘그들은 모두 잘 지냅니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압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 그에 대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수레에 같이 타고 가다가 도시를 벗어나자 목욕을 한다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말하자 그들은 울고 통곡하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존자여, 내가 바로 그입니다.’ ‘부인이여,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친구로 천상의 왕자 같았습니다. 그는 남자이었습니다. 

‘ 존자여, 하여튼 그가 바로 같은 나입니다..’  
  
쏘레이야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에게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쏘레이야가 마하 깟짜야나 장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쏘레이야의 카라반-친구의 부호의 

아들은 장로가 사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존자여,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장로는 

초대에 응했다. ‘부호의 아들이여, 그대는 방문객이 아닙니까?’ 

‘존자여, 방문객이건 아니건 저의 공양을 받아 주십시요.’라고 

말했다.  
  
장로가 초대에 응하자 쏘레이야의 집에서 많은 양식이 준비되었고 

다음날 장로가 와서 자리에 앉자 부호의 아들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여인을 데려가 장로의 앞에 앉히고 ‘존자여, 나의 

친구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로는 ‘무슨 

일인가?’라고 물었다. ‘존자여, 이 여인이 나의 가장 친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을 보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가 몸이 남자에서 여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존자여 



61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장로는 ‘일어서시오 내가 그대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했다.  
  
장로가 용서하자 쏘레이야의 몸은 곧 다시 여자에서 남자로 회복되었다. 

쏘레이야의 남편은 남자로 변한 아내에게 계속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쏘레이야는 ‘나는 처음에는 두 아들의 아버지이었다가 다음에는 두 

아들의 어머니이었습니다. 한생에서 두 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재가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장로를 따라 출가하여 

수행승이 되었다. 
  
사람들이 쏘레이야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물으면 처음에는 

‘어머니었을 적의 두 아들에게 더 애정이 간다’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거룩한 경지를 성취한 뒤에는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이 없다.’고 

말했다. 수행승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 ‘이 수행승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아들의 마음은 길을 본 그 날 이후에 올바로 지향되었다. 

뭇삶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이익을 줄 수 없지만, 올바로 지향된 

마음만이 그러한 이익을 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법구경 인연담, dhp43, 쏘레이야와 관련된 

이야기(Soreyyattheravatthu),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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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and woman 

  
  
  
법구경인연담 ‘쏘레이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된다면 
  
가장 먼저 욕망을 들 수 있다. 이는 쏘레이야가 장로빅쿠를 보고 흑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 저 수행승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나의 

아내의 피부는 저 수행승처럼 고울 텐데!”라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지 피부가 곱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로에게 연정을 품은 

것이다. 그런데 욕망은 현실로 되었다. 더구나 번뇌 다한 장로의 맑은 

얼굴을 탐한 과보로 그는 여자로 몸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바뀌지 않았다. 자아의 동일성은 유지한채 몸만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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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나 아내도 내 뜻대로 

따라야 하고, 아이도 내 뜻대로 따라야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내 뜻대로 

따라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현전하게 될 것이다. 아마 욕계천상에서 

‘화락천’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화락천은 욕계육욕천 중의 하나이다. 사전에 따르면 “도솔천 바로 위에 

있고 타화자재천의 아래에 있는 곳으로 이 하늘나라에 나면 바라는 바가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하여 즐겁게 한다고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천상을 말한다. 이를 빠알리어로 

‘nimmāna-rati’라 하는데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라고 

길게 번역된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저 사람 없어 졌으면 좋겠다!”라 하였을 때 진짜 

없어져 버린 다면 어떻게 될까? 소름끼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재앙’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쏘레이야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에 대한 과보라 볼 수 있다. 
  
지혜를 물려 주어야 
  
두번째 교훈은 올바른 마음에 대한 지향이다. 이에 대하여 인연담에서는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이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아라한이 

된 쏘레이야는 남자와 여자이었을 때 가진 네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는 마음이 올바로 지향 되었음을 

말한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잡은 고기를 물려 주는 것과 같다. 

그런 고기는 오래 가지 못한다. 부자가 삼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이를 입증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줄 것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 주어야 한다.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 주면 고기를 물려 주지 않아도 되듯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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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물려 주면 자립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 주는 것이다. 재가자에게는 십선행과 여덟 가지 포살의 

고리에 대한 실천을 말한다. 이런 가르침을 알려 주었을 때 지상의 

왕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출세간의 진리를 알려 주는 것이 더 
  
모든 것을 다 갖는 왕이라 하여도 최하천상이라 불리우는 사대왕천의 

하루나 이틀 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상에서 아무리 욕심을 

부려 이루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마치 달이 

허공에 비추면 별들의 무리들이 빛을 잃어버리듯(A8.42)”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상의 행복 보다 더 수승한 것이 있다. 그것은 출세간의 

진리이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 

나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있음에도 부모들은 이런 진리가 있는 줄 조차 

모르는 가 하면, 설령 알더라도 알려 주지 않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출세간의 진리를 알려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Dhp43) 
  
  
  
2014-10-31 
진흙속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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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명의 경이로움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화생(化生) 
  
  
  
경이로움을 느낄 때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 자연을 보았을 때이다. 특히 압도적인 

풍광을 보았을 때이다. 전에 보지 못하던 광경을 접하였을 때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때 ‘경이(驚異)’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놀라울 

만큼 신기하고 진기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놀랍고 

이상스럽다’라는 표현도 있다. 영어로는 ‘wonder, a marvel, a 

miracle’의 뜻이다. 
  
아름다운 풍광, 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만 경이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생명이다. 생명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대상이다. 특히 생명의 탄생이 그렇다. 마치 없던 것에서 

홀연히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생명의 탄생이다. 
  
유정란을 부화시킨 이야기 
  
최근 인터넷기사를 보았다. 유정란을 부화시킨 이야기이다. ‘마트 

계란이 병아리로...진짜 되네요’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서 스스로 만든 부화기로 부화시켰더니 21 일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온도만 맞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어미닭이 품어 주지 않아도 온도와 습도 등 조건만 

맞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나올 때쯤 되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였을 때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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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부화이야기가 있다. 세관 압수물보관창고에서 오리알이 

부화하였다는 이야기(압수물 오리알 부화...오리 새끼 26 마리 

탄생)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는 유정란 오리알을 먹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수입업자가 이를 상품화 하기 위하여 몰래 들여왔으나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그래서 오리알을 창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몇 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창고안에서는 부화한 오리새끼들이 꽥꽥 

거리며 이러저리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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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악조건하에서도 생명은 태어난다. 하지만 필요조건이 있다. 닭이나 

오리의경우 유정란이어야 하고 또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한다. 그래서 

어미새가 둥지를 만들고 일정기간 품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생명체가 태어날 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생명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난생, 태생에 

한한다. 이외에도 생명이 태어나는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생이다.  
  
네 갈래의 태어남이 있는데 
  
금강경 대승정종분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소유일체중생지류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所有一切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이라는 

말이다. 중생에 대하여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네 가지 

태어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방식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깊은 통찰에 따른 분류방식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태, 란, 습, 화라는 말은 금강경에만 있는 말일까? 금강경 

보다 훨씬 이전에 전승 되어온 맛지마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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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sso kho imā sāriputta yoniyo. Katamā catasso? Aṇḍajā yoni, 
jalābujā yoni, saṃsedajā yoni, opapātikā yoni,  
  
katamā ca sāriputta aṇḍajā yoni? Ye kho te sāriputta sattā 
aṇḍakosaṃ abhinibbhijja jāyanti, ayaṃ vuccati sāriputta aṇḍajā 
yoni.  
  
Katamā ca sāriputta jalābujā yoni? Ye kho te sāriputta sattā 

vatthikosaṃ abhinibbhijja jāyanti, ayaṃ vuccati sāriputta jalābujā 

yoni.  
  
Katamā ca sāriputta saṃsedajā yoni? Ye kho te sāriputta sattā 

pūtimacche vā jāyanti pūtikuṇape vā pūtikummāse vā candanikāya vā 
oḷigalle vā jāyanti, ayaṃ vuccati sāriputta saṃsedajā yoni.  
  
Katamā ca sāriputta opapātikā yoni? Devā nerayikā ekacce ca manussā 

ekacce ca vinipātikā. Ayaṃ vuccati sāriputta opapātikā yoni.  
  
Imā kho sāriputta catasso yoniyo. 
  
  
사리뿟따여,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네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사리뿟따여, 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뿟따여,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사리뿟따여, 이것을 난생이라고 한다.  
  
사리뿟따여, 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뿟따여, 생명체가 태의 막을 

까고 태어나면, 사리뿟따여, 이것을 태생이라고 한다.  
  
사리뿟따여, 습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뿟따여,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사리뿟따여, 이것을 습생이라고 한다.  
  
사리뿟따여, 화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뿟따여, 신들이나 지옥의 뭇 

삶들이나 특수한 인간이나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이 생겨나는데, 

사리뿟따여, 이것을 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화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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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뿟따여, 이와 같은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Mahāsīhanādasutta-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빠알리니까야 이미 사생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상세히 실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금강경에 실려 있는 태, 란, 

습, 화 이야기의 원조는 빠알리니까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화생(化生: opapātikā yoni) 
  
네 가지 태어남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화생(opapātikā yoni)이다. 경에서는 ‘홀연히 

생겨나는(opapātikā)’이라 하였다. 홀연히 생겨난다는 뜻의 

opapātikā 에 대하여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opapātika 
: lit. 'accidental' (from upapāta, accident; not from upapatti, as 

PTS Dict. has); 'spontaneously born', i.e. born without the 

instrumentality of parents. This applies to all heavenly and 

infernal beings. "After the disappearing of the 5 lower fetters 

(saṃyojana, q.v.), he (the Anāgāmi) appears in a spiritual world 

(opapātika) ...."。 
  
(Buddhist Dictionary, PCED194) 
  
  
불교사전에 따르면 ‘우연히(accidental)’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upapāta 라는 말이 ‘우연’을 뜻하기 때문이다. PTS 사전에서는 

‘자발적 태어남(spontaneously born)’이라 하였다. 그것도 부모 없이 

곧바로 태어남을 말한다. 이런 태어남은 천상이나 지옥과 같은 악처에 

적용된다고 한다.  
  
화생을 뜻하는 opapātika 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arisen without visible cause)’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모를 갖지 않는 자발적 태어남이다. 악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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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자가 악처에 태어날 때 부모 없이 곧바로 악처에 화생하는 

것이다. 또 공덕을 지은 자는 천상에 태어날 때 역시 부모없이 

자발적으로 화생한다. 그래서 유령 같은, 허깨비 같은 태어남 

(apparitional rebirth)이라 볼 수 있다. 
  
초기경에서 화생에 대한 문구는 수 없이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PCED194 에 따르면 ‘D.I,27, 55, 156; III,132, 230 (°yoni), 265; 

M.I,34, 73, 287, 401 sq., 436 sq, 465 sq.; II,52; III,22, 80, 247; 

S.III,206, 240 sq., 246 sq.; IV,348; V,346, 357 sq., 406; A.I,232, 

245, 269; II,5, 89, 186; IV,12, 226, 399, 423 sq.; V, 265 sq., 286 

sq., 343 sq.; Pug.16, 62, 63; Vbh.412 sq.; Miln.267; Vism.552 sq., 

559; DA.I,165, 313.’라는 경전적 근거를 들고 있다.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화생에 대하여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화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번역비교를 해보면 
  
화생과 관련하여 초불연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빅쿠보디의 각주 역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문구와 관련하여 약간의 번역차이가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Mahāsīhanādasutta(M12) 번역 비  고 

빠알리어 Katamā ca sāriputta opapātikā yoni? 

Devā nerayikā ekacce ca manussā 

ekacce ca vinipātikā. Ayaṃ vuccati 

sāriputta opapātikā yoni. 
  

ekacce ca 

manussā 

전재성님역 [세존] 
“싸리뿟따여, 화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싸리뿟따여, 신들이나 지옥의 

뭇 삶들이나 특수한 인간이나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이 생겨나는데, 

싸리뿟따여, 이것을 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화생이라고 한다.” 

특수한 인간 

각묵스님역 “사리뿟따여, 무엇이 화생인가? 

사리뿟따여, 신들, 지옥에 태어난 

몇몇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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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몇몇 인간들, 몇몇 악처에 

태어난 자들을 화생이라 한다. 

사리뿟따여, 이들이 네 부류의 

태어남이다.” 
빅쿠보디역 “What is spontaneous generation? 

There are gods and denizens of hell 

and certain human beings and some 

beings in the lower worlds; this is 

called spontaneous generation. These 

are the four kinds of generation.” 

certain human 

beings 

  
  
차이가 나는 번역은 ‘ekacce’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특수한’ 이라 번역하였고, 초불연의 대림스님은 ‘몇몇’이라 

번역하였다. 그래서 “ekacce ca manussā ekacce ca vinipātikā”문구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특수한 인간이나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이라 

하였고, 대림스님은 “몇몇 인간들, 몇몇 악처에 태어난 자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특수한 인간’과 ‘몇몇 인간들’이 대비 

된다. 또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과 ‘몇몇 악처에 태어난 자들’이 

대비된다. 빅쿠보디는 ‘certain human beings(어떤 인간존재)’과 

‘some beings in the lower worlds(어떤 낮은 세계의 존재)’라 

번역하였다.  
  
네 가지 화생이 있는데 
  
초기경에서는 화생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전재성님역 대림스님역 빅쿠보디역 
Devā 신들 신들 gods 

nerayikā 지옥의 뭇 삶들 지옥에 태어난 

자들 
denizens of 

hell 
ekacce ca 

manussā 
  

특수한 인간 몇몇 인간들 certain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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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cce ca 

vinipātikā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 
몇몇 악처에 

태어난 자들 
some beings in 

the lower 

worlds 
  

  
네 가지 화생의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화생에는 천상이나 

지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뿐만 아니라 인간세계도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kacce ca manussā”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특수한 인간’이라 하였다. 대림스님은 ‘몇몇 

인간들’이라 하였고, 빅쿠보디는 ‘certain human beings(어떤 

인간존재들)’이라 하였다. 하지만 각주에는 이에 대한 주석이나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 어떤 인간들이 부모 없이 화생하는 것일까? 
  
인간도 화생할 수 있을까? 
  
초기경에 따르면 ‘특수한 인간’ 또는 ‘몇몇 인간들’, 또는 

‘certain human beings’은 화생한다고 하였다. 부모 없이 자발적으로 

홀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화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초기경에서 

인간도 화생한다고 하였을 때 갖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대승보살사상을 떠 올릴 수 있다.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살사상이다. 따라서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서원을 세운다. 그것은 사홍서원으로 설명된다. 지장보살의 경우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구원받기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였고, 법장비구는 괴로운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였다.  
  
보살로서 삶을 살게 되면 부처가 되거나 열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주공간이 존재하고 중생이 남아 있는 한 나 역시 여기 남아서 

세상의 고난을 없애도록 하소서 !” 라고 외친‘산띠데바’처럼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 가게 된다. 이처럼 보살로서의 삶을 원생이라 

한다. 반면 욕심과 집착으로 인한 삶을 업생이라 한다.  
  
업생으로 살면 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보살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중생이 바라는 곳에는 어디든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업생’이라 하고, 보살은 ‘원생’이라 한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인간세계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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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 관세음보문품에 염피관음력이 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하면 그 염하는 힘으로 칠난에서 벗어 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등을 

친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설로서 신화로서 전승되어 왔다.  
  
전설이나 신화속에 등장하는 보살은 대부분 홀연히 나타난다. 마치 

화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보살들은 인간세계에 

자유자재로 화생하는 존재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생에 대하여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종교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기경에서 화생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ekacce ca manussā”라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번역자들은‘특수한 인간’ 또는 ‘몇몇 인간들’, 또는 ‘certain 

human beings’라고 번역하고 있다.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금강경 대승정종분에서는 태, 란, 습, 화 이렇게 사생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생을 언급한 것은 대승보살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되 실은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느니라.”라고 역설적인 

표현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이에 대한 수 많은 해석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과 난해한 문구라 

아니 할 수 없다. 중생을 구원하되 구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단 

한사람도 제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태, 란, 습, 화의 원조라 

볼 수 있는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어떻게 표현 되어 있을까? 
  
맛지마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네 갈래의 태어남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네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M12)”라고 

말씀 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을 

비난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회의론자들이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  
  
한때 부처님의 제자이었던 수낙캇따가 있었다. 주석에 따르면 

수낙캇따는 부처님에게 실망해서 교단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수행자 고따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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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추어야 할 앎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 수행승 고따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M12)”라고 비난하고 다닌 것이다. 이는 신통을 

보여 주지 않자 한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것은 모두 언변에 

따른 말재주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리뿟따로부터 들은 부처님은 ‘십력’에 대하여 설하신다. 여래만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열 가지 능력을 말한다. 
  
여래만 갖는 십력은 무엇인가? 
  
초기경에 언급된 십력은 여래만 갖출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 힘을 갖춘 여래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M12)”라고 하였다. 그 열 가지 힘은 

무엇일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리뿟따여, 이 세상에서 여래는 조건을 갖춘 경우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여실히 안다.  
  
2)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에 

관해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 여실히 그 과보를 안다.  
  
3)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모든 길(운명)으로 인도하는 

도닦음(길)에 관해 안다. 
  
4)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많은 세계로 구성된 다양한 

세계의 세계에 관해 안다.  
  
5)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다른 뭇 삶들의 여러 가지 

경향에 관해 안다.  
  
6)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뭇 삶들의 능력의 높고 낮음에 

관해 안다.  
  
7)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선정, 해탈, 삼매, 성취에 

대해서 오염과 청정과 벗어남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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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  
  
9)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청정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눈으로 뭇 삶들을 본다.  
  
10) 사리뿟따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래는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잘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Mahāsīhanādasutta-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이것이 십력이다. 부처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힘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십력을 설명하면서 네 갈래의 태어남, 즉 태, 란, 습, 화 

이렇게 사생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부처님은 네 갈래의 태어남(사생)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존] 
“사리뿟따여,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사리뿟따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나에 관해 이처럼 ‘수행자 고따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추어야 할 앎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 수행승 고따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라고 말하며,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리뿟따여, 예를 들어 계율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승은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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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Mahāsīhanādasutta-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말씀 하신 것은 교단을 떠난 수낙깟따가 부처님을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신통을 보여 주지 않는다 하여 부처님이 말장난 하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처님은 잘못된 견해를 가졌을 때 필연적으로 

악처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이 경에서 네 갈래의 태어남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강경에서는 사생과 삼계의 어떤 중생도 제도 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한사람도 제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생을 말씀 하셨다. 그러나 

맛지마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사생을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견해를 가졌을 

때 위험을 말씀 하신 것이다.  
  
경전을 한권으로 요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단지 말재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부정하였을 때 결코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신통을 보여 

주지 않는다 하여 모두 거짓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이런 행태는 

요즘에도 볼 수 있다. 넷상에서 일부 불자들은 초기경전과 관련하여 

거품을 걷어내자고 말한다. 초월적이고 신비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거품을 걷어 내고 나면 단권으로 된 근본가르침만 남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을 모아 놓으면 방대하다. 이는 빠알리니까야를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글로 번역된 사부니까야를 보면 

책장을 가득 차지 한다. 상윳따니까야는 7 권, 앙굿따라니까야는 무려 

9 권에 달한다. 단권으로 된 디가니까야나 맛지마 니까야가 있고, 또 

법구경, 숫따니빠따 등 수 많은 경전이 있다. 이렇게 많은 경전을 갖게 

된 것은 불자로서 행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다에 풍덩빠져 지내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권으로 요약하자고도 

말한다. 만약 수 많은 경전을 한권으로 요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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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요약된 빠알리경전이 있다. 일아스님이 편집한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이다. 사부니까야 번역본을 갖추기 이전에는 

일아스님의 책을 주로 보았다. 그런데 완전히 갖추어진 번역본과는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니까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이야기가 모두 삭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에는 오로지 근본가르침과 합리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예를 든다면, 율장대품 초입에 첫번째 재가신도라 불리우는 ‘따뿟사와 

발리까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늘사람이야기가 빠져 있다. 또 

사함빠띠의 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 하느님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 (S6:1)”라는 구절이 있는데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만 표현 되어 

있어서 매우 현실적으로 보인다.  
  
경전을 한권으로 요약하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이 발 붙이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맛지마니까에 표현되어 있는 여래의 십력 역시 

허황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권으로 된 경전이 독자들에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가르침에 대하여 취사선택하여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사생과 삼계에 대하여 언급한 이유는? 
  
초기경전에 쓰여 있는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승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월적이고 신비한 이야기일지라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승된 것이다. 그럼에도 후대사람들이 

자신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대어 황당한 이야기라거나 

소설이라고 규정한다면 수낙깟따와 같은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신통을 보여 주지 않는다 하여 부처님을 비난하고 교단을 떠난 

수낙깟따에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악처에 난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부처님은 네 갈래의 태어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경에서는 네 

갈래의 태어남과 함께 다섯 갈래의 운명이 소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섯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다. (M12)”라고 말씀 하셨다. 마치 금강경에서 태란습화 다음에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로 시작 되는 삼계를 언급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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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사생과 삼계육도가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사생과 삼계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뭇삶들이 끊임 없이 윤회함을 말한다. 왜 윤회하는가? 정견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성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또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회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쳐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악처에 

나기도 하고 선처에 나기도 하는 것이 뭇삶들의 삶의 방식이다.  
  
늘 다니는 생태하천길에 
  
늘 다니는 길에 하천이 있다. 도심을 흘러 가는 생태하천이다. 옛날에는 

폐수가 흘렀으나 요즘에는 잘 정비 되어 물고기와 물새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좋아 졌다.  
  
생태하천에서 늘 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물고기다. 어른 장딴지만한 

물고기 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물고기를 볼 때 마다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누군가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잘 

큰다는 것이다. 더구나 커나감에 따라 개체 특유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을 보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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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이름 모를 새가 지저귈 때 저 새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치 스스로 알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고기이든 새이든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다. 부모가 

있어서 교합이 이루어져 알을 낳아 태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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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어디에선가는 끊임 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죽어 갈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 그런 태어남에는 네 갈래의 태어남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난생, 태생, 습생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가장 이해 가지 않는 것은 화생이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부처님 말씀 
  
부모 없이 자발적으로 홀연히 태어나는 것이 화생이라 한다. 이는 

유령이나 허깨비가 나타난 것과 같다. 그래서 불교사전에서는 ‘유령 

같은 같은 태어남 (apparitional rebirth)’이라 하였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초기경전에 화생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사함빠띠가 부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경에서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 하느님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 (S6:1)”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회의론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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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지만 인간세계에서도 화생이 일어 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경전적 근거는 화생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할 때 “ekacce ca 

manussā”라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번역자들은‘특수한 인간’ 또는 

‘몇몇 인간들’, 또는 ‘certain human beings’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경전은 서로 연결 되어 있다. 그래서 단권으로 경전을 

압축한다면 가르침이 전달 될 수 없다. 전승된 가르침에는 모두 다 나름 

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표현된 이야기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모두 소중한 부처님 말씀이다.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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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잡담과 법담 그리고 고귀한 침묵 
  
  
  
카톡방에서 재잘재잘 하는 것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들어 댄다. 이를 다른 말로 ‘수다떤다’라고도 

한다. 이렇게 수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과시와 불안감의 해소라고 볼 수 있다. 혼자 있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어 주면 

안심하듯이 대화로서 위로 받고 싶은 심리도 있는 것이다. 
  
수다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신의 눈앞에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톡방에서 재잘재잘 하는 것도 일종의 수다이기 

때문이다. 문자나 이모티콘, 사진, 심지어 동영상을 이용한 채팅도 

수다인 것이다. 그런데 남이 수다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TV 를 시청하는 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수다이기 때문이다. TV 에서 

말장난하는 프로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면 일종의 수다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수행자들 
  
수행자에게 있어서 수다는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팔정도에서 올바른 언어사용이라 하여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어에서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 것(samphappalāpā veramaṇī)’을 말한다. 

Samphappalāpā 는 ‘talking nonsense’의 뜻으로 ‘기어(绮语)’라고 

말한다. ‘교묘하게 잘 꾸며대는 말’을 말한다. 잡담이나 가십등도 

이에 해당된다.  
  
수행자가 세상돌아 가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우다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강당에 모여 

앉아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행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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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들이여, 마가다 국의 쎄니야 빔비싸라 왕과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두 왕들 가운데 누가 더 부유하고 누가 더 재산이 많고 누가 더 재보가 

많고 누가 더 영토가 많고 누가 더 수레가 많고 누가 더 군대가 많고 

누가 더 능력이 많고 누가 더 권력이 많은가?” 
  
(Rājasutta-왕들에 대한 경, 우다나 Ud10, 전재성님역) 
  
  
행위의 두려움, 윤회의 두려움을 알아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수행자들이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십육대국 가운데 강국이라 불리우는 두 나라, 즉 마가다와 

꼬살라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이” 
  
수행자들이 정치, 경제, 사호, 문화 등 세상 돌아 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수행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강당에 들어 오자 수행승들의 잡담은 중단 되었다. 

이에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여기에 모여 앉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하였는가?”라고 물어 보신다. 

이에 수행승들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훈계한다. 
  
  
“Nakhvetaṃ bhikkhave tumhākaṃ patirūpaṃ kulaputtānaṃ saddhā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itānaṃ, yaṃ tumhe evarūpiṃ kathaṃ 

katheyyātha. Sannipatitānaṃ vo bhikkhave dvayaṃ karaṇīyaṃ dhammī 

vā kathā, ariyo vā tuṇhī bhāvo” ti.  
  
[세존’ 
“수행승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모여 앉아서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귀한 침묵을 지키는 것, 그 둘중의 하나를 실천해야 한다.” 
  
(Rājasutta-왕들에 대한 경, 우다나 Ud1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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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ence 
  
  

부처님은 ‘고귀한 침묵(ariyo vā tuṇhī bhāvo)’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들이 쓸데 없이 잡담이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책이다. 수행자가 굳이 말을 한다면 ‘법담(dhammī vā 

kathā)’을 해야 함을 말한다. 법담을 하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할까? 
  
왜 고귀한 침묵인가?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침묵이긴 하지만 

부처님 말씀 하신 침묵은 ‘고귀한(ariyo)’ 침묵이다. 왜 고귀한 

침묵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초기경전 도처에 있다. 이는 우다나 경의 

제목인 ‘라자경(Ud10)’에 대한 각주에서 알 수 있다.  
  



85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Nett.165; Pe.55; MN.I.161; SN.II.273; 

SN.V.342; Dhp.178’이라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고귀한 

침묵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경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MN.I.161 을 찾아 보았다. 
  
‘MN.I.161’의 뜻은 PTS 본 맛지마니까야 1 권 161 페이지라는 뜻이다.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믿음으로써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법담을 위하여 모였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수행승들이여, 모임은 두 종류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고귀한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역) 
  
  
맛지마니까야에서도 역시 법담과 고귀한 침묵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고귀한 침묵에 대하여 “두 번째 선정과 근본적인 

명상주제가 모두 이 고귀한 침묵에 해당된다.(Pps.II.169)”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귀한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선정과 고귀한 침묵 
  
각주에 따르면 고귀한 침묵은 ‘이선정’과 ‘명상주제’라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수행자들이 모여서 잡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법담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담을 하지 않는다 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에 드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두 번째 선정에 

드는 것이 고귀한 침묵이라 하였다. 두 번째 선정상태가 아니라면 

명상주제를 정하여 명상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근본적인 

명상주제(mulakammatthana)’라 하는데 아마 사마타명상주제 40 가지를 

말하는 것 같다. 
  
고귀한 침묵이 단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각주에 

따르면 이선정상태나 근본적명상주제라 하였다. 특히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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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상태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상윳따니까에 나온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Idha mayhaṃ āvuso, rahogatassa patisallīnassa evaṃ cetaso 

parivitakko udapādi: "ariyo tuṇhībhāvo ariyo tuṇhībhāvo'ti vuccati, 
katamo nu kho ariyo tuṇhībhāvo"ti? 
  
Tassa mayhaṃ āvuso etadahosi: "idha bhikkhu vitakkavicārānaṃ 

vūpasamā ajjhat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 avitakkaṃ 

avicāraṃ samādhijaṃ pītisukhaṃ du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Ayaṃ vuccati ariyo tuṇhībhāvo"ti. 
  
[목갈라나]  
"벗이여, 내가 한적한 곳에서 홀로 선정에 들었을 때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고귀한 침묵, 고귀한 침묵 하는데, 고귀한 침묵이란 

무엇인가?' 
  
벗이여, 그때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수행승이 사유와 

숙고를 멈춘 뒤 내적인 평온과 정신의 통일과 무사유와 무숙고와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번째 선정에 들면 그것을 

고귀한 침묵이라고 부른다. 
  
(Kolitasutta-꼴리따의 경, 상윳따니까야 S21.1,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고귀한 침묵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다. 그것은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번째 선정에 

들면(samādhijaṃ pītisukhaṃ dutiyaṃ jhānaṃ)”이라는 말이다.  
  
목갈라나를 괴롭힌 것은? 
  
고귀한 침묵(ariyo tuṇhībhāvo)은 ‘이선정’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목갈라는 이선정상태에 대하여 “그러나 사유와 관계된 

지각과 정신활동이 이와 같이 수행하는 나를 아직 괴롭히고 

있습니다.(S21.1)”라고 말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두 번째 선정은 사유가 숙고가 멈추어지고 언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귀한 침묵이라 한다.(Srp.II.233)”라고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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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갈라나가 두 번째 선정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입만 다물고 있을 뿐 머리 속으로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각주에 따르면 ‘사유와 관련된 지각과 정신활동’에 대하여 ‘사유를 

수반하는 지각과 정신활동(作意)을 말한다’라 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내가 이와 같이 머물 때 일으킨 생각이 

함께한 인식과 마음에 잡도리함이 생겨났습니다.(S21.1)”라고 

번역하였다. ‘잡도리하다’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뜻이다. 

한자어로 ‘작의(作意)’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여도 머리속에는 생각이 있음을 말한다. 비록 말은 하지만 

머리속으로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선정에서 사유와 숙고를 여의어야 

함에도 목갈라나는 단지 멈춘 것에 불과 하다. 그래서 사유와 관계된 

지각과 정신활동이 이와 같이 수행하는 나를 아직 괴롭히고 

있습니다.(S21.1)”라 하였다.  
  
사유와 숙고가 왜 언어적 형성일까? 
  
목갈라나의 고민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SN.41:6 에 따르면. 사유와 

숙고는 언어적 형성이라고 한다.(상윳따 2권 755 번각주)”라 하여 

전재성님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놓았다. 그래서 SN.41:6 을 찾아 

보았다. 
  
경에 따르면 장자 찟따와 존자 까마부의 형성에 대한 대화이다. 먼저 

까마부가 “장자여, 세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형성, 언어적 형성, 

정식적 형성이 있습니다.(S41.6)”라고 말한다. 이에 장자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 그러자 까마부는 “장자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신체적 형성이고 사유와 숙고는 언어적 형성이고 지각과 느낌은 정신적 

형성입니다.(S41.6)”라고 말한다.  
  
까마부에 따르면 사유와 숙고는 언어적 형성에 속한다. 이는 

일반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보통사람들은 사유와 숙고가 

머리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요인이라 볼 수 있으나 경에 

따르면 분명히 언어적 형성에 대한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언어적 

형성과 정신적 형성은 어떻게 다른가? 까마부는 장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88 

 

Assāsapassāsā kho gahapati kāyikā, ete dhammā kāyapaṭibaddhā, tasmā 
assāsapassāsā kāyasaṅkhāro. Pubbe kho gahapati vitakketvā vicāretvā 
pacchā vācaṃ bhindati, tasmā vitakkavicārā vacīsaṅkhāro. Saññā ca 
vedanā ca cetasikā, ete dhammā cittapaṭibaddhā, tasmā saññā ca 
vedanā ca cittasaṅkhāroti. 
  
[까마부]  
“장자여,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고 이것들은 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신체적 형성입니다. 장자여, 

먼저 사유하고 숙고한 뒤에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사유와 숙고는 

언어적 형성입니다. 지각과 느낌은 정신적인 것이고 이것들은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각과 느낌은 정신적 형성입니다.” 
  
(Dutiyakāmabhusutta-까마부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41.6, 전재성님역) 
  
  
까마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유(vitakka)와 숙고(vicāra)가 언어적 

형성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는 “먼저 사유하고 숙고한 뒤에 

언어로 표현됩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먼저 

생각이 일어나야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글을 쓸 때 먼저 머리로 정리되어야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글쓰는 행위는 ‘구업(口業)’에 해당된다.  
  
표로 정리해 보면 
  
까마부가 한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 수 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체적 형성 
kāyasaṅkhāra 

들이쉬고 내쉬는 것 
Assāsapassāsā 

호흡  

언어적 형성 
vacīsaṅkhāra 

사유와 숙고 
vitakketvā vicāretvā 

 멸진정에서 
가장 먼저 소멸 

정신적 형성 
cittasaṅkhāra 

지각과 느낌 
Saññā ca veda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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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리따의 경에서 목갈라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이선정에 들어 간 것에 

대하여 고귀한 침묵이라 하였다. 그러나 입만 열지 않을 뿐 사유와 

숙고와 관련된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였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까마부경(S41.6)에서 

명확하게 밝혀 지고 있다. 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각과 느낌이 소멸할 때 
  
장자는 까마부에게 “그런데 존자여,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S41.6)”라고 묻는다. 이는 상수멸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지각과 느낌은 세 가지 형성중에 ‘정신적 형성’에 

해당된다.  
  
지각과 느낌이 언어적 형성이 아닌 정신적 형성에 해당된다면 멸진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태를 말할까? 이에 대하여 까마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까마부] 
“장자여,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에게는 이와 같이 ‘나는 

지각과 감수의 느낌을 성취할 것이다.’라든가 ‘나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하고 있다.’ 라든가 ‘나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했다.’ 라든가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수련되어 그를 그러한 상태로 이끕니다.” 
  
(Dutiyakāmabhusutta-까마부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41.6, 전재성님역) 
  
  
지각(Saññā)과 느낌(vedanā)은 언어적 형성이 아니라 정신적 형성에 

속한다고 하였다. 일종의 인식작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각과 느낌은 

생각으로 알 수 없음을 말한다. 지각과 사유가 언어적 형성에 

해당됨으로 생각 역시 언어적 형성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각과 느낌은 

정신적 형성에 해당되므로 상수멸정에 들었을 때 지각과 느낌이 

사라지지만 이는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멸진정 상태에 들어 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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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까마부에게 계속 물어 본다. 이번에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했을 때에 신체적 형성이나 언어적 형성이나 정신적 형성 가운데 

어떠한 것이 먼저 소멸합니까? (S41.6)”라고 묻는다.  이는 멸진정의 

상태를 말한다. 이에 까마부 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자여,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에게는 언어적 형성이 

먼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형성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형성이 소멸합니다. 
  
(Dutiyakāmabhusutta-까마부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41.6, 전재성님역) 
  
  
멸진정 상태에 들어 가는 순서에 대한 것이다. 경에 따르면 가정 먼저 

소멸되는것이 언어적 형성이다. 이는 이선정에서 사유와 숙고가 여의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신체가 소멸되는 것이라 하였다. 좌선시에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몸도 사라지고 호흡도 살아진다고 하는데 몸이 

사라진다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호흡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는 신체적 형성에 대하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신체적 

형성이고”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사유와 숙고에 따른 생각, 즉 언어적 형성이 사라지고 

다음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즉 신체적 형성이 사라진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이 지각과 느낌, 즉 정신적 형성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멸진정과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차례로 언어적 형성, 신체적 형성, 정신적 형성이 사라졌을 때 

이를 상수멸정 또는 멸진정 상태라 한다. 그렇다면 이 상태는 죽은 것과 

다름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장자는 또 물어 본다. 그래서 “그런데 

존자여, 죽어서 사망한 것과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것과 그들 

사이에 차이는 어떠한 것입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까마부존자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까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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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여, 죽어서 사망하면, 신체적 형성이 소멸하여 그치고, 언어적 

형성이 소멸하여 그치고, 정신적 형성이 소멸하여 그치고 목숨이 다하고 

온기가 사라지고 모든 감관이 부수어집니다.  
  
장자여, 그러나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에게도 신체적 

형성이 소멸하여 그치고, 언어적 형성이 소멸하여 그치고, 정신적 

형성이 소멸하여 그치지만 목숨은 아직 끝나지 않고 온기가 아직 식지 

않고 모든 감관이 청정해집니다.  
  
장자여, 죽어서 사망한 것과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것과 그들 

사이에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Dutiyakāmabhusutta-까마부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41.6, 전재성님역) 
  
  
일반적으로 상수멸, 즉 멸진정의 상태에 대하여 ‘열반’과 동의어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위 설명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열반에 든 

유여열반에 대한 설명이라 본다. 그런데 정신적 형성인 지각(상)과 

느낌(수) 마저 소멸하였을 때 마치 죽은 듯이 보이는데 죽은 것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죽은 자는 온기가 없고 감관이 부서진 상태를 말하지만, 열반에 든 자는 

몸에 온기가 남아 있고 더구나 감관도 매우 청정한 상태라 하였다. 다만 

호흡(신체적), 사유와 숙고(언어적), 지각과 느낌(정신적) 현상만 

소멸한 상태가 죽음과 다르다는 것이다. 
  
멸진정에서 나왔을 때 
  
장자는 계속 묻는다. 이번에는 상수멸정상태에서 나왔을 때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존자여,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했을 때에 

어떻게 거기서 일어납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까마부존자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Kathaṃ pana bhante 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ā vuṭṭhānaṃ 

hotīti. Na kho gahapati 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ā 

vuṭṭhahantassa bhikkhuno evaṃ hoti: "ahaṃ 

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ā vuṭṭhahissanti vā ah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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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ā vuṭṭhahāmīti vā ahaṃ 

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ā vuṭṭhito vā" ti, atha khvassa 
pubbeva tathā cittaṃ bhāvitaṃ hoti yaṃ taṃ tathattāya upanetīti. 
  
[까마부]  
“장자여, 지각과 느낌이 소멸한 뒤에 다시 일어나는데, 수행승은 이와 

같이 ‘나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의 성취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든가 

‘나는 느낌의 소멸의 성취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든가 ‘나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의 성취에서 일어났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이전에도 그렇게 닦여져 왔듯이, 그를 그러한 

상태로 이끕니다. “ 
  
(Dutiyakāmabhusutta-까마부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41.6, 전재성님역) 
  
  
멸진정에서 일상으로 되돌아 왔을 때 어떤 생각이나 의지 작용이 있어서 

돌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지각과 사유라는 언어적 현상이 소멸된 

상태에서 생각 역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되돌아 오는가? 이에 대하여 “그를 그러한 상태로 이끕니다(yaṃ 

taṃ tathattāya upanetīti)”라 하였다. 
  
그러한 상태(tathatta)와 진여불성 
  
“그러한 상태로 이끈다(tathattāya upanetīti)”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tathattāya’가 있다. 이는 tathatta 의 형태로서 ‘the state 

of being so; the truth.’의 뜻이다. 이를 대승한역에서는 

‘진여(眞如)’로 하였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진여가 불성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불성을 이야기하였을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rp.III.97 에 따르면, 여기서는 ‘새김의 상태 또는 지성적인 

상태(sacittakabhava)’를 말한다. ‘이전에도 그렇게 닦여져 

왔듯이’는 지멸을 성취하기 전에 ‘당시에 나는 새김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새김을 확립할 것이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관계된 표현이다.  
  
(상윳따 4 권 832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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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hatta 의 뜻이 ‘그러한 상태’ 또는 ‘진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승에서 말하는 진여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단지 ‘새김의 상태 또는 지성적인 상태(sacittakabhava)’를 

뜻한다고 하였다.  
  
장자와 까마부의 대화는 상수멸에 대한 것이다. 경의 말미에 장자는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위해서 어떤 원리가 도움이 됩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까마부존자는 “멈춤과 통찰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까마부경에서는 사유(vitakka)와 숙고(vicāra)가 정신적 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 형성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여 놓았다. 

이런 고민을 안 부처님이 신통으로 목갈라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에 

대하여 목갈라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갈라나] 
“벗이여, 그때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목갈라나여, 바라문 목갈라나여, 고귀한 침묵에 방일하지 

말라. 고귀한 침묵에 마음을 정립하라. 고귀한 침묵에 마음을 통일하라. 

고귀한 침묵에 마음을 집중하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Kolitasutta-꼴리따의 경, 상윳따니까야 S21.1, 전재성님역)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에 목갈라나는 더 이상 사유와 숙고를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사유와 숙고를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여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에 완전히 

들었습니다.(S21.1)”라 하였다. 이와 같은 목갈라나의 가르침으로 

보았을 때 사유와 숙고가 언어적 형성임에 틀림 없다. 
  
세간과 비교되지 않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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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잡담을 금하였다. 출가한 수행자들이 

세속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나 경제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행자들이 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떠들썩하게 잡담하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잡담하느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입만 다물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고귀한(ariya) 침묵이라 하여 

이선정상태에 드는 것이나 명상주제를 들고 있는 침묵을 말한다. 특히 

이선정상태에 대하여 사유와 숙고를 여읜 희열과 행복이라 하였다.  
  
사유와 숙고라는 언어적 형성이 끊어진 이선정상태에서 희열과 행복은 

세상사람들이 잡담을 하며 얻는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갈애가 부수어짐에 따른 행복은 이 세상 어느 행복 보다 더 

수승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다나에서 감흥어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세계에서 어떤 욕계의 행복이라도 

어떠한 천상의 행복이라도 

갈애의 부숨에서 오는 행복에 비해 

십육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한다.”(Ud10) 

   

  

이 게송은 법구경에 실려 있는 Dhp178 과 유사하다. 178 번 게송은 

“지상에서 유일한 왕권보다 천상계로 가는 것 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보다 진리의 흐름에 드는 것이 탁월하다.(Dhp178)”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흐름에 든 님(예류자)은 가장 

허약할지라도 이 생에서 다시 태어나는 다음 7 번째의 생애 안에서는 

완전히 해탈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2014-11-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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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른일곱 가지 도움이 되는 수행의 원리 
  
  
  
아무리 약해 보이는 학인이라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일까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다. 산에 

올라가 발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 수 많은 아파트와 빌딩,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수 많은 주택들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나약한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시원 스럽게 닦여 있는 도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강이 있건 없건 

다리를 높아 곧게 길이 나 있고, 산으로 막혀 있으면 터널을 뚫어 

시원스럽게 길을 만들어 놓았다. 바다에는 큰 배가,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저 먼 우주에도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그럼에도 인간은 

나약하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죽음을 앞에 

두고는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 까닥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왕들도 생노병사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흐름에 든 자(예류자)는 가장 허약할지라도 어떤 부를 

이룬자 보다도,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강하다. 왜 그럴까? 

생노병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약해 보이는 학인이라도 이 

생에서 다시 태어나는 다음 7 번째의 생애 안에서는 완전히 해탈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야마의 왕국을 정복할 것인가? 
  
  
Ko imaṃ paṭhaviṃ vicessati  꼬 이망 빠타윙 위쩨삿띠 

Yamalokañ-ca imaṃ sadevakaṃ?    야마록깐짜 이망 사데와깡 

Ko dhammapadaṃ sudesitaṃ,      꼬 담마빠당 수데시땅 

Kusalo pupphamiva pacessati?  꾸살로 뿝파미와 빠쩨삿띠. 
  
  
누가 이 땅과 이 야마의 왕국과 
이 천상계와 인간계를 정복할 것인가? 
화환을 만드는 자가 꽃을 따 모으듯,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따 모으랴? 
(Dhp4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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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れがこの大地を征服するであろうか？ 
だれが閻魔の世界と神々とともなるこの世界とを征服するであろうか？ 

わざに巧みな人が花を摘むように、 
善く説かれた真理のことばを摘み集めるのはだれであろうか？ 
(Dhp44, 中村元역)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 엮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Dhp44, 법정스님역) 
  
  
孰能擇地 숙능택지 
捨鑑取天 사감취천 
誰設法句 수설법구 
如擇善華 여택선화 
(Dhp44, 한역) 
  
  
어느 누가 있어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어느 누가 있어 잘 설해진 담마를  
잘 실천하여 분별할 것인가?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Dhp44, 거해스님) 
  
  
Who will penetrate this earth 
& this realm of death 
with all its gods? 
Who will ferret out 
the well-taught Dhamma-saying, 
as the skillful flower-ar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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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lower? 
(Dhp44, Thanissaro Bhikkhu) 
  
  
빠알리게송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에서는 “누가 이 땅과 이 야마의 

왕국과 이 천상계와 인간계를 정복할 것인가?”라 하여 네 가지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땅(imaṃ 

paṭhaviṃ)’은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야마의 왕국(Yamaloka)’은 

‘네 가지 괴로움(생노병사)의 윤회의 존재’를 말한다. 천상계와 

인간계는 윤회하는 세계를 말한다.  
  
화환을 잘 만드는 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다.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 새로운 

태어남을 유발하여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 이렇게 육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집착된 자아에 정복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자신과 이 윤회계를 정복할 것인 것인가?   
  
전재성님의 번역 중에 ‘화환을 만드는 자’가 등장한다. 꽃을 잘 다룰 

줄 아는 자라는 뜻이다. 꽃을 선별하여 멋진 화환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화환을 만드는 자가 꽃을 따 모으듯(Ko dhammapadaṃ 

sudesita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유능한 화환을 

만드는 자가 꽃을 따 모으고, 잘 알고, 조사해서, 꿰뚫어 보고 

구현한다.(DhpA.I.335)”는 뜻이라 설명 되어 있다.  
  

  



98 

 

 
lei 

  
  
화환을 잘 만드는 자는 꽃을 보는 안목이 있다. 예쁘고 싱싱한 꽃으로 

만든 화환은 결혼식 등 축하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으로 화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진리의 화환에 대하여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따 모으랴?(Ko 

dhammapadaṃ sudesitaṃ)”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진리의 화환에 들어 

가는 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서른일곱 가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수행의 원리(37 조도품)”라 하였다.  
  
37 조도품은 어떤 것일까? 
  
37 조도품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매번 자신에게 속고 후회하고, 

37 조도품으로 본 불교가 알아차림인 이유(2010-03-2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37 조도품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른일곱 가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수행의 원리(37 조도품) 

No 
  

요소 
  

사 
념 
처 

사 
정 
근 

사 
신 
통 

오 
근 

오 
력 

칠 
각 
지 

팔 
정 
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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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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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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āvācā)             1 1 
13 정행(sammākammanta)             1 1 
14 정명(sammā-ajiva)             1 1 
  합계 4 4 4 5 5 7 8 37 

  
  

표를 보면 좌측에 정진, 새김 등 14 가지 항목의 정신적 

요소(마음부수)가 있다. 그리고 우측에는 사념처 등 일곱가지 깨달음의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경우 정진 등 모두 여덟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오력의 경우 정진 등 다섯 항목이다. 마치 일곱 가지 

깨달음의 수단을 보면 꽃다발과도 같다. 꽃다발 안에 여러 종류의 꽃이 

들어 있듯이 팔정도라는 꽃다발 안에는 정진, 새김(sati), 지혜, 집중, 

사유, 정어, 정행, 정명 등의 꽃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꽃은?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꽃은 어느 것일까? 표를 보면 

‘정진(viriya)’임을 알 수 있다. 사념처를 제외 하고 사정근 등 

나머지 6개의 꽃다발에 모두 들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합계 

9 개로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인기 있는 꽃은 새김(sati)으로서 

8 개이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지혜로서 5 개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의 요소로서 정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는 지혜를 강조 한다. 우리나라에서 eh 

‘마하반야바라밀’이라 하여 역시 지혜를 강조 한다. 그러나 

37 조도품에 따르면 지혜는 3 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9개로서 

1 위를 차지 하는 정진과 8 개로서 2 위를 차지 하는 새김(사띠)와 

비교하여 지혜는 5 개로서 그 중요성 면에 있어서 밀린다. 이렇게 본다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 보다 먼저 정진과 알아차림(sati)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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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동아시아불교에서 강조하는 

“마하반야바라밀”과의 차이라 볼 수 있다. 
  
“학인이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따 모으리” 
  
법구경 44 번 게송과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송이 45 번 게송이다. 44 번 

게송에서 ‘누가 윤회계를 정복할 것인가?’라 하여 의문하였고, 또 

‘누가 진리의 말씀을 따 모을 수 있는가?’라 하며 의문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이 45 번 게송에 실려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Sekho paṭhaviṃ vicessati  

Yamalokañ-ca imaṃ sadevakaṃ. 

Sekho dhammapadaṃ sudesitaṃ, 

Kusalo puppham-iva pacessati?  
  
  
학인이 이 땅과 이 야마의 왕국과 
이 천상계와 인간계를 정복하리라. 
화환을 만드는 자가 꽃을 따 모으듯, 
학인이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따 모으리.(44) 
(Dhp45, 전재성님역) 
  
  
学びにつとめる人こそ、この大地を征服し、 
閻魔の世界と神々とともなるこの世界とを征服するであろう。 

わざに巧みな人が花を摘むように、 
学びつとめる人々こそ善く説かれた真理のことばを摘み集めるであろう。 
(Dhp45, 中村元역)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Dhp45, 법정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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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者擇地 학자택지 
捨鑑取天 사감취천 
善說法句 선설법구 
能採德華 능채덕화 
(Dhp45, 한역)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리라.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잘 설해진  
드높은 담마를 잘 실천하여 분별하리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Dhp45, 거해스님) 
  
  
The learner-on-the-path 
will penetrate this earth 
& this realm of death 
with all its gods. 
The learner-on-the-path 
will ferret out 
the well-taught Dhamma-saying, 
as the skillful flower-arranger 
 the flower. 
(Dhp45, Thanissaro Bhikkhu) 
  
  
45 번 게송에서 키워드는 Sekha 이다. 세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학인’이라 하였고, 나까무라 하지메는 ‘学びにつとめる人’라 하여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라 하였다. 나까무라 하지메역을 중역한 

법정스님은 ‘참된 수행자’라 하였고, 한역에서는 ‘學者’라 하였고, 

거해스님은 ‘수행하는 제자’, 타닛사로빅쿠는 ‘The learner-on-the-

path(길을 배우는 자)’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세카(Sekha: 學人)는 무슨 뜻일까? 
  
세카(Sekha)는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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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ho : DhpA.I.355 에 따르면,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무리[사쌍팔배: 

cattari purisayugani purisapuggala] 가운데 목표에 도달한 거룩한 

님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그들은 학인으로서 세 가지 측면의 

배움을 닦는다. 계정혜를 뜻하는 세 가지 배움[삼학: tayosikkha] 즉, 

보다 높은 계행의 배움과, 보다 높은 마음의 배움, 보다 높은 지혜의 

배움이 있다. 
  
(법구경 644 번 각주, 전재성님) 
  
  
학인이라 번역되는 세카는 아라한을 제외한 사쌍팔배의 성자를 뜻한다.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경지에 들어간 수다원 이상 아나함까지를 세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의 아라한에 대해서는 세카라 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흐름에 든 경지에 들어간 사쌍팔배의 

성자만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생노병사 이렇게 네 가지 

괴로움으로 이루어진 윤회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학인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인 이 땅을 

잘 알고 꿰뚫어 보고 정복하고, 네 가지 괴로운 윤회의 존재로 이루어진 

야마의 왕국을 잘 알고 꿰뚫어 보고 정복하고, 천상계를 비롯한 

인간계를 잘 알고 꿰뚫어 보고 정복할 것이다.(DhpA.I.335)”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37 조도품 
  
학인은 진리의 말씀을 따 모으는 자이다. 마치 화환을 잘 만드는 

기술자가 시들거나 뒤틀리거나 곤충의 공격을 받은 허약한 봉오리나 

꽃을 제외 하고 아름답고 잘 자란 꽃으로 멋진 화환을 만들듯이, 학인 

역시 깨달음으로 이끄는 잘 설명되고 선언된 가르침을 따 모은다. 

그것으 14 가지 구성요소와 일곱가지 깨달음의 수단으로 

구성된 37 조도품이다. 
  
법구경게송에서는 화환에 대하여 37 조도품으로 비유하였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것이다. 종합선물세트에 들어 가는 물품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듯이 팔정도나 칠각지 등 일곱가지 깨달음의 수단 

역시 종합선물세트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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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마지막 유훈에서 
  
37 조도품에는 팔정도 등 모두 일곱가지 종합선물세트가 있다. 어떤 것은 

네 가지 품목(사념처, 사정근)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일곱가지 품목(칠각지)도 있고, 또 어떤 것여덟 가지 품목(팔정도)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종합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있다. 마찬가지로 깨달의 구성요소라 불리우는 정진 등 14 가지 마음의 

요소 중에서도  역시 인기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진’과 ‘새김’이다. 마치 약방에 감초 처럼 팔정도 등 대부분 

깨달음의 수단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마지막 

유훈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handa'dāni bhikkhave āmantayāmi vo, vayadhammā saṅkhārā appamādena 
sampādethā"ti. 
Ayaṃ tathāgatassa pacchimā vācā. 
  
[세존]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여래의 마지막 유훈이었다.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기 직전 특별히 당부 한 말이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이다. 이말은 “appamādena sampādethā”에 대한 

번역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새김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해야 할 일을 성취하라.(Smv.593)”이라 설명되어 있다. 

부처님이 입멸의 침상에서 말씀하신 단 한마디는 

‘불방일(appamāda)’임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은 ‘불방일’이라 볼 수 있다. 
  
“게으르지 말고 성취하라(appamādena sampādethā)” 
  
부처님은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appamādena sampādethā)”라 

하였다. 여기서 sampādethā 는 sampādeti 의 뜻으로 ‘tr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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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의 뜻이다. 직역하면 “게으르지 말고 성취하라”는 뜻이 

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진과 알아차림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불방일이 모든 착하고 건전한 행위의 근본이 되고, 정진과 

알아차림(sati)는 모든 성취의 근본이 된다. 이는 37 조도품에서 37 가지 

항목 중에 정진이 9 가지를 차지하고, 새김(sati)이 8 가지를 차지 하는 

것을 보면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정진과 새김을 합하면 17 가지가 

되는데 이는 37 조도품 중에 차지 하는 비율이 45%에 달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 유훈에서 “게으르지 말고 성취하라(appamādena 

sampādethā)”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2014-11-16 
진흙속의연꽃 
  
 

 

 

 

 

 

 

 

 

 

 

 

 

 

 

 

 

 

 



105 

 

8. 수행중에 왜 광명이 일어날까? 십경계와 도비도(道非道) 
  
  
  
귀신은 있을까 없을까? 
  
귀신은 있을까 없을까? 언젠가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시간에 

프로를 진행하는 스님은 이렇게 물었다. 누군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문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스님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을 것이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겠지요”라고 

답하였다. 이런 답변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귀신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귀신을 

본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귀신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귀신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위빠사나수행처에서 들은 이야기 
  
위빠사나수행처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법사가 법문하는 중에 

귀신이야기를 하였다. 법사에 따르면 ‘귀신은 없다’라고 하였다. 왜 

없다라고 하였을까? 다름 아닌 ‘마음장난’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런 이유로 무당의 예를 들었다. 
  
무당은 일반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무당만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된 것이라 

한다. 무당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정신적 충격’을 겪는다. 주로 어렸을 

적 경험이라 한다. 이런 충격은 잠재되어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미지화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미지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라 한다. 더욱 더 집착하다 보면 이미지가 어느 순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JPEG 가 MPEG 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 말을 

걸어 오는 단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자신의 마음에서 조작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장난으로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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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화(幻化) 이야기 
  
귀신을 보는 자들은 대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집착하여 결국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환화(幻化)의 예를 들 수 있다. 예수를 보았다든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였다는 등의 이야기 등이 모두 환화에 속한다.  
  
환화란 무엇일까? 불교 TV 사이트에서 김종욱교수의 강좌에 따르면, 

환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화(幻化)는 실체가 없는 것을 현재에 있는 것처럼 환술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럴듯한 귀신 그림을 그려 놓고 

그 그림에 자신의 마음을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화가가 귀신 그림을 그려 놓고 자주 들여다 보다 자신의 마음을 그 

그림속의 귀신에 구속 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무당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철저하게 종속당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무언가 

보았다고 하며 무언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초기불교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비도(非道)’에 해당된다. 
  
도(道)와 비도(非道) 
  
비도란 무엇일까? 문자적으로 풀이한다면 도가 아닌 것을 말한다. 

귀신을 보았다든가 예수를 보았다든가 관세음보살을 보았다는 등 실체가 

없는 것을 실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언급된 칠청정에서 다섯 번째가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maggamāggañādassana visuddhi)’이 있다. 이를 줄이면 

‘도비도(道非道)’라 한다.  
  
일곱 가지 청정은 열 여섯 가지 지혜와 함께 설명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칠청정과 16 단계 지혜 

칠청정 16 단계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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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의 청정 
(sīla visuddhi) 

  네 가지 청정한 계 

2 마음의 청정 
(citta visuddhi) 

  근접삼매와 본 삼매 

3 견해의 청정 
(diṭṭhi visuddhi) 

1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nāmarūpa pariccheda ñāna) 

4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 
(kaṅkhāvitaraṇa 
visuddhi) 

2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 
(paccaya pariggha ñāna) 

5 길과 길 아님을 

알고 보는 청정 
(maggamāggañādassa

na visuddhi) 

3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sammāsana ñāna) 

6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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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깊이 숙고하는 지혜(paṭisaṅkhā ñāna) 

1

1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saṅkhārupekkhā 
ñāna) 

1

2 
수순하는 지혜(anuloma ñāna) 

6 과 7 사이에 1

3 
종성의 지혜(gotrabhu ñāna) 

7 지혜와 봄의 청정 
(ñāṇadassa 
visuddhi) 

1

4 
도의 지혜(magga ñāna) 

1

5 
과의 지혜(phala ñāna) 

1

6 
회광반조의 지혜(paccavekkhaṇa ñ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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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다섯 번째 청정이 ‘길과 길 아님을 알고 보는 

청정(도비도지견청정)’이다. 어느 것이 길(도)이고 어느 것이 길이 

아닌(비도)지 알고 보는 청정을 말한다.  
  
귀신을 보았다든가 하는 등의 견해는 비도에 속한다. 실재 하지 않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견해를 말한다. 그런데 도인지 

비도인지 구별하는 청정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계청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서 마음청정, 견해의 청정,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이 따라야 한다.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sammāsana ñāna) 
  
도비도에 대한 청정은 어느 정도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하다. 표에 

따르면 관련된 지혜가 세 번째 지혜에 해당되는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sammāsana ñāna)’라 한다.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도표에 따르면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와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에 이어 세 번째로 계발된 

지혜를 말한다. 만일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를 모른 채 귀신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실재하는 

것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를 보았느니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였느니 하는 등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물질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현상임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계발 된다면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청종도론에서는 ‘위빳사나경계’라는 항목에서 

설명된다. 
  
십경계가 있는데 
  
위빳사나경계란 무엇일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이 초보적인 위빳사나로 

위빳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열 가지 경계들이 일어난다.(vsdm 

20.105)”라고 하였다. 여기서 경계라는 말은 upakkilesa 를 뜻한다. 

Upakkilesa 는 'impurities(불순물들)'의 뜻이다. Kilesa 가 오염을 

뜻하므로 Upakkilesa 는 오염원들이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다. 수행중에 

겪는 신비한 체험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보통 수행중에 일어나는 

경계로 본다. 그렇다면 어떤 경계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설명한다. 
  



109 

 

  
Katame pana te dasa upakkilesāti? Obhāso, ñāṇaṃ, pīti, passaddhi, 

sukhaṃ, adhimokkho, paggaho, upaṭṭhānaṃ, upekkhā, nikantīti. 

Vuttañhetaṃ – 
  
  
But what are these ten imperfections? They are: (1) illumination, 

(2) knowledge, (3) rapturous happiness, (4) tranquillity, (5) bliss 

(pleasure), (6) resolution, (7) exertion, (8) assurance, (9) 

equanimity, and (10) attachment. 
  
(빅쿠 냐나몰리역) 
  
  
무엇이 열 가지 경계들인가? ①광명 ②희열 ③경안 ④결심 ⑤분발 

⑥행복 ⑦지혜 ⑧확립 ⑨평온 ⑩욕구이다. 
  
(청정도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20 장 105 절, 

대림스님역) 
  
  
광명, 희열 등 열 가지 경계는 오로지 올바로 수행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따르면 “위빳사나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함에 이른 성스러운 제자와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와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Vsdm 

20.105)”라 하였다. 오직 바르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명상주제와 함께 

하는 위빳사나를 시작한 수행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한다.  
  
그릇되게 수행하면 
  
올바르게 수행하면 광명, 희열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대로 

그릇되게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에 대하여 ‘위빠사나 

수행자를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세 번째 위빠사나 지혜는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이다. 이 지혜에 

따르면 통증, 쑤심, 경련, 나른함, 가려움, 혐오, 메스꺼움,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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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온갖 종류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외부 감각대상으로 나타는 

표상은 불쾌한 것들이다. 장례식, 군대, 머리의 무거움, 무거운 발걸음 

등 어떤 수행자는 사야도에게 귀신이나 무서운 것을 보았다고 보고 

한다. 사야도가 그것들을 보고 두려웠느냐고 물으면 두려웠다고 

대답한다. 
  
(위빠사나 수행자를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 309p, 행복한 숲) 
  
  
책에 따르면 귀신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무서운 표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운 느낌이 일어난 것이다. 두려운 느낌이 일어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표상에 끄달리면 표상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앞서 언급된대로 화가가 그럴듯한 귀신 그림을 그려 놓고 그 그림에 

자신의 마음을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이에 대하여 책에서는 “이때 어떤 

수행자는 ‘봄, 봄’이라고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무서운 

표상을 보았을 때 두려워 하지 말고 단지 “봄, 봄”하며 그치라는 

것이다. 그래도 그치지 않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그래도 잘 안되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알아차리면 표상이 사라짐을 말한다. 마치 

초기경전에서 마라가 나타났을 때 마라인 줄 알아차리면 물러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한 정형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자 악마 빠삐만은 '세존께서는 나에 대해 알고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나에 대해 알고 계신다'라고 알아채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그곳에서 곧 사라졌다.(S4.20) 
  
(초기경에서 ‘마라’에 대한 정형구) 
  
  
악마 빠삐만이 사라진 이유는 정체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나에 대해 알고 계신다”라며 사라진 것이다. 이는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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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가? 알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나 무서운 표상을 

접하였을 때 두려워 하지 말고 단지 ‘봄, 봄’ 또는 ‘두려움, 

두려움’ 하며 알아 차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십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 
  
명상주제와 함께 올바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광명 등 열 가지 

경계(십경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경계라 한 것은 일종의 

‘장애’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제거해야 할 ‘오염원’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십경계 항목을 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십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Vipassanupakkilesā hi paṭivedhappattassa ariyasāvakassa ceva 
vippaṭipannakassa ca nikkhittakammaṭṭhānassa kusītapuggalassa 
nuppajjanti.(Vsdm,20.732)” 
  
  
로 설명된다. 이에 대한 번역을 보면 “위빳사나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함에 이른 성스러운 제자와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와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미 도와 

과를 이룬 성자들은 더 이상 십경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말한다. 또 

명상주제를 놓친 자들이나 수행에 게으른 자들에게도 광명 등 십경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십경계는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종의 특권이라 볼 수 있다.  
  
경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데 청정도론에 따르면 십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였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하여 무애해도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Kathaṃ dhammuddhaccaviggahitamānasaṃ hoti? Aniccato manasikaroto 

obhāso uppajjati, ‘ obhāso dhammo ’ ti obhāsaṃ āvajjati, tato 

vikkhepo uddhaccaṃ. Tena uddhaccena viggahitamānaso anic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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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ṭṭhānaṃ yathābhūtaṃ nappajānāti. Dukkhato… anattato upaṭṭhānaṃ 

yathābhūtaṃ nappajānāti”(Ps.ii.100-1) 
  
  
“How does the mind come to be seized by agitation about higher 

states? When a man is bringing [formations] to mind as impermanent, 

illumination arises in him. He adverts to the illumination thus, 

‘Illumination is a [Noble one’s] state.’The distraction due to 

that is agitation. When his mind is seized by that agitation, he 

does not understand correctly [their] appearance as impermanent, he 

does not understand correctly [their] appearance as painful, he 

does not understand correctly [their] appearance as not-self. 
  
(빅쿠 냐나몰리역) 
  
  
어떻게 [성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난 들뜸에 의해서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가? 그가 [상카라들을]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도리할 때 

광명이 일어난다. 광명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광명으로 전향한다. 

그것으로 인한 산만함이 들뜸이다. 그 들뜸에 마음이 붙들려 그들이 

일어남을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일어남을 

괴로움이라고 ‥‥ 일어남을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청정도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20 장 105 절, 

대림스님역) 
  
  
십경계 중에 광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림스님은 “그가 [상카라들을]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도리할 때 

광명이 일어난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Aniccato manasikaroto 

obhāso uppajjati”에 대한 번역이다. 냐나몰리는 “When a man is 

bringing [formations] to mind as impermanent”라 하였다. 현상들에 

대하여 ‘무상하다’고 주의를 기울일 때 광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주의를 기울일 때 광명, 희열, 경안, 행복, 결심, 

분발, 확립, 평온, 욕구 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광명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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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광명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obhāso dhammo’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obhāso dhammo’에 대하여 냐나몰리는 

“Illumination is a [Noble one’s] state”라 번역하였다. “광명은 

성스런 상태이다”라는 말이다. 빛을 보았다고 하여 마치 깨달은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 구절에 대한 빅쿠냐나몰리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He adverts to it as Nibbána or as the path or as fruition” 

(Vism-mhþ 816). “The agitation, the distraction, that occurs 

about whether or not the illumination, etc., are noble states is 

‘agitation about higher states’” (Vism-mhþ 815).  
  
In this connection Vismmhþ quotes the following text: “Friends, 

any bhikkhu or bhikkhunì who declares the attainment of Arahantship 

in my presence has always arrived there by four paths or by one of 

them. What four? Here, friends, a bhikkhu develops insight preceded 

by serenity. While he is developing insight preceded by serenity 

the path is born in him. He cultivates, develops, repeats that 

path. As he does so his fetters are abandoned and his inherent 

tendencies are brought to an end. Again, friends, a bhikkhu 

develops serenity preceded by insight … He develops serenity and 

insight yoked equally. Again, friends, a bhikkhu’s mind is seized 

by agitation about highest states. When that consciousness settles 

down internally, becomes steady, unified and concentrated, then the 

path is born in him … his inherent tendencies are brought to an 

end” (A II 157).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20 장, 33 번 각주, 

빅쿠냐나몰리) 
  
  
초불연 대림스님이 번역한 청정도론에도 각주가 보인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광명등에 대해 성스런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난 들뜸, 산만함이 법에 

의한 들뜸이다. 이 법에 의한 들뜸으로 인해 위빳사나의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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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형태를 취하여 일어난 마음을 

‘[성스런]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난 들뜸에 의해서 마음이 

붙들림’이라 한다. 
  
(청정도론 3 권 187 번 각주, 대림스님) 
  
  
어떻게 광명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빅쿠냐나몰리에 따르면 

도와 과의 열반으로 마음이 전향하였을 때라 한다. 그런데 광명 등 

십경계는 보다 높은 상태의 동요라 하였다. 이에 대한 대림스님의 

각주를 보면 난해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음을 말한다. 빅쿠냐나몰리는 

각주에서 인용예를 들었다. A II 157 의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광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A II 157’는 PTS 본 앙굿따라니까야 2 권 157 페이지를 말한다.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아난다] 
“벗들이여, 또한 수행승의 정신이 수행과정에 대한 흥분에 사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벗들이여, 그러나 정신이 내적으로 안착되고 안정되어 

통일되고 집중될 때가 오면, 그는 길을 지각합니다. 그가 길을 섬기고 

닦고 익힙니다. 그가 길을 섬기고 닦고 익히면 결박이 제거되고 경향이 

종식됩니다. 벗들이여 어떤 수행승이나 수행녀든 내 앞에서 거룩한 님의 

경지를 성취했다고 알린다면, 모두 네 가지 고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쌍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70, 전재성님역) 
  
  
수행과정에 대한 흥분에 사로 잡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가르침이나 진리에 대한 흥분이 아니라 멈춤과 통찰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흥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흥분을 말한다. 이 흥분에 대하여 

빅쿠냐나몰리는 agitation(동요)와 distraction(산만)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런 흥분은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도가 아닌 것이라 하여 

비도(非道)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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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굿따라니까야 각주에 따르면 비도에 청정도론에서 설명된 광명, 희열 

등 열가지 경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오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초보적으로 통찰수행을 하는 자에게는 

통찰에 수반되는 열 거지 오염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즉, 광명, 앎, 

희열, 경안, 즐거움, 확신, 책려, 확립, 평정, 욕구 이렇게 열 가지를 

말한다.  
  
번역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면 수행자는 왜 이런 흥분에 사로 잡히게 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각주와 초불연 대림스님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청정도론, 도비도지견청정(20 장 

105 절) 
비고  

빠알리어 “Kathaṃ 

dhammuddhaccaviggahitamānasaṃ hoti? 

Aniccato manasikaroto obhāso 

uppajjati, ‘ obhāso dhammo ’ ti 

obhāsaṃ āvajjati, tato vikkhepo 

uddhaccaṃ. Tena uddhaccena 

viggahitamānaso aniccato upaṭṭhānaṃ 

yathābhūtaṃ nappajānāti. Dukkhato… 

anattato upaṭṭhānaṃ yathābhūtaṃ 

nappajānāti”(Ps.ii.100-1) 

manasikaroto  

대림스님역 어떻게 [성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난 들뜸에 의해서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가? 그가 

[상카라들을]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도리할 때 광명이 일어난다. 광명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광명으로 전향한다. 

그것으로 인한 산만함이 들뜸이다. 그 

들뜸에 마음이 붙들려 그들이 일어남을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일어남을 괴로움이라고 

‥‥ 일어남을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마음에 

잡도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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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 20 장 105 절) 
전재성님역 정신이 사실에 대한 흥분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상한 

것이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광명이 생겨나는데, 그가 

광명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광명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으로 인한 

혼란이 흥분이다. 그 흥분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혀 그것의 발생을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괴로운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A4.170 579 번 각주)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두 개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난다. 대림스님 번역은 난해 하지만 

전재성님 번역은 이해하기 쉽다. 그것은 아마 용어의 사용에 대한 차이 

일 것이다.  
  
초불연의 경우 마나시까라(manasikara)에 대하여 ‘마음에 

잡도리하다’라 하였고, 전재성님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로 번역하였다. 또 담마(dhamma)에 대하여 대림스님은 

초지일관 ‘법’이라 번역하였고, 전재성님은 문맥에 맞게 ‘사실’이라 

번역하였다. 또 아낫따(anatta)에 대하여 대림스님은 ‘무아’라 

하였지만 전재성님은 ‘실체없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용어 사용이 

다르다 보니 번역 내용 또한 달라진다.  
  
수행중에 왜 광명이 일어날까? 
  
수행중에 왜 광명이 일어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청정도론 해석에 

따르면 “무상한 것이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광명이 

생겨나는데, 그가 광명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광명에 주의를 기울인다. 

(Aniccato manasikaroto obhāso uppajjati, ‘ obhāso dhammo ’ ti 

obhāsaṃ āvajjati)”라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광명은 

사실(obhāso dhammo)’이라는 말이다. 담마에 대하여 진리, 가르침, 

원리, 법, 것, 사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광명이 일어 났을 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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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냐마몰리는 “to be seized by agitation 

about higher states”라 하여 보다 높은 상태에 대한 흥분으로 마음이 

붙들려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광명이 생겨난 요인을 보면 “무상한 것이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었을 때”라고 하였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든 현상에 대하여 무상하게 본다는 것은 대상에 대하여 마음 집중하는 

삼매와는 다른 것이다. 대상에 대하여 집중하면 사마타가 된다. 그러나 

대상에 대하여 무상한 것이라 본다면 위빠사나가 된다. 그런데 광명, 

희열 등 열가지 경계 또는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서만 일어 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만일 누군가 대상에 대하여 사마타 수행을 하였을 때 귀신 등 무서운 

표상이 일어났다면 이는 올바른 수행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상에 

대하여 무상한 것이라고 지혜로서 관찰하였을 때만 광명 등 열가지 

경계가 나타남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경계는 혼란과 흥분으로 설명된다. 현상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었을 때 광명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광명 등을 보고서 흥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일 말하는가? 

빛을 보고서 “아,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라는 착각이 일어 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attha obhāsoti vipassanobhāso. Tasmiṃ uppanne yogāvacaro “na 

vata me ito pubbe evarūpo obhāso uppannapubbo, addhā maggappattosmi 

phalapattosmī” ti amaggameva “maggo” ti, aphalameva ca “phala” 

nti gaṇhāti. Tassa amaggaṃ “maggo” ti aphalaṃ “phala” nti 

gaṇhato vipassanāvīthi ukkantā nāma hoti. So attano 
mūlakammaṭṭhānaṃ vissajjetvā obhāsameva assādento nisīdati. 
  
  
Herein, illumination is illumination due to insight.34 When it 

arises, the 
meditator thinks, “Such illumination never arose in me before. I 

have surely reached the path, reached fruition;” thus he takes 

what is not the path to be the path and what is not fruitio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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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ion. When he takes what is not the path to be the pathand what 

is not fruition to be fruition, the course of his insight is 

interrupted. He drops his own basic meditation subject and sits 

just enjoying the illumination. 
  
(빅쿠 냐나몰리역) 
  
여기서 (1) 광명이란 위빳사나로 인해 생긴 광명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수행자가 '이전에 나에게 이와 같은 광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확실히 

나는 도에 이르렀고, 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고 여긴다. 그가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고 여길 때 위빳사나의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근본 명상주제를 놓아버리고 광명을 즐기면서 앉아있다. 
  
(청정도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20 장 107 절, 

대림스님역) 
  
  
수행중에 빛을 보았을 때 예를 든 것이다. 환한 빛이 일어 났을 때 

사람들은 “확실히 나는 도에 이르렀고, 과에 이르렀다(addhā 

maggappattosmi phalapattosmī)”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설명에 따르면 수행중에 빛을 보는 것은 수행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빛을 봄으로 인하여 마치 목적에 다 다다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따르면 “그가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고 여길 때(Tassa amaggaṃ “maggo” ti aphalaṃ 

“phala” nti)”라 하였다. 수행중에 빛을 보는 것은 도가 아니라 

비도(非道)라는 것이다.  
  
“광명을 즐기면서 앉아있다(obhāsameva assādento nisīdati)” 
  
도와 도아닌 것을 가려 내는 것이 칠청정에서 ‘도와 도아님을 알고 

보는 청정(maggamāggañādassana visuddhi)’이다. 이는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sammāsana ñāna)’로 설명된다. 그런데 도가 아닌 것을 

도라며 여기며 “아,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광명을 즐기면서 

앉아있다(obhāsameva assādento nisīdati)”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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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어떻게 즐기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하나의 

일화를 소개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찟달라 산에 이중 

담장을 한 방안에 두 분의 장로가 앉아있었다. 그 날이 그믐의 

포살일이었다. 사방은 구름으로 덮여있었고 그 밤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어둠으로 짙게 깔려있었다. 그 때 장로 한 분이 말하였다. 

'존자시여, 지금 제게는 탑전의 사자좌에 다섯 색깔을 가진 꽃들이 

놓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한 분이 말하였다. '도반이여, 별로 

경이롭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셨소, 내겐 지금 바다 한 가운데 1 유순이나 

되는 장소의 물고기와 거북이가 보인다오.' 
  
(청정도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20 장 107 절, 

대림스님역) 
  
  
광명을 즐기는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광명도 광명 나름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가부좌한 자신의 주변에만 광명이 일어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실내 가득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원 전체가 광명이 

일어난다.  
  
그런데 청정도론에 따르면 “어떤 자에게는 땅의 표면부터 색구경천의 

세계까지 하나의 광명을 만들면서 일어난다.(Vsdm.20.108)”라고 

하였다. 온 우주에 광명이 일어나니 “아, 내가 도와 과를 이루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구나!”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냐나(ñāṇa), 지혜인가 앎인가? 
  
즐기면서 앉아 있는 것은 광명 뿐만이 아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희열, 

경안, 즐거움, 확신, 책려, 확립, 평정, 욕구 등이 일어날 때도 역시 

이를 즐기면서 앉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열가지 경계 또는 장애 

중에 ‘ñāṇaṃ’이 있다. 이를 대림스님은 지혜라 하였고, 전재성님은 

앎이라 번역하였다. 냐나몰리는 ‘knowledge’라 하였다. 열가지 경계에 

대하여 비도라 하였는데 지혜라 번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열가지 경계 또는 장애 중의 하나인 ñāṇa 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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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āṇanti vipassanāñāṇaṃ. Tassa kira rūpārūpadhamme tulayantassa 

tīrentassa vissaṭṭhaindavajiramiva avihatavegaṃ tikhiṇaṃ sūraṃ 

ativisadaṃ ñāṇaṃ uppajjati. 
  
  
Knowledge is knowledge due to insight. As he is estimating and 
judging 
material and immaterial states perhaps knowledge that is unerring, 

keen, incisive, and very sharp arises in him, like a lightning 

flash. 
  
(빅쿠 냐나몰리역) 
  
  
지혜란 위빳사나의 지혜이다. 그가 물질과 정신을 고찰하고 조사할 때 

인드라의 벼락과 같은 활기차고, 예리하고, 빛나고, 아주 맑은 지혜가 

일어난다. 
  
(청정도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20 장 114 절, 

대림스님역) 
  
  
대림스님은 ñāṇa 에 대하여 지혜라 번역하였다. 그래서 “지혜란 

위빳사나의 지혜이다”라 하였다.  그런데 냐나몰리는 knowledge 라 

번역하여 “Knowledge is knowledge due to insight”라 하였다. 냐나의 

의미에 대하여 통찰로 인한 지식으로 번역하였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냐나는 지식의 의미에 더 

가깝다. 다만 지혜가 있는 지식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은 

냐나에 대하여 앎이라 번역하였다.  
  
PCED194 에 따르면 ñāṇa 는 아홉 종류의 통찰지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일까 또 다른 의미의 ñāṇa 에 대하여 ‘knowledge, comprehension, 

intelligence, insight’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ñāṇa 는 

차라리‘이해’에 가깝다. 완전한 지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이해가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한번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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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앎이 수행중에 일어났을 때 이를 

즐기면 경계에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비도(非道)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광명, 희열, 앎이 일어 났을 때 이는 도가 아니다. 비도임에도 마치 

도와 과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이를 즐기고 있을 때 경계에 떨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도와 도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비도인 것들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Kusalo pana paṇḍito byatto buddhisampanno yogāvacaro obhāsādīsu 
uppannesu ‘‘ ayaṃ kho me obhāso uppanno, so kho panāyaṃ anicco 

saṅkhato paṭiccasamuppanno khayadhammo vayadhammo virāgadhammo 
nirodhadhammo ’’ ti iti vā taṃ paññāya paricchindati 

upaparikkhati.  
  
Atha vā panassa evaṃ hoti, ‘‘ sace obhāso attā bhaveyya, 

‘ attā ’ ti gahetuṃ vaṭṭeyya. Anattā ca panāyaṃ ‘ attā ’ ti 

gahito. Tasmā so avasavattanaṭṭhena anattā, hutvā abhāvaṭṭhena 
anicco, uppādavayapaṭipīḷanaṭṭhena dukkho ’’ ti sabbaṃ 

arūpasattake vuttanayena vitthāretabbaṃ. Yathā ca obhāse, evaṃ 

sesesupi. 
  
  
But when illumination, etc., arise, a skilful, wary meditator who 

is endowed with discretion either defines and examines it with 

understanding thus: “This illumination has arisen.38 But it is 

impermanent, formed, conditionally arisen, subject to destruction, 

subject to fall, subject to fading away, subject to cessation.”  
  
Or he thinks: “If illumination were self, it would be right to 

take it as self; but being not-self, it is taken as self. Therefore 

it is not-self in the sense of no power being exercisable over it; 

it is impermanent in the sense of non-existence after 
having come to be; it is painful in the sense of oppression by rise 

and fall,” all of which should be treated in detail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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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given under the immaterial septad (§83). And as in the 

case of illumination, so too with the rest. 
  
(빅쿠냐나몰리역) 
  
  
숙련되고 슬기롭고 경륜이 있고 지성을 갖춘 수행자는 광명 등이 일어날 

때 '나에게 이런 광명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이것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났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이와 

같이 그는 통찰지로 한계를 정한 뒤 면밀히 조사한다.  
  
혹은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만약 광명이 자아라면 자아라고 여김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가 아닌데도 자아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무아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뜻에서 무상하다. 일어나고 사라짐에 의해 압박 받는다는 뜻에서 

괴로움이다.' 라고. 이 모든 것은 정신의 일곱 가지에서 설한 방법대로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 광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그와 같다. 
  
(청정도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20 장 126 절, 

대림스님역) 
  
  
광명 등이 생겨 났을 때 이를 즐기지 말고 무상, 고, 무아로 관찰하라는 

말이다. 어떻게 관찰하는가? 가장 먼저 “나에게 이런 광명이 

일어났구나(ayaṃ kho me obhāso uppanno)”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런 광명에 대하여 “그러나 이것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났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할까? 그것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광명 역시 조건이 바뀌면 소멸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수행중에 나타나는 열 가지 경계(장애)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로 

관찰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어 즐기며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현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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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상과 함께 고와 

무아를 함께 알아차림을 말한다. 그렇다면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알 수 있다. 
  
  
So evaṃ upaparikkhitvā obhās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 ti (ma. ni. 1.241) samanupassati. Ñāṇaṃ…pe… nikantiṃ 

‘‘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 ’’ ti (ma. ni. 1.241) 

samanupassati. Evaṃ samanupassanto obhāsādīsu na kampati na 

vedhati. 
  
  
Having investigated it thus, he sees the illumination as “This is 

not mine, this is not I, this is not my self.” [638] He sees 

knowledge … (etc.) … attachment as “This is not mine, this is 

not I, this is not my self.” Seeing thus, he does not waver or 

vacillate about the illumination, and so on. 
  
(빅쿠 냐나몰리역) 
  
  
그는 이런 광명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면밀히 관찰한다. 지혜를 ‥‥ 

욕구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면밀히 관찰한다. 이와 같이 면밀히 관찰할 때 

광명 등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청정도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20 장 114 절, 

대림스님역)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무아이다. 현상에 

대하여 무상으로 정신활동을 기울인 결과 광명 등 열가지 비도가 

생겨났다면, 비도로부터 벗어나 도로 향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지혜를 

내어야 함을 말한다. 그런 무아의 가르침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라고 정형화 되어 있다. 그래서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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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칠 때마다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누구나 무상함을 느낀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귀신이 

확실히 있다고 말할 것이고,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귀신 같은 것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보았느니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였느니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나 관세음보살이 실재 하는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상에 대한 집착은 비도(非道)에 해당된다.  
  
도와 비도를 가려 내는 지혜가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이다. 이 

단계의 지혜에 이르려면 무상의 지혜로는 부족하다. 무상으로 

정신활동을 기울이었을 때 광명, 희열 등의 열 가지 경계(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아, 내가 깨달았구나” 또는 

“아, 내가 도와 과를 이루었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비도인 것으로 도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는 

무상함만 알았을 때이다. 
  
누구나 무상함을 느낀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자연무상을 느낀다. 

늙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낀다. 이렇게 

자연무상과 인생무상을 느끼지만 왜 도와 과에 이르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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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범부들은 깨닫지 못할까? 
  
누구나 무상함을 느끼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몸도 세월에 따라 늙어 가는 

것을 보면서 몸도 무상함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몸은 비록 늙고 병들어 가지만 마음 만은 언제나 청춘으로 생각하는 

것도 자아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보아도 늙은이를 보아도 무상함을 느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아에 바탕을 둔 무상함이다. 
  
자아에 기반한 무상함을 느낄 때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광명 등 

열 가지 경계(장애)로 본다. 그래서 광명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깨달았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를 즐기며 앉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에 따르면 광명 그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단지 조건에 따라 

형성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광명을 보고서 도와 과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광명에 대하여 나의 광명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 



126 

 

  
나의 광명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조건에 따라 형성된 광명도 

무상하고 자신도 무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시에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광명이 일어 났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면밀히 관찰하라고 하였다.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해 갈 때 자신 역시 무상하게 변해 간다. 계절이 

바뀌어 떨어지는 낙엽을 보았을 때 무상함을 느끼지만 그 느끼는 마음 

역시 무상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에서 

무상함을 느낄 때 이것이 진정한 무상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를 

기반으로 하여 무상함을 느끼는 자는 절대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무아를 기반으로 하는 자가 무상함을 느낄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청정도론에서 도와 비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있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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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상의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만든 세상?” 
  
동기동창들의 모임인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다. 일종의 자작시이다. 

글쓰기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올렸던 글을 짤막하게 표현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있어서 
세상속에서 태어나 
세상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다. 
내가 없어도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 갈 것이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내가 있어서 세상이 있는 것이다. 
내가 만든 세상에 태어나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이와 같이 카톡방에 올렸더니 어느 친구가 “내가 만든 세상?”이라고 

의문하였다. 아마 처음 듣는 말처럼 보인 모양이다. 그 친구는 천주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는 말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눈, 귀, 코 등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접촉하여 인식하는 세상”이라고 짤막하게 답하였다. 도움이 

될는지 알 수 없다.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이 접촉하여 의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초기불교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28 

 

아는 상식에 속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수행승들이여, 세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그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난다.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세상의 생겨남이다. (S35:107)”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불교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주관적 세계관을 이야기 하면 이해 

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유일신에 따른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관적 세계관은 충격으로 받아 들여질 것임에 틀림 

없다. 
  
친구는 더 이상 카톡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계속 물어 보았더라면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결론 지었을 것이다.  
  

  

 
  

세상의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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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다. 인식의 지평선을 확장한다면 더 많이 

인식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달려서 지평선끝까지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평선 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세상의 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Pheṇūpamaṃ kāyam-imaṃ viditvā,  페누빠망 까야미망 위디뜨와 

Marīcidhammaṃ abhisambudhāno,  마리찌담망 아비삼부다노 

Chetvāna Mārassa papupphakāni,  체뜨와나 마랏사 빠뿝파까니 

Adassanaṃ Maccurājassa gacche.  아닷사낭 맛쭈라잣사 갓체. 
  
  
이 몸은 물거품과 같다고 알고 
아지랑이와 같다고 깨닫는 님은 
악마의 꽃들을 잘라버리고 
죽음의 왕의 시야를 넘어서리라. 
  
(Dhp46, 전재성님역) 
  
  
この身は泡沫のごとくであると知り、 
かげろうのようなはかない本性のものであると、 
さとったならば、悪魔の花の矢を断ち切って、 
死王に見られないところへ行くであろう。 
(Dhp46, 中村元)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 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Dhp46, 법정스님역) 
  
  
觀身如沫 관신여말 
幻法野馬 환법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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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魔華敷 단마화부 
不覩死生 불도사생 
  
(Dhp46, 한역) 
  
  
몸이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실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능히 감각적 쾌락의 꽃화살을 꺾으리니 
죽음의 왕도 만나지 못하리라. 
  
(Dhp46, 거해스님역) 
  
  
Knowing this body 
is like foam, 
realizing its nature 
 — a mirage — 
cutting out 
the blossoms of Mara, 
you go where the King of Death 
 can't see. 
  
(Dhp46, Thanissaro Bhikkhu) 

  
  
이 몸에 대하여 물거품과 아지랑이로 비유하였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말한다며 물거품은 오온중에 색온에 해당되고, 아지랑이는 상온에 

해당된다. 왜 그런가? 포말의 경에 따르면 “물질은 포말과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네./ 지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형성은 파초와 같고/ 

의식은 환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 (S22.95)”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각은 ‘산냐(saññā)’를 말하며 초불연에서는 

‘인식’이라 번역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법구경 46 번 게송에서 

물거품은 몸을 비유한 것이고, 아지랑이는 마음을 대표하여 비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 몸을 물거품같다고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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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육체 대하여 “이 몸은 물거품 같다고 아는 것(Pheṇūpamaṃ 

kāyam-imaṃ viditvā)”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Pheṇūpamaṃ kāyam-imaṃ viditvā: DhpA.I.336 에 따르면, 이 몸은 

머리카락 등처럼- 서른 두 가지의 신체의 구성요소-물질적인 다발로서 

무력하고 허약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라는 의미에서 거품과 

같다. 
  
(법구경, 649 번 각주, 전재성님)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 몸이라 한다. 물거품은 건드리면 터져 버리고 내 

버려 두어도 터져 사라져 버리고 만다. 마찬가지로 이 몸 또한 견고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장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해체 하면 몸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32 가지로 

신체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몸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32 가지 구성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에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Atthi imasmiṃ kāye kesā lomā nakhā dantā taco maṃsaṃ nahāru aṭṭhi 
aṭṭhimiñjā vakkaṃ hadahaṃ yakanaṃ kilomakaṃ pihakaṃ papphāsaṃ 

antaṃ antaguṇaṃ udariyaṃ karīsaṃ pittaṃ semhaṃ pubbo lohitaṃ 

sedo mede assu vasā kheḷo siṅghāṇikā lasikā muttanti". 
  
[세존] 
“또한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속에는 

머리카락, 몸 털, 손톱,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 막, 위장, 배설물, 뇌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이 

있다.’라고 발가락 위에서부터 머리카락 아래에 이르고 피부의 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오물로 가득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관찰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 -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D2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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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몸은 머리카락, 몸털 등 모두 32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몸은 마치 옹기와도 같은 것이다. 옹기는 언젠가는 깨어지고 말 

운명을 가졌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 역시 부수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옹기처럼 힘이 없고 약해서 부수어지기 쉽고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고 일시적이다. 그래서 몸을 포말과 같은 것으로 본다.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은 것 
  
몸이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면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멀리서 

보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가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Marīcidhammaṃ abhisambudhāno: DhpA.I.337 에 따르면, 아지랑이는 

멀리서 보면 형태를 가지고 분명히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공허하고 비어 있고 만질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몸도 매 순간 사멸하고 다시 생겨난다는 의미에서 아지랑이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아지랑이 같은 성격을 잘 알고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법구경, 650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아지랑이를 이 몸으로 비유하였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각(saññā)’을 말한다. 왜 그런가? 주석의 설명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매 순간 사멸하고 다시 생겨난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마음은 매 순간 조건에 따라 생멸을 거듭한다. 왜 그런가? 법구경에 

따르면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Dhp33)”라 하였고, 또 “물고기가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것과 같아 이 마음은 펄떡이고 있다.(Dhp34)”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빠르게 일어나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은 또한 제멋대로이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마음을 아지랑이로 비유한 것이다. 
  
악마의 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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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이 물거품 같고, 이 마음이 아지랑이 같다고 아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아는 것과 다름 없다. 그렇게 아는 자에 대하여 ‘깨달은 자’라 

하였다. 그런데 깨달은 자는 “악마의 꽃을 잘라 버린다(Chetvāna 

Mārassa papupphakāni)”고 하였다. 여기서 악마의 꽃은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Chetvāna Mārassa papupphakāni: DhpA.I.337 에 따르면, 고귀한 길을 

통해서 악마의 꽃들이라 불리는 세 가지 존재[三有: tibhava] 즉, 

감각적 쾌락의 존재[欲有: kamabhava], 미세한 물질적 존재[色有: 

rupabhava], 비물질적 존재[無色有: arupabhava] 의 윤회를 자른다. 
  
(법구경, 651 번 각주, 전재성님) 
  
  
악마의 꽃은 삼계의 존재를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오온에 대하여 

나의 몸,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여길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의 한 

세계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세계에 태어나는 존재에 

대하여 ‘악마의 꽃’이라 하였다. 
  
악마의 꽃인가 악마의 꽃화살인가? 
  
악마의 꽃에 대한 빠알리어는 ‘Mārassa papupphakāni’이다. 여기서 

Papupphaka(adj.)는 ‘pa+pupphaka’의 형태로서 ‘with flowers in 

front’의 뜻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꽃들’이라 번역하였다. 

이와 같은 악마의 꽃들을 잘라 내야 한다고 하였다. 갈애를 바탕으로 한 

악의 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라낸다라는 뜻의 ‘Chetvāna(having 

cut off or severe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나까무라하지메의 번역을 보면 ‘悪魔の花の矢(악마의 꽃의 

화살)’이라 하였다. 화살이라는 말이 원어 없음에도 왜 ‘화살’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PCED194 에서는 ‘papupphakāni’ 에 대하여 

‘flower-tipped (of the arrows of Māra)’라 하였기 때문이다. 

번역하면 ‘(악마의 화살의 )끝에 달린 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까무라하지메는 ‘악마꽃의 화살’이라 번역한 것이다. 이를 중역한 

법정스님은 ‘악마의 꽃화살’이라 하였다. 그래서 법정스님은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 버리고”라 번역하였다.  



134 

 

  
거해스님 역시 ‘꽃화살’이라 하였다. 그래서 “능히 감각적 쾌락의 

꽃화살을 꺾으리니”라 하였다. 하지만 꽃화살이라 번역한 것은 

오역이라 본다. 화살이 아니라 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꽃화살이 

아니라 꽃들이라 해야 바른 것으로 본다.  
  
영역을 보면 꽃화살이 들어가는 번역이 있다. 다음과 같은 번역이다.  
  
  
Realizing that this body is like froth, penetrating its mirage-like 

nature, and plucking out Mara's flower-tipped arrows of sensuality, 

go beyond sight of the King of Death! 
(Dhp46, Acharya Buddharakkhita 역) 
  
  
붓다락키따역에 따르면 “Mara's flower-tipped arrows of 

sensuality”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직역하면 “마라의 꽃-끝에 감각적 

욕망이 달린 화살”로 번역할 수 있다. 주어는 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의역하면 “끝에 감각적 욕망이 달린 마라의 꽃화살”이 

된다. 화살이 주어가 되는 것이다. 거해스님역과 비슷해졌다. 
  
붓다락키따역을 보면 주어는 ‘Mara's flower(악마의 꽃)’라 되어 

있다. ‘tipped arrows of sensuality’구절은 설명문이다. 각주에나 

있어야 할 내용이 본문에 실린 격이다.  
  
악마의 꽃은 제거 되어야 한다. 그래서 “plucking out Mara's 

flower(악마의 꽃은 뽑아 내면)”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나까무라하지메의 ‘悪魔の花の矢’은 부적절한 번역이다. 마찬가지로 

법정스님과 거해스님의 ‘악마의 꽃화살’이라는 번역 역시 부적절하다.  
  
죽음의 왕이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주석에 따르면 악마의 꽃은 삼계를 말한다. 존재에 대한 갈애를 일으켜 

세세생생 윤회 하는 존재들이 악마의 꽃들인 것이다. 그러나 오온에 

대하여 물거품이나 아지랑이 등으로 관찰하여 실체가 없음을 아는 

깨달은 자라면 더 이상 태어남은 없을 것이다. 존재에 대한 갈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악마의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악마의 

꽃들을 잘라버린 자에 대하여 “죽음의 왕의 시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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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리라(Adassanaṃ Maccurājassa gacche”라 하였다. 죽음의 왕을 

‘맛쭈라자(Maccurāja)’라 한다.  
  
 게송을 보면 “죽음의 왕의 시야를 넘어서리라”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이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존재에 대한 갈애를 일으켜 삼계를 윤회하는 자는 마지막 죽음의 의식이 

일어 날 때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마음이 현생과 내생을 연결 시켜 준다 하여 

‘재생연결식’이라 한다. 그런데 오온에 대하여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아는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재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죽음의 왕이 그 마음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번뇌가 부수어진 수행승은 악마의 시야을 

넘어선다. 그것이 위대한 불사(不死)의 열반이다.(DhpA.I.337)”라고 

설명하였다.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의 왕이 재생의 마음을 찾지 못한 것은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열반에 든 자는 재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왕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에 대하여 ‘불사(不死)’라 한 것이다.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다.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열반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숫따니빠따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보인다. 
  
  
[존자 아지따] 
Paññā ceva sati ceva (iccāyasmā ajito)  

nāmñarūpañ ca mārisa,  

Etaṃ me puṭṭho pabrūhi katthetaṃ uparujjhati 
  
“존자여, 지혜, 새김과 더불어 명색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와 같이 여쭈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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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존]  
Yametaṃ pañhaṃ apucchi ajita taṃ vadāmi te,  

Yattha nāmñaca rūpañ ca asesaṃ uparujjhati,  

Viññāṇassa nirodhena etthetaṃ uparujjhati. 
  
“아지따여, 그 질문한다면,  
그대에게 명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의식이 없어짐으로써, 그 때에 그것이 소멸합니다.  
  
(Ajita sutta-학인 아지따의 질문에 대한 경, 숫따니빠따 Sn5.2, 

전재성님역) 
  
  
학인 아지따가 부처님에게 열반은 어떤 상태인지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의식이 없어지는 것(Viññāṇassa nirodhena)’이라 한다. 

경에서 소멸되는 것은 명색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각주에 

따르면   ‘의식이 소멸할 때 명색도 소멸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지혜와 새김이라는 것은 명색 즉 정신-신체적인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의식(Viññāṇa)이 소멸 되면 더 이상 명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반상태인 것으로 본다.  
  
마음(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존재로든지 태어나지 않게 된다. 또 

마음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도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완전한 열반에 들었을 때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자체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은 하나의 마음 또는 

한마음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발생된 마음이다.  
  
  
2014-11-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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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생의 비밀과 석가족의 멸망 
  
  
  
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꽃만 보면 항상 눈길을 길게 보낸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서 본다. 그것도 아쉬워 늘 휴대하는 디카로 촬영해 둔다. 

이렇게 꽃을 모아 둔 것이 지난 8 년동안 수 기가에 이른다. 컴퓨터 

폴더의 속성을 보았더니 무려 85 기가바이트이다. 거의 매주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다 보니 사진과 동영상으로 가득하다. 꽃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든지 촬영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이, 왼쪽 바지 주머니에는 디카가 

들어 있다. 언제든지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꽃에 대한 이야기 
  
법구경 47 번 게송은 꽃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이가 꽃을 좋아 하여 

꽃을 따모으는 것을 소재로 한 것이다. 
  
  
Pupphāni heva pacinantaṃ  뿝파니 헤와 빠찌난땅 
byāsattamanasaṃ naraṃ,  브야삿따마나상 나랑 
Suttaṃ gāmaṃ mahogho va   숫땅 가망 마호고와 
Maccu ādāya gacchati.  맛쭈 아다야 갓차띠.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격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악마가 그를 잡아간다. 
(Dhp47, 전재성님역) 
  
  
花を摘むのに夢中になっている人を、 
死がさらって行くように、 
眠っている村を、 
洪水が押し流して行くように、＿＿＿＿ 
(Dhp47, 中村元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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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앗아 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Dhp47, 법정스님역) 
  
  
如有採花 여유채화 
專意不散 전의불산 
村睡水漂 촌수수표 
爲死所牽 위사소견 
(Dhp47, 한역)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있는 자를 
죽음은 먼저 앗아 가버린다. 
그가 쾌락에 채 만족하기도 전에. 
(Dhp47, 거해스님역) 
  
  
The man immersed in 
gathering blossoms, 
his heart distracted: 
death sweeps him away — 
 as a great flood, 
 a village asleep. 
(Dhp47,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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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을 따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예쁜 꽃이 있으면 눈으로 감상하고 코로 향기를 맡는다. 그러나 일부는 

꽃을 따기도 한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처럼 꽃을 따 

모으는 자에 대하여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Pupphāni heva pacinantaṃ byāsattamanasaṃ naraṃ)”이라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Pupphāni heva pacinantaṃ byāsattamanasaṃ naraṃ: DhpA.I.361 에 

따르면, 화환을 만드는 자는 꽃밭으로 가서 ‘나는 꽃들을 따 

모으리라.’라고 생각하며 그 밭에서 꽃을 따 모은다. 그리고 다른 꽃을 

원해서 ‘나는 여기서도 꽃을 모으리라.’라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은 

꽃밭 전체로 향한다. 그러나 거기서 꽃을 따 모으지 못하면, 그의 

마음은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머뭇거리다가 그 식물에서 꽃을 딴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꽃밭에 비유되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五欲樂: pancakamaguna]가운데 내려 온다.  
  
그가 즐거운 형상을 얻으면 그는 다른 즐거운 소리, 냄새, 맛, 감촉과 

같은 다른 대상을 원한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얻은 뒤에 또 다른 



140 

 

것을 원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형상을 얻은 이후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감상하는 것을 즐긴다. 소리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축이나 하인이나 토지나 마을이나 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승단으로 출가한 자들도 건물이나 처소나 발우나 가사와 

같은 것에 대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각적 쾌락의 대상인 꽃들을 따 모으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감각적 쾌락의 가닥에 빼앗기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얻은 바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빼앗긴다. 
  
(법구경 654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서는 꽃에 대하여 감각적 쾌락의 대상, 즉 오욕락에 비유하였다.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으로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오욕락을 추구 함에 따라 마음을 빼앗긴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도 역시 마음이 빼앗긴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얻은 바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빼앗긴다.”라 한 것이다.  

  

오욕락으로 사는 세상 

  

꽃을 보면 눈길을 주어 꺽고 싶듯이 눈으로 형상을 취하면 갈애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대상에 넋을 

놓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둑이 침입해 와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넋을 놓는 것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눈과 귀, 코 

등으로 항상 대상을 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사실상 넋을 놓고 사는 것과 같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 본다면 넋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넋 나간 것처럼 살아 간다. 대상에 대하여 갈애를 

일으키고, 갈애가 집착으로 발전 되는 등 온통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 간다.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그 

꽃과 같은 것이 여자나 남자일 수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과 귀 등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오욕락으로 살아 가지만, 또 한편으로 누구나 추구하는 

식욕, 성욕, 안락욕, 재물욕, 명예욕 등 또 다른 오욕락으로 살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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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비참한 운명의 바다에 

  

오욕락으로 살아 갈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다. 인정사정 봐 주지 

않고 흘러 가는 것이 세월이기 때문에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격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악마가 그를 

잡아간다.(Suttaṃ gāmaṃ mahogho va Maccu ādāya gacchati)”라 하였을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Suttaṃ gāmaṃ mahogho va Maccu ādāya gacchati : DhpA.I.362 에 

따르면, 집들과 담장으로 이루어진 마을에 잠은 없지만, 마을주민들이 

잠이 들어 알아채지 못하는 까닭에 잠자는 마을이라고 불린다. 죽음의 

악마가 2-3 요자나 넓이와 깊이를 가진 커다란 격류처럼 잠든 마을을 

휩쓸어간다. 커다란 격류는 전체마을을 휩쓸어 남자나 여자, 가축이나 

가금류 등을 흔적도 남겨 두지 않고 결국은 물고기나 거북이의 먹이가 

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형태를 띤 악마는 혼란된 마음의 

사람을 휩쓸어서 목숨을 앗은 뒤에 네 가지 비참한 운명의 바다에 

빠뜨린다. 

  

(법구경 655 번 각주, 전재성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을 때 대문을 열어 놓고 잠든 것이나 

똑같다. 문단속을 하지 않고 도둑이나 강도가 침입 하듯이, 마음이 온통 

오욕락에 빠져 있을 때 격류가 휩쓸어 버릴 수 있음을 말한다. 왜 

그럴까?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이다. 늘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격류가 마을을 휩쓸고 가듯”이라 한 것이다.  

  

감각적 쾌락에 빠져 마음을 놓은 채 세월을 보냈을 때 마주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신이다. 그럴 경우 대게 악처라 하였다. 주석에서는 네 

가지 비참한 운명의 바다라 하였는데, 이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의 

세계를 말한다. 아름다운 형상, 매혹적인 소리 등에 매료 되어 오로지 

먹는 것을 즐기며, “죽어도 좋아”라며 느낌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비참한 운명과 마주 할 것이라 한다.  

  

위두다바와 관련된 이야기(Vidudabhavat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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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47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은 위두다바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인연담에 따르면 꼬살라의 국왕 위두다바는 자신의 태생의 

비밀을 알고 격노하였다. 47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337-361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에 계실 때, 급류에 휩쓸려가 죽은 

비두다바와 관련된 이야기(Vidudabhavatthu)이다. 

  

싸밧티 시에서 빠쎄나디 왕은 수천 명의 수행승들이 탁발하기 위해 

거리를 지나 아나타삔다까(Anathapindika)와 쭐라 아나타삔디까(Culla 

Anathapindika), 비싸까(Visakha)와 쑵빠바싸(Suppavasa)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왕궁에서 수행승들에게 매일 공양을 올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아난다 장로와 그 일행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드레가 되자 궁중에서는 공양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행승들은 떨어져 나가고 아난다 장로만 궁중에 가서 공양을 얻어 

왔다. 왕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해서 

까삘라밧투 시에 사신을 보내 싸끼야의 공주를 왕비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싸끼야족은 회의를 열어 왕족 마하나마와 노예사이에서 난 딸 

바싸바깟띠야(Vasabhakhattiya)를 공주로 만들어 보냈다. 빠쎄나디 왕은 

그녀를 왕비로 책봉했고, 왕비는 비두다바(Vidudabhava)라는 아들을 

낳았다.  

  

비두다바는 어렸을 적부터 외가에 가 보고 싶었으나 왕비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 것을 막았다. 그러나 비두다바가 열여섯 살이 되 던 해에 

외가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싸끼야 족들의 어른들은 사전에 싸끼야 

족들의 왕자들을 다른 곳에 보내고, 비두다바 왕자를 성대히 맞았고 

무사히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녀가 비두다바가 묶었던 방을 우유와 물로 씻으며 

‘이곳이 노예인 바싸바깟띠야의 아들이 앉았던 곳이다.’라고 

투덜거렸다.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군대에 알렸고 큰 소동이 일어나자 

비두다바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왕권을 잡으면, 나의 

보좌를 그들의 목에 나오는 피로 씻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다. 



143 

 

빠쎄나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분노하고 왕비와 비두다바의 

지위를 모두 박탈하고 노예로 전락시켰다.  

  

며칠이 지나 부처님께서 왕궁을 방문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빠쎄나디 왕에게 싸끼야 족의 경망한 행동은 잘못이지만 왕비와 

비두다바는 모두 왕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충고 했다. 그러자 빠쎄나디왕은 그들의 지위를 예전처럼 

복원시켰다. 이 때 꼬쌀라국의 최고사령관은 반둘라(bhandula)이었다. 

그의 아내 말리까는 한 동안 아이가 없어서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부처님께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반둘라에게 

와서 아이를 열여섯 쌍둥이나 낳았다. 

  

그런데 한번은 반둘라가 소송에 패한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어 자신이 

재판을 주재해서 재산을 찾게 해주었다. 왕은 반둘라의 정의로운 판결 

이야기를 듣고 다른 판사들을 해고 하고 반둘라에게 판결을 맡겼다. 

그러자 해고된 판사들이 반둘라가 왕위를 찬탈한다고 음모하였다.  

  

그것을 곧이 들은 왕은 반둘라를 제거하기 위해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가짜 명령을 반둘라에게 내렸다. 반둘라와 그의 아들 두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자 왕은 그들을 참살했다. 이때에 반둘라의 부인 

말리까(Malika)는 오 백명의 수행승들의 무리와 장로 싸리뿟따와 장로 

마하 목갈라나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다가 이 소식을 편지로 받았으나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녀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버터를 담은 항아리를 옮기다가 

그것을 깨뜨리자 장로 싸리뿟따가 ‘항아리는 부서지고 마는 

것이다.’고 위로 했다. 그러자 그녀는 비로서 참살의 소식을 장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서른두 명의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의 남편은 죄악이 

없다. 다만 전생의 악업이 성숙한 것일 뿐이다. 슬퍼하고 비탄해 하지 

말고 왕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말리까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말리까는 왕을 용서하고 며느리들을 각자의 친정으로 돌려 

보내고 자신은 고향인 꾸씨나라로 돌아갔다. 왕은 반둘라의 조카인 

디가까라야나(Dighakarayana)를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빠쎄나디 왕에게 ‘나의 삼촌을 죽인 왕이다.’라고 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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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반둘라를 죽인 이후에 심기가 불편하여 부처님을 만나러 갔다. 

이때 사령관 디가까라야나는 비두다바 왕자를 왕으로 추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빠쎄나디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이 반란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구를 이끌고 조카인 왕 아자따삿투를 찾아 마가다 국으로 

갔다가 성문 앞에서 더위와 피로에 지쳐 죽었다 그러자 정식으로 왕이 

된 비두다바는 싸끼야 족에 당한 모욕을 상기하고 싸끼야족의 정벌에 

나섰다. 

  

부처님께서는 싸끼야족을 보호하기 위해 까삘라밧투 근처 비두다바의 

진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늘이 없는 앙상한 나무 밑에 앉았다. 

비두다바가 부처님을 보고 ‘세존이시여, 왜 그늘이 드리운 보리수 밑에 

앉지 않고 앙상한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대왕이시여, 상관하지 마십시오. 친지의 그늘이 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세 차례의 왕의 

침공을 막았으나 네 번째에는 싸끼야 족의 업보인 것을 알고 막지 

않았다. 

  

비두다바는 까삘라밧투로 진격해서 싸끼야족을 거의 모두 죽였다. 

싸끼야 족은 훌륭한 전사이었고 활쏘기의 명수들이었으나 전쟁에서 

활솜씨만을 보여주고 적은 죽이지 않았다. 정직하고 비폭력적이었던 

싸끼야 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풀잎-싸끼야 족과 갈대잎-싸끼야 

족인데, 그들은 풀잎이나 갈대잎을 물고는 적들이 ‘싸끼야 

족인가?’라고 물으면, ‘아니요, 풀잎입니다.’라든가 ‘아니요, 

갈대잎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죽임을 면한 사람들이었다. 

  

비두다바가 성공적으로 싸끼야 족을 죽이고 철수하다가 

아찌라바띠(Aciravati)강변에서 야영했다. 그런데 밤중에 강의 상류에 

큰 폭우가 내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비두다바와 수천의 

군사들은 몰살당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수행승들이여, 존재의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격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죽음의 왕이 목숨을 

앗아 윤회의 고통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로써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면, 격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악마가 그를 잡아간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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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47 번 게송 인연담, 죽은 비두다바와 관련된 

이야기(Vidudabhavatthu), 전재성님역) 

  

  

법구경 47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은 꼬살라의 왕 

위두다바(Vidudabhava)의 태생에대한 비밀과 관련이 있다. 위두다바와 

관련하여 맛지마니까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대한 

경(M87)’에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장군 비두다바를 

사랑합니까?(M87)”라는 말이 나온다. 또 ‘깐나깟탈라의 경(M90)’에서 

위두다바가 아난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니까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위두다바의 출생의 비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대한 경(M87)’에서 위두다바에 

대한 주석을 보면 “빠세나디 왕의 아들로 왕비 바싸바(Vasabha)사이에 

난 아들이다. 아버지 빠쎄나디의 왕위를 찬탈하고 어머니 바싸바의 

신분을 속인 싸끼야 족을 멸망시킨다.(M87, 1544 번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태생의 비밀을 알자 격노하여 싸끼야족을 멸망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격노하였을까? 경에서 말리까왕비가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왕족의 규수 바싸바를 

사랑합니까?(M87)”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바싸바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Vasabha: Pps.III.345 에 따르면, 빠세나디 왕의 비의 이름으로 

바싸박캇띠야라고도 불린다. 그녀는 원래 싸끼야 족의 대신 마하나마와 

하녀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는데, 싸끼야 족들이 그 신분을 속이고 

빠세나디 왕의 요구를 받아 들여 왕비로 보내진 여인이었다.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존경한 나머지 싸끼야 족의 출신 왕족여인을 왕비로 맞고 

싶어 했다. 그녀의 아들이 비두다바였는데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의 

신분을 알고 싸끼야족을 멸망시킨다. 

  

(맛지마니까야 1542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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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두다바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다. 빠세나디왕이 부처님을 존경하여 

싸끼야 족과 인연을 맺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부심 강한 싸끼야 

족에서는 하녀에게서 난 공주를 왕비로 시집 보낸 것이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위두다바가 격노하여 싸끼야 족을 멸망시킨다.  

  

싸끼야 족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연담에 따르면 부처님은 싸끼야 족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싸끼야 족의 멸망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었다. 세 번째 까지 막았으나 네 번째에서는 “싸끼야 족의 업보인 

것을 알고 막지 않았다.”라고 설명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녀에게서 난 왕족을 빠세나디왕의 비로 보낸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위두다바 역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 한다. 싸끼야 족을 

멸망시키고 강가에서 야영하다 불어난 물 때문에 휩쓸려 군대와 함께 

몰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된 게송이 법구경 47 번 48 번 게송이다.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격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악마가 그를 잡아간다. (Dhp47)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 (Dh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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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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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식절제와 아들고기의 교훈 
  
  
  
성자들이 탁발할 때 
  
꽃들이 만발할 때 벌이나 나비를 볼 수 있다. 특히 꿀벌을 많이 볼 수 

있다. 꿀벌이 이 꽃 저 꽃 찾아 다니며 꿀을 취하지만 결코 꽃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온전한 것이 

없다.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꺽어 가서 혼자서 감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곳에 

꽃은 망가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된다. 이는 자연과 환경파괴로 이어진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꿀벌은 다르다. 

꿀벌이 꽃밭을 헤집고 다니지만 꽃밭은 전혀 망가지지 않는다. 성자도 

마찬가지이다. 탁발하러 마을로 가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  
  
  
Yathāpi bhamaro pupphaṃ   야타삐 바마로 뿝팡 
vaṇṇagandhaṃ aheṭhayaṃ  완나간당 아헤타양 

Paḷeti rasam-ādāya,   빨레띠 라사마다야 
evaṃ gāme munī care.   에왕 가메 무니 짜레. 
(Dhp49) 
  
  
색깔과 향기를 지닌 꽃은 
꿀벌이 건드리지 않고 
오직 꿀만 따서 나르듯, 
성자는 마을에서 유행한다. 
(Dhp49, 전재성님역) 
  
  
蜜蜂は（花の）色香を害（そこなわず）に、 
汁をとって、花から飛び去る。 

聖者が村に行くときは、 
そのようにせ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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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49, 中村元역)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걸식을 해야 한다. 
(Dhp49, 법정스님역) 
  
  
如蜂集華 여봉집화 
不嬉色香 불희색향 
但取味去 단취미거 
仁入聚然 인입취연 
(Dhp49, 한역) 
  
  
마치 꽃의 빛깔과 향기와 모양을  
다치지 않고 꿀만 따가는 벌처럼 
빅쿠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하여야 한다. 
(Dhp49, 거해스님역) 
  
  
As a bee — without harming 
 the blossom, 
 its color, 
 its fragrance — 
takes its nectar & flies away: 
so should the sage 
go through a village. 
(Dhp49,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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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landing-on-flower 

  
  
벌과 나비는 꽃밭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벌과 나비는 꽃밭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색깔과 향기를 

지닌 꽃은 꿀벌이 건드리지 않고(전재성님역)”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Yathāpi bhamaro pupphaṃ vaṇṇagandhaṃ aheṭhayaṃ Paḷeti rasam-ādāya: 
DhpA.I.374 에 따르면, 벌들은 꽃밭을 돌아다니면서 꽃과 그 향기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렇게 벌들은 다니면서 필요한 만큼의 화밀(花蜜)을 

빨아먹고 꿀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취한다. 그리고는 숲속 깊이 들어가 

꽃가루가 묻은 화밀을 나무의 깊숙이 숨겨진 벌집에 저장하면 그것이 

꿀로 변한다. 꽃밭이 있기 때문에, 꽃들이나 그들의 색깔이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것은 자연상태로 남아 있다. 
  
(법구경 dhp49, 660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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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들은 꽃에서 필요한 만큼만 꿀을 취한다고 하였다. 인간과 달리 모두 

가져 가지 않음을 말한다. 인간의 경우 이익 되는 것이 있으면 가만 

두지 않는다.  
  
있을 때 줏어 먹자? 
  
오래전 첫 직장에서 어느 사업부장이 늘 하던 말이 있었다. 

종합상사에서 제조회사로 온 그 분은 “있을 때 줏어 먹자!”라 하였다. 

조금 지나면 남이 다 차지 하기 때문에 늦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팔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최대한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승자독식을 말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단계적계획을 세운다. 3 개년 또는 5개년 계획을 취하여 

단계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최초로 상품을 개발하였다면 경쟁사들이 진입하기 

이전에 최대한 매출과 이익을 증대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있을 때 

줏어 먹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꿀벌과도 같은 삶 
  
꿀벌은 결코 한꺼번에 다 먹지 않는다. 꿀을 먹을 만큼 먹고 꿀을 

만들기 위해 조금 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문명이 덜 발달된 

원시부족에게도 볼 수 있다.  
  
TV 의 다큐프로를 보면 열대지방의 원시부족들은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취한다. 문명사회에서와 같이 많이 축적하지 않는다.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취하므로 서로 다투지 않는다. 손만 뻗으면 나무에는 과일이 있고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있다. 축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 마치 

꿀벌과도 같은 삶이다. 자연을 훼손함이 없이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다. 
  
성자의 행위와 꿀을 만드는 행위의 유사성 
  
법구경 49 번 게송에서는 성자를 꿀벌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성자는 

마을을 유행한다.”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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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ṃ gāme munī care: DhpA.I.374 에 따르면, 아직 배우는 

자[학인]이거나 배움을 뛰어넘은 자[무학]이거나 집에서 사는 자가 아닌 

성자는 마을에서 집집마다 탁발하며 다닌다. 그가 마을에 있다고해서 그 

마을의 가정들이 믿음이 작아진다던가 부가 적어지지 않는다. 믿음과 

부는 평상시처럼 유지된다.  
  
아직 배우는 성자는 이처럼 마을을 다니다가 그곳을 떠나 물을 얻기 

쉬운 마을 밖에 한 장소에 가사를 놓고 그 위에 앉는다. 그리고 모아온 

탁발음식을 차축을 돌게 하는 윤활유나 상처를 치유하는 붕대나 아들의 

고기처럼 바라본다. 
  
차축의 윤활유나 상처의 붕대처럼 여기는 것은 음식을 먹는 목적을 

상기하는 것이고 아들의 고기는 음식의 비통함을 상기하는 것이다.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탐욕을 부릴 수가 없다. 그것을 취한 후에, 

숲속에 들어가 명상주제들을 닦아 네 가지 길[四向: cattararo magga]과 

네 가지 경지[四果: cattari phalani]를 성취한다.  
  
배움을 뛰어넘은 성자, 번뇌가 소멸한 거룩한 님은 길과 경지를 

즉각적으로 체험한다. 이것이 성자의 행위와 꿀을 만드는 행위의 

유사성이다. 
  
(법구경 dhp49, 661 번 각주, 전재성님) 
  
  
부처님 당시 출가자는 재가자들이 사는 곳 근처에 살았다. 오늘날 

한국불교와 같이 출가를 하면 ‘심산유곡’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출가한 것이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것은 산속이 

아니라 마을과 가까운 숲이다.  
  
마을 근처 숲에 있게 된 것은 탁발하기 좋기 때문이다. 직업을 갖지 

않은 출가자는 탁발에 의존하여 청정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가까이에 살았다. 그렇다고 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출가수행자들은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살지도 

않았다. 청정도론 ‘두타행’에 따르면 청년이 마을 입구에서 돌팔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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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돌이 떨어진 자리, 또는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자리부터 

숲으로 보았다.  
  
숲에 사는 수행자들은 마을로 내려가 탁발하며 음식을 얻는다. 모은 

음식을 마을 밖 숲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때 음식을 먹을 때 주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얻은 음식을 먹을 때 윤활유처럼, 그리고 

아들고기처럼 대하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음식을 대할 것인가? 
  
초기경전에서 음식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음식을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고기를 대하듯 

음식을 취하는 것이다. 먼저 윤활유의 비유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seyyathāpi bhikkhave, puriso vaṇaṃ. Ālimpeyya. Yāvadeva 

ropanatthāya. Seyyathā vā pana akkhaṃ abbhañjeyya yāvadeva 

bhārassa nitraṇatthāya; evameva kho bhikkhave bhikkhu 
paṭisaṅkhāyoniso āhāraṃ āhāreti. Neva davāya na madāya na 

maṇḍanāya, na vibhusanāya, yāvadeva imassa kāyassa ṭhitiyā yāpanāya 
vihiṃsuparatiyā brahmacariyānuggahāya, iti purāṇañca vedanaṃ 

paṭihaṅkhāmi, navañca vedanaṃ na uppādessimi, yātrā ca me 

bhavissati anavajjatā ca phāsuvihāro cāti. Evaṃ kho bhikkhave, 

bhikkhu bhojane mattaññū ho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또한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있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라고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음식을 

섭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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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ūpamasutta-수레의 비유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35.239, 

전재성님역) 
  
  
수레의 비유에 대한 경은 특이 하다. 대부분의 경에서 질문자가 있어서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일러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경의 

서문을 보면 부처님이 수행승들에게 “수행승들이여”라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은 세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것,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 그리고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말한다.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에 대하여 연고와 기름의 비유를 들고 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하여 상처가 났을 때 더 이상 덧나지 않게 연고를 바르는 정도라 

하였다. 일종의 ‘치유(ropanatthāya)’를 말한다. 이는 약으로서 

음식을 말한다. 또 차축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기름칠(abbhañjeyya)’ 하는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라고 하였다.  
  
부처님이 음식에 대하여 약과 기름칠로 비유하였다. 이렇게 말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연고와 기름칠의 비유는 사실상 출가자의 

‘공양게’라 볼 수 있다.  
  
한문공양게를 보면 
  
한국불교에도 공양게가 있다. 절에서 밥을 먹을 때 흔히 듣는 말이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시작 되는 공양게를 말한다. 이를 

‘오관게(五觀偈)’라 하는데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計功多少量彼來處 
村己德行全缺應供 
防心離過貪等爲宗 
正思良藥爲療形枯 
爲成道業膺受此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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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나무석가모니불,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오관게-공양게송)  
  
  
게송을 보면 ‘약’이라는 말이 보인다. 음식을 섭취할 때 약으로서 

보는 것이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이 지탱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가? 
  
한문 오관게는 빠알리게송과는 약간 다르다. 음식절제의 목적에 대하여 

오관게에서는 ‘깨달음의 성취’라 하였지만 빠알리 게송에서는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또 음식절제의 수단에 

대하여 오관게에서는 ‘육신을 지탱하는 약’이라 하였으나 

빠알리게송에서는  ‘상처에 연고’와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는 

것’으로 비유였다. 이런 차이에 대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고 

한문공양게 
(오관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약(수단) 
  
-깨달음(목적) 

빠알리공양게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또한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연고와 

기름칠(수단) 
  
-청정한 삶(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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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있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라고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음식을 섭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알맞은 분량을 안다.”(S35.239) 
  

  
  
이렇게 본다면 수행자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병의 치유나 최소한의 

몸의 유지를 위함이라 볼 수 있다. 단지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먹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약으로서 또는 기름칠로서 음식을 취하는 것은 청정한 삶의 실현에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아들고기의 교훈 
  
음식을 대하는 두 번째 방식은 아들고기의 교훈이다. 아들고기란 

무엇인가? 이는 윤회의 동력이 되는 자양분과 관련된 끔찍한 비유를 

말한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부부가 적은 양식만을 가지고 

황야의 길을 나섰는데, 그들에게는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수행승들이여, 그 두 사람의 부부가 황야를 지날 때 갖고 있던 

적은 양식이 다 떨어져버렸는데도 그들은 아직 황야를 빠져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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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수행승들이여, 그 두 사람의 부부는 ‘우리들의 적은 양식이 다 

떨어져버렸지만 아직 황야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귀한 아들을 죽여서 말린 고기나 꼬챙이에 꿴 고기를 만들어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황야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와 

같이 생각했다. 
  
(Puttamaṃsasutta-아들의 고기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12.63,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십이연기에 대한 가르침에서 ‘식(윈냐나)’이 있다. 이 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네 가지 자양분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물질의 자양분, 

접촉의 자양분, 의도의 자양분, 의식의 자양분, 이렇게 네 가지 

자양분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중에 물질의 자양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아들의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흘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하고 하였다. 이렇게 굶주리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사랑하는 외동아들과 함께 황야를 건넌 부부가 식량이 떨어졌을 때 역시 

눈에 뵈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아들을 잡아 먹기로 합의 

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아마 생존하게 

된다면 “아이는 또 나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생존의 본능 앞에 비정한 부모라 볼 수 있다. 

생존이라는 극한 상황에 내 몰렸을 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음식의 비통함을 상기하기 위하여 
  
부모는 마치 동물을 잡아 먹듯이 아들을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황야를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고기를 말리고 마치 양꼬치처럼 꼬챙이로 꿴 

고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하여 아들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부모심정은 어땠을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외아들아, 어디에 있니? 외아들아, 어디에 있니?”라며 가슴을 치면서 

먹었다고 기록 되어 있다.  
  
부처님이 아들고기를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다음과 같은 구절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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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놀이 삼아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취해서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진수성찬으로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영양을 위해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가?” 
  
(Puttamaṃsasutta-아들의 고기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12.63, 

전재성님역)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고기를 먹으면서 맛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을까? 경에 따르면 생존하기 위하여, 육신을 지탱하기 위하여 

아들고기를 먹을 뿐이지 진수성찬으로서, 또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먹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로지 

황야에서 빠져 나올 때 까지만 자양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아들고기를 먹은 것이다.  
  
아들고기의 교훈을 보면 청정한 삶을 목적으로 한 수행자들은 음식먹는 

것을 즐겨서는 안된다. 단지 먹는 재미를 위하여 진수성찬을 즐기고, 

단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석에서 “아들의 고기는 음식의 비통함을 상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알 수 있다.  
  
꿀과 사향사과(四向四果) 
  
법구경 49 번 게송에 따르면 성자의 행위와 꿀벌의 꿀을 만드는 행위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하였다. 꿀벌이 꽃들을 찾아 다니며 꿀을 채집하지만 

결코 꽃을 해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성자들 역시 탁발을 하지만 

재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것을 말한다.  
  
그런데 꿀벌은 피해를 주지 않고 꿀을 맛 보면서 동시에 소량의 꿀을 

모은다. 이는 마치 수행자가 ‘도’를 닦아 ‘과’를 이루는 것과 같다. 

탁발로 인하여 재가자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출가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네 가지 길[四向: 

cattararo magga]과 네 가지 경지[四果: cattari phalani]를 

성취한다.”라 하였다. ‘사향사과(四向四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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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알맞게 드세요”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매일 잔칫날이고 매일 파티하는 날 

같다. 수백명이 동시에 식사하는 카페테리아의 메뉴를 보면 고기가 빠질 

날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TV 에서는 경쟁적으로 먹거리 방송을 내 

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세상이 먹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음식절제와 관련하여 최근 묘원법사의 글을 보았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을 위해서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사실 

음식을 조절하는 문제는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수행이라는 목표가 있을 때는 양을 조절하려는 의도를 계속 가질 수 

있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려고 하다보면 먹으려는 욕망과 

먹지 않으려는 절제가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먹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하면 이 각오가 느슨해질 때 

오히려 더 먹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해야 가장 이상적 

결과를 얻습니다. 좋은 일도 바라는 마음으로 할 때는 반작용이 

있으므로 무엇이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욕망으로 먹기 마련입니다. 상좌불교 

비구들이나 일반 수행자들에게 먹는 것에 대한 계율이 많은 것은 먹을 

때 욕망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식을 먹을 때 알아차려서 

욕망으로 먹지 않으면 그만큼 바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음식을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이 행위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이처럼 먹을 때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도과를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서를 보면 혀에 불이 붙지 

않게 먹으라는 스승의 말씀을 실천하여 도과를 성취한 기록도 나옵니다. 

이때 혀에 불이 붙지 않게 먹는 다는 것은 탐욕으로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탐욕으로 먹으면 음식의 맛도 모르고 몇 번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이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할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 따로 음식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지금 무슨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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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가?”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뒤에 음식을 집을 때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계율로 먹게 됩니다. 계율로 

먹는다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바라는 탐욕으로 많이 먹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맛이 없을 때는 성냄으로 먹고, 이렇게 탐욕과 

성냄으로 먹는 것이 어리석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음식물을 많이 집지 않고 적당히 

집으며, 음식을 오래 씹게 되어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알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자기 입맛으로 먹지 말고 음식의 맛을 알아차리면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음식은 각각의 맛이 있으므로 이렇게 음식이 가진 

고유한 맛을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먹지 

않고 훌륭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을 재료 맛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씹을 때마다 맛이 달라 무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면 그 맛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무상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일반적 인사는 "많이 드세요." 입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음식에 대한 인사는 "알맞게 드세요." 입니다. 알맞은 것이 중도며 

팔정도고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묘원법사, 음식을 알아차리면서 먹는 것이 수행입니다, 2014-12-05, 

한국명상원) 
  
  
수행자의 공양게 
  
더 맛있는 것을 찾아 맛집순례를 하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하여 

‘레시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그것 자체를 즐기는 세상이 되었다. 비록 

수행자에게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처님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서 또는 차축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기름칠 하는 것 정도로 한정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있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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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것이 음식을 취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자의 공양게’라 볼 수 있다.  
  
  
2014-12-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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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아름답고 매혹적인 꽃이 피었을 때 이를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는 족족 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다음 사람은 그런 꽃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것이다. 꽃박람회에서는 꽃을 따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그러나 들에 피어 있는 들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따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꽃을 따는 행위는 일종의 살생과도 같다. 특히 

수행자에게 그렇다. 율장대품에서 “풀잎이라도 주지 않은 것을 훔칠 

목적으로 갖지 말아야 한다.”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자는 풀 

하나 밟는 것 조차 신경써야 한다. 그럼에도 꽃을 따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Pupphāni heva pacinantaṃ   뿝파니 헤와 빠찌난땅 
byāsattamanasaṃ naraṃ,  브야삿따마나상 나랑 

Atittaṃ yeva kāmesu  아띳땅 예와 까메수 
antako kurute vasaṃ.  안따꼬 꾸루떼 와상. 
  
(Dhp48)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  
(Dhp48, 전재성님역) 
  
  
花を摘むのに 
夢中になっている人が、 
未だ望みを果たさないうちに、 
死に神が彼を征服する。 
(Dhp48, 中村元)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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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Dhp48, 법정스님역) 
  
  
如有採花 여유채화 
專意不散 전의불산 
欲意無厭 욕의무염 
爲窮所困 위궁소곤 
(Dhp48, 한역)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먼저 앗아 가버린다, 
쾌락에 채 만족하기도 전에. 
(Dhp48, 거해스님역) 
  
  
The man immersed in 
gathering blossoms, 
his heart distracted, 
insatiable in sensual pleasures: 
the End-Maker holds him 
under his sway. 
(Dhp48, Thanissaro Bhik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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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게송에서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이라 

하였다.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Pupphāni heva pacinantaṃ byāsattamanasaṃ naraṃ : DhpA.I.366 에 

따르면, 꽃밭에서 여러 가지 꽃을 따서 화환을 만드는 사람처럼 감각적 

쾌락의 가닥인 꽃들을 따 모으는 사람은 자신과 연결되거나 물질적 

대상과 연결된다.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얻지 못한 것을 원하고 얻은 

것에 탐착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빼앗긴다. Dag.113.7 에 따르면, 여기서 

자신과 연결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침대와 의자와 같은 것과 관계된 

감각적 쾌락을 말한다. 
  
(법구경 Dhp48,  657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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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 따르면 꽃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금과 은 

등이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돈이다. 돈이 있어야 감각적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한다. 또 노후를 생각하여 

미리 축적해 놓고자 한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돈 버는 일에 

‘올인’한다. 이것이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돈 버는 일에 올인하다 보면 
  
돈 버는 일에 올인하다 보면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어느 날 

돌아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알게 된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탄 기분일 것이다.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진척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여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직 하게 되었을 때 누구나 바라는 

정상적인 길을 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을 한 만큼 급여를 받고, 월급을 모아 저축을 하고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세월 갈지 모른다. 그렇게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면 

한해, 두해, 십년, 이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간다. 그러다 뒤를 돌아 

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간다.  
  
돈을 받아 먹는 재미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수 십년이 흘러 갔을 때 더구나 나중에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이 세월만 지나갔음을 느꼈을 때 ‘허(虛)’와 ‘무(無)’를 

느낀다. 마치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아무 쓸모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지나간 세월이 아깝다는 느낌이 든다. 돈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이다.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 
  
게송에 따르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Atittaṃ yeva kāmesu antako kurute vasaṃ : DhpA.I.366 에 따르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이라는 것은 대상의 감각적 쾌락들과 그 획득과 

소비와 수집에서 오는 오염된 상태인 감각적 쾌락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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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을 말한다. 그리고 악마의 원어는 ‘끝내는 자(antako)’즉 

죽음이다. 악마는 사람을 비탄에 빠뜨리고 마침내 복종시킨다. 
  
(법구경 Dhp48,  658 번 각주, 전재성님) 
  
  
성공관련 서적을 보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것이 금이나 

은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세속적 용어로 ‘오욕락’이라 한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세속적 오욕락은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을 말한다. 이런 

오욕락을 추구하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식욕이 만족 되면 성욕을, 성욕이 만족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한다.  
  
돈을 벌어 욕구가 충족 되었을 때 이번에는 명예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자가 시의원, 도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명예를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권력을 

탐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패배의 쓴 맛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좋아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쫒아가지만 상대는 더 멀리 도망가 버린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올인 하지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까진다.  
  
바란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멀리 달아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욕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만족만 쌓이게 된다. 이런 불만족의 끝은 어디일까?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antako’라 하였다. 이는 ‘끝내는 자’라는 

뜻이다.  
  
남는 것은 ‘허(虛)’와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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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는 자’의 의미인 ‘antako’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악마’로 

번역하였다. 나까무라 하지메는 ‘死に神(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이라 

하였고, 법정스님은 ‘죽음의 악마’라 하였다. 거해스님은 

‘죽음’이라 하였고, 타닛사로 빅쿠는 ‘End-Maker(끝내는 자)’라 

하였다.  
  
Antako’라는 말이 들어 간 게송이 율장대품에도 있다. 그것은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의/ 감각에서 즐거운 것들/ 거기서 나의 욕망은 

떠났으니/ 죽음의 신이여, 그대가 패했다. (악마에 대한 이야기 1, 

율장대품 제 1 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죽음의 신이 antaka 이다. 초불연에서는 이를 ‘끝장 내는 자’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End-maker(끝을 만드는 자)’라 하여 

타닛사로 빅쿠의 번역과 같다.  
  
꽃을 따는데 열중한다면 정신이 팔리는 것과 같다. 오욕락을 추구하는데 

열중한다면 역시 정신이 팔리는 것과 같다. 정신이 팔린다는 것은 

정신을 빼앗긴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오욕락 추구에 정신이 팔리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애만 쓰다가 세월 보내는 

것이다.  
  
짝사랑하는 애인이 있어 쫒아 가 보지만 상대는 더 멀리 도망가기만 

한다. 주식에 올인하면 할수록 잔고만 줄어 들 뿐이다. 경마장에서 

열심히 자료를 들여다 보며 ‘베팅(betting)’해 보지만 집에 올 때는 

빈털털이 신세이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 해 보지만 패배 하였을 때는 

동네의 개도 쳐다 보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오욕락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남는 것은 ‘허’와 ‘무’이다. 최종적으로는 끝장 내는 

자, 즉 죽음의 신 악마에게 불려 갈 뿐이다. 그래서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라 하였다. 
  
빠띠뿌지까와 관련된 이야기(Patipujikavatthu) 
  
법구경 48 번 게송과 관련하여 인연담이 있다. 전재성님이 

‘법구의석’을 번역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363-366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에 계실 때, 빠띠뿌지까와 관련된 

이야기(Patipujikavatth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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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른 셋 신들의 하늘나라에 말라바린(Malabhalin)이라는 

하늘아들이 천명의 선녀들에게 둘러싸여 정원에 들어갔다. 오백 명의 

선녀들이 꽃을 따서 던지면 오백명의 선녀들이 꽃을 주어 하늘아들을 

치장했다. 그런데 한 선녀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몸이 등불처럼 

꺼져서, 싸밧티 시의 한 고귀한 가문에 태어났다. 그리고는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생을 기억했고. ‘하늘아들 말라바린의 

아내이다.’라고 회상하며, 자라서는 꽃공양과 향공양을 하면서 전 

남편의 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빠띠뿌지까(Patipujika)라고 지었다. 
  
그녀는 열여섯에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갔다. 그리고 그녀는 수행승들에게 

식권으로 먹는 음식과 보름의 음식과 우기의 음식을 공양하며 천상의 

남편과 만나길 발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열달 후에 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걸을만하자 두 번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걸을만하자 또 

다른 아들을 낳고 해서 어느덧 네 아들을 낳았다. 어느날 그녀는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수행승들에게 회향하고 가르침을 듣고 계행을 지키고는 

그날 저녁에 갑자기 질병으로 죽어서 다시 천상계에 화생했다. 
  
천상계에서는 여전히 선녀들이 말라바린에게 꽃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늘아들 말라바린이 ‘오늘 아침부터 당신이 안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소?’라고 물었다. ‘여보, 저는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주인님, 사실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소?’ ‘싸밧티 시의 한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까?’ ‘주인님, 

열달만에 저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열여섯 살에 다른 가문에 시집가서 

네 아들을 낳아 기르며,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시중을 들며 다시 

돌아오기를 서원하여 당신 곁에 온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주인님, 백년입니다.’ ‘그렇게 짧습니까?’ ‘주인님,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태어나서 산다면, 시간을 

빈둥거리며 방일하게 보냅니까?’ ‘주인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간들은 늙음과 죽음이 없이 무수한 세월을 사는 것처럼 방일합니다.’ 

그러자 말라바린은 크게 동요하며, ‘당신이 말한 대로 인간들이 태어나 

겨우 백년을 사는데, --인간의 백년은 서른 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루 

밤낮에 해당한다. 신들의 수명은 천상년으로 천년이고, 인간년으로 

환산하면, 3 천 6 백만년에 해당한다. –- 빈둥거리며 방일하게 보낸다면, 

언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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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상에서 다음날 수행승들은 이 사실을 부처님께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천상계의 일을 수행승들에게 설명하고 ‘이 세상의 모든 

뭇삶의 목숨은 짧다. 그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채워지기도 전에 

죽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법구경 48 번 게송 인연담, 빠띠뿌지까와 관련된 

이야기(Patipujikavatthu)) 
  
  
인연담에 따르면 삼십삼천의 천녀는 순간의 실수로 인간계에 태어났다. 

이에 대하여 “등불처럼 꺼져서”라 하였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계에 

태어났는데 이후 삶의 과정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여자로 태어나 나이가 차 시집을 가고, 시집에 가서 애를 

낳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계에서 죽어서 다시 천상계에 

태어났다. 이는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하는 등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계를 지키고 보시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시계생천(施戒生天)’의 

가르침이 딱 들어 맞는다.  
  
다시 천상에 태어났을 때 갑자기 출현 한 것처럼 보인다. 화생한 

것이다. 그것도 죽었을 당시 모습이다. 이런 구성에 대하여 누군가는 

‘허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픽션’이냐 ‘논픽션’이냐를 따지는 

것은 인연담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에서 어긋난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받아 들일 뿐이다. 
  
천상의 하루가 인간의 일생 
  
인연담에 따르면 천상의 하루가 인간의 일생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당신이 안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소?”라고 물어 본 것이다. 

오전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하여 물어 본 것이다.  
  
오전에 선녀는 인간계에서 일생을 보낸 것이다.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아침 나절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인간의 백년은 서른 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루 밤낮에 

해당한다.”라고 보충설명을 해 놓았다. 그리고 “신들의 수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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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년으로 천년이고, 인간년으로 환산하면, 3 천 6 백만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욕계여섯천상 

No 욕계천상 수  명 설    명 
1 타화자재천 

(빠라님미따와사왓띠, 
Para-nimmita-

vasavatti) 

16,000 천상년 
(92 억년) 

-남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천신 
-자기 스스로 욕망의 대상을 

창조 하지 못하지만 시종들이 

창조해 주는 것을 지배 하고 

제어 할 수 있음 
2 화락천 

(님마나라띠, 

Nimmanarati) 

8,000 천상년 
(23 억년) 
  

정신적인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감각적욕망의 대상을 

창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3 도솔천 

(뚜시따, Tusita) 
4,000 천상년 
(5 억 7 천년) 

-주석서에는 희열을 뜻하는 

삐띠(piti) 로 설명 
-미륵(메떼야, 

Metteyya)보살이 머물고 있는 

곳 
4 야마천 

(야마, Yama) 
2,000 천상년 
(1 억 4 천년) 

-죽음을 관장 하는 막강한 신 
-주석서에서는 신성한 행복을 

얻어서 두루 갖추고 있는 

존재로 정의 
5 삼십삼천 

(따와띰사, 

Tavatimsa) 

1,000 천상년 
(3 천 6 백만년) 

- 33 에 속하는 천신이라는 

의미 
-우두머리는 인드라(Indra) 
-인드라는 삭까(Sakka)라고도 

하며  ‘제석’ 또는 

‘제석천왕’이라 함. 
-삼십삼천을 

‘제석천’이라고도 부름 
6 사대왕천 

(짜뚜 마하라지까, 

Catu-maharajika) 

500 천상년 
(9 백만년)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각적 

쾌락이 있음 
- 동천왕 

다따랏타(Datarattha); 
음악가인 간답바를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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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왕 

위룰하까(Virulhaka);  
보물을 관리는 하는 꿈반다를 

통치 
-서천왕 

위루빡카(Virupakkha);  
용들을 통치 
-북천왕 

웻사와나(Vessavana);  
약카들을 통치 

  
  

  
인연담에 등장하는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는 일반적으로 

‘삼십삼천(Tavatimsa)’이라 부른다. 다른 말로 ‘제석천’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수명을 보면 ‘1000 천상년’이다. 인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3천 6백만년’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명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형성조건에 따른 31 개의 세상이 있는데 
  
전재성님이 번역한 빠알리니까야 각권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세상도표’가 실려 있다. 아래로는 지옥에서부터 위로는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천 까지 모두 31 개의 세상이 표현 되어 있다. 이를 

‘형성조건’에 따른 31 가지 세상이라 한다. 이때 형성조건이라 무엇을 

말하는가? 예를 들어 욕계천상에 태어나려면 믿음과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면 된다. 이는 부처님의 ‘차제설법’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순서에 맞게 설하였다. 이는 “아난다여, 사람은 ‘나는 

순서에 맞는 설법을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A5.159)”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보시를 설한 다음에 계행을 설하고 계행을 설한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설하고,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재난과 욕망의 

여읨의 공덕을 설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네 가지 

거룩한 진리와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설한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윤리적인 것보다 수승한 수행적 관점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A5.159, 

375 번 각주, 전재성님)”라고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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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르침에 따르면 천상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이 

사는 인간계가 있듯이 믿음과 지계와 보시를 하면 그 과보로 형성되는 

천상계는 존재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방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나는 논리적인 

설법을 하겠다”라 하여 ‘방편설법’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부처님의 설법은 경에 따르면 차제설법, 방편설법, 자비설법, 

무대가설법, 자타이익설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설법을 할 것인가? 차제설법과 방편설법(2014-08-1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천상도표의 근거는? 
  
전재성님이 번역한 니까야의 각권 말미에 있는 천상도표는 근거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다. 삼십삼천에 대하여 천천상년(3 천 6백만년)이라 한 

것은 모두 경전적 근거를 갖는다. 아비담마나 주석서 등 논장에 실려 

있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십삼천의 수명이 인간으로 따져 3 천 6 백만년이라 한 것은 어떤 경을 

근거로 한 것일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비싸카여, 인간의 일백 년이 서른 셋 하늘나라 신들의 하루 밤낮이고, 

그러한 서른 밤이 한달이고, 그러한 열두 달이 일년이고, 그러한 일년의 

천년이 서른 셋 하늘나라 하늘나라 신들의 수명입니다.  
  
비싸카여,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덞 가지 고리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서른 셋 하늘나라 신들 사이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간의 왕권은 천상의 행복에 

비해 보잘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싸카의 포살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8.43, 전재성님역) 
  
  
앙굿따라니까야 ‘비싸카의 포살에 대한 경’에 따르면 “인간의 일백 

년이 서른 셋 하늘나라 신들의 하루 밤낮”이라 하였다. 그리고 

“일년의 천년이 서른 셋 하늘나라 하늘나라 신들의 수명”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경을 근거로 하여 세상도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권으로 읽는 경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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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가 표시 되어 있는 31 개의 세상도표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과학의 시대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현세의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만 실천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인연담에 등장하는 삼십삼천 이야기에 대하여 단지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 하여 실재하지 않는다고 내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미래에는 

모조리 빠질지 모른다. 실제로 한권으로 요약되어 있는 경전의 경우 

초월적이고 신비한 내용은 모조리 빠져 있다.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이 대표적이다. 오로지 현세적인 내용만 있을 뿐 

삼계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경에서 그 부분만 

의도적으로 삭제해 놓은 것도 있다.  
  
초기경전이 바이블처럼 일점일획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한권으로 경전을 축약한다고 하여 비과학적 요소를 삭제 

한다면 부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하늘사람 등 초월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치 경에서 악마가 등장하였을 때 

악마는 항상 부처님과 반대 되는 견해를 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더 부각하는 것과 같다.  
  
법구경인연담도 마찬가지이다. 삼심삼천의 천신이 선녀의 행적을 묻는 

것도 가르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 말은 “당신이 

말한 대로 인간들이 태어나 겨우 백년을 사는데, 빈둥거리며 방일하게 

보낸다면, 언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기대수명이 백세에 육박한다고 하여도 
  
백년도 못사는 것이 인간이다. 기대수명이 늘어 백세에 육박한다고 

하여도 백년 안팍의 삶이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도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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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stn574)”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천상에서는 수명이 보장 되어 있다. 그래서 31 개의 세상도표를 보면 

욕계천상 이상의 세계는 수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하여 

인간 이하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을까? 이에 대하여 어느 법사는 ‘업대로’ 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전에 지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과보가 언제 익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신통제일 목갈라나도 이전에 지은 업으로 인하여 제명대로 살지 

못하였다. 연쇄살인자 앙굴리말라가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지만 이전에 

지은 업이 익었을 때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인간을 

포함하여 인간 이하의 축생 등의 세계에서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백세가 된다고 하여도 백살까지 살도록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말한다.  
  
윤회의 두려움을 안다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오늘 잠들면 내일이 올지 

아니면 내생이 시작될지 알 수 없다. 당장 한 두 시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인연담에서는 “빈둥거리며 방일하게 보낸다면, 언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라 한 것이다. 
  
인연담에서는 천신의 입을 빌어 불방일을 강조 하고 있다. 또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뭇삶의 목숨은 짧다. 그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채워지기도 전에 죽는다.”라 하였다. 짧은 

목숨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각적 쾌락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어서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라 하였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종국에는 ‘끝장 내는 

자(죽음의 신)’에게 끌려 가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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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의 두려움을 안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백세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명이 보장 되어 있지 않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면 게으름을 피우거나 꽃을 따는데만 마음이 팔려 있다면 ‘End-

Maker(끝장 내는 자, 죽음의 신)’에게 붙들려 갈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유배지에서 치열하게 산 정약용 
  
수명은 보장 되어 있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하루를 마치 일생을 살듯이 살아야 할 것이다. 불교닷컴에 실린 

마성스님의 글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는 것 

같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계획했던 일들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만 남는다. 옛 사람이 “시간은 너무나 빨라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無常迅速, 時不待人].”고 말했다. 눈 깜박할 사이에 황혼을 

맞이하게 된다는 교훈이다.  

 

인간이 시간을 단위별로 구분한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기 

위함일 것이다. 만일 인간들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一會一期] 

뿐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다.  

 

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어느 

날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범부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망각하고 산다. 그러다가 

중환자실에 실려 오면 그때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일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태양을 다시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월을 보내기 위해 소일(消日)거리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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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기에 소일거리를 찾는단 말인가.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에서 

“천하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의 못된 말이 있다. 

‘소일(消日)’이 그것이다. 아,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1 년 360 일, 1 일 96 각을 이어대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애쓴다. 만일 해를 달아 맬 수만 있다면 반드시 끈으로 

묶어 당기려 들 것이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날을 

없애버리지 못해 근심 걱정을 하며 장기․바둑과 공차기 놀이 등 하지 

않는 일이 없단 말인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글은 일없이 허송세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다산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18 년이라는 긴 유배생활에서도 저술에 

몰두했다. 그가 남긴 저술들을 총정리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총 

154 권 76 책이나 된다. 그가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연재] 마성 스님의 摩聖斷想-10, 불교닷컴 

2014-12-03) 
  
  
마성스님은 정약용의 예를 들었다. 유배지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며 

소일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았음을 말한다. 그 증거로 

유배지에서 저술된 154 권 76 책을 예로 들고 있다.  
  
출가수행자에게 예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도’와 ‘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함부로 살 수 없다. 한적한 곳에서 하릴없이 

시간이나 때우면서 보내거나 주식이나 경마 등 쓸데 없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돈을 벌기 위하여 올인 하는 것 역시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질 없는 짓이 된다.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지나간 세월은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일까 젊은 나이에 출가하는 자들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다.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자들 같다. 마치 전생에서부터 

수행자이었단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수행자로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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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에 출가한 자는 ‘생이지(生而知)’이기 쉽다. 학습에 따라 

앎을 얻는 ‘학이지(學而知)’와 달리 이전 생에서 이미 닦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부터 앎을 구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일반사람들과 다르다. 따라서 나이가 많건 어리건 머리 깍은 

출가자에게 길가다 마주치면 반배의 예라도 올려야 한다.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뭇삶이다. 오염된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면악처에 가게 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Nimittassādagathitaṃ vā bhikkhave viññāṇaṃ tiṭṭhamānaṃ tiṭṭheyya 
anubyañjanassādagathitaṃ vā, tasmiṃ ce samaye kālaṃ kareyya, ṭhānametaṃ vijjati yaṃ dvinnaṃ gatīnaṃ aññataraṃ gatiṃ 

gaccheyya nirayaṃ vā tiracchānayoniṃ vā. Imaṃ khvāhaṃ bhikkhave 

ādīnavaṃ disvā evaṃ vadāmi.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의 의식이 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거나 속성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두 가지 운명 가운데 하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Ādittapariyāyasutta-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235, 

전재성님역)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이다. 꽃을 따는데 정신이 팔리듯이, 오욕락의 

추구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인상(nimitta: 總象)과 속성(anubyañjana: 細象) 
  
경에서 ‘인상(nimitta)’이라고 한 것은 ‘총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총상(總象)’이라고도 한다. 여자를 보았을 때 

‘여자다’ 남자를 보았을 때 ‘남자다’ 하는 것을 말한다. 

‘속성(anubyañjana)’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여자를 보았을 때 눈, 코, 입  등 세세하게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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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상(細象)’이라고도 한다. 감각기관을 단속 하지 못하여 

사물의 인상과 표상의 유혹에 사로 잡혔을 때 마음을 빼앗긴 것과 다름 

없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며 탐욕의 절정에서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 

하였다면 아마 ‘축생’으로 태어나기 쉬울 것이다. 세상도표에 따르면 

축생으로 형성될 조건을 보면 ‘우치(愚癡)’와 ‘탐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냄의 절정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는 ‘아수라’에 

태어나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경우 형성조건은 ‘잔인, 살해’이다. 

누군가를 살해하여 그 ‘인상(nimitta, 표상)’이 항상 남아 있을 때 

순간적으로 죽은 다면 지옥에 화생할 것이다.  
  
경에 따르면 “그 순간에 죽는다면(tasmiṃ ce samaye kālaṃ 

kareyya)”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임종순간을 말한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임종순간에는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태어날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결의 

마음(재생연결식)이 일어날 것이다.  
  
알아차림을 유지 하지 못하였을 때 인상이나 속성에 마음이 사로 잡혀 

있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축생(nirayaṃ vā tiracchānayoniṃ 

vā)”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유지 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이 왜 매순간 마다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다.  
  
항상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는 이유 
  
젊어서 출가하여 청정한 삶을 살아 갈 때 어느 순간 죽음이 덥쳤다면 

선처에 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젊어서 출가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다. 젊어서 마음껏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난 다음 나이 들어 출가할 

수도 있지만 그 때 가 보아야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항상 청정한 마음을 

내는 수밖에 없다.   
  
  
Upanīyati jīvitamappamāyu  
jarūpanītassa na santi tāṇā 
Etaṃ bhayaṃ maraṇe pekkhamāno  
lokāmisaṃ pajahe santipekkhoti. 



178 

 

  
[세존]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으니,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속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S1:3) 
  
  
Accenti kālā tarayanti rattiyo  
vayoguṇā anupubbaṃ jahanti, 

Etaṃ bhayaṃ maraṇe pekkhamāno  
lokāmisaṃ pajahe santipekkhoti. 
  
[세존]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속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S1.4) 
  
  
  
  
2014-12-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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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의 흉보다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부터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꽃도 향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 없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지적 하기 이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Na paresaṃ vilomāni,   나 빠레상 윌로마니 
na paresaṃ katākataṃ,  나 빠레상 까따까땅 
Attano va avekkheyya   앗따노 와 아웩케이야 
katāni akatāni ca.   까따니 아까따니 짜. 
(Dhp50) 
  
  
남들의 모순과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펴 보라. 
(Dhp50, 전재성님역) 
  
  
他人の過失を見るなかれ。 
他人のしたこととしなかったことを見るな。 

ただ自分のしたことと 
しなかったことだけを見よ。 
(Dhp50, 中村元역)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Dhp50, 법정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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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務觀彼 불무관피 
作與不作 작여부작 
常自省身 상자성신 
知正不正 지정부정 
(Dhp50, 한역)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자기의 허물과 
게으름만 살펴라. 
(Dhp50, 거해스님역) 
  
  
Focus, 
not on the rudenesses of others, 
not on what they've done 
 or left undone, 
but on what you 
have & haven't done 
 yourself. 
(Dhp50, Thanissaro Bhik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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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의 요지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이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는지 돌아 보라는 말이다.  
  
흉보기 좋아 하는 사람은 
  
첫번째 구절에서 ‘남들의 모순’이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주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모순된, 귀에 거슬리는 말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된다.(DhpA.I.379)”라고 설명 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지적하며 잔소리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잔소리를 들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에게 간섭을 

하려 하거나 남이 간섭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게송에 따르면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지 말고”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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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간섭하기 좋아 하는 사람, 쓸데 없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paresaṃ katākataṃ : DhpA.I.379 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러이러한 재가의 남자신도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기쁨도 없다. 그의 집에는 탁발자를 위해 

국자로 퍼줄 음식도 없고 정규적인 공양도 없다. 그는 옷이나 필수품을 

보시 하지도 않는다.’ 또는 ‘이러이러한 수행승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기쁨도 없다. 그는 설법자, 친교사, 방문자에 대하여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두타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상수행에도 

전념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구경 664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간섭하기 좋아 하는 사람의 유형이 나와 있다. 마치 

참새들이 재잘재잘 하듯이 여럿이 뒤에서 흉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흉을 보기 시작하면 흉만 보이게 끔 되어 있다. 지나가는 

수행승이 있다면 또한 이러쿵 저러쿵 말하거나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수행자들은 일반인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수행자의 허물이 커 보이는 이유 
  
수행자들이 일반인들과 가까이 하여 좋을 것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은 

수행자에 대하여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석에서와 같이 

사람들은 수행자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마치 ‘두타행자’처럼 인식할 수 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두타행은 특별한 수행에 속한다. 누구나 두타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사람들은 수행자를 보았을 때 매우 

청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본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 

보지 못할 것을 보았을 때이다.  
  
스님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 순간에 스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스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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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이러 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님의 막행막식을 

보았을 때 우리와 다름 없는 똑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수행자에게 수행자상을 기대하는 것은 수행자의 삶의 방식이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허물이라도 수행자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초기경에서는 “때묻지 않은 사람, 언제나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네. (S9:14)”라 하였다. 예를 들어  술마시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청정한 삶을 살기로 약속한 수행자에게는 

매우 커다란 허물로 보인다.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남의 허물을 지적 하는 것에 대하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도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그래서 남의 말 하기 이전에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절이 “오로지 자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펴 보라.(Dhp50)”이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Attano va avekkheyya katāni akatāni ca: DhpA.I.379 에 따르면, 

승단으로 출가한 사람은 항상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낮과 밤을 

보낼 것인가’라고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출가한 자는 자신이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새긴 뒤에 명상수행에 필요한 

실천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법구경 665 번 각주, 전재성님) 
  
  
게송에서 “살펴 보라(avekkhati)”라 하였다. 이는 ‘무상, 고, 

무아’로 설명된다. 그래서 ‘한 것(kata)’과 ‘하지 않은 

것(akatā)’에 대하여 ‘살펴 보라(avekkhati)’고 하였는데, 이는 

주석에 따르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새긴 뒤에 명상수행에 필요한 실천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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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에 걸쳐서  
  
주석에서 ‘한 것(kata)’과 ‘하지 않은 것(akatā)’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 볼 수 있고,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성찰하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윳따니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물질이 무상한 것인데, 하물며 현재의 

물질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과거의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미래의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현재의 물질에서 싫어하여 떠나고,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수행한다.” 
  
(과거-미래-현재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22.9, 전재성님역) 
  
  
오온 중에서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물질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현재 내 

몸을 보고 있지만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보는 순간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온 중에 느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오온 중에 느낌은 매 순간 변한다.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접촉이 일어 

났을 때 필연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온 중에 느낌을 관찰하면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삼세에 걸쳐서 무상하게 변한다고 하였다. 과거의 

느낌도 무상하였고, 미래의 느낌도 무상 할 것이고, 현재의 느낌 역시 

느끼는 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무아인가?  
  
오온에 대하여 무상만 성찰하는 것이 아니다. 고와 무아도 성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의 물질이 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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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와 “과거와 미래의 물질이 무아인데..”라고 성찰하는 

것이다. 초기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무상한 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5, 전재성님역)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괴로운 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6, 전재성님역)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 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7, 전재성님역) 
  
  
세 개의 경을 비교해 보면 특징이 있다. ‘무상한 것의 경’에서는 

무상, 고, 무아가 모두 표현 되어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의 

경’에서는 오로지 무아만 표현 되어 있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세 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 가는 문구가 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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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달라 붙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이 가장 강조 하고 싶어 하였던 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있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도 
  
부처님은 오온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물질을 예로 든다면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물질은 괴로운 

것이다” “물질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런데 물질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연기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연기법에 따라 물질 등 오온이 발생하고, 모든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iti imasmiṃ sati idaṃ hoti,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若有此卽有彼若生此卽生彼)”라 하였다. 이는 십이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Avijjāpaccayā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라고 설명된다. 

여기서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라 하였을 때 

“Saṅkhāra(인)+paccayā(연)+ viññāṇaṃ(과)”가 된다.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라 하였을 때 형성도 무상하고 

조건도 무상하고 의식도 무상한 것이다. 이는 괴로움과 무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무상한 것이다.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에 의해 

생겨나는 물질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22.18) 
  
“수행승들이여,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괴로운 것이다.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에 의해 

생겨나는 물질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S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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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물질(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에 의해 생겨나는 물질이 어찌 실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S22.20) 
  
  
오온은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과거, 미래도 

무상한 것이다. 오온은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오온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삼세에 걸쳐서 무상한 것이고, 

원인과 조건과 결과도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오온은 무상할 뿐만 

아니라 괴로운 것이고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 비고 
과거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미래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현재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과거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고 
미래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현재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과거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무아 
미래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현재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원인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조건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결과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원인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고 
조건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결과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원인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무아 
조건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결과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실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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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이 삼세도 무상, 고, 무아이고, 오온이 원인도 조건도 결과도 무상, 

고, 무아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청정의 길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Sabbe saṅkhārā aniccā” ti,    
yadā paññāya passati,    
Atha nibbindati dukkhe ~    
esa maggo visuddhiyā.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Dhp277) 
  
  
“Sabbe saṅkhārā dukkhā” ti,   
yadā paññāya passati,    
Atha nibbindati dukkhe ~    
esa maggo visuddhiyā.    
  
‘일체의 형성된 것은 괴롭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Dhp278) 
  
  
“Sabbe dhammā anattā” ti,   
yadā paññāya passati,    
Atha nibbindati dukkhe ~    
esa maggo visuddhiyā.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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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Dhp279) 
  
  
  
남의 흉을 보기 전에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 남의 모순과 잘못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모순된 행동이나 귀에 

거슬리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심이 없어 보시를 적게 한다”든지 “그 수행승은 할 일을 다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명상주제를 놓치지 말고 항상 알아차려 현상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음을 성찰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런 행위가 출가자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다.  
  
남의 일에 지나친 관여는 자칫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을 듣기 쉽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도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그래서 남의 흉을 보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 보아야 함을 말한다.  
  
  
남들의 모순과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펴 보라. (Dhp50) 
  
  
  
2014-12-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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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자 
  
  
  
향내 나는 사람이 되려면 
  
요즘 TV 를 보면 먹거리 프로를 많이 볼 수 있다. 마치 사진처럼 

고화질의 화면으로 제공되는 먹거리를 보면 침이 꼴깍 넘어 갈 정도로 

자극적이다. 그러나 눈으로만 볼 뿐 맛을 볼 수 없다.  
  
아무리 아름 다운 꽃도 향내가 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으로 되기 힘들다. 향내 

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게송이 있다. 
  
  
Yathāpi ruciraṃ pupphaṃ    야타삐 루찌랑 뿝팡 
vaṇṇavantaṃ agandhakaṃ,    완나완땅 아간다깡 
Evaṃ subhāsitā vācā   에왕 수바시따 와짜 
aphalā hoti akubbato.  아팔라 호띠 아꿉바또. 
  
Yathāpi ruciraṃ pupphaṃ    야타삐 루찌랑 뿝팡 
vaṇṇavantaṃ sagandhakaṃ,   완나완땅 사간다깡 
Evaṃ subhāsitā vācā   에왕 수바시따 와짜 
saphalā hoti pakubbato.  사팔라 호띠 꿉바또. 
  
(Dhp51-52) 
  
  
어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도 
향기가 없듯 
말이 잘 설해져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어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있듯 
말이 잘 설해져 실천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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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51-52, 전재성님역) 
  
  
うるわしく、あでやかに咲く花でも、 
香りの無いものがあるように、 
善く説かれたことばでも、 
それを実行しない人には実りがない。 

 
 
うるわしく、あでやかに咲く花で、 
しかも香りのあるものがあるように、 
善く説かれたことばも、 
それを実行する人には、実りがある。 

 
 
(Dhp51-52,中村元역)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Dhp51-52, 법정스님역) 
  
  
如可意華 여가의화 
色好無香 색호무향 
工語如是 공어여시 
不行無得 불행무득 
  
如可意華 여가의화 
色美且香 색미차향 
工語有行 공어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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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得其福 필득기복 
  
(Dhp51-52, 한역) 
  
  
빛깔이 곱지만 향기 없는 꽃이 
아름다우나 이익을 주지 못하듯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도 
실천 수행치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아름답고 향기도 많은 꽃이 
유익함을 주듯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를 
실천 수행하면 많은 이익이 있다. 
  
(Dhp51-52, 거해스님역) 
  
  
Just like a blossom, 
bright colored 
 but scentless: 
a well-spoken word 
 is fruitless 
when not carried out. 
  
Just like a blossom, 
bright colored 
 & full of scent: 
a well-spoken word 
 is fruitful 
when well carried out. 
  
(Dhp51-52, Thanissaro Bhikkhu) 
  
  
향기가 없는 꽃 
  
어떤 꽃은 보기에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향기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도 향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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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에는 빠리밧다까(paribhaddaka), 기리깐나까(girikaṇṇaka), 
자야쑤마나(jayasumana)가 있다. (DhpA.I.383)”이라 되어 있다.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의 꽃이름이라 볼 수 있다. 또 법구경을 주석한 5 세기 

붓다고사가 살았던 스리랑카에서 꽃이름이라 볼 수 있다. 
  
모습은 아름답지만 향내가 없는 꽃, 빠리밧다까, 기리깐나까, 

자야쑤마나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빠알리사전 PCED194 로 검색해 보았다. 세 가지 꽃중에서 

자야수마나(jayasumana)가 검색되었다.  
  
자야수마나(jayasumana)와 차이나로즈(China-rose) 
  
자야수마나에 대한 설명을 보니 ‘[nt.] the red China-rose’라 되어 

있다. ‘붉은 중국장미’라는 뜻이다. 구글에서 ‘jayasumana’를 

키워드로 검색하니 “It is the colour of the jayasumana flower 

(DA.ii.482)”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나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자야수마나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영어명이 ‘the red China-rose’라 

하는데 이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 China-rose 는 ‘Rosa 

chinensis’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위키백과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Rosa chinensis (Chinese name:月季, pinyin: yueji), known commonly 

as the China Rose, is a member of the genus Rosa native to 
Southwest China in Guizhou, Hubei, and Sichuan Provinces. 
It is a shrub growing to 1–2 m tall. The leaves are pinnate, have 

3-5 leaflets, each leaflet 2.5–6 cm long and 1–3 cm broad. In the 

wild species (sometimes listed as Rosa chinensis var. spontanea), 
the flowers have five pink to red petals. The fruit is a red hip 1–

2 cm diameter. 
  
(Rosa chinensis,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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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chinensis 
  

  
위키백과에 따르면 차이나로즈는 한자어로 ‘월이(月季)’라 한다. 

일반적으로 ‘차이나로즈’로 알려져 있고, 장미의 일종이다. 원산지는 

중국남서부로서 귀주성, 호북성, 사천성지방이다.  
  
PCED194 에 따르면 jayasumana 가 Rosa chinensis 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5세기 붓다고사가 언급한 꽃과 지금의 중국원산의 ‘월이’와는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월이에 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석에서 향기가 없는 꽃으로 알려진 자야수마나가 장미와 

유사한 꽃이라는 것은 확인 되었다.  
  
모란꽃에 향기가 없다고 하지만 
  
향기 없는 꽃도 있을까? 만일 향기가 없다면 벌과 나비가 날아 오지 

않아 수분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도 맺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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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한다. 이는 선덕여왕의 일화가 잘 말해 

준다.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이 그려진 그림을 꽃씨와 함께 

보냈다고 한다. 선덕여왕은 이 꽃그림을 보고서 “이 꽃에는 향기가 

없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란에는 정말 향기가 없는 것일까? 모란에는 향기가 있다. 

모란 뿐만 아니라 화려한 대부분의 꽃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한다. 다만 

향기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  
  
아름답지만 향기가 나지 않는 꽃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 있다. 아름답지만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은 

‘조화(造花)’이다. 조화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아름답지만 향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모여 들지 않는다. 

당연히 열매도 맺지 않는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다. 그러나 향기가 없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아 열매가 맺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 설해진 가르침이라도 

실천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 잘 설해져도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dhp51)”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vaṃ subhāsitā vācā aphalā hoti akubbato: DhpA.I.384 에 따르면, 

여기서 잘 설해진 것은 삼장에 포함된 부처님의 말씀을 뜻한다. 향기 

없는 꽃의 향기가 그것을 두른 몸에 퍼지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잘 설해진 말이라도 그것과 관련하여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올바로 

다루지 않는 자는 배움과 자애와 여법한 삶의 향기를 퍼뜨릴 수 없다. 

그러한 자에게는 열매가 없다. 
  
(법구경 668 번 각주, 전재성님) 
  
  
게송을 보면 “말이 잘 설해져도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dhp51)”라 하였다. 이 구절은 크게 말(vācā), 실천(pakubbati), 

열매(phalā)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이는 꽃, 향기, 열매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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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실천’이다. 이는 꽃의 향기로 비유 된다.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으면 벌이나 나비가 날아 오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아무리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실려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꽃의 향기를 실천에 비유하였다. 
  
감관이 맑은 사람 
  
법문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절에 10 년, 20 년, 

30 년, 평생을 다녀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향내가 나지 않는다. 절에 오래 

다니면 아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상만 강화 되어 아상이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법문을 듣고 작은 것이나마 실천하는 자가 있다. 절에 비록 다닌지 얼마 

되지 않고 많이 알지 못하지만 가르침을 실천하려 할 때 아름답게 

보인다. 대체로 오계를 지키고 자애와 연민으로 이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초기경에 따르면 ‘계의 

향기’라 하였다.   
  
그런데 계향은 바람을 거슬러 간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향기가 좋은 

라일락도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계향은 바람을 거슬러 사방, 

십방으로 퍼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향내가 천상에까지 진동한다고 

하였다. 그런 과보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자 
  
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 주려고 이타적 

행위를 하는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만 있어도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 같다. 왜 

그럴까? 향내가 나기 때문이다. 마치 아름다운 꽃에서 향내가 나면 

기분이 좋아 지는 것처럼, 감관이 맑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 지는 것 같다.  
  
향내가 나면 벌과 나비가 오게 되어 있다. 벌과 나비가 오면 수분을 

시켜 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향기가 나면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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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부터 닦자, 
그럼으로써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남들에게도 이익이 미칠 것이다.” 
  
  
  
  
2014-12-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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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짧은 쾌락 긴 고통, 불사음계에 대하여 
  
  
  
‘착하게 살자’ 하지만 
  
착하게만 산다고 하여 다 좋은 것일까? 착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불교에 대하여 하나의 게송으로 표현 한다면 

‘칠불통계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게송과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백거이가 도림선사를 찾아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도림선사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이라 하였다. 그러자 

백거이는 “ ‘모든 죄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dhp183)’라는 말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말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한다. 그러자 선사는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으나 여든 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게송은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라 한다. 
  
세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이 “착하게 살자”이다. 그러나 번역을 

보면 ‘착하고 건전한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은 ‘꾸살라’를 번역한 

것이다. 단지 착하게 사는 것 보다 더 수승한 삶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말한다. 법구경에 꾸살라와 관련하여 또 

다른 게송이 있다.  
  
  
Yathāpi puppharāsimhā  야타삐 뿝파라시마 
Kayirā mālāguṇe bahū  까이라 말라구네 바후 
evaṃ jātena maccena  에왕 자떼나 맛쩨나 
kattabbaṃ kusalaṃ bahuṃ  깟땁방 꾸살랑 바훙. 
(Dhp53) 
  
  
꽃들의 더미에서 많고 다양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많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이룰 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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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53, 전재성님역) 
  
  
うず高い花を集めて 
多くの華鬘（はなかざり）をつくるように、 
人として生まれまた死ぬべきであるならば、 
多くの善いことをなせ。 

(Dhp53, 中村元역) 
  
  
쌓아 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Dhp53, 법정스님역) 
  
  
多集衆妙華 다집중묘화 
結鬘爲步瑤 결만위보요 
有情積善根 유정적선근 
後世轉殊勝 후세전수승 
(Dhp53, 한역)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듯, 
사람은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Dhp53. 거해스님역) 
  
  
Just as from a heap of flowers 
many garland strands can be made, 
 even so 
one born & mortal 
 should do 
 — with what's born & is mortal — 
 many a skillful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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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53, Thanissaro Bhikkhu 역) 
  

  
  

 
  
  
꾸살라(kusala), 착하고 건전한 행위 
  
첫 번째 구절에 puppharāsimhā 라는 말이 있다. 이는 ‘a heap of 

flowers’의 뜻이다. puppharāsi 는 ‘puppha(flower) +rāsi(a heap)’의 

의미이다. 꽃다발을 만들기 위하여 꽃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말한다. 

꽃집에서 화환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꽃이 종류별로 쌓여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여러 종류의 꽃 더미에서 꽃대를 

한쪽으로 처리해서 여러 다양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다.(DhpA.I.419)”라고 설명되어 있다. 
  
유능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는 꽃이 있어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꽃더미가 있어도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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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고, 원석도 가공해야 

보물이 될 수 있듯이 아무리 가르침이 잘 설해져 있어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많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 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vaṃ jātena maccena kattabbaṃ kusalaṃ bahuṃ: DhpA.I.419-420 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존재에 의해서 

많은 착하고 건전한 일이 행해져야 한다. 죽기 쉽기 때문에 많은 착하고 

건전한 일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꽃다발은 많은 양의 꽃을 말한다. 꽃다발을 만드는 자는 유능한 

장인이다. 그는 아직 그것들을 많은 꽃다발을 만들지 않았다. 유능하지 

않은 장인은 꽃 더미가 많던지 적든지 성공할 수가 없다. 꽃더미의 양이 

많을 때, 영리하고 유능한 장인이라면, 많은 다양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적고 재산이 많다면, 많은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도 크고 재산도 많다면, 많은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으로 비싸카(Visakha)를 들 수 있다. 

그녀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유가 설해진 것이다. 
  
(법구경 674 번 각주, 전재성님) 
  
  
여기서 ‘착하고 건전한 일’은 ‘꾸살라(kusala)’를 번역한 것이다. 

불교사전에 따르면 kusala 는 ‘kammically wholesome’이라 설명되어 

있다. 또 ‘profitable, salutary, morally good, (skillful)’의 뜻이 

있다. 이는 공덕을 뜻하는 뿐냐 (puñña)보다는 더 수승한 말이다.  
  
뿐냐와 꾸살라 
  
보시 등으로 공덕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한다. 이럴 때 

공덕이라는 말이 ‘뿐냐’이다. 그러나 꾸살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뿐냐와 꾸살라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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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살라와 아꾸살라, 뿐냐와 빠빠는 어떻게 다른가(2012-09-2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뿐냐와 꾸살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부  류 비   고 상태 
뿐냐 

(Puñña) 
공덕행 
(meritorious deeds)  

중생의윤회(samsara)적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약간의 선행을 하는 

것,윤회(samsara)적 

삶 속에서 이해 

윤회의 

감옥 

꾸살라 
(Kusala) 

건전하고 지혜로운 

행동 
(wholesome,skillful)  

부처나 아라한의 전체 

행동, 
깨달은 사람 

빠빠는 없고 심지어 

뿐냐도 없음. 
절대 공덕을 짓지 

않음 

해탈 

  
  
뿐냐의 경우 보시 등 공덕행을 하면 천상에 난다는 것인데 이는 

윤회하는 삶속에서 이해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Kusala 행은 

윤회를 넘어 해탈로 가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꾸살라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전재성님은 꾸살라에 대하여 ‘착하고 건전한 행위’라고 길게 

번역하였다. 나까무라하지메는 ‘善いこと(착한 것)’이라 하였다. 

법정스님은 거해스님은 ‘착한 일’이라 하였다. 한역에서는 

‘善根’이라 하였고, 타닛사로빅쿠는 ‘a skillful thing(능숙한 

일)’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꾸살라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에서는 ‘It is defined in M. 9 as the 10 wholesome courses 

of action (s. kammapatha).’라 되어 있다. 맛지마니까야 9 번 경에서 

열가지로 정의 되어 있다는 뜻이다. 맛지마니까야 올바른 견해의 

경(M9)에 꾸살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Katamañcāvuso kusalaṃ ?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kusalaṃ, adinnādānā 

veramaṇī kusalaṃ, kāmesu micchācārā veramaṇī kusalaṃ, musāvādā 

veramaṇī kusalaṃ, pisuṇāvācā veramaṇī kusalaṃ, pharusāvācā 

veramaṇī kusalaṃ, samphappalāpā veramaṇī kusalaṃ, anabhijj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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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alaṃ, abyāpādo kusalaṃ, sammādiṭṭhi kusalaṃ, idaṃ vuccatāvuso 

kusalaṃ. 
  
[싸리뿟따]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입니까? 벗들이여, 
1)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2)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3)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4)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5) 이간질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6) 욕지거리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7) 꾸며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8) 탐욕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9) 분노가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10) 바른 견해가 착하고 건전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Sammādiṭṭhisutta- 올바른 견해의 경, 맛지마니까야 M9, 전재성님역) 
  
  
내용을 보면 천수경에서 십악행과 반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열 번째이다. 꾸살라행 열 번째를 보면 “바른 

견해가 착하고 건전한 것들입니다(sammādiṭṭhi kusalaṃ)”라 하였다. 

이는 천수경에서 ‘치암중죄금일참회’와 대비된다.  
  
천수경에서 ‘치암중죄금일참회(癡暗重罪今日懺悔)’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단지 “어리석은 중죄를 오늘 참회합니다”라 되어 있다. 여기서 

어리석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는 “삿된 견해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micchādiṭṭhi akusalaṃ)”라고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다.  
  
삿된 견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삿된 견해는 올바른 견해와 반대 되는 것을 말한다.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모두 삿된 견해에 속한다. 

삿된 견해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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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에는 공덕이 없다. 제사의 

공덕도 없다. 공양의 공덕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마음에서 흘연히 

생겨나는 존재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며 스스로 깨달아 

가르치는 올바로 도달된 수행자 성직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장자들이여, 이것들이 정신적으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여, 이와 같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뭇 

삶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M41)” 
  
  
경에 따르면 잘못된 견해는 “보시에는 공덕이 없다”등 으로 인과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멸론적 견해이다. 보시의 공덕이나 

선악의 과보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인생은 ‘원타임’이 될 것이다. 그 

결과 허무주의적 단멸론적 견해로 귀결 된다. 그래서 열 가지 십선행 

중에서 열 번째 항목에 대하여 “삿된 견해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꾸살라행에는 ‘뿌리’가 
  
그런데 경에 따르면 열가지 꾸살라행에는 ‘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리뿟따는 수행승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Katamañcāvuso kusalamūlaṃ ? Alobho kusalamūlaṃ, adoso 

kusalamūlaṃ, amoho kusalamūlaṃ, idaṃ vuccatāvuso kusalamūlaṃ.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입니까? 벗들이여, 

탐욕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이고, 성냄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이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을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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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ādiṭṭhisutta- 올바른 견해의 경, 맛지마니까야 M9, 전재성님역) 
  
  
착하고 건전한 행위(kusala)의 뿌리는 무탐, 무진, 무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akusala)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꾸살라행은 탐진치를 소멸해 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윤회의 과정에서 보시 등으로 공덕을 쌓는 공덕행, 즉 

뿐냐(puñña) 보다 더 수승한 것이 꾸살라임을 알 수 있다. 
  
불음주계에 대하여 
  
공덕행이라 번역되는 뿐냐는 윤회하는 삶속에서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착하고 건전한행위라 번역되는 꾸살라는 윤회하는 삶을 끝내기 

위한 해탈을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열 가지 착하고 

건전한행위인 십선행과 오계를 비교해 보면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음주’에 대한 것이다.  
  
오계에서는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에 취하는 것을 삼갑니다.”라는 

불음주계가 있다. 그러나 십선행에서는 불음주에 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음주를 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네 가지 계를 어기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십선계에 불음주계가 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출가자는 재가자와 달리 술을 마실 기회도 없고 마실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 하는 것이 왜 오계를 어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뙬까? 이에 대하여 술취한 자와 닭의 비유를 들 수 있다. 
  
어떤 남자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이는 ‘불음주계’를 어긴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집 마당에 돌아 다니는 닭을 보았다. 자신의 닭이 

아님에도 닭이 닭고기로 보여 그 자리에서 잡아 먹고 말았다. 이것으로 

‘불살생계’를 어겼다. 닭을 잡아 먹고 포만감에 누워 있는데 이웃집 

여인이 나타나서 “혹시 우리집 닭을 보지 않았나요?”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술취한 자는 “아니요,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불망어죄’를 어겼다. 그런데 술취한 

자는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웃집 여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말았다. 이로서 ‘불사음계’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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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재가 불자가 대낮부터 취하도록 마신 결과 오계를 모두 어겼다. 

이는 술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재가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계를 

준수해야 하는데 반드시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에 취하는 것을 

삼갑니다.”라는 불음주계가 들어 갔다고 보여진다. 
  
재가자의 오계와 출가자의 십선계 
  
십선행에서는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에 취하는 것을 삼간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신 열 가지로 확장되어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뿐만 아니라 이간질, 욕지거리, 꾸며 대는 것, 탐욕, 분노, 

사견이 추가 되어 있다. 특히 탐욕과 분노를 삼가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탐진치를 소멸하는 삶을 말한다. 다름 아닌 출세간의 

삶의 방식이다. 탐진치를 소멸로 해탈하여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십선행, 즉 꾸살라행은 탐진치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의 삶의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오계를 준수하며 보시 등으로 

공덕행을 함에 따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회하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다음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항   목 십선계 오계 
1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 
있음 있음 

2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것 
있음 있음 

3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것 
있음 있음 

4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는 

것 
있음 있음 

5 이간질하는 것을 삼가는 것 있음 - 
6 욕지거리하는 것을 삼가는 것 있음 - 
7 꾸며대는 것을 삼가는 것 있음 - 
8 탐욕이 없는 것 있음 - 
9 분노가 없는 것 있음 - 
10 바른 견해 있음 - 
11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에 

취하는 것을 삼가는 것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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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재가 주로 출가자 주로 재가자 
  출세간/세간 주로 출세간의 삶 주로 세간의 

삶 
  꾸살라행/공덕행 해탈을 

지향하는착하고 

건전하고 

지혜로운 행위 

천상을 

지향하는 
공덕행 

  해탈/윤회 해탈을 지향하는 

삶 
윤회하는 삶 

  
  

이와 같은 분류방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다. 십선계에 불음주계가 

없다고 하여 술을 마셔도 된다거나 오계에 욕지거리 하는 것이 없다고 

하여 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이다. 다만 공덕행과 

꾸살라행을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나눈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불자가 되려는 재가신자에게 “마하나마여, 재가신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지 말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있는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자는 계행을 갖춥니다. (S55.37)”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오계준수가 주로 재가자에 해당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계는 재가자뿐만 아니라 출가자 모두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출가자에게 특히 적용되는 것이 열 가지 착하고 건전한 행위이다. 

살라마을의 바라문장자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신 고따마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뭇 삶들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까? 세존이신 고따마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뭇 삶들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까? (M41)”라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촌장이여, 이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라 하여 법문 하였는데, 이는 

열가지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대한 법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계는 

윤회하는 삶속에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공덕행을 하는 

재가불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행위의 두려움과 윤회의 두려움을 알아 출가한 출가제자 들에게는 

해탈과 열반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출세간적 삶의 방식인 십선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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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셨다. 십선행에는 오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소멸에 대한 것이 실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 한다고 해서 출가와 재가의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재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기에 따라 차제설법을 한 것이다.  

  

불사음계에 대하여 

  

오계와 십선행에서 공통적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이다. 이 중 불사음이 있다. 맛지마니까야 살라 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에 따르면 불사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Kāmesu micchācārī kho pana hoti, yā tā māturakkhitā piturakkhitā 

mātāpiturakkhitā5 bhāturakkhitā bhaginirakkhitā ñātirakkhitā 

gottarakkhitā dhammarakkhitā6 sassāmikā saparidaṇḍā, antamaso 
mālāguṇaparikkhittāpi, tathārūpāsu cārittaṃ āpajjitā hoti. Evaṃ 

kho gahapatayo tividhaṃ kāyena adhammacariyā visamacariyā hoti.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떠나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삼갑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고, 형제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자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미 혼인했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약혼의 표시로 꽃다발을 썼거나 한 

여인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Sāleyyakasutta-쌀라 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41, 

전재성님역) 

  

  

신체적으로 짓는 잘못된 행위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중 세 번째 항 불사음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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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음계와 관련하여 메일을 받았는데 

  

불사음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다.  

  

  

사랑을 나눔에 있어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부모형제자매와 친족의 

보호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약혼녀와 관계한다는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일수도 있으나 그 주해의 내용에서 

보호받는 것이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호를 받고 남의 여자를 범하는 불륜에 대한 것이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B 법우님) 

  

  

음행을 했을 때 누군가의 원한을 사게 되는 음행을 하지 말라는,  즉 

사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음행을 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즉 누구의 

원한을 사지 않는 정당한 음행은 된다는 뜻으로만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사음 '삿된 음행'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 이러한 뜻에는 

변태적인 성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방법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S 법우님) 

  

  

맛지마니까야 쌀라 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M41)에서는 음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다. 재가자라면 자신의 아내 이외의 

여인과 관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경을 보면 보호를 받는 

여인과 관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도 되는 것일까? 또 경에서 여인만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도 되는 것일 것일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경에서 ‘법의 보호를 받거나(saparidaṇḍā)’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 되어 있다. 

  

  

saparidaṇḍā: MN.III.330 에 따르면, ‘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에게 가는 자에게 이 같은 처벌이 있다.’고 이와 같이 마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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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거리에 관련하여 처벌이 설정된 것을 ‘법의 보호를 받는 

자(saparidaṇḍā)’라고 한다. 

  

(맛지마니까야 725 번 각주, 전재성님) 

  

  

경에서는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어머니의 보호 등 열 

가지가 열거 되어 있다. 열 가지 보호를 받는 여인에 대하여 삿된 

행위를 하면 잘못이라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Dhp246)”에 대하여 “자신의 

뿌리를 파낸다.(Dhp247)”라 하였다.  여기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보호자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자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DhpA.III.356)”라 되어 있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열 가지 보호 받는 여인이 열거 되어 있다. 이는 

부모 또는법으로 보호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법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보호 받지 못하는 매춘부라 하여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색에 미치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보호 받는 여인에 대하여 잘못된 행위를 하였을 때 자신의 ‘뿌리를 

파낸다’라 하였는데, 이는 파멸을 뜻한다. 또 법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매춘부와의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역시 파멸에 이를 것이라 하였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 잘 표현 되어 있다.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있어,  

버는 것 마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stn106)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stn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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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띰바루 열매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stn110)  

  

  

 여색에 미친다는 것은 여자에게 매혹되어 가진 것을 모두 주고 점점 

여자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주석에서는 매춘부나 남의 아내와 

놀아 나는 자에 대하여 ‘똥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은 과보를 받을 

것이라 하였다. 또 “어느 간통자가 업보가 성숙하여 오랜 세월, 오랜 

백년의 세월, 오랜 천년의 세월, 오랜 십만년의 세월을 지옥에 떨어져 

그 업의 남은 과보에 의해 이처럼 스스로 초래한 자기 자신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처럼 매춘부를 찾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에 대하여 파멸의 문으로 들어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돈이 많은 노인이 있다. 그 노인은 애욕이 많아 젊은 첩을 두었다. 

그러나 첩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 더구나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될까? 아마 질투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색에 미친자, 남의 아내를 넘보는 자, 젊은 처로 

인하여 질투하는 자 모두 파멸할 것이라 하였다.   

  

짧은 쾌락 긴 고통 

  

이 세상에 법으로 보호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보호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오는 쾌락은 어떤 것일까?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죄악을 얻어 나쁜 곳에 떨어진다. 

두려워하는 남자가 겁에 질린 여자에게 얻는 쾌락은 적다. 

왕 또한 무거운 벌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지니. (Dhp310) 

  

  

게송에서 두 번째 구절 “두려워하는 남자가 겁에 질린 여자에게 얻는 

쾌락은 적다”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남자가 두려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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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남자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여자로부터 얻는 쾌락은 

적다.(DhpA.III.482)”라 하였다.  

  

순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혀 여인의 뒤를 쫒아가 성폭행 하지만 얻는 

쾌락은 적을것이다. 그 대신 긴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매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짧은 순간의 쾌락을 맛 보지만 남는 것은 긴 고통일 것이다. 

마치 ‘연애는 짧고 생활은 길다’라는 말이 있듯이, ‘짧은 쾌락 긴 

고통’인 것이다.   

  

착하고 건전하고 지혜롭게 

  

흔히 ‘착하게 살자’라고 말한다. 초등학생도 아는 말이다. 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 하였을 때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착하고 사는 것 ‘플러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착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꾸살라(kusala)’이다. 

  

꾸살라에 대하여 ‘착하고 건전한 행위’라 번역한다. 이는 열 가지 

선업을 말한다. 신체적으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이고, 

언어적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욕지거리 꾸며대는 것을 삼가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탐욕, 분노, 사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열 가지 행위를 

하면 해탈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은 아니다. 착하게 살되 건전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2014-12-30 

진흙속의연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