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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등의 짐은 무겁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TV에서 

중국 명승지 산을 올라가는 짐꾼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 본 

연탄배달꾼의 등짐을 잊을 수 없다. 1970년대 산동네에 살았을 때이다. 

 

연탄배달꾼은 시커먼 연탄을 20장가량 지고서 산동네 언덕을 오른다. 한

발한발 떼는 것에서 천근만근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속된 말로 '쎄가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짊어진 연탄의 무게에서 실감했다.  

 

연탄배달꾼의 숨소리는 매우 거칠었다. 눈빛은 형형했다. 연탄배달꾼은 

나보다 불과 서너 살 많았던 것 같다. 중학교 때 본 것이다.  

 

산동네의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은 차도 리어커도 들어갈 수 없었다. 오

로지 지게에 의존하여 연탄을 날라야 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탄창고

를 가득 채워 놓아야만 안심이 되었다. 그때 연탄배달꾼의 거친 숨소리

와 형형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의 앞부분이다. 시의 제목은 '내 등에 짐'이다. 어느 

복지단체 액자에서 처음 보았다. 처지가 나와 비슷한 것 같아 공감했다. 

내등에 진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청소년시절 산동네

에 살 때 연탄배달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가슴을 울린 '내등에 짐'은 누가 지었을까? 액자에는 정호승 시인

이라고 되어 있었다. 글을 쓸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역시 정호승 시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2012년 ‘내 등에 짐

이 있기에, 바라경(짐의 경, S22:22)’(2012-11-07)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을 때 정호승 시인이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정호승 시인이 

쓴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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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정호승 시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시인은 시가 자신의 시가 

아니라고 했다. 사연은 이랬다. 

 

 

“진흙속의 연꽃님 귀하 

 

안녕하세요?  

 

시인 정호승입니다.  

 

어제(10월 5일) 연꽃님의 다음 블로그에 게시된 <내 등에 짐이 있기에, 

<바라경>에 대해 게시중단 신청을 했습니다.  

 

좋은 글을 게시해주셔서 제 영혼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게시글 하단에 정호승 이름으로 <내 등에 짐>이라는 제목의 시가 

게시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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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시를 쓰거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2006, 김영사 비채 刊)

에 위 게시글의 내용의 극히 일부분을 누구의 글인지 모른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이름으로 다른 내용의 시와 산문으로 다양하게 첨가 변형돼 

<내 등의 짐> <내 등에 짐> <인생의 짐>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

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내 등에 짐이 없었더라면> <인생 자체가 짐이다> 등으로 인터넷상에 계

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꽃님께서도 당연히 제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인터넷에서 이 

글을 퍼오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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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으로 인터넷에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게시중단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메일은 2021년 4월에 받았다. 시인은 '내등에 짐'이라는 시가 

자신의 시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었다. 시인은 자신의 

산문집에서 작자미상의 시를 소개 했는데 인터넷에 자신의 시인 것처럼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미디어 다음에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글이 차단 되었다.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글이 차단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종종 기독교 단체에

서 신고한다. 대개 이단으로 평가 받는 단체를 말한다. 2020년 코로나 

공포가 시작되었을 때도 그랬다. 차단 당하면 복원신청할 수 있다. 특별

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한 한달이 지나면 원상회복된다.  

 

글이 복원되고 나서 시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그제서야 게시중단을 

요청한 사연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시인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이에 적극 협조했다.  

 

블로그에서 '내 등에 짐'과 관련된 글이 몇 편 있다. 글에서 정호승이라

는 이름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시인은 “진흙 속의 연꽃 님...주신 메

일 잘 받았습니다. 잊지 않고 수정해주시고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세지를 남겼다. 더구나 전화번호까지 남겼다. 

 

하나의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내등에 짐'이라

는 시도 그렇다. 이런 시를 쓰고 싶었다. 영혼을 울리는 시를 쓰고 싶었

다. 그래서일까 처음으로 블로그에 시를 쓰게 되었다. 그때가 2014년도

의 일이다. 

 

나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시인이 되고 싶었다. 일단 써 보기로 

했다. 한번도 시를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시를 잘 쓸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에서 본 게송

을 흉내 내보는 것이다. 네 구절로 된 게송을 참고하여 네 구절로 된 짤

막한 시를 써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 있다. 시는 말

하듯이 써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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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시를 썼다. 마치 시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일 썼다. 걷다가도 

시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스마트폰 메모앱을 쳤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수백편이 되었다. 

 

나는 시인일까? 시를 썼다고 해서 시인이 되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시

인이 아니다. 시인임을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

보다 시인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를 쓰지 않는다. 아니 쓸 필요가 없어졌다. 명백히 한계를 보

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초기경전에 있는 게송의 발끝에

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심오한 게송에 비하면 나의 시

는 아이들이 낙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게송 외우기를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게송형식으로 되어 있다. 읽어보면 놀라운 가르침으로 가득하

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구경을 예로 들 수 있다. 

 

법구경을 읽으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런 이유로 법구경 423게송을 외

우고자 발원 했다. 현재 3품까지 외웠다. 빠알리 원문으로 외운 것이다. 

조만간 4품인 뿝파박가(꽃의 품)을 외울 것이다.  

 

시인이 되고자 했던 것은 한편의 시 때문이었다. 복지단체 액자에 걸려 

있었던 ‘내 등에 짐’을 보고서 나도 저와 같은 시를 쓰고자 했다. 그 

결과 수백편의 시를 썼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경전에 있는 

게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럼에도 과거에 써 놓은 

시를 한권의 책으로 내고자 한다. 시절인연이 된 것이다. 

 

책의 제목을 ‘62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14-15 I’로 정했다. 62번째 책

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쓴 시에 대한 모음이다. 영어 알파벳 'I'는 '나

에게로 떠나는 여행' 시리즈의 첫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시를 포함해서 

수필과 같은 짧은 글에 대한 모음으로 122o의 글이 있다.  

 

이 글은 나의 첫번째 시집에 대한 서문이다. 서문에서 시를 쓰게 된 동

기를 알렸다. 정호승 시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써 놓았다. 그렇다고 시집

을 출간할 생각은 없다. 그 대신 피디에프(PDF)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한다. 블로그 안에 있는 '책만들기' 카테고리에 글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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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으면 된다. 

 

작자미상의 시인은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시인은 “내등에 짐이 없었다

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노래 했다. 그 짐은 

무엇일까?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등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죄인처럼 사는지 모른다. 

 

 

“짐은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이며 

세상의 짐꾼은 사람이니 

짐을 짊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며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안락이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다른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갈애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욕심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네.”(S22.22) 

 

2022-06-14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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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염불도 바꾸어 보자 

96. 108번뇌의 세상에서 

97. 메뚜기로 살 것인가 초인으로 살 것인가 

98. 비갠 후 세상은 아름답다 

99. 관음사계 삼년만에 다시 핀 난꽃 

100.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101.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102. 언제나 그 자리에 

103. 성질대로 살면 

104.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105.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106. 잘못을 지적하는 님 

107.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108. 이 좋은 날에 

109. 그대 목숨을 걸었는가? 

110. 석류열매 주렁주렁 열렸네 

111. 나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12. 끌리는대로 땡기는대로 오욕락으로 

113. 관우가 될 수 있다면 

114. 한통의 메일을 받고 

115. 닮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116. 불타는 단풍을 보면서 찬란한 슬픔을 

117. 삶이 침체 되었을 때 재래시장으로 

118. 못 견디게 가을을 탈 때 

119. 이름 없는 별이 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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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왜 이렇게 밤낮은 빨리 바뀌는지 

121. 오늘밤 까지만 살자 

122. 오늘은 동지날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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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홀로 떠난 산행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되었네. 
  
동행하면 힘들지 않지만 
두 개의 길을 만났을 때 
어떤 길로 가야할까? 
  
모두 다 가는 대로로 가야 할까? 
아니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길없는 길로 가야 할까? 
  
왼쪽길인가 오른쪽길인가? 
동행하지만 결국 
혼자 가는 길이다. 
  
나보다 낫거나  
나와 동등한 자와 함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두 갈래 길에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않는다. 
두 갈래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지 않기에.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자를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홀로 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 
  
  
2014-11-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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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꽃보다 향기 
  
  

 
  
  

  

커다란 행운을  

가져 준다는 

행운목에 꽃이 피었네. 

  

행운은 어디 있을까? 

지금 여기서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이 행운이네. 

  

행운을 가져오는 

행운목에 꽃이 피었네. 

눈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코로는 함께 할 수는 없네. 

  

꽃보다 향기네. 

그대 행운목꽃 향기를 

맡아 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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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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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초 
  
  

 
  
  

비가 내리네. 
봄비가 내리면 
대지를 촉촉히 적셔 
생명의 향연이 시작되네. 
  
비가 내리네. 
가을비가 내리네. 
십일월 마지막 날 
비가 내리네. 
  
봄비는 희망을 주지만 
가을비는 절망을 주네. 
  
간신히  
매달려 있던 이파리가  
세찬 비바람에  
맥없이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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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 속에서도 
꽃은 핀다 하였네. 
아무리 가혹한  
운명이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네. 
  
추락의 계절에서 
희망을 보았네. 
발아래에서  
생명을 보았네. 
낙엽이 지건 말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잡초라네. 
밟히고 짓밟혀도  
일어나는 잡초라네. 
  
십일월의 마지막 날, 
비비람 부는 날, 
우울하고 울적한 날, 
우요일에 
희망을 보았네. 
잡초에서 생명을 보았네. 
잡초에서 희망을 보았네. 
  

     
2014-11-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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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상 
  
  

 
  

계절은 늘 극적이네. 
고개를 돌려보니  
비바람 칼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남았네. 
성하의 그 늠늠하던 
자태는 어디로 갔는가? 
  
사람도 늘 변해가네. 
무심코 들여다 보니 
친구의 모습에서  
세월을 보았네. 
친구의 빛나던 젊음은  
어디로 갔는가? 
  
청춘은 우리를 버렸네. 
중년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노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자연은 언제나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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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극적으로 변하네. 
세월은 무상하여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가만 두지 않네. 
  
젊어서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청정한 삶도 살지 않은 늙은이가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옛날을 회상하며 누워있네. 
마치 물마른 호수에  
날개 부러진 백로처럼. 
  
  
2014-12-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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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잣돈 
  
  

 
  

외로운 죽음 고독사 
버려진 죽음 고독사 
행복한 죽음 안락사 
준비된 죽음 안락사 
  
임종순간이 다가오면 
눈도 뜨기 힘들다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새끼손가락 하나 
까닥 할 수 없다네. 
  
저 세상 갈 때 
무엇을 가져 갈까? 
재물인가, 지위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재물도, 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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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네. 
삶의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만 
가져 갈 뿐이네. 
  
악행은 고통스런 길이네. 
공덕행은 안락한 길이네. 
  
홀로 가는 그 길에 
공덕행은 든든한 동반자이네. 
홀로 가는 그 길에 
공덕행은 든든한 노잣돈이네. 
  
  
2014-12-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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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첫 눈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키 높은 나뭇가지에는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난다네. 
  
첫눈이 내리기 전에 
나뭇가지에는 간신히 
매달려 있는 몇 개의  
이파리 뿐이네. 
  
계절은 항상 바뀌어 가네. 
그리고 매번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네 
  
오월의 빛나던 이파리는 
이제 젖은 낙엽이 되었네.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낡은 창틀사이 찬바람에 
잔뜩 움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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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눈이 내렸네. 
가을앓이를 끝내는 눈이네. 
  
밤은 길어지고 
견딜 수 없는 추위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은 오고 만다네. 
밤이 길어질수록  
극적인 반전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 
  
  
2014-12-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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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느 외국 유명인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라네. 
  
우물쭈물하다보니  
영하의 날씨라네. 
첫 추위이다 보니  
차디찬 방바닥에서  
엄청 떨었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재난의 계절이네. 
어서 겨울이 가기만 
바랄 뿐이네. 
  
봄은 저 멀리 있네. 
이제 겨울이 시작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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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것은 없고 갈 길은 머네. 
석양의 나그네 앞길에 해너머 가네. 
석양의 나그네 앞길에 산그늘 지네. 
우물쭈물하다 네 이럴 줄 알았지. 
  
  
2014-12-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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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자리에 있으려고 
  
  

 
  
매번 눈뜨니 아침이네. 
매번 아침을 맞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네.  
  
눈을 감으려 하니  
캄캄한 밤이네. 
매번 잠들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네.  
  
이 자리에 있으려고 
그 많은 날들이 있었던가.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네.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도 
어느 살을 애는 추운날에도 
병으로 고통스런 날에도 
이 자리에 있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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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뜨면 항상 그 자리네.  
눈을 감아도 늘 그 자리네. 
더워도, 추워도, 괴로워도 
그 자리네. 
그 자리에 있으려고 
여기까지 달려 온건가. 
  
수 많은 날들이 있었네.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네. 
다만 지금 여기서 
나의 모습을 볼 뿐이네. 
  
삶은 아득하지만 
지금 여기 있으려고 
여기까지 달려 왔던가. 
  
여기는 괴로운 곳, 
나쁜 곳, 
처참한 곳이네. 

  
  

2014-12-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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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회 
  
  

 
  

  
식장에 갔었네. 
잘 차려 입은 하객들이 
축하의 말을 전하네. 
  
십이월 엄동설한에 
꽃단장한 신부는 
오월의 햇살처럼 화사하네. 
기쁜 날에 기쁨을 보았네. 
  
혼례의 날 여기저기서 
반가운 얼굴을 보았네. 
오랫동안 못 보던 이도 있었네. 
  
식장에 갔었네. 
조락의 계절,  
죽음의 계절에 
그 사람은 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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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주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네. 
슬픈날에 슬픔을 보았네. 
  
수명대로 살다 가면 
호상이라 하네. 
제명대로 살지 못하면 
애상이라 하네. 
  
사랑하는 이와 만나면 
친구보듯이,  
친척만나듯이 기뻐하네.  
떠날 때는 또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네.  
  
저 멀리 떠난 님은 
다시는 오지 않네. 
불러도불러도  
대답없는 님이네. 
꿈속에서조차  
나타나지 않는 님이네. 
  
옹기는 만들 때부터 
부서짐이 예정 되어 있다네. 
맺은 인연도 헤어짐을  
전제로 한 것이네. 
  
오월의 신부도 
나이 어린 상주도 
기억 속의 사람이네.  
  
한번 맺은 인연에 
재회의 시간은 짧고 
이별의 시간은 길다네. 
오늘도 내일도 
해는 떠 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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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간 님은 올 줄 모르네. 
  
  

2014-12-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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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땅콩 
  

 
  
  

주인의 아상이  
하늘을 찌르네. 
주인이 분노하니 
권속들이 얼어 붙네. 
  
주인의 아상이  
하늘을 찌르네. 
주인이 탐욕하니 
빌딩이 자꾸 높아지네. 
  
주인이 “너 내려!”한마디에  
머슴은 말없이 내리네. 
주인이“너 나가!”라 아니하니  
머슴은 가슴을 쓸어 내리네.  
  
머슴의 등에는  
짐이 있기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기에 
말없이 따라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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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맛 본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네. 
하다못해 병장권력도  
권력이라 하네. 
머슴은 가진 것도 없고 
호령할 것도 없네. 
  
주인이 분노할 때 
소주 한잔에  
가슴이 촉촉히 젖네.  
주인이 욕심부릴 때 
담배 한모금에  
가슴이 뻥 뚫리네.  
소주가 친구이고 
담배가 동반자이네. 
담뱃갑이 올라도 
소주값이 올라도 
마찬가지이네.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오르네. 
조망대에서 보니 
저 아래 주인의 빌딩이 
땅콩처럼 작아 보이네. 
빌딩이 높다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네. 
  
주인이 분노하지만 
빌딩을 넘지 못하네. 
주인이 탐욕하지만 
저 앞산을 넘지 못하네. 
  
정상에 올라서 보니 
발아래 세상이 보이네. 
저 앞산이 세상을 품을 듯 
오늘은 더 커 보이네. 
고개를 들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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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크고 넓어 보이네.  
하늘을 쳐다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높고 깊어 보이네. 
  
  
2014-12-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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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대 파멸을 원하거든 
  
  

 
  

누구나 성질이 나면 화를 낸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모두 화를 낼 줄 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기분이 잡친다. 
사장이 분노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권력자가 격노하면 전쟁이 발발한다. 
  
누가 화를 내는가? 
천박한 자가 화를 낸다. 
탐욕과 미움에 가득 찬 자가 화를 낸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거머쥐려 한다. 
그것이 탐욕이다.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밀쳐내려 한다.  
그것이 성냄이다.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으로 살아간다. 
  
탐욕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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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화내는 자는 욕심이 많다. 
자주 분노하는 자는 천박하다. 
성내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친구에게 화를 내면  
절교하게 된다. 
고객에게 화를 내면  
다시는 주문하지 않는다. 
화를 내면 이제까지 쌓은  
인간관계가 모조리 파괴된다. 
화를 내면 이제까지 쌓은  
선업공덕이 모조리 파괴된다. 
  
화내는 이에게 화를 내면  
싸움이 일어난다. 
분노는 항상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그대, 파멸을 원하거든  
마음껏 화를 내시라! 
  
화가 나거든 성현의 말씀을 상기 한다.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 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네.(S7.2)” 

  
  
   2014-12-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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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잔인한 계절 
  
  

 
  
  

  
추우면 “추워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살을 애듯이 추운날, 
이날이 있으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그 좋았던 날들은 어디가고 
참을 수 없는 추위에  
마주하고 있네. 
  
밤은 점점 깊어가네. 
날은 갈수록 추워지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겨울은 잔인한 계절이네. 
  
추위가 절정이네. 
어두운 밤이 절정이네. 
없는 자에게 절망의 계절이지만 
절망속에 희망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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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절정일 때 
어두운 밤이 절정일 때 
천정을 보았네. 
시세분출한 주식처럼 
엑스터시한 그 순간처럼 
이제 내려 갈 일만 남았네. 
  
음에서 양으로 가는 동지가  
이제 몇 일 남지 않았네. 
  
  
  
2014-12-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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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지날 이브 
  
  

 
  
  

일년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라네. 
  
오늘은 동지날 이브. 
밤이 가장 긴 날에는  
황진이 시가 생각나네.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시는 밤 
굽이굽이 펴리라.” 
  
동지날이 기나긴 밤이라 하네. 
황진이야 기나긴 밤을 노래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이 밤이 너무 길다네. 
  
오늘은 동지날 이브네. 
동지날을 작은 설이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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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더 먹는 것 보다 기쁜 것이 있네. 
그것은 해가 길어지는 것이네. 
  
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지는 날, 
그날을 동지라 하지만 
나에게는 설날이네. 
  
동지날을 작은 설날이라 하지만 
나에게는 진정한 설날이네. 
  
지금은 동지날 이브. 
이밤이 지나면  
밝음이 어둠을 이기는 날이네. 
  
  
2014-12-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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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 
대성현의 탄생을 기리는 
전야제의 날이네. 
  
예수는 왜 이땅에 왔을까? 
붓다는 왜 이세상에 출현하였을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제아무리 많아 안다 하여도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네. 
  
도공이 만든 도기가 
언젠가 깨지고 말듯이, 
뭇삶 역시 언젠가 
부서지고 말 운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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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 하네. 
또 부디스트라 하네. 
  
그들은 왜 가르침을 따를까? 
이구동성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 하네.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네. 
“나 이제 그분의 품안에서 
안식처를 얻었네”라고.   
  
  
  
2014-12-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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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잔잔한 행복 
  
  

 
  
  
  

사람들은 무언가  

성취하였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주로 오욕락이지요.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같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해 하고,  

일이 성취되었을 때  

역시 행복해 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에 지나지 않지요.  

  

오래 가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 주었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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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한 후에 일어나는  

잔잔한 행복감은 꽤 오래 갑니다.  

과연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욕락의 추구에 따라 성취된  

거친 행복감은 일시적입니다.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반면 봉사나 보시 등  

남을 도와 주었을 때 느끼는  

잔잔한 행복감은 꽤 오래 갑니다.  

자애와 연민에 바탕을 둔  

마음이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제까지 주로  

받고만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한번도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성취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얌체가 있습니다.  

사랑도 얌체적으로 합니다.  

사랑을 많이 주면  

버릇없어 진다고 하여  

아주 조금만 주는 사람이지요.  

아무리 주어도 주어도 

마르지 않은 것이 자애의 마음인데  

얌체족은 사랑도 좀스럽게 합니다.  

대단히 이기적이지요.  

  

이제까지 얌체같이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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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어떤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일과의 반은 글 쓰는데 보냅니다.  

물론 돈도 안되는 글이지요.  

그런데 종종 감사의 글을 받습니다.  

그때 잔잔한 행복을 느끼지요.  

  

명상음악씨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택배기사에게도 줍니다.  

나중에 물어 보면  

대부분 잘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잔잔한 행복을 느끼지요 

  

최근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씨디를 주었습니다.  

우울할 때, 화가날 때, 실의에 빠졌을 때,  

속상할 때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고맙다는 메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때 잔잔한 행복을 느끼지요 

  

탐욕에 뿌리박은 거친 행복감보다  

자비에 바탕을 둔 잔잔한 행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2014-12-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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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 자네 왔는가 
  
  

 
  
   
언젠가 거리에서 
‘오 자네 왔는가’ 
라는 간판을 보았네.  
참으로 멋진 말이네.  
오랜 친구를 보듯이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말이네.  
  
연말이네.  
올해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네.  
이럴 때 사람들은 모임을 갖는다네.  
요즘은 송년회라 하네.  
  
사람들은 왜 송년회를 할까?  
왜 돈도 안되는 모임을 가질까?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에서  
TV 나 보는 것이 나을 텐데,  
굳이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셔가며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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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네.  
각종 이해 관계로 얽힌 친목회와는 달리  
동창회는 주어 먹을 것이 별로 없다네.  
돈도 안되는 동창모임에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네.  
  
그러나 나가고 싶어도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다네.  
처지 때문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경우를 말하네.  
나도 한 때 그랬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격지심때문에,  
루저가 된 듯하여 피하고만 싶었네.  
나도 그 마음 잘 안다네.  
살아 오면서 좌절과 슬픔  
한번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친구모임은  
잘난 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더구나 성공한 자들의  
사교모임도 아니네.  
이해관계를 떠난  
순수한 모임이네.  
사람들은 돈도 안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모임을 왜 가질까? 
  
얼굴을 보기 위해서이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지 궁금해서이네.  
살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네.  
얼굴만 본다면  
친목모임과 다를 것이 없네.  
건질 것이 없는 모임에  
왜 굳이 가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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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정 때문이네.  
사람도 자꾸 보면 정이 든다네.  
그래서 고은정 미운정 든다고 하네.  
정이 들면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네.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  
부부지간에서는 손익을 따지지 않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놈의 정때문에”이라 하네.  
  
친구도 정이 들면 떼기 힘드네. 
친구와 정을 우정이라 하네.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회사동료나 동업자일뿐이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면 기뻐하듯이, 
옛친구를 만나면 친척보듯이 반가워 하네.  
기쁨으로 맞이하는 친구는  
우정이 있기 때문이네.  
  
부모처럼, 형제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친구라네.  
아낌없는 충고를 주고,  
충고를 귀담아 듣는 자가 친구라네.  
친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위기에 처한 친구를 격려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오늘은 오랜 벗들의 송년모임의 날이네. 
내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나갈 것이네.  
아무리 못나고 별 볼일 없어도  
“오 자네 왔는가” 
라며 반겨줄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네. 
  
  
2014-12-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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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릴없이 엔트로피만 증대시켰네 
  
  
  

 
  
  
  
올해 끝자락이네.  
오늘이 지나면  
새날 새해가 된다네.  
마치 떠밀려 온 듯하네.  
멈추고 싶어도  
지는 해는 막을 수 없네.  
거센물결에 휩쓸려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  
  
지난날을 되돌아 보네.  
늘 그렇듯이 아쉬움이 더 많네.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많았네.  
탐욕으로 성냄으로 살기도 했네.  
결국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네.  
  
돈벌기선수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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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돈벌기에 올인하네.  
그러나 여의치 않네.  
맨 그자리네.  
오히려 돈이 배신하네.  
  
믿을 것이 못되는 돈벌기에  
하루 일과 대부분을 바치네.  
그 결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만 증장시켰네.  
  
시간이 흘러가네.  
한쪽방향으로만 가네.  
그 시간의 끝은  
어디인지 누구나 안다네.  
생명은 질서이네.  
생명이 다하면 질서도 다 하네.   
결국 무질서로 합류하고 마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네.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비가역적인 엔트로피법칙을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네. 
  
세월이 우리를 점차 버리네.  
탐욕으로, 성냄으로,  
해태와 혼침으로,  
후회와 회한으로,  
의심으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더 이상 물러날 날이 없네.  
이대로 떠밀려  
또 한해를 맞게 될 것이네.  
  
이제 하루 남았네.  
지난날에 나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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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여를 했는가?  
지난날 나의 탐욕으로,  
나의 성냄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오염시켜 왔네.  
나의 무지로 인하여 우주에  
엔트로피를 증대시켜왔네.  
  
이날이 지나면  
새날 새해이네.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싶네.  
이 땅을 덜 오염시키고 싶네.  
이 우주에 무질서가  
극대화 되는 것을  
서서히 하고 싶네. 
  
  
2014-12-3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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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좋아함과 싫어함 그리고 중도(中道) 

  
  
  

 
  
  
  
흔히 듣는 말이 있다. 하나는 “나는 성질이 급해서”라는 말이다. 또 

하나는 “한번 좋으면 무척 좋아하고, 한번 싫으면 끔찍하게 싫어 

한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일견 공감하기도 하였다. 선이 굵고 시원시원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만(我慢)’으로 

가득찬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성격이 있다. 그래서 “한성격 하게 생겼다”라고 말한다. 

성격이 급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한성격 하는 이다. 그런 

성격은 자랑이라기 보다  

자신의 단점을 노출시키기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는 자는 천박한 사람이다. 탐욕, 성냄, 질투, 자만 등 부정적 요소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거머쥐려 한다. 반대로 싫은 느낌이 

일어나면 밀쳐내려 한다. 거머쥐려 하면 탐욕이고, 밀쳐내려 하면 

성냄이다. 좋으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여 “좋아 죽겠네”라 하고, 

싫으면 지독하게 싫어하여 “미워 죽겠네”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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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도 좋아하고 싫어함을 극명하게 표출 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한번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느낌이 들면 상대도 하지 않는 타입이다. 

그런 사람에게서 두터운 아상(我相)을 본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상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아상이 더욱 더 강화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상이 

하늘을 찌른다. 요즘 문제 되고 있는 ‘갑질논란’도 아상이 강화 

되어서 일 것이다.  

  

좋아함과 싫어함, 극단적인 사랑과 미움의 감정은 자아를 기반으로 

한다. 자아가 강화 되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라는 

‘팔풍(八風)’에 휘둘리게 된다.  

  

좋아함과 싫어함은 양극단이다. 사랑과 미움의 감정 역시 양극단이다. 

이득과 불익 등 팔풍 또한 양극단이다. 양극단의 특징은 

“죽겠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래서 좋으면 “좋아 죽겠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어 죽겠다”고 말한다. 죽을 정도로 좋아하고 죽을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양극단이다.  

  

양극단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탐욕과 성냄이다. 탐욕은 

거머쥐려 하고 성냄은 밀쳐 내려 하기 때문에 정반대이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양극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중도(中道)’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간길’을 뜻하지는 않는다. 올바른 길, 즉 

‘정도(正道)’를 말한다.  

  

좋아함과 싫어함의 느낌이 일어 날 때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알아차리는 방법 밖에 없다. 좋은 느낌이 일어 났을 때 

단지 “좋네”라고 알아차리면 그 뿐이다. 싫은 느낌이 일어나면 역시 

“아, 나에게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 

뿐이다. 한마디로 “그러려니”하자는 것이다. 

  

바람개비는 바람 부는 대로 방향을 바꾼다. 팔풍으로 사는 자 역시 바람 

부는 대로 산다. 좋아함과 싫어함, 사랑과 미움에 빠져 사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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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는 꽃이 피고나면 시든다. 시든 갈대는 누구도 쳐다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대“나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분명한 사람입니다”라고 말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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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19. 사랑도 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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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님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화 된 것 같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때 사랑은 그들끼리의 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사용될 때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흔히 듣는 대중음악을 보면 ‘사랑타령’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부부간 또는 연인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빠알리어로 ‘삐야(piya)’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자애(慈愛)’를 뜻하는 ‘멧따(metta)’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법구경에 ‘사랑하는 자의 품(Piyavagga)’이 있습니다. 주로 갈애에 

따른 사랑과 미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품에 실려 있는 게송은 1980 년대 유행하였던 노래 ‘사랑도 미움도’의 

모티브가 된 듯 합니다. 유행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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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미움도) 
  
1. 
사랑하는 마음은 갖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괴로워 
아아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아아아 
미움에 뿌리가 되기 쉬우니 
  
2.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걱정 외로움 없을꺼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괴로워 
아아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아아아 
미움에 뿌리가 되기 쉬우니 
(권은경 - 사랑도 미움도 (1986)) 
  
  
이 노래는 법구경의 ‘사랑하는 자의 품’에 실려있는 게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성님번역을 참고하였습니다.  
  
  
1. 
사랑하는 마음은 갖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대중가요) 
  
사랑하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갖지 말라.(dhp210) 
  
2.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괴로워.(대중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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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는 만나지 못함이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않은 자는 만남이 괴로움이다.(dhp210) 
  
3. 
아아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아아아 
미움에 뿌리가 되기 쉬우니.(대중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Dhp211) 
사랑하는 자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사랑하는 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Dhp212) 
  
4.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걱정 외로움 없을꺼야.(2 절, 대중가요) 
  
사랑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어찌 또한 있으랴.(Dhp212) 
  
  
노래와 게송을 비교해 보니 유행가 작사자는 법구경에서 모티브를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갈애에 기반한 사랑과 미움을 노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랑의 품에 실려 있는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은 

전재성님역입니다.  
  
  
사랑하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만나지 못함이 괴로움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만남이 괴로움이다. (Dhp210)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없는 
그 님들에게는 참으로 속박이 없다. (Dh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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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사랑하는 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사랑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Dhp212) 
  
애착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애착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Dhp213) 
  
쾌락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쾌락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쾌락 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Dhp214) 
  
욕망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욕망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욕망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Dhp215) 
  
갈애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갈애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갈애을 여읜 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Dhp216) 
  
계행과 통찰을 갖추고 
가르침에 입각하여 진리를 설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 (Dhp217) 
  
  
초기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 ‘자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 뿐인 외아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듯이 모든 

존재에게 자애의 미음을 내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자들은 갈애에 따른 남녀간의 사랑 또는 기독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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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신의 사랑을 뜻하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 부처님이 자주 말씀 

하신 ‘자애(metta)’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것 입니다. 
  
자애는 우정에서 어원을 갖는 말로서 갈애에 기반한 남녀간의 사랑을 

배제합니다. 또 자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래로는 

지옥중생에서 부터 위로는 천상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뭇삶들에 

대하여 차별 없이 한량한 마음을 내는 보편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2015-01-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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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런 친구 
  
  

 
  
  
  
  
호칭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불자들은 보통 보살님 또는 거사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말이 아마 ‘법우’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뜻이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으로 하여 맺어진 친구라 하여 법우라 합니다. 
  
친구라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친구를 말합니다. 학교친구의 특징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친구가 있습니다. 대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또는 동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해관계로 만난 사이는 이해관계가 청산되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친구는 친구가 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사귄 사람들이나 업체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고 판단 되면 더 이상 관계가 유지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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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타종교의 경우 형제 또는 자매라 합니다. 

가족처럼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인연을 맺으면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교친구와도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불교를 인연으로 해서 만난 사람을 법우라 합니다. 또는 도반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반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진정한 

친구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초기경전에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다.  
2) 서로 대화를 통해 왕래를 해 보아야 알 수 있다. 
3) 재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다. 
4)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S3.11) 
  
  
첫 번째 항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 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함께 생활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함께 생활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래 생활하다 

보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습니다.(S3.11)”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겪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 떠 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재난 등 위기에 닥쳤을 때 행위를 보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가 목숨을 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따지고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질 것이 

있으면 만나고 도움이 안되면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알고 지내는 사람, 즉 지인(知人)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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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성공과 번영을 함께 기뻐해 주고, 친구의 불행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는 친구, 그리고 죽었을 때 관을 매고 

갈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단 한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라 

봅니다. 
  
  
  
2015-01-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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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내와 용기를 주는 영적인 친구 
  
  
  

 
  
  
  
유행가 가사중에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박상철이 

부른 노래로서 노래방 등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연인사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인을 친구로 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부르면 연인이 부르는 것처럼 무조건 달려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돈이고 모두 바쁜 세상에 아무리 친한친구가 

불러도 연인이 부르는 것처럼 튀어 나갈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대중가요에서는 “당신이 나를 불러 준다면 무조건 

달려 갈거야~”라고 노래합니다. 
  
친구가 부르면 무조건 튀어 나가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 볼 수 

있습니다. 일에 한참 열중해 있다가도 사람이 오면 하던 일을 즉각 

중단하고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사람이 찾아 오면 

머뭇거림 없이 즉시 뛰어 나오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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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춘다고 하여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는 밥이야 하루 

한끼 안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탈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찾아 온 

사람은 매번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한번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중가요처럼 “당신이 나를 불러 준다면 무조건 달려 갈거야~”라는 

구절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연인이 부르면 대부분 무조건 달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부르면 머뭇거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친구가 만나자고 하여 

무조건 만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라 하지만 그 중에는 문제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든지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더 이상 친구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에게는 불러도 즉각 달려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초기경전에는 친구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법구경 

‘어리석은 자의 품(Balavagg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습니다.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하리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으니.(dhp61) 
  
  
부처님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를 사귀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자신과 비교하여 못한 자는 사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말씀 

하셨을까요?  
  
자신 보다 더 나은 자와 함께 하면 ‘계-정-혜’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신과 동등한 자와 함께 하면 ‘계-정-혜’가 퇴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못한 자와 함께 하면 ‘계-정-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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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락한다고 합니다. 물론 수행적 측면으로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나보다 못한 자를 무조건 멀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 보다 못한 자를 사귀지는 않지만 다만 ‘연민’의 대상으로 보라고 

합니다. 연민의 대상으로 볼지언정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울 수는 있습니다. ‘계-정-

혜’의 향상을 추구하는 자신은 자신 보다 못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홀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탐욕과 분노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좋아하면 거며 쥐려 하고 싫어 

하면 밀쳐 내려 하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겠지요. 또한 계행이 엉망인 사람도 해당되겠지요. 살생, 거짓말, 

음행 등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에 해당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의 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이 있다면 남의 집 담을 함께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라 하였습니다. 나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삶의 전부라 하였습니다. 물론 수행적 측면이긴 

하지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S3.18)”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친구는 사실상 ‘영혼의 친구’입니다. 부모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충고를 귀담아 들어 주는 친구, 인내와 용기를 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나이와 성별을 떠난 ‘영적친구’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멈추고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반갑게 맞이 

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부르면 마치 연인이 부르듯이 

반갑게 맞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신이 나를 불러 

준다면 무조건 달려 갈거야~”라는 유행가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2015-01-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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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땔감은 다르지만 불꽃은 같다 
  
  

 
  
  
  
  
주변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일종의 인간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디어붓다에 실린 유영희님의 ‘우리의 선택이 

바로 우리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think we are.  
We are what we think.  
We are the choices  
that we make each moment, every day.”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다.  
매 순간 매일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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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최약 최연소의 풋볼팀을 최정상으로 올려 놓은 코치가 한 

말이라 합니다. 이 문구에 대하여 유영희님은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면 

된다’의 의미이겠죠.  
  
초기경전을 접하다 보니 모든 것을 초기경전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안에 다 들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경전을 열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영문구절에 대하여 초기불교적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행위에 대한 것이라 봅니다. 코치는 생각하는 것(thinking)과 

선택(choice)라 하였지만 사실상 행위(action)라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됩니다.”(stn651) 
  
  
이 게송은 매우 유명합니다. 귀하고 천한것은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초기경전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나,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 (stn650)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stn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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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왕이 됩니다.” (stn652) 
  
  
흔히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라도 미천한 행위를 하면 천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태생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사성계급의 카스트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S7.9) 
  
  
부처님은 땔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땔감에서도 불꽃은 같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땔감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천한 가문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생겨 날 수 있음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땔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쌀라야나여, 또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왕위를 이어 

받은 왕족계급의 왕이 여러 출신의 사람 백여 명을 

모아놓고‘존자들이여, 귀족 가문, 왕족 가문,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당신들이 사라수, 사라라수, 전단수, 또는 발담마수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혀라.  
  
존자들이여, 짠달라 가문, 사냥꾼 가문, 죽세공 가문, 마차수리공 가문, 

도로청소부 가문에서 태어난 당신들도 개 먹이통, 돼지 먹이통, 

세탁통이나 엘란다 나무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혀라.’ 고 했다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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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쌀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쌀라야나여, 만약에 귀족가문, 

왕족 가문,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 사라수, 사라라수, 전단수, 

또는 발담마수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있고, 광채와 광명이 있어, 바로 그 불꽃으로만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짠달라 가문, 사냥꾼 가문, 죽세공 가문, 마차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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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통이나 엘란다 나무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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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으로는 불을 만들 수 없습니까?”(M93) 
  
  
어떤 땔감에서도 불이 붙으면 다 똑같습니다. 향기가 좋은 고급 

‘전단향’목재를 땔감으로 한 것이나 ‘야크똥’을 말린 것을 땔감으로 

한 것이나 모두 불이 붙으면 불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느 땔감이든지 

불의 화염, 광채, 광명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귀한 

가문의 양가집 자제나 불가촉천민의 노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얻은 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나 재가자나 역시 

가르침을 실천하면 깨달음의 내용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평등사상입니다. 누구든지 가르침을 실천하면 부처님과 

똑 같은 경지에 올라 갈 수 있음을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위를 강조 하셨습니다. 출생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귀하고 

천한자의 구별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최약의 풋볼팀이 최강으로 이끈 코치의 말에 대하여 일체유심조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행위로 

봅니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깜마(kamma:業)’에 따른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불교적 

가르침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보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바보짓을 해야 바보지” 하는 말도 불교적인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바보가 아니라 바보짓을 해야 

바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짓’이라는 말이 ‘행위’를 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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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불교적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치가 한 말 역시 불교적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한 말에서 초이스(choice)를 액션(action)으로 바꾸어 

표현 하면 완전한 불교적 말이 됩니다.  
  
  
We become what think we are.  
We are what we think.  
We are the actions  
that we make each moment, every day.”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다.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행위한 것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다. 
  
  
  
2015-01-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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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누군가 갑질을 할 때 
  
  
  

 
  
  
  
갑질논란이 커다란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항상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다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을의 입장을 배려 하여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입장에 있는 이가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격을 문제 삼는 경우 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일을 할 때 고객들과 종종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고객이 싫은 소리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구구절절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변질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백프로 자신만 

손해입니다. 거의 대부분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고객과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요구를 들어 줍니다. 

그리고 불만을 말하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누그러뜨려 

놓아야 주문이 계속 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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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깐깐한 성격의 고객이 감정을 한번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세요” 라며 말하더군요. 참으로 인내를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능숙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갑을관계에서 누군가 ‘갑질’을 할 때 필요한 게송이 있습니다. 고객이 

화를 낼 때 을의 입장에서 되새겨 할 게송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님, 길들여진 님에게 
올바로 사는 님, 바른 앎으로 해탈한 님, 
고요한 그와 같은 님에게 
어떻게 분노가 생겨나겠는가?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네.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 
새김을 확립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그 둘 다를 위하는 것이리라.”(S7.2) 
  
  
2015-01-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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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또다시 새벽을 맞으며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일월도 어느덧 말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다 

올해도 다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늘 세월은 

인정사정이 없었고 또 세월은 항상 우리를 버렸으니까요. 
  
매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퇴근 할 때는 깜깜한 저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과 저녁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중간 과정이 없는 듯 

보이는 것 입니다.  
  
아침이다 싶으면 저녁이고, 월요일이다 싶으면 금요일이고, 월초이다 

싶으면 월말이고, 연초이다 싶으면 연말입니다. 지금 연초이니 곧 

연말이 될 것 입니다. 이쯤 되면 세월이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친듯이 ‘폭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 하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아마 쏘아져 버려진 화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 ‘늙음의 품(jaravagga)’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습니다.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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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dhp156) 
  
  
활을 쏘면 화살은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쏜 화살은 좀처럼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에 떠밀려 

노인이 되었을 때 쏘아져 버려진 화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나이를 먹도록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이룩해 놓은 성과도 없다면 더욱더 

버려진 존재처럼 보이겠지요.  
  
모은 것도 이룬 것도 없다면 착하고 건전하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애’로 한평생을 살아 온 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라 한 것입니다.  
  
모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늙은이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생에서는 이루지 못했으니 다음생을 기약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삼십삼천의 천상에서 하루는 인간의 백년이라 합니다. 천상의 존재가 

실수로 죽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존재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잘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천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상의 시계로 보았을 때 잠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나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사는 존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백년은 천상의 하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상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은 마치 천년만년을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 없습니다. 초전법륜경 ‘괴로움의 

성스러운진리(苦聖諦)’에 따르면 ‘생노병사’가 괴로움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노병사는 크게 ‘생(生)’과 ‘사(死)’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과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침이다 싶으면 저녁이고, 월요일이다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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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것과 같습니다. 또 소년이다 싶은데 노년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한존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필연적으로 병이 따르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병이라도 들면 더욱 더 서러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노와 

병과 사를 한묶음으로 하여 ‘노병사’라 합나다. 그래서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S56.11)”라 

하였습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을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밧줄로 꽁꽁’ 

묶어 둘 수 없을까요? 그럼에도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귀한자나 

천한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정도 없고 사정도 봐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잔인합니다. 그런 세월에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새벽을 맞이 하였습니다. 곧 저녁이 되겠지요. 새로 맞이한 

새벽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그런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내일이 

어제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물론 ‘내일이 어제같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끊임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기 위하여, 죽음의 신에게 끌려 가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버스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지나간 시간 역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한번의 

기회이기에 마지막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없는 단 한번의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입니다. 물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일회(一期一會)’입니다. 
  
   
2015-01-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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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느 법우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법우님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넌지시 물어 본 것 입니다.  
  
법우님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그 순간에 측은지심을 내면 되요”라 

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매우 놀랐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알면서도 넌지시 물었는데 즉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우님에게 

“법우님은 공부가 잘 되어 있네요. 내공이 느껴집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법우님은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미워 하는 마음이나 화를 내면 나만 

괴롭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마다 즉각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마음으로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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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하는 마음이 엄습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떼어 먹고 

달아났는데, 불현듯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 올랐을 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미움이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증오로 전개됩니다. 

이런 마음에 끄달리면 ‘하수’라 봅니다. 
  
미움의 끝은 어디일까? 아마도 전쟁으로 전개 될 것입니다. 전쟁은 

증오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증오심이 없이는 싸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광들은 극도로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세계 각지에서 

대량학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서로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dhp3)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진다. (dhp4)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 
  
  
내 마음 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을 방치 하였을 때 커다란 

재난을 당하고 말 것 입니다. 화를 내면 자신이 괴롭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파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입니다.  
  
거래처 고객과 싸우면 다시는 주문 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면 

절교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 입니다. 이처럼 화를 내고 싸우면 이제까지 

쌓아온 공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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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 성냄, 증오의 마음이 일어 날 때 마다 측은지심으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그것도 지체 없이 곧바로 돌려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가졌을 때 더 이상 미움의 감정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의 상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측은하게 

여기면 됩니다. 또 상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면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순간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합니다. 웃으면서 

동시에 울지못하고, 욕심내면서 동시에 화를 내지 못합니다. 미움과 

연민 역시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재빨리 

누군가를 연민하는 하는 마음을 낸다면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내는 순간 미움의 감정은 이미 이전 마음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 측은지심의 마음을 내야 한다는 법우님의 말은 

부처님이 이미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법우님은 

‘고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하수로 살았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극명 하였기 때문 입니다.  
  
논어에 ‘오십구비(五十九非)’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육십이 되고 보니 오십구세까지 산 것은 모두 잘못 되었다’는 것 

입니다. 하수로 산 것이지요. 미음의 감정이 일어 날 때 곧바로 

축은지심, 즉 ‘연민’의 마음을 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았으니 

이제 실천 해 보려 합니다. 될 때까지 입니다. 
  
  
  
2015-01-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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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불교를 믿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절에 십년, 이십년, 삼십년, 심지어 평생을 다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불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단지 ‘기도’의 대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또 타종교인들의 공격적인 선교에 쉽게 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소원을 들어 주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스승’으로 받아 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 불교를 믿어서 정말 

다행이야”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그 동안 궁금하였던 것, 의문을 가졌던 것이 명쾌 

하게 풀립니다. 그 중에 영원주의와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주의 아니면 허무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주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상주론을 말하고, 

허무주의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단멸론을 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와 같은 양극단이 모순이고, 거짓이고, 위선임을 

밝혀 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를 들 수 있습니다.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세존]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S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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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의 구절은 매우 유명합니다. 연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경은 

성철스님이 중도를 설한 백일법문에서 ‘가전연경’으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무엇 보다 이 경이 유명한 것은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논파하였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경은 불교가 

성립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이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발생과 

조건소멸로 설명되는 연기법에 따라 열반이 실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연기법은 ‘원인(hetu)’과 ‘조건(paticca)’과 ‘결과(phal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인연과’라 합니다. 이와 같이 조건발생과 

조건소멸로 설명되는 연기법에 따라 열반이 실현 될 수 있어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럿 

이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는 소위 ‘정상론’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진리는 하나’라고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 본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적 입장에서 바라 본 것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 실재’를 가정합니다. 

이런 범주에 브라만교의 브라흐마, 힌두교의 창조신은 물론 대승불교의 

바이로차나, 심지어 선종의 진아(참나)와 불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자들이 포함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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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교가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성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상론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정상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삿된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무주의 

타파입니다. 

  

  

1)허무주의 논파 

  

단멸(uccheda)은 소멸(niroda)이 아니라 ‘멸절(cut off)’을 뜻합니다. 

따라서 “몸이 파괴되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허무주의(nihilationism)적 견해는 ‘단멸론(斷滅論)’입니다.  

  

단멸론은 연기의 순관에 따라 논파됩니다. 연기의 순관은 

‘조건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십이연기에서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라는 정형구가 있습니다. 이는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남을 뜻합니다. 이는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若生此卽生彼)”라는 연기법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가 남아 있는 

한 결코 단멸할 수 없습니다. 뒤이어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dhamma)’이 있기 때문에 단멸론은 거짓이 됩니다. 

  

청정한 삶을 살아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되지 않는 한 누구도 재생되는 

것으로 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재생의 원인이 되는 업을 

짓지 않는 한 그 어느 존재도 단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으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자살을 한다면 그 자살한 과보로 

인하여 다음 생이 시작 됩니다.  

  

결코 단멸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무주의적 견해는 모순과 

위선과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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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다. (S12.15)”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절대부(絶對無)’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뒤이어 발생하는 ‘사실(dhamma)’을 관찰함으로써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허무주의가 논파됩니다. 

  

  

2) 영원주의 논파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영원주의적 견해는 ‘상주론(常住論)’입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종교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극락’도 이런 견해 중의 하나입니다.  

  

영원주의는 연기의 역관에 따라 논파됩니다. 연기의 역관은 

‘조건소멸’입니다. 예를 들어 십이연기에서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한다”라는 정형구가 있습니다. 이는 약무차즉무피((若無此卽無彼), 

즉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는 연기법에 따른 것입니다.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 즉 현생의 몸과 마음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현재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생의 나와 

다른 존재가 재생합니다.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생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지은 행위에 따른 과보의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의 나와 동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원주의자들은 현생의 나가 그대로 ‘환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뒤이어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영원주의는 거짓이 됩니다. 그럼에도 

전세계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또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다는 ‘창조주’나‘자재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에 따라 뒤이어 사라지지는 사실(dhamma)을 관찰하면 

영원주의적 견해는 모순이고 위선이고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S12.15)”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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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습니다. ‘절대유(絶對有)’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뒤이어 소멸되는 ‘사실(dhamma)’을 관찰함으로써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가 논파 됩니다.  

  

  

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조건발생에 따라 허무주의 논파) 

  

2)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조건소멸에 따라 영원주의 논파) 

  

  

있는 그대로의 발생과 소멸이야말로 조건적 발생이라고 하는 연기의 

본질이라고 할 때, 유(有) 또는 무(無)라고 하는 개념은 관찰 할 수 

없는 것으로 극단적인 견해이며 형이상학적 가정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파니샤드적 ‘범아일여’의 

영원주의와 사후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로 귀속시키는 단멸론적 

허무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같은 영원주의와 

허무주의 양극단을 연기법으로 부수었습니다. 

  

  

2015-01-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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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종종 TV 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를 소개 하는 장면입니다. 대게 자막에 이름과 함께 

괄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표시 합니다. 그런데 TV 를 보면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 대신 직위나 단체의 이름이 명기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일인사업자, 소위 자영업자는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사장님!”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당수 

사람들이 뒤를 돌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나라 

상당수 사람들이 ‘자영업자’라는 말입니다.  
  
대게 자영업자의 경우 “사장님”이라고 불러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인사업자라도 명함에는 ‘대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기 쉽게 

‘사장님’이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영업자가 혹시라도 TV 에 나올 

일이 있을 때 아무게 회사 ‘사장’이라는 말대 신 ‘나이’를 기입하여 

넣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 합니다. TV 방송에서 자막처리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정부의 관료나 대학교수, 그리고 

큰 회사의 임원, 또는 유명인 들은 굳이 나이를 표시 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직위 또는 하는 일을 표시 하여 줍니다. 그러나 나지도 들지도 

않은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로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나타나게 해 

줍니다. 이런 경향은 전사회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은행에서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또는 현재의 재산상태에 따라 

신용등급이 정해집니다. 결혼정보중매회사에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져 일등신랑이나 일등신부감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신분사회’라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로 표시됩니다. 

방송자막에 나이를 집어 넣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위치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은 만큼 경험이나 지혜가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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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편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나 지식, 지혜가 

매우 풍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 합니다.  
  
나이가 그 사람을 평가 하는 일종의 잣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경험이나 지식, 지혜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습니다. 
  
  
머리가 희다고 해서 
그가 장로는 아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으나 
헛되이 늙은이라 불리운다.(Dhp260) 
  
  
나이가 들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머리가 빠지는 

타입이고, 또 한 부류는 머리가 희어 지는 타입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대머리’로 진행됩니다. 물론 남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빠지는 경우 참으로 곤혹스러워 합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머리가 희어 지는 것이 더 낫겠지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어집니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가 희어 집니다. 장년층에서도 머리가 허옅게 센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겠지만 삶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한 요인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머리가 허옅게 센 

경우 연륜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겪어 보지 않은 일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나이가 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선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는 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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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지혜로워 집니다. 살아 오면서 

산전수전 다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모한 젊은이들에게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고 충고해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인은 어느 면으로 보았을 때 ‘지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는 허옅게 세어서 겉보기에는 지혜로운 노인처럼 보이지만 하는 

행위를 보면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런 경우 흔히 하는 말이 아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일 

것입니다. 
  
법구경 게송에서 “머리가 희다고 해서 그가 장로는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이가 들었으나 헛되이 늙은이라 

불리운다.”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석에 따르면 

“그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장로가 될 수 있는 성품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헛된 늙은이라고 불린다.(DhpA.III.388)”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품’이 키워드 입니다.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법구경인연담이 잘 말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경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한 

장로가 이곳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들은 보지 못했다고?”  
  
“세존이시여. 한 사미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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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그는 사미가 아니라 장로이다.” 
  
“세존이시여,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장로라 부르지 않고 장로의 

자리에 앉았다고 장로라 부르지 않는다. 진리를 꿰뚫고 많은 사람에 

대하여 불살생을 확립하면, 그를 장로라 한다.” 
  
(법구경 Dhp260  인연담) 
  
  
인연담을 보면 파격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을 장로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를 장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0 세도 되지 않은 사미가 성자에 흐름에 들었다면 장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TV 자막에 나이를 표시하지만 70 세나 80 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어른은 아닐 것입니다. 어른 같은 행위를 해야 어른 

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비록 나이가 들어 여든 살이나 아흔 살이나 백 세가 

되었더라도 때 맞춰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율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억에 남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알맞은 말을 하지 못하고, 

이유가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말을 하지 않고, 내용이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를 두고 ‘어리석은 장로’라고 

한다.”(A4.22) 
  
  
그러나 나이가 이십대나 삼십대에 불과할지라도 하는 행위가 

어른스러우면 ‘어른’ 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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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비록 젊고 머리카락이 아주 검고 행복한 청춘을 부여 

받은 인생의초년생일지라도 때 맞춰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하고, 계율에 맞는 말을 하고, 기억에 

남는 말을 하고, 알맞은 말을 하고, 이유가 분명한 말을 하고, 한계가 

있는 말을 하고, 내용이 있는 말을 한다면, 그를 두고 ‘슬기로운 

장로’라고 한다.” (A4.22) 
  
  
초기경전에 따르면 나이만 많다고 장로는 아닙니다. 성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자의 흐름에 든다면 나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존경받고 공양받을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구경에서는 이런 게송도 있습니다. 
  
  
규범이 없고 거짓말을 하면 
삭발했다고 수행자가 아니다. 
욕망과 탐욕을 지닌다면 
어찌 그가 수행자가 되랴? (Dhp264) 
  
  
이 게송을 보면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요즘 권승들이 이곳 저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욕망과 

탐욕에 가득한 자들이라 봅니다. 그들은 입장료 수입이 있는 목좋은 

사찰을 확보하여,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이땅의 

불교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등 오계를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수행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삭발했다고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희다고 하여 모두 지혜로운 노인 또는 장로라 볼 수 없습니다. 

삭발했다고 하여 모두 수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행위에 따라 성품에 

따라 장로나 수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하고, 

수행에 승속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행위를 하면 

장로이고, 누구나 수행을 하면 수행자가 됩니다.  
  
나이가 어린 인생의 초년생이라도 지혜롭게 행위를 하면 ‘지혜로운 

노인’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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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이 되었어도 지혜가 없다면 단지 ‘헛되이 나이만 먹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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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월타령과 세월법문 
  
  
  
불교가 종교이지만 절에는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다닐만한 

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절에 간다고 해도 들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너, 불자 맞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법문이 없습니다. 일요법회 등에서 교리나 법문 등으로 

교화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기도 위주이지요. 그래서 

스님들이 늘 하는 말은 “열심하 기도하세요”라는 말 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절대자나 초월적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 달라고 요청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량신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절에 다니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기경전’ 입니다. 그래서 

‘빠알리 니까야’라 불리는 초기경전을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모아놓으니 책장으로 가득합니다.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백만원 가량 

들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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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이 스승입니다. 경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지만 경전은 사실상 불상과도 같습니다.  
  
매일 경전을 열어 봅니다. 매일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일 

가르침을 접합니다. 한국의 불교현실에서 매일 ‘이보(二寶)’를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부처님(Buddha)과 가르침(Dhamma)을 접합니다. 그럴 때 마다 글을 

씁니다. 그래서 매일 글을 생산해 냅니다. 그런 생활이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글을 써도 질리지 않는다는 사실 입니다. 

경전을 근거로 하는 글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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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을 접하면 늘 새롭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문구가 많아 

늘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볼 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 

두고자 경을 외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외운 경은 많습니다. 초기경전을 접하기 전에는 금강경, 

천수경 등 대승경전을 외웠습니다. 물론 한문 경전 입니다. 초기경전을 

접하고 나서 부터는  빠알리어 원음으로 외웠습니다. 보배경(Ratana 

Sutta), 자애경(Metta Sutta), 축복경(Mangala Sutta), 

길상승리게(Jaya-Mangala Gatha), 초전법륜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 법구경(Dhammapada) 1 품과 2 품 등 입니다. 이렇게 빠알리어로 

외우다 보니 빠알리구문이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경을 많이 외웠다고 하여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외는 

머리만 있으면 가능 합니다. 다만 “이 빠알리어로 부처님이 말씀 

하셨구나!”라 생각하며 외웠을 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외웠습니다.  
  
한국불교에는 들을만한 법문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글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지난 수 년간 불교 tv 나 불교방송 등 여러 사이트를 지켜 보아 

왔지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릴만한 감동적인 법문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법사님들이 경전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봅니다.  
  
지난 수 년간 매일 초기경전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글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초기경전이야말로 

법문의 보고와도 같다는 것 입니다.  
  
흔히 부처님의 말씀 하신 가르침에 대하여 ‘팔만사천법문’이라 

합니다. 만일 법사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한다면 아마 평생 해도 

남을 내용 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독교 목사들에 비해 매우 행복한 

케이스라 봅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거의 매일 설교 하다시피 합니다. 그럴 때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바이블에 나와 있는 몇 줄을 위하여 이런 책 

저런 책 뒤져서 설교할 분량의 원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하다 보니 목사들은 신도들을 위하여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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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법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들어 보아도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나 세상돌아 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들어도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바쁘게 살아 가는 현대인들에게 

시간낭비라는 인식을 준다면 점점 절에 가지 않게 되겠지요. 
  
불교에는 팔만사천법문이 이미 있습니다. 이 팔만사천법문만 활용해도 

불자들의가슴을 울리는 훌륭한 법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에 대한 법문을 할 때 초기경전에서 세월에 관한 법문자료를 

찾아 보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게송이 있습니다.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 (Dhp48) 
  
  
이 게송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빠져 드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 

다닐 때 죽음이 바로 코 앞에 다가가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목숨은 짧기 때문에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구경에는 반드시 해당 게송에 대한 

인연담이 있습니다. 마치 법문하기 좋으라고 일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구경인연담)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363-366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에 계실 때, 빠띠뿌지까와 관련된 

이야기(Patipujikavatth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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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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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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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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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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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담에 따르면 천상의 하루가 인간의 일생에 해당됩니다. 천상에 사는 

존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백세를 살아도 하루살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연담에 따르면 놀라운 깜짝놀랄만한 가르침으로 가득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태어나서 산다면, 시간을 

빈둥거리며 방일하게 보냅니까?”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간들은 늙음과 죽음이 없이 무수한 세월을 사는 것처럼 

방일합니다.”라는 말에서 인연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다. 
  
흔히 세월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자동차의 시속과 비교하여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나이가 드는 것을 줄이고 싶어서인지 자신의 

나이에 0.8 을 곱하는 것이 진짜 나이라 합니다. 인생 60 을 살았다면 

48 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세월타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들도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령조의 법문이 됩니다.  
  
‘세월타령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월법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월법문은 이미 경전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경전을 열어 보면 무수히 많은 세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전은 좋은 법문을 하기 위한 

보고(寶庫)와도 같습니다. 
  
  
2015-02-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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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맞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일상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는 가슴 설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형편없이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에서 

세월의 비정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젊음 이 건강이 영원히 지속 될 것 

같지만 늙은이와 병든이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렇게 

본다면 늙은이와 병든이는 천사와 같고 늙고 병든 모습은 천사의 

메세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 세 가지를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을껄, 즐길껄, 베풀껄” 이렇게 세 가지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 되는 말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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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와 회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돌아 보면 잘한 일 보다 

못한 일이 더 많을 때 사람들은 후회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과오를 저질렀을 때 “좀더 참을껄” 

하며 후회할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삶에 얽매입니다. 특히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운신의 

폭은 매우 좁습니다. 월급을 받은 만큼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방송인은 삼십년이 넘도록 제주도 한번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삶에 얽매이어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임종을 맞게 

된다면 “좀더 즐길껄” 하며 후회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 입니다.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손익을 따지고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합니다. 

오로지 자기자신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한평생 살았을 때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으로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일시적 입니다. 그러나 베풀며 살 때 느끼는 행복감은 꽤 오래 

지속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임종에 이르렀을 때 알았다면 아마 “좀더 

베풀껄”하며 후회할지 모릅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 보니 “껄껄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좀더 참고, 좀더 즐기고, 좀더 

베푸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 해 보려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며 참으려 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일년에 한번은 성지순례명목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려 

합니다. 지난 9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매일 글을 쓰고 공유하여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2015-02-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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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니까야가 뭐꼬? 
  
  

 
  
 
한자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불교와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다. 

‘조고각하’ ‘고구정녕’ 과 같은 말 입니다. 이런 사자성어는 

정보통신과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 보기 전에는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한자어를 사용하면 고상해 보입니다. 더구나 일반인들이 

모르는 한자어를 사용하면 ‘유식’해 보입니다. 유식이라는 말 자체도 

유식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자 쓴다’는 말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영어사용이 보편화 된 요즈음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토릭’ ‘나이브’ 등과 같은 말 입니다. 기사를 읽을 때 

종종 발견 되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하고 있을까요? 

아마 사전을 찾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글을 쓸 때 가급적 문자를 쓰지 않으려 노력 합니다. 사실 아는 문자도 

별로 없습니다. 읽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 쓰려고 노력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세지(의미)의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한자이든 영어이든 알기 힘든 문자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과시’라 보여지기 때문 입니다. 굳이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문자 쓰는 것을 보면 ‘잘난 체’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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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그것은 

초기경전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S4.5) 
  
  
부처님은 교화할 때 내용과 형식을 갖추라고 하였습니다.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에도 적용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 일까요?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쓰라는 말 입니다.  
  
만일 논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횡설수설’하고 말 것 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낭비라 생각 

할 것입니다.  
  
상류층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만의 방식대로 소통합니다. 부처님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부처님당시 

고대인도에는 브라만들이 있었습니다.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던 

지배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생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끼리 소통하는 언어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말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한문으로 소통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교화할 때 어떤 말로 하였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민중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지배계층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가다어’로 설법한 것 

입니다.  
  
부처님이 민중어를 사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바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시대 

민중들에게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로서 교화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의 발현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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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부처님당시의 언어인 빠알리어가 번역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번역에 따라 받아 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맞는 용어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라 

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법문으로 교화 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교화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또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라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르침을 빠짐없이 전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계생천의 법문만 하여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부가 되었으면 

사성제 등의 근본교리를 설하여 가르침을 남김 없이 전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전도선언은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을 

교화시키고자 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하여야 하고 가르침을 빠짐없이 

전달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방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보편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M139)”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민중들이 사용하는 표준어로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부처님의 원음을 우리말로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깨쳤다면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심오합니다. 마치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듯이 보면 

볼수록 그 의미가 드러나는 가르침 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부처님의 원음이 우리말로 번역되오 나온 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번역서를 ‘빠알리니까야’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니까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노비구니스님은 “니까야가 뭐꼬?”라 했다 합니다. 
  
  
2015-02-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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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전을 할 때는 
  
  

 
  
  
  
뉴스를 보니 영종대교에서 100 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라기 보다 “어어!”하며 알면서 사고를 당한 케이스가 대부분 

입니다. 뒤에서 받아 버리니 어쩔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운전할 때, 특히 고속도로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서 돌아올까?’라는 의문 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땅이 꺼져서 죽고, 천정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등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만은 기대수명대로 살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그런 

기대는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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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차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그것은 

‘공덕보험’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말 합니다. 그리고 청정하게 

사는 삶을 말 합니다. 여기에다 ‘믿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입니다. 

이렇게 인생보험을 들어 놓으면 안심 입니다. 천국행은 보장 되기 때문 

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목숨 입니다. 죽을 때 가져 가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져 가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행위’만을 가져 갈 뿐 

입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벗이 행복이고 
어떠한 것에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고 
목숨이 다할 때는 공덕이 행복이고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Dhp331)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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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요일 아침에 
  
  

 
  
  
  
  
평온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밖에 날씨는 여전히 추워 늦잠자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더구나 일요일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 있어서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평일과 똑같이 

사무실로 향합니다. 
  
요즘은 주 5일제라 하여 토요일을 쉬는 분위기 입니다. 관공서와 

큰규모의 조직에서는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중간사이즈 규모의 업체도 

대체로 쉬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아침 지하철을 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일 출근시간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토요일도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사무실에 나옵니다. 일인사업자(자영업)의 특성상 토요일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토요휴무제는 일부에 국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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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쉬는 날이라 하지만 쉬지 않습니다. 개인 사무실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습관화 된지 9년이 되었습니다.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일터로 나오는 시간은 항상 똑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 하여 늦잠 자며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늦잠자고 

게으름 필 시간에 글이라도 하나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이면 글이 하나 완성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십년을 하루 같이 라는 말이 있듯이 사오정이 

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매일 글을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2,800 개가 넘었습니다.  
  
글을 쓸 때는 항상 책을 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그래서 글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가급적 격식을 갖추어 쓰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을 남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버리면 다시 

오지 않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쓴 글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글쓰기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일요일 아침 사무실에 나와 자판을 두드리면 행복합니다. 자신과의 

대화시간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일단 일찍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쓰기가 끝나면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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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년에 뵈요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TV 에서는 ‘혼밥’이라 하더군요. 이렇게 혼밥을 

하는 이유는 일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밥도 홀로 먹습니다.  
  
혼밥하다 보니 일반식당에 들어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점심 때 

일반식당의 경우 가장 손님이 많을 때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인데 나홀로 테이블을 차지 하고 있으면 마치 영업방해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보니 누군가 찾아 오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럴 경우 

당당하게 일반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습니다. 몇 개의 

접대할 수 있는 식당을 알아 놓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안내 합니다.  
  
얼마 전에 동기동창사이트에서 카톡을 하였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중에 

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친구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너무도 반가워 

대화를 하던 중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즉석에서 

‘번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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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에 있는 친구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모두 네 명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랜 만에 여럿이서 왔기 때문에 최상의 대우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있는 ‘맛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TV 에서도 소개 된 바 있는 유명 맛집입니다.  
  
유명맛집에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혼자 밥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함께 식사 하고자 

먼길을 온 것이라 합니다. 그런 친구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매일 혼밥을 하기 때문에 주로 ‘카페테리아’로 갑니다. 수백명이 먹을 

수 있는 부페개념의 대중식당입니다. 가격도 싸서 4,500 원 합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나물과 야채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카페테리아에서 혼밥을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 되어서 인지 사람들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주인아저씨에게 덕담을 

합니다. 이에 주인은 “내년에 뵈요”라고 말합니다. 식당주인이 

“내년에 뵈요”라는 말에 필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설날입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의 춘절은 매우 유명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이동이 시작 

됩니다. 그래서 TV 나 라디오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 줍니다. 

그러나 항공정보는 인색합니다. 
  
명절날 종종 공항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주 들을 수 없습니다. 짧게 

어쩌다 한번 듣습니다. 그런데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연휴를 맞아 

사상 최대의 인파가 공항을 빠져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명절을 보내는 

것 대신 해외로 놀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사람’ 

‘든사람’들 입니다. 이렇게 공항이 미어 터지도록 혼잡을 이루지만 TV 

등 매스컴에서는 좀처럼 공항소식을 들려 주지 않습니다.  
  
이틀 후면 구정입니다. 옛날에는 정식으로 새해가 시작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서양력으로 사는 시대에 설날의 의미는 많이 퇴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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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연중행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날이 오면 명절기분이 

납니다. 그것은 오랜 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 친척에 대한 

설레임이겠지요. 
  
카페테리아에서 “내년에 뵈요”라는 말에 자극 받았습니다. 좀처럼 

들어 보지 못하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해가 되어 그것도 한달 

하고도 한참 지났음에도 내년이라니요. 그럼에도 “내년에 뵈요”라는 

말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겹습니다.  
  
  
2015-02-17 
진흙속의연꽃 
 

 

 

 

 

 

 

 

 

 

 

 

 

 

 

 

 

 

 

 

34. 비 개인 후 아침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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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비가 왔었네.  

저녁에 부슬부슬 비가 오니 착잡하였네.  

하늘은 잔뜩 찌뿌려 있고  

날씨는 어둑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네.  

아마 이전에 안 좋았던 일이  

오버랩 되어서 일 것이네.  

  

오늘 아침 아침햇살이 찬란하네.  

창측에 밝고 강렬한 햇볕이 비쳤네.  

갑자기 삶의 의욕이 솟아 났네.  

전날 우중충한 날에 기분도 우울 하여서  

그런 날만 계속 될 것 같았는데,  

아침이 되고 보니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네.  

  

어제는 비가 왔었네.  

오늘은 밝고 찬란한 아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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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비가 개이고 난 후라서  

더욱 찬란해 보이는 것 같네.  

  

인생도 해뜰날이 있을 것이네.  

비개인 후의 오후처럼,  

비 개인 후 다음날 아침 햇살처럼. 

  

  

2015-03-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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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런 행복 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근근히 살아 간다.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논다. 일이 없으면 

초조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삼일이 지나도 일이 없으면 

초조하다 못해 안절부절한다.   
  
전화 한통화 걸려 오지 않는 것에 한탄하며 한 두 군데 전화를 해 본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다. 전화를 걸면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어야 일을 주는 것이다.  
  
전화 한통이 걸려 온다. 고대하던 일감이다. 자연스럽게 반가이 

응대한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하다. 폭풍우가 닥쳐야 선원들이 

바삐 움직이듯이 마음에 활기가 넘친다.  
  
지금은 일이 없어도 그다지 초조해 하지 않는다. 일이라는 것이 

없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이다. 일이 있으면 감사히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준다. 일이 없으면 ‘곧 있겠지’라며 느긋하게 마음 

먹는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글을 쓴다. 그런 생활을 한지 9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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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월급생활자로 살았다. 일이 있건 없건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대신 시간에 매이게 되었다. 월급을 받은 

만큼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월급 받아 먹는 재미로 살다 보니 20 십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나 남는 것이 없다. 세월은 인정사정 없이 흘러 갔지만 얽매인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국가에서 신분보장, 

고용보장, 연금보장을 해주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기업에서 정년을 

맞이 하였다는 것은 행운이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정년에 이를 

정도로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꿈은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을 맞아 노후연금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얽매이어 마치 노예와 같은 

삶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 

것이다. 시간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면 다시 되돌아 오지 않는다. 그 

얽매인 시간에 대하여 나중에 돈으로 또는 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해서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삶의 종착에 다다른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 쓸데 없는 짓이다”라 한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과도하게 몰두 하였던 일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다. 좀 더 잘 살아 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것이 후회라는 것이다. 좀 더 잘 살아 보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을 

하거나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을 하는  

부정적 행위를 해 보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더라는 말이다.  
  
노인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과정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행위가 못마땅해 보여 잔소리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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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인들은 넘쳐난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인은 드물다.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지혜의 노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 하는지 모른다.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이곳저곳 기웃거려 보았지만 나에게는 

불교가 맞는다. 그래서 경전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또 삶의 이정표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전재성박사가 ‘상윳따니까야’ 통합본을 

내었다는 가사를 보았다. 이전에는 총 일곱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으나 통합본의 경우 2 단 배열에 작은 글자체와 함께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2,800 여페이지에 이른다고 한다. 검색해 보니 

가격이 25 만원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자 슬슬 사놓고 싶은 마음의 

발동하였다.   
  
일인사업자로 산지 이제 9 년이 되었다. 수입은 늘 불안하지만 그래도 

일생 동안 가장 보람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글쓰기’이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한다. 노느니 글을 쓴다. 습관화 되다 보니 

자연스럽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행복 

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2015-03-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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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토록 바라던 봄이 왔네 
  
  
  
올 것이 왔다. 오래 된 아파트의 화단에 봄이 왔다. 어느 날 눈길을 

주니 불쑥 솟아난 생명을 보았다. 처음부터 지켜 보지 않았으니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한번 생겨난 식물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처럼 빠르다. 이 삼일 후에 바라보니 이전 보다 두 배 

이상 자랐다. 더구나 주변에는 갖가지 식물이 막 올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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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들어 벗꽃나무를 쳐다 보았다. 늘 보던 나무에 동그랗게 

몽우리가 져 있다. 주변을 보았다. 이곳 저곳에서 고개를 삐죽삐죽 

내미는 듯 하다.  
  
늘 걷는 길, 학의천 길을 걸어 간다. 하천 길에는 개나리천지이다. 노랑 

꽃 망울이 줄줄이 달려 있다. 성미 급한 것은 벌써 터뜨렸다.  
  
노랑개나리를 보고 봄이 왔음을 안다. 연분홍 진달래를 보고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아직은 쌀쌀하지만 꽃 피는 시절이 돌아 왔음을 

직감한다. 
  
올 것이 왔다. 지난 해 일제히 낙엽이 지고 난 후 다시 못 볼 것 같았던 

손님이 돌아 온 것 같다. 그것도 아주 앳된 모습으로.  
  
해마다 봄은 오고 꽃이 핀다. 그러나 한번 가신 님은 돌아 올 줄 

모른다. 지난 가을 낙엽이 질 때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봄이다.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다. 오늘 

눈길 조차 주지 않은 화단의 식물은 지난해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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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쌀쌀한 날씨이지만 따뜻한 양지에 출현한 생명이 출현하였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았던 것들이다. 또 다시 보게 되었다.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 나듯이. 그러나 한 번 가신님은 올 줄 모른다. 
  
사람들은 늘 사람들만 보고 산다. 현실에서나 사이버세상에서나 

관심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학의천길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비둘기, 까마귀가 날아 다니고 참새가 지저귄다. 

다시 눈을 다리 밑 흐르는 물에 고정하면 청둥오리떼 잉어떼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사람들만 사는 곳에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물에도 사람 아닌 것들이 살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살고 있다. 누가 

보건 말건, 누가 알아 주건 말건 주어 먹을 것 주어 먹고 새끼 치며 

살아 간다.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 잘난 자들의 세상이다. 잘 나고 

똑똑하고 잘 생긴 사람들의 세상이다. 잘난 자들의 세상에서 잘난 

자들에 길들여져 있다.  
  
잘난 자들의 세상에서 못난 자들도 살아 간다. 못나고 아둔하고 못 생긴 

사람들이다. 그러나 잘난 자의 세상에 못난 자는 이방인이다.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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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만 볼 수 있는 비둘기, 까마귀, 참새, 청둥오리, 잉어떼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비둘기는 잘 살아 간다. 스스로 알아서 

먹이를 찾고 때가 되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있는 듯 없는 듯 못난 

자도 함께 공존한다. 못난 자도 누가 보건 말건 새끼 치며 살아간다.   
  
  
  
2015-03-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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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문자로 소통하는 세상 
  
  
  
지난해 세밑 그믐날 법우님이 암투병하다 사망하였다. 주로 나이 든 

노인들의 죽음 소식만 접하다가 함께 하였던 법우님의 죽음을 접하자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았다. 
  
아가씨보살 또는 처녀보살이라 불리웠던 법우님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자식이 없어서 더욱 쓸쓸한 

죽음처럼 보였다. 다만 밑으로 남동생들이 있어서 동생들의 가족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법우님의 올케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법우님의 머리맡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죽을 때 까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케는 사망소식을 아는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보았다고 한다. 카톡방에서 가장 많이 

대화가 오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망사실을 알렸다고 하였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어른이나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주로 전화용으로 

사용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톡’일 것이다. 사망한 

법우님의 카톡에도 친구들로부터 보내온 수 많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스마트폰에는 갖가지 정보가 실려 있다. 인터넷정보가 주류이긴 하지만 

문자 등개인정보도 매우 많다. 그 중에 사진이 있다. 그 동안 찍은 

사진과 다운 받은 사진을 그대로 놓아 두었더니 수백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를 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요한 사진은 다운 받아 PC 에 

저장해 놓고 불필요한 사진은 삭제 하였다. 또 소중한 자료라 하여 모아 

놓았지만 활용하지 못한채 방치 되어 있어서 역시 휴지통으로 보냈다. 
  
수 많은 사진을 삭제 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삶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긴 하지만 사진 속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 한때 그 순간이 포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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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서 재잘재잘 하는 것도 일종의 기록이다. 더구나 즉석에서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기도 한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대화방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다. 그런 대화는 어떤 것일까? 시간을 뒤로 하여 스크롤하여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많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것이다.  
  
대중 앞에서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카톡방에서 의미 

없는 대화나 욕설, 신세 한탄 등 부정적 요소들 역시 주어 담을 수 

없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꼴이 된다. 문자로 표현 된 

것이긴 하지만 입으로 말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예로 부터 

필업(筆業)에 대하여 구업(口業)으로 간주해 왔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설령 지금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잠재 

되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때와 조건을 만나면 발현되게 되어 있다. 

카톡방에서 무심히 던진 한마디의 말에 상대방이 자극 받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는 것도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럴 경우 곧바로 사과 

해야 한다.  
  
요즘은 문자시대이다. 말로 소통하는 것 보다 문자로 더 통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어느 부부는 말하는 것 대신 문자로 소통한다는 

말을 들었다.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직접 대화로 하기에 껄끄러운 

말이다. 예를 들어 해고통지 같은 것이다. 문자를 날렸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올지 예측해야 한다. 더구나 일대일이 아닌 일대다의 대화방에서 

특히 그렇다.  
  
스마트폰 시대이다. 잘만 활용하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독이 된다고 하여 스마트폰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이미 세상의 흐름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바닥안의 

컴퓨터로 이동중에도 밥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소통할 수 있다. 

그것도 문자로 소통한다.  
  
죽음의 침상에 누운 자도 최후의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 

스마트폰이다. 없어서는 안될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이제 상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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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쓰고 인터넷에 올리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보게 될 

것이다.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 글을 써야 한다. 글을 보고서 누군가 

공감하면 성공이라 본다. 공감이야말로 스마트폰시대에 최상의 키워드가 

아닐까? . 
  
  
  

 
  
쓸데 없는 천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지는 
한 마디의 말이 낫다. 
  
쓸데 없는 천 마디 
시구를 외우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지는 
한 마디의 시구가 낫다. 
  
쓸데 없는 백 개의 
시를 말하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지는 
한 마디 진리의 말씀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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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백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의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전쟁의 승리자이다. 
  
자신을 다스리고 
언제나 자제하며 사는 자, 
자신을 이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 (Dhp101-104) 
  
  
  
2015-03-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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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얼마 만에 보는 꽃인가 
  
  

 
  
  
얼마 만에 보는 꽃인가. 
작년 낙엽이 진 이래 이런 시절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노랗게 피어 있다니! 
  
작년 낙엽이 진 이래  
이런 시절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았다. 
오늘 아침 봄을 보았다. 
낡은 아파트화단에 핀 노랑 개나리. 
아, 봄이 진짜 봄이 왔구나! 
  
낙엽이 졌을 때  
동지를 바라보고 살았다.  
양이 음이 이기는 날  
동지는 한겨울에 희망을 주었다.  
  
여전히 추운 겨울 입춘날  
봄이 머지 않음을 알았다.  
개학날 날씨는 차지만  
달력절기로는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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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정한 봄의  
시작인 춘분도 지났다. 
  
그토록 바라던 봄이다.  
이 생명의 축제를 지켜본다.  
늙고 병든 이에게도  
가난하고 미천한 자에게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2015-03-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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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버려진 불상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도시의 양지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목련이 

피었습니다. 봄의 전령사 개나리도 이 때 만큼은 노란 자태를 뽐냅니다. 
  
  

 
  
  
  
누군가는 봄이 싫다고 하였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은 좋지만 

지는 꽃을 바라 보기가 참혹해서 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봄은 좋습니다. 꽃이 먼저 신고식을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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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관악산을 찾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관악대로에서 

접어들면 바로 관악산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꼭대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도중 한적한 곳에 머뭅니다. 지금은 고개를 들고 쳐다 보아야 

할 정도로 자란 잣나무 숲입니다. 
  
  
  

 
  
  
  
잣나무 숲은 지난 이십년동안 다니던 곳 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 키만 

했으나 지금은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높아져 가속 

되는 것 같습니다.   
  
잣나무 숲 한쪽 켠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쇄 

되었습니다.  이십년전에는 약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물이 고갈됨으로 

인하여 2007 년 폐쇄 되었다는 입간판이 보입니다. 
  
약수터는 폐쇄되었지만 주변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상입니다. 자세히 보니 

관세음보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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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이 왜 이곳에 있을까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신심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한 상호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서 

사진촬영하기 전에 반 배를 올렸습니다. 
  
불상은 사람들이 쉬는 정자의 의자에 의젓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보관의 왼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릎 쪽을 

보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불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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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불상이 왜 폐쇄된 약수터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손목이 

잘리고 구멍이 뚫리고 만신창이가 된 불상을 보면 그 모습 자체는 

범접할 수 없도록 거룩해 보입니다. 
  
  
  
2015-03-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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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땅의 끝에서 
  
  

 
  
  
막다른 골목, 절벽, 동굴, 해안가  
더 이상 나아 갈 수 없네.  
  
막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삶의 벼랑에 서 있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네. 
  
이 거센 삶의 흐름을  
도저히 건널 수 없네. 
  
삶의 끝에 이른 사람이 
갈 데까지 가보네. 
  
가다 가다 가보니 
땅의 끝이네. 
  
더 이상 나아 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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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 삶의 끝에 서 있네. 
  
떠 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보았네. 
  
이른 아침 저 멀리 바다  
먼 곳에서 해가 솟구치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커다란  
시뻘건 불덩이가 솟았네. 
  
  
  
2015-04-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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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생의 너덜길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숨이 가쁘고 다리는 뻐근하다. 

  

오르고 또 오르지만 정상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 

  

힘들면 쉬어 간다. 

잠시 쉬고 나면 그 사이에 

새로운 힘이 충전 된다. 

  

가다 쉬다를 반복하니 

일행과는 멀리 뒤쳐진다. 

  

혼자서 산길을 오른다. 

온통 바위 투성이로 된 

너덜너덜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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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올라가야 한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몰라 처음부터  

걷게 되는 너덜길, 

가도가도 끝이 없다. 

  

정상이 머지 않았다. 

그토록 바라던 정상에 섰다. 

더 이상 올라 갈 곳이 없다.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 보았다. 

발아래 세상이 있다.  

  

인생길을 간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돌밭 투성이의 너덜길이다. 

  

인생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간다. 

끝이 어디인지 가늠되지 않는다. 

  

때로는 너덜길로  

때로는 평탄길로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본다. 

왼쪽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길로 가라 한다. 

  

그길을 잠깐만 가면  숲이 나온다. 

그길을 잠깐만 가면 늪지대가 나온다. 

그길을 잠깐만 가면 절벽이 나온다. 

그길을 잠깐만 가면 푸른초원이 나온다.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었다. 

왼길이 아닌 바른길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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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꽃이 피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초원에 도달하였다. 

  

  

  

 
  
  

  

2015-04-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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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 마음 속의 동반자, 찌그러진 그림자 
  
  

 
  
남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본다.  
영화를 보면서  
나의 내면을 본다.  
  
영화에서 심리묘사  
장면을 보았을 때 공감한다.  
그러나 때로 불편하다.  
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내면을 들킬 때가 있다.  
숨기고 싶었던 것,  
잊고 있었던 것이  
남들의 행위를 봄으로 인하여 
나의 내면의 치부가 드러난다.   
  
남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았을 때 
내면의 부끄러움으로 당혹해 한다.  
한편으로 강한 반감을 갖는다.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투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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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듯이,  
마음의 그림자 역시 항상 따라다닌다.  
싫어서 도망가지만  
어느 새 바싹 붙어 있다.  
  
그림자는 왜 따라 다닐까?  
마치 징징거리며 따라 붙는 동생 같다.  
저 멀리 가라고 소리 쳐 보고  
도망가지만 끝까지 따라 붙는다. 
  
동생은 함께 가자고 한다.  
철부지 동생과 함께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남들 보기에도 창피하다.  
그러나 같은 핏줄이기에 허용하고 만다.  
  
마음속의 그림자,  
떠날 수도 도망 갈수도 없다.  
항상 함께 가야만 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림자가 따라 붙는 데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림자 역시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제발 나를 인정해달라’ 
‘제 2의 나를 무시해도 되느냐’ 
고 말하면서, 내면의 또 다른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피하면 피할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집요하게 따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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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비례하여 엄청나게 커진다.  
압도 되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 
  
그림자는 찌그러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꼭꼭  숨기고 싶었던 또 다른 나, 
애써 무시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그림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림자를 인정하였을 때  
그림자는 점차 작아 질 것이다. 
그림자, 평생 함께 해야 할  
내마음속의 동반자이다. 
  
  
  
2015-04-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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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뿐사뿐 하얀 드레스의 서울대공원 구름벚꽃 
  
  

 
  
  
  
누가 사월을 잔인한  
계절이라 했던가. 
누가 사월을 혁명의 
계절이라 했던가?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계절인데 
누가 죽고 싶다 하였을까? 
  
벚꽃이 절정이다. 
서울대공원 벚꽃이  
구름띠를 이루고 있다. 
  
한송이 꽃은  
지나칠 수 있다. 
일제히 핀 벚꽃은  
시선을 잡아 끈다. 
벚꽃이 구름을 이루면 
군중을 불러 모은다. 
  
용케 겨울을 넘긴 자들은 
삶의 승리를 만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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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들은 짝을 이루어  
다정히 걸어간다. 
  
하얀드레스의 벚꽃이  
사뿐사뿐 열을 지어 서 있다.  
군중들은 하얀드레스의  
신부들에게 환영받는다. 
  
엑스터시!  
벚꽃이 절정이다. 
군중들은 집단으로  
절정을 만끽한다. 
이 절정이 영원하기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절정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해마다 피는 그 나무에서  
또다시 꽃을 피워낸다.  
작년과는 다른 꽃이지만  
그 나무에 그 꽃이다. 
  
벚꽃은 그대로이다. 
작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새봄에 새로운 사람들이 
삶의 절정를 향유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2015-04-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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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새벽사랑 
  
  
  

 
  
  
  
새벽을 사랑한다. 
부유물이 가라 앉듯이 
마음의 오염원도 
가라앉아 있다. 
  
전날의 행위에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전날의 행위에 
후회는 없었는가? 
  
부끄러움에 후회하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고 
눈물 흘릴 정도로 후회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에 천만금을 가진 
부자보다 더 값진 재산이 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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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막대한 재산이다. 
  
착 가라앉은 새벽을 사랑한다. 
내적인 부끄러움,외적인 창피함을 
일깨워주는 새벽을 사랑한다. 
동트는 새벽은 해가 솟는 전조이다. 
  
  
2015-04-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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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꽃잎이 진다 
사뿐하고 고결한 자태의 
하얀 벚꽃이 일제히 피었다가 
일제히 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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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는 눈처럼 
흰 꽃잎이 가득하다. 
대지 위에 축축히 내린 비로 
낙엽처럼 흰 꽃이 가득하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엑스터시의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무상에서 비껴나지 못한다. 
  
온 대지를 적신 촉촉한 비가 내렸다. 
절정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생명의 향연이 펼쳐진다. 
어느새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는다. 
  
  
  
  
2015-04-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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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갠 후 아침햇살 
  
  

 
  
  
비갠 후 아침햇살이 찬란하다. 
대지는 촉촉히 젖어 있다. 
이곳저곳, 이산저산에서 
생명의 향연이 한창이다. 
  
벚꽃은 처참하게 지고  
그 자리에 새순이 돋는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새옷을  
갈아입으니 세상이 달라졌다. 
  
햇살을 받으며 학의천를 걷는다. 
어제 내린 비로 잎사귀는 빛이 난다. 
이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학의천에 물새들이 노닌다. 
  
어머니같은 대지에  
차별없이 비가 뿌리니 
아버지같은 태양의 햇살에 
동식물은 잘도 자란다. 
  
몇 일 컨디션 난조로 고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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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러려니 하며 지켜 보았다. 
잠을 몽신 자고 났더니 가뿐하다. 
가던 길을 멈추고 햇살을 듬뿍받는다. 
  
  
2015-04-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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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잡초정신으로 
  
  
  

 
  
  
  
일인사업자도 토요일은 
여유롭고 한가롭다. 
부근에 있는 수리산으로 향했다. 
산행이라기 보다 산책에 가깝다. 
  
산책길에 민들레를 보았다. 
진노랑의 민들레는  
보도블럭 사이에 피어 있다. 
악조건하에서 보란 듯이 피워 낸 것이다. 
  
크고 화려한 꽃은 보기에 좋다.  
누구나 쳐다 보며 카메라를 들이댄다. 
꽃이 질 때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꽃이 지고 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보도블럭 사이에 민들레가 피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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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할 바를 다한다.  
  
민들레는 밟아도 일어난다. 
비바람이 불어도 피어난다. 
손톱만한 흙이 있어도 핀다. 
그리고 홀씨되어 멀리 날아간다. 
  
  
  

 
  
2015-04-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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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가던 길을 멈추고 
  
  
  

 
  
  
  
매일매일 부활한다. 
죽은듯이 잠에 들지만 
오늘 아침 또 이렇게 부활하였다. 
햇살 가득한 학의천 길을 걷는다. 
  
시인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라고 노래 하였다. 
  
햇살 받으며 가던 길을 멈추었다. 
저 멀리 수리산이 초록의 새옷으로 
갈아 입고 손에 잡힐듯 가까이 있다. 
하천에는 팔뚝만한 잉어가 노닌다. 
  
산하대지 산천초목 은 누가  
보살펴 주지 않아도 잘도 자란다. 
지저귀는 새들은 알아서 먹이를 찾고  
새끼치며 잘도 번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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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바삐 움직인다. 
사람들은 찬란한 생명의 봄이 왔건만 
옆도 보지 않고 뒤돌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린다. 
  
가던 길을 멈추었다. 
아침햇살을 듬뿍 받는다. 
오늘이 어제같은 날이지만 
다시 부활함에 기뻐한다. 
  
  
 [세존] 
“공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인가? 
여자를 찾는 것인가,  
자기자신을 찾는 것인가?” 
(Vin.I.23) 
  
  
2015-04-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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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강물은 흐른다 
  
  

 
  
  
  
이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학의천에 개울소리가 요란하다. 
강도 아니고 실개천도 아니지만 
돌부리를 거칠 때 마다 소리를 낸다. 
  
개울가 시냇물 소리는 늘 요란하다. 
넓은 강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얕은 개울은 소리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빈항아리처럼 
늘 재잘재잘  하며 시간을 보낸다. 
지혜로운 현자들은 속 찬 항아리처럼 
묵직하게 침묵을 유지한다. 
  
해야 할 때 할말을 하는 
현자들의 침묵은 ‘금(金)’이다. 
해야 할때 할 말을 못하는 
어리석은자의 침묵은 ‘똥’이다. 
  
학의천 개울은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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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항아리처럼 소리 내어 흐른다. 
개울 가운데 바위 위에는 
흰 백로가 고고하게 홀로 서 있다. 
  
  
2015-04-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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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자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단지 이미지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설령 그가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한다 

해도 겪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초기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계행이 바른지는 함께 

살아 보아야만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오래 살아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살아 보기 전에는 계행이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는 토론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진실한지는 

위기가 닥치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역시 함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생명나눔운동을 한다던 ‘일면스님’은 좋은 

이미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대사태를 보면서 추악한 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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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님을 포함하여 활동가 등 사람을 왜 믿어서는 안될까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자의 흐름에 들지 않는 한 계행이 

후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스님이라 하여 그 계행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스님들이 속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10 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 들고, 또 

10 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 듭니다. 지금 청정비구라 하지만 몇 년 

후에 청정을 유지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자의 흐름에 들지 않는 

한 변하게 마련 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할까요? 그것은 승가입니다. 그것도 성자들의 

공동체인 성스런 승가, 성승가(聖僧伽)입니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사부대중은 모두 승가에 귀의 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에게 의지 해서도 안됩니다. 사람에게 

귀의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스님들이나 재가불자들 모두 믿고 의지하고 

귀의해야 할 대상은 성승가입니다. 부처님이 사람에게 의지 하지 말고 

승가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2015-04-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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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생 뭐 별거 없다 하지만 
  
  

 
  
  
  
인생 뭐 별거 없네. 
그냥 살면 되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네. 
  
내 하자는 대로 살면 
막행막식이네. 
그 놈은 고삐풀린 망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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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날 뛸 것이네. 
  
그 놈은 마음이네. 
내 마음이라 하지만 
내 것이 아니네. 
그 놈이 내 것이라면 
나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네. 
  
이 몸도 아 마음도 
내 것이 아니네.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나는 늙지도 병걸리지도 
그리고 죽지도 말아야 하네. 
이 마음이 내 것이라면 
시시각각 변덕이 죽끓둣 
일어 날 수 없네. 
  
돈도 내 뜻대로 벌려야 하고 
아내도 자식도 대통령도  
내 뜻대로 되기 바라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이제까지 내 것이라 여겨왔던 
이 몸과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네. 
요 몇 일 화창한 날씨 이었네. 
그러나 삼일을 가지 못하네. 
변덕이 죽 끓듯 날씨도 변화무쌍하네. 
  
어는 것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없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네. 
내 뜻대로 안 되서 괴롭고 
늘 변해서 불편하네. 
  
인생 뭐 별거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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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살면 되네. 
마음대로 살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네. 
수행자는 흐름을 거슬러 사네.  
  
범부는 막행막식하며 살지만 
수행자는 늘 살펴서 사네. 
범부는 돈에 목숨걸지만 
수행자는 진리에 목숨거네. 
오늘 진리를 안다면 
나머지 생은 덤이네. 
  
  
2015-04-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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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들레 우주 
  
  
  

 
  
  
  
이 몸을 소우주라 한다. 
나의 몸과 마음을 분석해 보면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는 말이 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말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 한다면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 실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브라흐마, 야훼, 하느님 등과 같은 창조주이다.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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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고 나서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 할 것이다.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오늘도 내일도 잘 돌아 갈 것이다.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사라진다.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생겨난다. 
들어도, 냄새 맡아도, 맛을 보아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감각이 접촉함에 따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파괴된다. 
내가 접촉하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지않으면 
세상은 파괴되고 사라진다. 
이 몸이 소우주라면 삼천대천세계 만큼이나 우주가 있다. 
  
노랑민들레가 피었다. 
민들레의 우주가 열렸다. 
민들레 홀씨의 하얀 구형이 되었다. 
민들레의 우주를 보는 것 같다. 
  
  
2015-05-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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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떠오르는 생각 흘러 가는 생각 
  
  
  
사람들은 일신상의 안락만을 추구한다.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다. 이를 

사람들은 행복이라 한다. 빠알리에 수카(sukha)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번역한다. 한자어로는 즐길 樂(락)이라 번역한다. 

대승불교에서 ‘이고득락(離苦得樂)’이라 하였을 때 락(樂)이 수카에 

해당된다. 락을 뜻하는 수카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이념의 

스펙트럼이 극좌에서 극우로 뻗어 있듯이 행복을 뜻하는 수카의 

스펙트럼 역시 극에서 극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행복이다.  요즘 TV 먹거리 

프로에서 볼 수 있다. 오감이 총동원 되는 것은 먹거리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범부들에게 일상화 되어 있는 성적접촉 역시 오감이 총동원 

된다. 이렇게 본다면 마시는 것을 포함하여 먹는 것과 성적 접촉은 

대표적인 감각적 쾌락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 말한다. 
  
수카라는 말은 선정삼매에서도 사용된다. 사유와 숙고로 선정에 들었을 

때 희열과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 이때 행복은 범부들의 육체적 쾌락에 

대한 행복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아난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이 뭇 삶이 체험하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난다여, 그 즐거움보다 훨씬 아름답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난다여, 어떠한 것이 그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아난다여, 이 세상에서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떠남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아난다여, 이것이 그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즐거움이다.” 
  
(Bahuvedaniya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5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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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행복도 있다. 범부들의 감각적 쾌락에 따른 행복이 '일시적'임에 

반하여 궁극적 행복은 행복 그 자체이다. 탐욕과 성냄등 오염원이 소멸 

되었을 때 번뇌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행복은 늘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궁극적 행복이다. 
  
행복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오감으로 느끼는 일시적이고 거친 

행복에서 부터, 봉사를 하고 난 후 밀려 오는 잔잔한 행복, 그리고 

번뇌의 소멸에 따른 완전한 평화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범들에게는 범부의 행복이 있고, 

수행자에게는 수행자의 행복이 있다.  
  
범부의 행복은 감각의 욕망을 추구하기 하기 때문에 일시적 행복이다. 

행복의 순간이 오래 지속 되지 않아 괴로운 것이다.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범부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에 

목숨을 건다. 
  
수행자들은 소유하지 않음으로 행복에 도달하고자 한다.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음식에 

대한 탐욕, 성적접촉을 금하고 무소유로 살아 갈 때 청정한 삶이 

실현되어 궁극적 행복에 이른다. 다름아닌 열반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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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 세상사림들이 탐욕과 

분노로 살아 갈 때 수행자는 이에 거슬러 산다. 수행자는 

역류도(逆流道, Paṭisotagāmi) 를 실천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감각적 욕망으로 

살아간다. 맛집을 찾아 순례하고 이성과 보드라운 잠자리를 갖는 것을 

행복이라 여긴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유하면 

할수록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갈증’만 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1. 
Rūpā saddā rasā gandhā 
phassā dhammā ca kevalā 
Iṭṭhā kantā manāpā ca 
yāvatatthīti vuccati.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의 모든 것들 
원하는 것, 사랑스런 것, 마음에 드는 것,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 
  
2. 
Sadevakassa lokassa ete 
vo sukhasammatā 
Yattha ceto nirujjhanti 
taṃ tesaṃ dukkhasammataṃ 
  
그것들은 하늘사람과 인간의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들이 소멸될 때가 되면 
그들은 그것들을 괴로운 것이라 여기네. 
  
3. 
Yaṃ pare sukhato āhu 
tadariyā āhu dukkhato 
Yaṃ pare dukkhato ā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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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ariyā sukhato vidū.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Pathamaruparamasutta-형상의 즐거움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35:136,전재성님역)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사람들이 즐겁다고 말하는 것, 즉 감각적 

쾌락은 사실 알고 보면 괴로운 것이라 하였다. 일시적 욕망을 충족해 

주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들에게는 남들이 

괴롭다고 여기는 것이 행복이라 하였다. 왜 그럴까? 역류도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1. 
Chaḷeva phassāyatanāni bhikkhavo 
Asaṃvuto yattha dukkhaṃ nigacchati, 
Tesañca ye saṃvaraṇaṃ avedisuṃ 
Saddhādutiyā viharantānavassutā. 
  
수행승들이여, 여섯 접촉영역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겪는다. 
그것들을 제어함을 배운 자들은 
믿음을 벗으로 삼아 번뇌 없이 지내리. 
  
2. 
Disvāna rūpāni manoramāni 
Athopi disvā amanoramāni 
Manorame rāgapathaṃ vinodaye 
Na cappiyaṃ meti manaṃ padosaye 
  
사랑스런 형상을 보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형상을 보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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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대한 탐욕의 길을 제거하고,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다고 정신을 오염시키지 말라. 
  
3. 
Saddañca sutavā dubhayaṃ piyāppiyaṃ 
Piyampi sadde na samucchito siyā 
Athoppiye-2 dosagataṃ vinodaye 
Na cappiyaṃ meti manaṃ padosaye 
  
또한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두 소리를 듣고 
사랑스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분노의 길을 제거하라.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다고 정신을 오염시키지 말라. 
  
4. 
Gandhañca ghātvā surabhiṃ manoramaṃ 
Athopi ghātvā asuciṃ akantiyaṃ 
Akantiyasmiṃ paṭighaṃ vinodaye 
Chandānunīto naca kantiye siyā 
  
향기롭고 매력적인 냄새를 맡거나 
더럽고 불쾌한 것을 냄새 맡으면, 
불쾌한 것에는 분노를 자제하고 
매력적인 것의 욕망에 이끌리지 말라. 
  
5. 
Rasañca bhotvā sāditañca sāduṃ 
Athopi bhotvāna asādumekadā 
Sāduṃ rasaṃ nājjhosāya bhuñje 
Virodhamāsādusu nopadaṃsaye 
  
미식가가 감미로운 맛을 즐기거나 
한때 감미롭지 않은 것을 즐기면, 
감미로운 것을 탐욕스럽게 맛보지 말고 
감미롭지 않은 것에 혐오를 보이지 말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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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sena phuṭṭho na sukhena majje 
Dukkhena phuṭṭhopi na sampavedhe 
Phassadvayaṃ sukhadukkhe upekkhe 
Anānuruddho aviruddhakenaci 
  
즐거운 감촉에 접촉해도 취하지 않고 
괴로운 것에 접촉해도 흔들리지 않으면 
두가지 즐겁고 괴로운 감촉에서 평정하니 
어떠한 유혹과 혐오를 떠났네. 
  
7. 
Papañcasaññā itarītarā narā 
Papañcayantā upayanti saññino 
Manomayaṃ gehasitañca sabbaṃ 
Panujja nekkhammasitaṃ irīyati 
  
희론에 묶인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희론을 향해가지만 그것을 지각하면 
정신이 만든 세속에 의존하는 것을 끊어 버리고 
여읨에 의존하는 것을 지향한다네. 
  
8. 
Evaṃ mano chassu yadā subhāvito 
Phuṭṭhassa cittaṃ na vikampate kvaci 
Te rāgadose-8 abhibhuyya bhikkhavo 
Bhavātha-9 jātimaraṇassa pāragāti. 
  
이처럼 정신이 여섯 감역에 잘 수련되면 
접촉하더라도 어디서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수행승들이여, 그들 탐욕과 성냄을 극복하여 
생사의 피안에 도달한 자가 되어야 하리. 
  
(Chaphassāyatanasutta-여섯 접촉의 감역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35:94,전재성님역)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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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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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흡이 피난처 
  
  

 
  
  
  
매일 숨을 쉰다. 
들이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한다. 
지금까지 숨을 쉬며 들이 마시며 
호흡하며 살아 왔다. 
  
숨을 멈춘다면 사망이다.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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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사람들은 숨의 고마움을 모른다.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헐떡이듯 
산소가 희박하면 헐떡인다.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도 있다. 
숨을 쉴 때 잘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청정한 삶이다. 
  
늘 새벽을 새벽을 맞는다.  
새벽은 해가 뜨는 전조이다. 
착 가라 앉은 새벽에 
숨소리가 난다. 
  
들이 마시고 내쉬고 할 때마다 
이전의 행위가 부끄러워 진다. 
이럴 때 외워 놓은 시가 생각난다. 
마음에 드는 시는 외워놓고 볼 일이다.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기뻐하니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한다.”(dhp15-16) 
  
  
그날의 행위가 깨끗한지는 
잠자리에 들면 알 수 있다. 
한생의 삶이 청정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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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침상에 누워봐야 알 수 있다. 
  
더러운 삶을 산 자는   
‘내가 악을 지었다’고 후회한다. 
청정한 삶을 산 자는 
‘내가 선을 지었다’고 환호한다. 
  
청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깨어 있는 삷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현재만 계속 된다면  
죽지 않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게으르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dhp21) 
  
  
깨어 있지 않아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순간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의식이  
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거나  
속성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두 가지 운명 가운데  
하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S35.235) 
  
  
숨을 들이 마시고 내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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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하면 잡생각이 나지 않는다. 
피난처가 삼보라 하지만 
이순간 만큼은 호흡이 피난처이다. 
  
  
2015-05-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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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악행이 여물기 전까지는 
  
  
오월도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온통 초록의 세상입니다. 불과 한달전 

풍경과 전혀 다릅니다. 오래 전에 핀 벚꽃은 이제 녹음이 무성합니다. 

더 이상 쳐다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카시철입니다. 예전에는 

아카시아라 했으나 요즘은 아카시라 합니다. 
  
아카시는 늦깍이 입니다. 다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새순이 돋아 나지만 

앙상한 채로 있습니다. 오월 중순이 되면 그제서야 새순이 돋고 흰꽃이 

주렁주렁피어 열립니다. 
  
아카시꽃을 볼 때마다 이국적이라 봅니다. 구한말 문호개방과 함께 

외국에서 들어온 왜래종입니다. 대체로 해로운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에 아카시가 번성하면 다른 수종이 파괴된다 해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월의 아카시는 계절의 여왕에 향기를 넣어 

줍니다. 
  
일터로 가는 길, 학의천에 아카시가 만발하였습니다. 하와이안 꽃 

목걸이를 연상 하듯 흰꽃다발이 주렁주렁  피어 있습니다. 한송이를 

땄습니다. 예전의 먹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입에 넣으니 아삭합니다. 

배고픈 시절 아카시꽃도 먹었다 하는데 다른 꽃보다 씹는 맛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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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꽃잎 도 크고 컬러풀합니다. 하지만 

보기만 좋을 뿐 내실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독버섯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컬러풀한 꽃을 좋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보잘것 없습니다. 
  
작은 꽃이 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늦깍이 감니무꽃이 

대표적입니다. 커다란 감잎에 가려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열매는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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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위를 하면 결과로 

니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 입니다. 행위를 꽃에, 

결과를 열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악의 꽃이 있습니다. 악의 꽃은 악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위 역시 악한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행에 대한 열매는 언제 익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악행을 하고서도 잘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악행에 대한 열매가 

익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조건을 만나 악행의 열매가 

익으면 쓰디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행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과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행이 여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경험한다.” 
(Dhp69)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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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람들이 행복이라 하지만 
  
  

 
  
  
오늘도 가던 길을 멈추고 자리에 앉았다. 한번 습관이 드니 늘 그 

자리에 앉게 된다. 이렇게 매일 글을 쓰는 것도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라 여긴다. 
  
비 갠 후의 세상은 깨끗하다. 지역에 차별 없이 내린 비로 인하여 

물청소가 된 듯하다. 신록의 철을 맞아 온통 세상은 푸르다. 도시에서도 

농촌 못지 않게 계절의 변화를 맛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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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수리산이 보인다. 신록의 산은 언제 보아도 젊은 산이다. 

삼각형 모양이지만 밑변이 넓어서 도시를 품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늘 

안정적 이미지이다. 
  
학의천을 따라 수리산을 바라보며 매일 걷는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걷다 보면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 온다. 떠오른 생각, 

흘러가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메모를 활용한다. 이것도 

행복일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양껏 배불리 

먹었을 때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잘 먹는 것에 

대하여 ‘힐링’이라고한다. 다분히 장사속 발언이다. 
  
누군가 예술품같은 요리를 먹는다. 또 누군가는 황제식을 한다. 눈으로, 

코로, 혀로 맛을 보며 목구멍으로 넘긴다. 넘기는 순간 온몸으로 

행복감을 맛 본다. 오감이 총동원 된 것이다. 그러나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끝이다. 하루가 지나면 모두 똥이 되서 나온다. 와인도 

마찬가지이다. 와인을 눈, 귀, 코 등 오감으로 즐기지만 목구멍을 

넘기는 순간 오줌이 되어 나온다. 이런 맛난 음식과 와인을 먹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행복이라 한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행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시적 행복이다. 

행복한 순간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맛을 못 잊어 다시 

찾게 된다. 맛에 대한 갈애가 일어 나는 것이다. 
  
갈애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도 같은 것이다. 갈애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즐거움(행복)을 맛 보지만 그때 뿐이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대신 축복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행복 보다 축복이다. 행복은 지금 여기서 일시적 줄거움에 지나지 

않지만, 축복은 지금 여기서 행복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번영이 축복이다. 그래서 행복 보다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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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천을 따라 수리산을 바라보며 걷는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2015-05-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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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축복의 계절이다. 연중 이맘 때가 가장 좋다.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온도가 20 도 전후에 습도가 50 프로 안팍이면 쾌적하다고 

한다. 거기에다 하늘은 청명하여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면 살 맛 난다. 

하지만 이런 날씨는 오래 가지 않는다. 대기는 점차 오염되어 탁해진다. 

탁한 공기는 구름을 형성하여 하늘은 흐려진다. 청명한 날씨도 3 일 가지 

못하는 것이다. 
  
형성된 구름이 많아지면 하늘은 잔뜩 찌뿌려진다. 마침내 하늘에서 

번쩍하고 섬광이 비친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우르르쾅쾅”하며 천지가 

진동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전의 청명한 날씨는 온데간데 

없다. 이렇게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시간은 흘러간다.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간다. 아침인가 싶으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싶으면 요즘말로 불타는 금요일이다. 연초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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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봄날이다. 갖가지 꽃이 앞다투어 피는 꿈의 계절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이 오래 지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천지는 

인정사정 없다. 이런사정 저런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좋은 시절도 

지나가고 조금 지나면 참을 수 없는 혹서기가 닥칠 것이다.  
  
시간은 흘러간다. 세월도 흘러간다. 그에 따라 우리도 늙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속에서 산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있어서 시간속에 살다가 시간속에서 늙어 가는 것이 

아니다. 애초 시간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가는 것처럼 인식 하는 것일 

뿐이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서 시간이 흘러 가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청명한 날씨가 3 일 못 가는 것도 무상하기 때문이다. 낮이 밤이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역시 무상하기 때문이다. 
  
날씨도 변하고 계절도 변한다. 그에 따라 나도 변한다. 어느 날 뒤돌아 

보니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다. 나이를 먹은 것이다. 해가 바뀐 것을 

카운트하여 나이를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를 먹지 않았다. 다만 

변해 왔을 뿐이다. 잃은 것이 있다면 청춘이다.  
  
누구나 한번쯤 청춘을 향유한다. 그런 청춘은 항상 20 대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청춘의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 청춘을 

버린 것인가 청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무상한 세계에서 시간은 흘러 가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세월은 흘러 

간다기 보다 회귀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낮이 밤이 되고, 계절이 바뀌며 

끊임없이 순환하며 회귀한다. 영겁의 시간에 무한회귀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는 살아간다. 
  
시간도 무상하고, 인생도 무상하고, 자연도 무상하다. 영원할 것 같은 

우주도 무상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동시에 삼라만상이 함께 

변한다. 동시에 변하는 세상에서 미래예측은 불가능하다. 점쟁이는 

지나간 과거를 잘도 맞춘다. 그러나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아직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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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미래를 맞출 수 없다. 그것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동시에 변해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어떤 일이 일어 날지 모르는 

앞날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는 

사이에 청춘은 우리를 버렸다. 중년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속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S1.4)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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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오! 자유! 정말로 나는 벗어났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일어나자 마자 분주히 움직인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비장해 보인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일터로 달려간다. 
  
사람들은 늘 같은 일상을 맞는다. 어제가 오늘 같고 , 오늘이 내일 

같고 , 또 내일이 어제 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그러다 주말을 맞는다. 

요즘은 금요일 저녁이 주말이다. 금요일 저녁이 되어야 완전히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불금’이라 하나 보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길래 ‘불타는 금요일’이라 할까? 
  
월급생활자들의 일상은 반복적이다. 효율을 위하여 각종편의가 

제공된다.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도록 배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그렇게 한달 두달 보내고, 또 일년 

이년 이년을 보내고, 또 십년 이십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시간에 매이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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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열심히 수행하는 젊은 빅쿠들에게 말했다. 악마는 “존자들은 

젊고 머리카락이 아주 검고 행복한 청춘을 부여 받았으나 인생의 꽃다운 

시절에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고 출가했습니다. 존자들은 인간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십시오. 시간에 메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십시오.(S4.21)”라 하였다. 젊었을 때 마음껏 감각적 쾌락을 

즐기며 즐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에 메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 하였다.  
  
사람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생계 수단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직장에 매이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시간에 매이는 

것이다. 누군가 직장에 매이지 말고 시간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을 때 악마의 유혹처럼 들릴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럴 

경우 시간에 매이지 않는 삶이다. 일인사업자의 삶이 그렇다. 
  
일인사업자에게 오월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오월은 종합소득세철이다. 

해마다 오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는 세금은 

미미하다.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애국이라 하는데 적게 내니 비애국자가 

된 셈이다.  
  
지난 일년을 되돌아 본다. 성적표는 매출액이다. 더 정확하게는 

이익금이다. 근근히  유지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통장의 잔고는 늘 

간당간당하다. 들어온 돈은 다 어디 갔을까? 애써 번 돈이 통장에 남아 

있지 않다. 
  
일인사업자에게 해야 할은 많다. 혼자 일하기에 누가 도와 주지 않는다. 

입출금 통장관리서 부터 세금문제까지, 예전에는 경리가 했어야 하는 

일을 혼자 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커피나 차를 타먹는 것도 

심지어 휴지통을 비우는 것도 혼자 해야 한다. 
  
월급생활자와 일인사업자,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일인사업자의 삶이 훨씬 더 낫다. 소득은 훨씬 못 

미치고 바닥청소도 혼자 해야 하지만 자유가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간에 매이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에 매인 것을 쫓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S4.21)”라고 말할 수 있다. 월급생활자처럼 시간에 

매인 삶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유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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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자유! 정말로 나는 벗어났다. 
세 가지 굽은 것들에서 벗어났다. 
절구, 절구공이, 그리고 
마음이 비뚤어진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생사에서 벗어났다. 
윤회로 이끄는 것은 뿌리째 뽑혔다.” 
  
(테리가타 11, 뭇따비구니)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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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감꽃이 피었다 
  
  

 
  
  
감꽃이 피었다.  
아주 작고 노란 꽃이다.  
커다란 잎사귀에 가려  
숨어 있듯 피어 있다.  
  
감꽃이 떨어졌다.  
어렸을적 시골마당에  
감꽃이 수북하였다.  
비바람에 감꽃이  
머리가 잘린 것처럼 떨어졌다. 
  
보일듯 말듯  
감꽃이 매달려 있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아주 작고 노랑 꽃에서 
미래의 큰 결실을 본다. 
  
  
2015-05-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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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살아 있어도 산 자가 아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다. 무기력, 나태, 참을 수 없는 권태를 

느끼는 자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베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심심해 견딜 수 없어서 늘 두리번거린다.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감촉으로 늘 즐길거리를 찾는다. 그러나 늘 

‘허(虛)’와 ‘무(無)’로 귀결된다.  
  
진수성찬을 먹어도 그때뿐이다. 한잔 술에 시름을 달래도 역시 

그때뿐이다.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다. 남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기력과 나태, 참을 수 없는 권태뿐이다.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즐길거리를 찾아 나선다. 한상 가득한 밥상을 

마주 하였을 때 행복이라 한다. 행복한 밥상은 그 때뿐이다. 행복한 

술좌석 역시 그때뿐이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잡담 역시 그 때뿐이다. 

남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가공할 권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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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 나태, 권태는 게으른 자들의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의 것이다. 게으른 자들은 늘 즐길거리를 찾는다. 그렇게 

한해 두해 보내다 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나 두려워하고 맞닥뜨리기 싫은 것이 죽음이다. 게으른 자는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다. 태어남을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다.  
  
게으른 자들은 ‘막행막식’하는 자들이다. 내일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악하고 불건전 일도 서슴없이 한다. 모두 즐기기 위해서이다. 

이런 행위는 미래의 새로운 태어남을 유발하고 만다. 행위는 반드시 

과보를 수반하므로 업으로서 태어난다. 
  
태어남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이전에 내가 죽어야 새로운 태어남이 

있다. 게으른 자들의 삶은 무기력, 권태, 막행막식의 악하고 불건전한 

삶이므로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유발하고 만다. 대게 축생과 같은 

악처에 태어난다. 
  
게으른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처에 태어날 운명의 죽음이다. 

아니 게으른 자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 게으른 자들은 ‘좀비’와 

같은 자들이다. 
  
부지런한 자가 있다. 늘 깨어 있는 자이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자이다. 베고프면 밥을 먹지만 밥먹줄 아는 자이다. 졸리면 

잠을 자지만 잠을 자는 줄 아는 자이다. 술을 마셔도, 재잘재잘 하여도 

자신이 뭐하고 있는지 아는 자이다.  
  
부지런한자에게 무기력이나 나태, 참을 수 없는 권태가 있을 수 없다.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다. 행복한 

밥상을 받아도 행복한 것이라 알면 그뿐이다. 눈으로, 귀로 들어도 본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그런 것인 줄 안다. 그러려니 한다.  
  
부지런한자는 살아있는 자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늘 알고 있기에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 항상 지금 여기에 마음이 죽 

머물러 있다면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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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항상 깨어 있는 자, 부지런한 자는 죽지 

않는다. 
  
태양이 떠 오를 때 전조가 있다. 그것은 새벽이다. 해가 떠 오르기 전에 

새벽이 먼저 온다. 새벽은 부지런함과 동의어이다. 불사는 부지런함에서 

온다. 부지런함은 죽지 않음의 전조이다.  
  
부지런한 자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다. 새벽형 인간, 얼리버드형 

인간이다. 부지런한 자는 계행을 잘 지키는 자이다. 그리고 팔정도의 

길을 가는 자이다. 부지런한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부지런한자는 살아 

있는 자이다.  
  
게으른 자들은 해가 뜬 후 일어난다. 게으른 자들에게 새벽은 없다. 

게으른 자들에게 계행은 없다. 막행막식만 있을 뿐이다. 게으른 자들은 

마음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게으른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게으른 자들은 좀비같은 자들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것과 마찬가지다.”(Dhp21) 
  
  
2015-05-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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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메르스바이러스 괴담을 보고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괴담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감염되어 죽는다면 억울 할 것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 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선행공덕을 쌓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잔고가 텅텅 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먼 길을 가는데 

여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공덕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지금 죽어도 안심 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안심은 어떤 업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공덕마저 버리고 

악함도 버려 (S7:20)”  라 하여, 악행은 물론 선업도 짓지 않았을 때 

해야 할 바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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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친 것이 ‘청정한 삶(brahmacariya)’의 

실현입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청정한 삶을 실현한 

자에게 있어서 하루를 사나 10 년, 20 년을 사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죽게 되었을 때, 비행기가 

추락할 때, 죽음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임을 알아,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 다한 자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할 것 

입니다.  
  
  
“나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삶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고용된 사람이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 
(Thag.606) 
  
  
지금 이순간 급작스럽게 죽음에 직면한다면 죽음앞에 당당할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난 아직 할 일이 많은데...”라 할 겁니다. 
  
  
2015-05-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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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쾌속상승하는 아파트 
  
  

 
  
  
매일 반복 되는 일상이다.  해가 뜨고 해가 짐에 따라,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주변은 변해 간다. 자연의 변화도 극적이지만 도시의 변화 

역시 드라마틱하다. 
  
학의천 저편에 아파트가 쾌속상승하고 있다. 부동산거품이 절정일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방치된 지 수 년 만에 망치소리가 우렁차다. 
  
도시의 환경은 자주 바뀐다.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면 눈앞에 커다란 

빌딩이 눈앞에 떡 버티고 서있다.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 같다. 

쾌속상승 하는 저 아파트단지도 어느 날 눈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헛된 욕망을 버린다. 주변에 멋진 대상을 봐도, 

누가 뭐라 해도 그러려니 한다. 대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늘 알아차리려 한다. 
  
  
2015-06-03 
진흙속의연꽃 
  
 



186 

 

73. 유월의 석류꽃 
  
  

 
  
  
유월은 장미의 계절입니다. 어디를 가나 장미천지입니다. 개인주택의 

담벼락에도 아파트단지 담장에도 온통 장미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장미가 아름답기로서니, 아무리 장미가 향기롭다 하여도 장미만 

있으면 식상합니다. 이럴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 한 

켠에 홀로 피어 있는 석류입니다. 
  
석류나무의 존재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꽃이 피니 존재가 드러난 것 

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줄 조차 몰랐으나 새빨간 자루모양의 석류꽃을 

보고서 비로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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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갠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 몸과 이 느낌이, 이 지각이, 이 형성이, 이 

의식이 내것이라는 집착이 있어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날지도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나 날지 않으니 나는 

방법을 잊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울지도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으나 울지 않으니 우는 방법을 잊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지혜의 종자가 있으나 

계발하지 않으니 지혜의 눈이 생겨 나지 않은 것입니다. 
  
석류나무는 꽃이 필 때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모래알과 같은 인간 역시 

꽃이 필 때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청춘의 꽃, 젊음의 꽃이라기 보다 

도의 꽃입니다. 도를 이루는 것은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2015-06-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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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멘탈파워에도 등급이 있다 
  
  

 
  
  
정신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에도 힘이 있다는 말 입니다. 체력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정신력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보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력이 붙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을 보면 이두박근, 

삼두박근, 복근 등 울퉁불퉁 근육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질의 사람을 보면 힘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힘을 쓰면 일반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무비스님의 

‘서장(書狀)’강연을 들었습니다. 참선을 오래 하다 보면 정신의 

근육이 붙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오래 앉아 있는 다고 합니다. 
  
글쓰기도 근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글쓰기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매일 글을 쓰는 입장에서 몇 차례 도약의 단계를 스스로 

감지하였는데 아마 글쓰기에도 근육이 생겨서 힘을 발휘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를 ‘필력(筆力)’이라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189 

 

무엇이든지 자주 사용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었다는 것은 

큰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멘탈파워(Mental Power), 

정신력도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매일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붙어서 커다란 정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여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간에 늘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활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 하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수습(修習)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수행입니다. 따라서 생활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알아 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사에 알아차리는 

것 입니다. 
  
매사를 알아 차리다 보면 알아차리는 힘이 붙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어 힘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고 도반과 함께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 입니다.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돈벌기에 올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금력이 힘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금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목구멍포도청론’이나 ‘손가락빨기 타령’하며 반론을 

펼칠지 모릅니다.  
  
관심사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 되었을 때 삶은 척박해집니다. 

모두 돈벌기 선수가 될 수 없음에도 돈벌기에 올인 하는 삶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정신적 삶을 추구 합니다.  
  
매일 글을 씁니다. 어떤 이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시간낭비로 보기 때문일 것 입니다. 황금만능시대에 물질적 가치관을 

우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글쓰기는 ‘미친짓’ 입니다. 그러나 

글쓰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 심혈을 기울여 하나의 글이 완성 되었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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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취감을 과연 돈으로 환산 할 수 

있을까요? 
  
수행력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 할 수 없습니다. 수행으로 얻는 희열과 

행복을 계량화 할 수 없습니다. 세속의 오욕락이 행복이라 하지만 

정신적 만족에서 오는 행복에 비하면 십육분의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샛별이 밝다 하여도 달빛에 비하면 십육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아무리 달이 달이 밝다 하여도 태양과 비교하면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행복하다 하여도 

멘탈파워에 미치지 못합니다. 
  
멘탈파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입문단계, 견도(見道), 행도(行道), 

무학도(無學道)단계를 말합니다. 낮은 단계의 사람은 높은 단계의 

사람에게 예를 갖춥니다. 머리가 희다고 하여 모두 장로가 아닙니다. 

나이 어린 사미라도 무학도의 단계라면 예경 대상입니다. 멘탈파워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에서 도인 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멘탈파워가 강력한 한사람의 도인 출현하면 세상은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도의 향기로 인하여 삶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풍요로워집니다.  
  
  
2015-06-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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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행복바이러스도 있다네 
  
  
“짧게 스쳤을 뿐인데..”메르스 감염자의 말입니다. 감염자들은 대부분 

비말로 인한 공기로 감염되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에어로졸감염’이라 합니다. 또한 ‘초미세침방울감염’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기전파입니다. 스페인독감이나 사스가대표적 입니다. 
  
아직까지 공기감염으로 인한 메르스감염자는 발견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확산되는 감염자를 보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지하철에서는 마스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하여 ‘오염(汚染)’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것을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을 숙주로 

기생합니다. 그리고 무한증식 합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인 

듯 합니다. 대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남산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면 장관입니다. 왜소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적을 보면서 모두 감탄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 입니다. 그것은 자연과 환경파괴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메르스공포는 그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메르스가 갑자기 툭 튀어 나왔다기 보다 

나올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대유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에이즈가 

유행한 것도 인간의 문란한 성문화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메르스 역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또 한편 이와 반대의 바이러스도 있을 것 입니다. 행복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파됩니다.  
  
행복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돨까요? 아마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감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의 청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감염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이미 행복바이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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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바이러스 에 걸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행복바이러스는 독성이 없습니다. 걸려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습니다. 한번 걸리면 따뜻한 

햇살만 보아도 의욕이 솟고 한송이 꽃만 보아도 행복합니다. 마치 

비갠후 깨끗한 세상처럼 온 세상이 새롭고 익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행복바이러스는 직접대면에 따른 마음의 전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로도 전파 됩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글을 

보았을 때 역시 행복바이러스에 걸립니다. 
  
  
2015-06-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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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어서 비가 왔으면 
  
  
메르스공포가 점입가경 입니다. 경찰관의 감염에 대하여 병원 이 아닌 

지역감염 일 수 있다 합니다. 또 가족간의 감염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메르스사태를 보면  세월호 판박이 같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하지만 결국 수백명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메르스초기에 말한 것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톡방에서 ‘메르스는 별거 아니다’라는 

문자가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현재 상황에서 거의 유언비어에 

가깝습니다.  
  
옛날 역병이 발생하면 마을을 고립시켜 폐쇄하였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이 뚫렸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마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폐쇄 될 것 입니다.  
  
메르스확산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스’대응한 것과 너무 대조적 입니다. 정부의 콘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입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듯이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력의 극치 입니다. 아니 사실상 무정부상태 입니다. 
  
이제는 뉴스보기가 겁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뚫린 상황에서 이제 

무엇에 의지 해야 될까요? 종교인이라면 열심히 기도 할 것 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난 갈지도 모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산다면 가장 

안전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 수 밖에 없는 민초들은 오늘도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삼일낮 삼일밤을 내리 퍼붓는 

폭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를 비롯하여 모든 오염 된 

것들을 싹 쓸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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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급할 것도 애태울 것도 없는 
  
  
  

 
  
  
오늘도 걷는다. 눈만 뜨면 달려 가듯이 가는 곳이 있다. 일터이다. 혼자 

일하는 자그마한 공간, 아지트이자 사무실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 
  
아지트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학의천길이디. 

이름 없는 작은 하천이다. 요즘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침 학의천 길에 활력이 넘친다. 전쟁하듯이 출근하는 분위기와는 

다르다. 물과 초록이 어우러진 길을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질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심속의 오아시스이다.  
  
길을 가다 멈춘다. 두하천이 합류하는 쌍개울에서 잠시 자리를 잡는다. 

앉아서 새소리를 듣는다. 때로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부드럽다. 급할 

것도 애태울 것도 없는 아침이다. 
   
  
2015-06-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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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이 세상은 꿈속의 세상일까? 
   
  
산에 들에 도시에 갖가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저 깊은 산중 인적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꽃은 피고 집니다. 사람들이 밀집하여 사는 

도시에서도 꽃은 피고 집니다.  
  
학의천에도 달마다 철마다 꽃이 피고 집니다. 꽃이 핌으로써 존재를 

과시 하는 듯 합니다.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 잡초에 불과 할지라도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쳐다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부터 보잘것 없는 들꽃에 이르기 까지 이 세상은 크고 작은 꽃으로 

장엄 되어 있습니다. 
  
  

 
  
  
  
  
꽃은 대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꽃의 형태는 달라도 만물의 어머니 

같은 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섬이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속에서는 서로 연결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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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꿈을 꾸면 꿈속에서의 세상은 서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꿈속의 

나(小我)는 꿈속의 기세간이 익숙합니다. 이는 꿈꾸는 나(大我)가 모두 

만들어 내기 때문 입니다. 
  
꿈을 꾸다 보면 꿈꾸는 나는 꿈속의 나와 꿈속의 기세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꿈이 깨면 꿈속의 나는 사라집니다. 꿈속의 기세간 역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세상을 ‘화장세계(華藏世界)’라 합니다. 

한종류가 아니라 수 많은 꽃들로 장엄된 세상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삼매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세상이라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자체가 화장세상이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꿈꾸는 나가 모두 만든 

것 입니다. 그런데 선사의 임종게를 보면 이 세상이 꿈과 같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선사의 말대로 꿈속의 세상일까요? 
  
  
2015-06-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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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퇴장할 때는 아름답게 
  
  
  
  

 
  
  
  
  
피함으로 인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자리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입니다. 카톡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카톡방에서 퇴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받았어도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 퇴장합니다. 그러나 말 없이 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번뇌를 야기하기 때문 일 것 입니다. 그것은 정신적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피함으로 인해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카톡방을 퇴장하면 한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카톡방을 

세상으로 보았을 때 퇴장하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퇴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세상이 폭발되어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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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멸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기가 

태어났을 때한존재가 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존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세상이 출현 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자아와 

세상을 인식할 때 세상이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세상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고 죽는 것에 대하여 세상을 들락날락 하는 

것 처럼보일 것입니다. 마치 카톡방에 초대 되어 활동하다 퇴장하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카톡방을 떠나면 카톡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장문의 글을 남기고 어느 카톡방을 퇴장 하였습니다. 마치 죽음에 

임박하여 유서를 남긴 심정과 같습니다. 글에서 가급적 좋았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굳이 나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 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다가, 이세상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갖가지 행위를 짓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치 

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젊다고 하여,지금 건강하다고 하여, 지금 행복하다고 

하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내일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실제로 60 년대 영화제목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지 

내생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날던 비행기가 추락하고 지붕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가 하면 날던 

비행기가 추락하고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고 항해하던 배가 뒤집히는 

세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신나게 달리던 차가 갑자기 앞차의 

브레이크로 인하여 연속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래 되어 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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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언제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퇴장 하였을 때 

삶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글이나 사진의 흔적이 

남아 있듯이 삶의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는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을 퇴장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퇴장하면 이 세상의 

폭발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떠난 자는 알 수 

없어도 살아 남은 자들은 그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급적 좋은 이미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됐다”라거나  “그 사람 아깝다”라는 말을 들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그놈 참 잘 죽었다”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카톡방에서 퇴장할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퇴장하면 불쾌감을 줍니다. 왜 퇴장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퇴장하면 좋은 이미지로 기억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나가 버리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그 동안 삶의 흔적을 남겼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지은 행위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Akusala)’이 더 많은지 반대로 ‘착하고 건전한 것(Kusala)’이 더 

많은지 자신이 잘 앎니다. 그래서 가급적 착하고 건전한 행위가 더 

많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계행은 저절로 지켜 집니다.  
  
카톡방과 인생은 너무 유사합니다. 초대받을 때는 태어나는 것과 같고 

퇴장할 때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삶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퇴장 할 때는 뒤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슬며시 퇴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퇴장할 때는 아름다운 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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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辯)을 하나 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유서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그놈 참 잘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2015-06-22 
진흙속의연꽃 
 

 

 

 

 

 

 

 

 

 

 

 

 

 

 

 

 

 

 

 

 

 

 

 

 

 



202 

 

80. 돌계단 사이에 핀 꽃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듯이” 소시적에 들었던 노래가사 입니다. 

‘꽃동네 새동네’라는 제목의 노래로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노력하면 결실을 이룬다는 취지의 건전가요입니다.  
  
낮의 길이가 절정에 달한 무더운 여름날 구청계단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글을 쓰는 

이의 눈에 포착된 것은 돌계단 틈새에 피어난 꽃 이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 송곳 하나 들어 가지 않은 공간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작은 흙이 있어서 어딘가로부터 날아온 씨가 발아 하여 싹이 

났습니다.  마침내 매혹적인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꽃을 보자 

재빠르게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게 틈새에 핀 꽃은 매우 작고 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돌계단 틈에서 핀 꽃은 꽃잎이 넓고 컸습니다. 

더구나 흰 것도 있고 보라색도 있어서 컬러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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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피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꽃을 피워 냈을 때 

하나의 우주가 열린 것 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꽃도 이 세상을 

장엄합니다. 이 세상은 갖가지 꽃들로 장엄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꽃과 같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향유하는 젊음의 꽃, 청춘의 

꽃입니다. 그러나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의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였습니다. 사성제의 진리를 

설법하자 그 중 한명에게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새로운 진리의 눈이 생겨난 것 입니다. 
  
꼰단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꽃이 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열린 

것 입니다. 
  
돌계단 사이에 핀 꽃은 기적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여 

진리의 눈이 생겨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 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듯이 도를 이룬 자도 향기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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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가 나면 나비가 날라 옵니다. 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가르침을 접하면 자신의 

인격변화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리의 눈이 열렸을 때 꽃이 핀 것과 다름 

없습니다. 모든 땔감의 불꽃은 똑 같은 형태를 갖듯이, 부자나 가난한자 

그리고 귀한자나 미천한자 할 것 없이 깨달음의 꽃이 피었을 때 온갖 

꽃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세계와 같습니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S7.9) 
  
  
2015-06-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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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자신만큼 사랑스런 사람이 어디 있겠소? 
  
  

눈을 뜨면 창밖이 훤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지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지막지 흘러가는 시간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끌려 다닙니다. 

  

하루일과가 시작되면 하루결산도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눈을 감는 순간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를 일생처럼 살았을 때 꾸살라(Kusala)행과 아꾸살라(Akusala)행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는 자신이 잘 알 것 입니다. 여기서 꾸살라행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말하고, 아꾸살라행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 입니다.  

  

꾸살라행의 기본은 믿음과 지계와 보시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항상 깨어있다면 계행은 저절로 지켜 질 

것 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배려가 보시입니다. 모두 

자신의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행한다고 하여 스님처럼 다리 꼬고 앉아 것이 전부는 아닐 것 입니다. 

깨닫는다고 하여 화두 드는 것 역시 전부는 아닐 것 입니다. 거창하게 

수행이라 말하기 보다 ‘수습(修習)’이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습은 습관 들이는 것 입니다. 글쓰기도 습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쓰고 기분나쁘면 안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쓰는 것 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도, 염불을 하는 것도, 사경을 하는 것도 매일 꾸준히 

해야 수행이 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낍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레벨업’ 됩니다. 이렇게 몇 차례 레벨업 

되다 보면 힘이 생겨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붙어 힘이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수행력이 생겨나면 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정신력의 

힘 입니다. 이는 자신을 끊임없이 계발해 왔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은 오해 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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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소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홀로 도닦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비하이고 경멸입니다. 그러면서 대승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소승 

없는 대승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부터 닦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는 몰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나기 때문 

입니다. 수행을 하면 향기가 납니다. 늘 깨어 있는 자를 보았을 때 

계향(戒香)이 납니다. 수행의 경지가 높아져 감에 따라 정향(定香), 

혜향(慧香)이 날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 날 것 입니다. 

  

  

  

 
  

  

수행자가 많으면 세상이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수행의 힘은 자신을 변화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수행을 하면 인격적 변화가 

일어 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 

입니다. 

  

수행은 홀로 합니다. 습관을 들이며 매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이라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경전으로부터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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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적으로 보기 때문에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행을 합니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자애수행의 첫번째 

대상은 자신입니다.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 그리고 덜 가까운 

사람 순으로 자애의 마음을 내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살아 있는 모든 

생류(生類)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을 사랑하기에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빠세나디 국왕이 “말리까여, 그대는 누가 가장 사랑스럽소?”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현명한 말리까왕비는 “대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자신만큼 

사랑스런 사람이 어디 있겠소?”라며 대답했습니다. 

  

  

2015-06-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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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을 경계한다 
  
  
비가 옵니다. 학의천을 걸어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와야 제멋 입니다. 비와 바람이 어우러진 궂은 날씨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합니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라 하고, 미우면 “미어 죽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붙이면 좋아함과 싫어함이 극명한 사람 

입니다.  
  
한번 좋아라 하면 죽어라 좋아라 하고, 한번 미우면 죽어라 미워 

합니다. 이런 극단은 결국 무지에서 비롯 된 것 입니다. 좋으면 

거머쥐려 하고 싫으면 밀쳐 내려 하며 본능대로 살기 때문 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동물과 다름 없습니다. 대게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미워하여 

감정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은 대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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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끝마다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티(Anti)’로 돌변 할 것 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증오하게 됩니다. 

광팬이 안티가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더 쉽습니다. 
  
비가 옵니다. 뜨거운 대지를 촉촉히 적실 뿐만 아니라 메르스도 씻어 낼 

것 같습니다. 비바람과 힘께 극도의 좋아함과 극도의 미워함, 양극단도 

함께 씻어 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06-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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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남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화가 날 때가 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이다. 은연중에 

치미는 분노가 있다. 불쾌한 생각이 떠 올랐을 때이다. 후회가 일어 날 

때가 있다. 자신에게 화가 날 때이다.  
  
화는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화를 내면 이제까지 맺어온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파괴 될 수 있다. 순간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여 표출 하였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 진 물이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미움의 감정이 일어 났을 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 그 순간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왜 그런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기는 울다가 웃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지는 못한다. 탐욕과 

성냄도 마찬가지이다. 탐욕과 성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탐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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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냄은 고유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탐욕은 좋아해서 거머쥐려 하는 

것이고, 성냄은 싫어해서 밀쳐 내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럼에도 어떻게 탐욕과 성냄이 동시에 일어 날 수 있을까? 

동시에 울음과 웃움이 일어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마음은 한순간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화가 

났을 때 마음을 돌리면 된다. 다른 마음으로 전환하면 성냄은 이전의 

마음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성냄이나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연습해야 한다. 연습은 다름 아닌 수행이다. 
  
어떻게 해야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내는 것이다. 반드시 상대방이 아니어도 

좋다. 하나의 측은지심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떠올리면 된다.  그 

순간 미워하는 마음은 연민의 마음으로 바뀔 것이다. 
  
연민의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슴으로 가면 된다. 

콩닥거리는 가슴에 집중하는 것이다. 콩닥거림을 아는 순간 미워 

하는 마음은 이전 마음이 되어 버린다. 
  
흔히 남을 사랑하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된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말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 수행으로 

본다.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닦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남도 친구로 여긴다. 그래서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자학하는 사람이다. 막행막식하며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헤치며 살다 보니 

남도 헤치게 된다. 자신을 적으로 여기니 남도 적으로 여긴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 해당 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한다. 자연스럽게 연민의 마음도 

일어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성공도 기뻐해 준다. 타인의 

성공과 번영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상태가 

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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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자애와 연민과 기뻐함과 평정의 마음으로 넘쳐 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 같다. 
  
  
2015-06-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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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머리에 불 난 것처럼 
  
  

 
  
  
일년의 절반이 지났다. 무엇이든지 반만 너머서면 급격히 줄어든다. 

책을 읽을 때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급격하게 얄팍해진다. 세월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기대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2014 년 발표된 한국인 남녀 기대수명은 

81 세이다. 여자가 남자 보다 높고 매년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기대수명이 81 세라 하여 그때까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 기대는 

기대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남의 안전을 책임져 져 줄 수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착한지 

악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가?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이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누군가 책임진다고 

말한다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흘려 버리는 것이 났다. 그때 가 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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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81 세라면 40 세부터 꺽어 진다. 책을 읽으면 절반 이후에서 

얄팍해지듯이 수명 또한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한다. 대부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낸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천상에서 하루는 인간의 백년이라 한다.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빈둥거리며 살아간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잘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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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구경 인연담에 나오는 말이다. 천상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수 천 년을 사는 

것처럼 즐기며 산다. 인간들이 게으르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한 말이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태어나 고통스럽게 살아 가는 삶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은 시간이 긴 것이 아니다. 이번 생에 

가능하지 않다면 다음 생을 위한 발판이라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목숨은 길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지 말라. 우유에 도취한 듯 살아야 하리. 죽음이 다가오는 

일은 결코 없다네.(S4.9)”  라고. 이는 악마의 유혹이다.  
  
아기가 우유를 마시는 순간은 달콤하다. 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시간이 

잘 간다. 장미와 와인의 나날을 보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지나간 



215 

 

시절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임종에 이르렀을 때 이미 지난 시절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또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시가 잘 말 해 준다. 
  
  
“사람의 목숨은 짧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라.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살아야 하리.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 없네.”(S4.9) 
  
  
사람의 목숨은 짧다고 하였다. 더구나 기대수명에서 반이 꺽어진 

나이라면 얄팍하게 남아 있는 책장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아기가 우유 마시듯, 꽃을 따는데 정신 팔리듯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불난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2015-07-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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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요즘 티브이를 조면 홀로 사는 사람에 대한 프로가 많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도인처럼 나홀로 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홀로 살지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대자연속에서 홀로 사는 

것이 신선놀음 인 것 같아 부럽습니다.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갖지 

못하였기에 부럽습니다. 
  
그러나 나홀로족은 ‘루저(Loser)’라 볼 수 있습니다. 

루저는 일반적으로 ‘패자’의 뜻 입니다.   사회적응에 실패하여 

가다가다 갈데 없어 산속에 들어간 케이스라 봅니다. 물론 치유 등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예외 입니다. 
  
같은 루저라도 산중인이 노숙자 보다 낫습니다. 무기력, 나태, 게으름, 

알콜중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자들 보다 훨씬 

낫습니다. 혼자 살면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나홀로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응에 실패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산중이나 서울역에 살지 않는 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고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모인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돌출행위를 하면 왕따 됩니다. 화합을 깨뜨렸을 때 

배겨 나지 못 합니다. 결국 나홀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동체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빅쿠들은 공동체생활을 합니다. 최소 네 명 이상이면 승가라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명문화 한 것이 율장 입니다. 그런데 승가에서 

가장 크게 요청되는 것이 ‘화합’입니다. 일심동체가 됨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율장대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화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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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조화롭게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하며 지냅니다.” 
  
  
  

 
Sangha 
  
  
율장대품 ‘꼬삼비의 다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누룻다가 

부처님에게 한 말 입니다. 서로 화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우유와 물처럼 조화롭게’라 하였습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스런 

눈빛’입니다.마치 연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다툼이 일어 날 수 없겠지요. 
  
화합승가의 조건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따르는 것 입니다.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입니다. 율장에서는 “저는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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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승가에서 요청되는 것 중에‘자애’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솔선수범’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치우기 식 입니다. 

그리고 승가에서는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는 

밤샘토론 합니다. 그래서 율장대품에서는 “닷새마다 밤을 새며 법담을 

나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침묵 입니다. 
  
화합승가는 빅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새겨 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조화롭게 서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하며 지냅니다.”라고. 
  
  
  
2015-07-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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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내일 종말이오더라도 
  
   

 
  
   
어제는 뜨거웠습니다. 더구나 저녁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에어콘이 없는 집에서는 견디기 힘든 밤 입니다. 오늘도 뜨거울 것이라 

합니다. 금년 들어 무더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본격적인 핫한 계절을 앞두고 맛뵈기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이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비소식 입니다. 최고 

200 밀리 가량의 비가 삼일에 걸쳐서 온다 하니 빅뉴스 입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입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 너무 많이 와도 걱정 입니다. 더구나 태풍까지 불어 

모든 것을 날려 버릴듯 하면 또 걱정 입니다. 지진, 해일, 태풍, 쓰나미 

등 온갖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 입니다. 
  
비도 적당히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램일 뿐입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기는 매일 변합니다. 청명한날도 삼일가지 않습니다. 공기가 

탁해지면서 구름이 되고 마침내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몇 초 지나지 

않아 “우르르쾅쾅”하며 거센 비가 쏟아 집니다. 지구속도 매일 

꿈틀거립니다. 때로 지진으로 쓰나미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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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잠시도 가만 있지 않습니다. 늘 변합니다. 무상합니다. 대기의 

순환이나 지각속의 꿈틀거림 역시 무상하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도 적당히 오기 바라고 바람도 적당히 불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천지불인(天地不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가만 있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 속담에 

“변덕이 죽끓듯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마음은 기후의 

변화만큼이나 극적 입니다. 때로는 태풍이나 지진, 쓰나미가 난 듯 

합니다.  
  
자연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꾸어말하면 

무상합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터로 가는 길에 학의천길 쉼터에 앉았습니다.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심히 변하는 세상에서 무언가 남겨 보고자 

합니다. 어는 철학자는 “나는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담마(Dhamma)에 대한 글을 쓰겠습니다.  
   
  

 
  
2015-07-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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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잠 못 이룬 밤에 
  
  

 
  
  
밤새 덜컹 거리는 소리에 잠 못 이루었네.  
자는 둥 마는 둥 꿈자리는 뒤숭숭,  
비가 오려거든 주룩주룩 와야지.  
찔끔찔끔 내린 비, 바람만 부는 밤,   
꿈자리 사나운 날 마음만 심란해졌네. 
  
창밖을 내다 보았네.  
키 높은 나무 잎사귀가 뒤집어지며 파도치고 있네.  
열대야의 밤에 잠 못 이루어 밤새 뒤척이었지만 
창밖에 키 높은 나무는 그 자리에 의연히 서 있었네.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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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인생의 하얀 도화지 위에 
  
  
늘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뒤척일 때도 늘 누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도 그럴 

것이라 생각 해 봅니다. 
  
누워 있기 위하여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낮에 활동했던 것은 결국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일년 이년 보내다 보니 결국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실적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얻은 것이 재산, 명예, 권력 일까요? 그것도 없으면 

가족일까요?  
  
언젠가 청소년시기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학생프로에서 어느 학생이 ‘장래 뭐가 되고 싶으세요?’는 질문에 

“저는 기필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라 하여 웃음 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퇴출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퇴출이 

있습니다. 다시 모태에 드는 겁니다. 모태에 드는 것이 축복일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건전하게 살았을 때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악하고 불건전하게 살아 갑니다.  
  
매일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으면 ‘죽어라’ 좋아라 하고, 미우면 ‘죽어라’ 

미워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탐욕과 분노의 삶 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다 잠자리에 듭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인생의 하얀 

도화지에는 악하고 불건전한 흔적이 더 많습니다.  때로 착하고 건전한 

흔적도 있을 겁니다. 한평생 식욕, 성욕, 안락욕, 재물욕, 명예욕 

이렇게 오욕락을 즐기며 살아 가지만 남는 것은 행위와 유골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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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겁의 세월만 윤회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겨놓는 유골의 양은 
그 더미가 큰 산과 같이 되리라고 
위대한 선인께서는 말씀 하셨네.”(S15.10)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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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OBS 인천방송에 명불허전(名不虛傳)이 있다. 일요일밤 9 시에 방송되는 

OBS 의 간판프로이다. 여기서 명불허전이라는 말은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명사들을 초청하여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 주는 명불허전에서 

‘조훈현’편을 보았다. 바둑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관심 있게 본 

것은 세계바둑올림픽이라 불리는 ‘응창기배’에서 우승한 이야기이다. 
  
응창기배는 대만의 재벌 응창기씨가 바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989 년 

처음으로 상금 40 만달러를 내놓고 바둑대회를 연 것으로 시작 되었다. 

4 년마다 한번씩 개최 되는 바둑올림픽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름 

있는 고수들이 한번씩 우승한 바 있다. 
  
1989 년 당시 한국의 바둑수준은 변방에 머물렀다고 한다. 세계최강은 

일본과 중국이었다. 그때 당시 바둑수준에 따라 초청되었는데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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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 중국이 4명, 대만이 3 명 그 외 한국, 호주 둥 여러 나라 에서 

1 명씩만 초청받았다. 장소는 싱가포르이었다. 
  
조훈현은 결승에 올랐다. 최종적으로 섭위평(聶衛平) 9 단과 대결했다. 

다섯 번 치르는 대국에서 1:2 의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네 번째 

대국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 그것은 놀랍게도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국에 임하는 섭 9단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조훈현은 네 번째 대국에서 승리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국에 

임했다. 다시 상대방을 보니 더욱 더 굳어 있었다고 한다. 그 표정을 

보고 승리를 확신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둔 결과 

우승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명불허전 조훈현편을 보고 느낀 점은 시합에서 흥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진다는 말이 있듯이, 상담할 때나 토론할 때 긴장해서도 안되고 

화내서도 안된다. 당연히 욕심부려서도 안된다. 마치 오장애를 말하는 

것 같다. 
  
오장애가 있다. 일반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감각적 

욕망, 분노, 흥분과 회환, 해태와 혼침,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오장애라 한다. 
  
오장애가 일어나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부글부글 끓는 물이나 

흙탕물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물이 

정화되어 맑고 잔잔해지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응창기배에서 조훈현이 우승한 것은 마음을 안정시켰기 때문이다.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마음을 집중시킨 결과로 본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았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 한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집중시키면 연기가 나는 이치와 같다. 또한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면 초월적인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은 

오장애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 간다. 
  
세상사람들은 여덟 가지 바람 부는 대로 살아 간다.  그것은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라는 여덟 가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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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팔풍(八風)에 휘둘려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자는 팔풍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항상 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주 단단한 바위덩이가 
비람에 움직이지 않듯 , 
이와 같이 현명한 님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Dhp81)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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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매일 죽는 사람 매일 부활하는 사람 
  
  
  

 
  
  
매일 죽는 사람이 있다.  
단역배우는 매일 죽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매일 죽는다.  
우리들도 매일 죽는다.  
잠들 때 매일 죽는다. 
  
매일 부활하는 사림이 있다.  
죽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일어 난다.  
우리들도 매일 부활한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뜸으로써 부활한다. 
  
창 밖이 훤하다.  
새소리가 요란스럽다.  
커튼에 비치는 햇살이 강렬하다.  
부지런한 농부는 들에서 일할 시간이다.  
죽은 듯이 잠을 자다 다시 부활했음을 안다. 
  
커튼을 젖혔다.  
비가 개인후의 청명한 아침이다.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다.  
조금 지나면 대지는 뜨거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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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활한 아침,  
오늘 하루 인생의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까?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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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없는 듯 있는 님 
  
  
  

 
  
  
호불호(好不好)가 뚜렷한 사람이 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다.  
한번 좋으면 무지하게 좋아하고 
한번 미우면 죽어라 미워한다.  
자아의식과 자만에 가득 찬 사람이다.  
  
호불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에게 잘 해 주면 우호적이고  
못해주면 적대적이다.  
순간의 기분에 따라 좋아하고  
미워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 있다.  
공기 같은 사람, 물과 같은 사람이다. 
창 밖의 저 새는 없는 듯 하지만  
나름대로 새끼치며 살아간다.  
저 사람은 없는 듯 하지만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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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에서 자유로운 님이다.  
대상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물과 같은 님,  
있는 듯 없는 듯 공기와 같은 님이다. 
  
천한 행위를 하면 천한 사람이 된다.  
고귀한 행위를 하면 고귀한 사람이 된다.   
자아와 자만에서 자유로운 님, 
없는 듯 있는 그 님을 거룩한 님이라 부른다.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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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칠월 무더운 여름날 우리계곡에서 
  
  
  

 
  
  
  
부처님 당시 고대 인도에서는 수행자들이 주로 숲에서 살았다. 일정한 

거처를 갖지 않고 탁발에 의존 하는 빅쿠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러나 숲밖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졌음에도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이를 노래한 것이 아란냐경이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 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지나간 일을 슬퍼하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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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낫으로 잘라 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 시들며 변색된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하며 슬픈 

표정을 짓는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근심으로 

애태운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였다. 
  
우리계곡에 와 있다. 우리계곡은 지명에 없다. 스스로 붙인 명칭이다. 

칠월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목적지에 도달했다. 지난 

십수년간 사시사철 즐겨 찾는 곳이다. 인공과 차단된 별유천지 

비인간이다. 
  
우리계곡은 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세상은 늘 무상하게 

변하고 세월에 따라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계곡은 시간이 멈춘 듯 하다. 

다만 계절에 피는 노랑색깔의 나리 꽃이 반겨준다.  
  
지리를 잡고 앉았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밀려 온다. 동시에 슬픈 

마음도 밀려 온다. 그것은 지나간 시절에 대한 회환과 아쉬움이다. 

자연은 변함 없는데 무상한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다. 
  
숲속에 사는 빅쿠는 얼굴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하루 한끼 먹고 

살며 가진 것이 없어도 지난 시절에 슬퍼하지 않고  미래의 일에 

애태우지도 않는다. 현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이 맑고 깨끗한 자가 있다. 대게 마음도 맑고 깨끗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다. 

그런자와 함께 있으면 저절로 청정해지고 저절로 행복해진다. 
  
  
2015-07-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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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오늘 귀인을 만나려나 
  
  
  

 
  
  
  
한때 기상청이 ‘구라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적이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퍼컴퓨터를 도입해서 완벽한 예측시스템을 갖추었으나 

번번히 빗나갔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불과 몇 시간 앞도 예측하지 

못한다하여 구라청이라 하였다. 
  
오늘 비가 올 것이라 한다. 뉴스에 따르면 대기가 불안정하여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올 것이라 하였다. 장마철이라 이런 기상정보에 늘 

관심을 갖고 외출 할 때면 우산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비록 

어긋나더라도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인생도 예측 가능할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처럼 조건을 입력하면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표시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가 지금까지 행태를 보았을 때 미래 일어날 일을 짐작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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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일어나봐야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변한다. 

그것도 동시에 변하므로 변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과거는 귀신처럼 맞추지만 미래는 번번이 어긋나는 

것과 같다. 기상예측도마찬가지 일 것이다. 
  
해가 뜨자 마자 매번 반복 되는 일상이다. 오늘도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해 달려간다.  변덕스런 날씨만큼이나 죽 끓듯 하는 마음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늘 알아차리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조용히 기다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좋은 일이 있기를 고대한다. “오늘 귀인을 

만나려나?”라고. 
  
  
2015-07-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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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방금 머리 감은 것처럼 풋풋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시피 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삶입니다. 이럴 

경우 늘 ‘귀인(貴人)’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고객에게 전화 올 때가 

가장 반가운 것입니다. 주문이 들어 왔을 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마음의 활기가 넘쳐 납니다. 폭풍우가 닥치면 선장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선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듯이 일감이 넘쳐 났을 때 활기 또한 

넘쳐 납니다. 
  
늘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나홀로 다 처리 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은 물론 청소도 홀로 해야 합니다. 커피나 차를 타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관련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이 복잡한 것은 세무사에 하루 맡겨 버리지만 부가세 정도는 홀로 

처리 합니다. 요즘은 모두 전산화 되어서 클릭 몇 번 하면 깨끗이 해결 

됩니다. 
  
부가세 처리할 때 마다 늘 느끼는 것은 삶이 참으로 힘겹다는 것 

입니다. 한건 한건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보면 지난 육개월 간의 애쓴 

노력이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오로지 한타임으로 끝나 버리는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남을 글을 쓰는지 모릅니다. 아마 

보상심리이겠지요. 새삼 월급 받아 먹고 살던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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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면 새로운 희망으로 넘쳐 납니다. 학의천을 지나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건전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길을 

따라 죽 가다 보면 전자조립공장이 보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생활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방금 머리 감은 것처럼 

풋풋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착하고 

건전하게 보입니다. 비록 손에 쥐는 것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갑니다. 불법과 탈법과 불로소득으로 이루어진 

부, 타인의 눈물과 한숨으로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기에 정당한 

것입니다. 오로지 팔뚝의 힘과 이마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 들이고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을 지니고,  
  
‘이 재물은 결코 왕도 빼앗을 수 없고,  
도둑도 빼앗을 수 없고,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휩쓸 수 없고,  
악의적인 상속자가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수호하고 그것들을 보존합니다.” (A8.54) 
  
  
  
2015-07-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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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염불도 바꾸어 보자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불자님들은, 신심 있는 

불자님들은 ‘나무아미타불’ 또는 ‘나무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경계에 부딪쳤을 때 ‘나무아미타불’이라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무관세음보살’하며 염합니다.  
  
어떤 이는 석가모니불을 염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이라 합니다. 의지함을 뜻하는 ‘나무’가 붙지 않는 

것이 특징 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크게 의지 합니다 
  
아미타불에 의지하는 것은 서방정토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발원입니다. 임종시 열 번 염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은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보둣이 

‘염피관음력(念彼觀音力)’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 일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세에서는 관세음보살에 의지 하고 사후에는 아미타불에 

의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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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은 삼보에 귀의 합니다. 삼보를 의지처, 귀의처, 피난처로 삼아 

살아 갑니다. 그런데 때로 타방국토의 부처나 보살에게 의지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승불교전통의 

‘다불다보살’의 개념이라면 문제없을 것 입니다. 
  
테라와다불교에도 염불이 있습니다.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 

한분만을 염합니다. 어떻게 염할까요? 그것은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닷사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라고 세 번 염합니다. 그래서 염불하듯이 늘 입에 

달고 다닙니다. 
  
나모는 귀의함을 뜻합니다. 땃사는 3 인칭 대명사 입니다. 바가와는 

세상에 존귀한 님(세존)을, 아라하따는 거룩한님(아라한)을, 

삼마삼붓다는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정등각자)을 뜻 합니다. 그래서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닷사”라는 말은 “세상에 

존귀한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염불도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초기경전에 따르면 

공포나 전율이나 소름이 끼치는 두려움이 생겨나면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잘 길들이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이다.”(S11.3)”라고 염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수호주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래십호에서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칭호가 

바가와(세존), 아라한, 삼마삼붓다(정등각자) 입니다. 이 세 칭호만을 

따로 떼어내서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닷사”라고 세 

번 염하는 것 입니다. 그것도 기뿐 마음으로 부처님공덕을 찬탄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염하면 신심도 날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2015-07-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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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08 번뇌의 세상에서 
  
  
이 세상이 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보내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왔다가 갔다’라 

할 것 이다. 그러나 떠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이 

세상은 파괴되고 만다. 
  
이 세상을 떠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이 세상이 파괴 되었다고 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면 큰 오산이다. 미안하지만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이 만든 세상이다.  
  
각자의 세상이 있다. 어떤 이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산다. 어떤 이는 

남이 보지 못하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성향이 각자 

다르듯이 사람 수  만큼 세상이 있다.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저 

지저귀는 새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 간다. 
  
이 세상을 살아 보니 즐거운 일 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일시적 이다. 오래 지속 되지 않아 불만이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 법우님이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 
  
  
(혼자 가는 연습)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가족이 너무 그립고 
도반과 헤어지면  
가슴이 텅 빈 듯 쓸쓸해진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나니  
수시로 보고 싶어 지고 빈 둥지가 적막하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니  
평생에 한이 되고 
배우자와 사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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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산다는 게 큰 고통이 된다. 
  
혼자 있으니 기쁜 일도  
기쁨을 느낄 수 없고 
아름다운 꽃들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슬픈 일을 당하니  
슬픔은 배가 되고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어찌하랴.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나 또한 떠나야 할 시간 되면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가야지. 
  
다만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나마   
살아 있다는 것에 눈물 나게 감사하고  
무상한 중생들과 잠깐 이라도 함께 있다는 인연에  
참으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야지. 
  
(B 법우님) 
  
  

 
  
법우님은 칠십이 넘었다. 고령임에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신세대 노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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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님의 자작시를 보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흘러 가는 세월 앞에 속수무책이다. 자신만 

남겨 두고 모두 떠났을 때 항상 하지 않음을 느낀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 되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젊음, 이 청춘이 진정 내 것이라면 

계속 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린다. 어는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일시적으로 내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다.  
  
지금 느끼는 행복감도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 그것이 불만족이다. 

인생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다. 인생과 자연과 우주는 항상 

하지 않다. 늘 변하고 꿈틀거리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에 살고 있다. 자신이 창조자이다. 그런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런 번뇌는 108 가지가 있다. 
  
왜 108 번뇌인가? 눈과 귀, 코, 혀, 몸, 정신 등 여섯 감각능력으로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애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되어 18 가지 번뇌가 생겨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18 번뇌는 우리 몸과 마음의 안팍에서 일어나므로 모두 36 가지 번뇌가 

생겨난다. 이런 번뇌는 현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걱정한다. 그래서 36 가지 

번뇌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하면 108 가지 번뇌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매일 번뇌로 살아 간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 자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누군가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 역시 번뇌가 발생한다. 이렇게 

안팍에서 발생하였을 때 이 세상은 번뇌로 가득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세상은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세상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 번뇌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고 즐겁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번뇌에서 

벗어 날 수 없다. 
   
2015-07-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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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메뚜기로 살 것인가 초인으로 살 것인가 
  
  
  

 
  
  
  
이진우교수의 인문학 강좌를 들었습니다. EBS 에서 본 니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강좌에서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인가 초인의 될 

것인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 있게 다가 왔습니다. 
  
니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니체의 대표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끝까지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체에 대하여 

TV 강좌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방영 되고 있는 

EBS 인문학강좌에서 새롭게 그 의미를 발견 하였습니다. 강좌에 따르면 

두 가지 인간 유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메뚜기인생, 또 하나는 

초인의 삶 입니다.  
  
메뚜기의 삶 
  
메뚜기인생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이기적 인간 입니다. 오로지 

현세적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 하는 천박한 인간형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인간형으로 살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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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일류회사에 취직을 하여 예쁜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말 합니다. 또 미래를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오로지 돈만 모으려는 

타입도 해당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며 “내일은 잘 될 거야” 라 

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5 년후, 10 년후, 

20 년후의 미래를 상상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만 나아 가는 삶 입니다. 이에 대하여 메뚜기같은 삶이라 

하였습니다. 메뚜기 같은 인간 입니다. 니체는 ‘최후의 인간’이라 

하였습니다. 마치 가다 가다 갈 데 없어 종착지에 이른 인간형 

같습니다.  
  
초인(위버멘쉬)의 삶 
  
미래는 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 설령 바라던 그날이 왔을 때 만족할까요? 마셔도 마셔도 

갈증 나는 것처럼 또 다른 갈애가 생겨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인문학강좌에 따르면 초인(위버멘쉬)의 삶이라 

하였습니다.  
  
초인의 삶은 경원시 되기 쉽습니다. 짜라투스트라가 10 년간 동굴생활을 

마치고 시장거리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바쁜 저자거리의 사람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세의 이익과 행복론으로 비웃듯이 

대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자의 이야기가 생각 납니다. 도를 이야기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웃어버린다는 말 입니다. 
  
초인이 되려면 위험을 감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 입니다. 세상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때 이를 버리는 삶의 방식을 말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하여 배우자 만나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삶의 방식으로 

봅니다. 대다수가 따르는 가치를 부정합니다. 기존의 형이상학적 가치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냅니다. 형이상학적 가치와 

결별한 사람, 창조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초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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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로 살 것인가 초인으로 살 것인가  
  
초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자의 모습이 떠 올랐습니디. 

성자가된다는 것은 세속의 삶과 반대 되는 것 입니다. 세속을 떠났기 

때문이라기 보다 세속의 흐름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욕락을 추구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으로 즐기는 오욕락입니다. 또 하나는 식욕, 

성욕, 안락욕, 재물욕, 명예욕으로 누구나 추구하는 오욕락 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최후의 인간형이고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사람 대부분은 본능대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자집단입니다. 

세상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삶을 사는 자들 

입니다.  세상사람들이 탐진치의 흐름으로 살아 갈 때 이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 갑니다. 이를 ‘역류도’라 합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보았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 입니다. 도를 이야기 하면 크게 

웃어 버리는 이유 입니다. 
  
메뚜기의 삶과 초인의 삶,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될 

것인가 초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 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메뚜기로 

살기는 쉽지만 초인으로 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 입니다. 비웃음과 

비난과 비방을 감수해야 합니다. 메뚜기로 살 것인가 초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2015-07-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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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비갠 후 세상은 아름답다 
  
  
  

 
  
  
  
  
비갠 후 세상은 아름답다. 거기에다 햇살까지 비치면 살 맛 난다.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 초등학교시절 빌려온 책을 밤새워 읽었다고 

한다. 다 읽고 났더니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다고 

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다. 이제까지 늘 보아 왔던 달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발뿌리에 채인 돌도 다정하게 느껴 

진다고 했다. 산천은 변한 것이 없는데 달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이 변했을까? 그건 아니다.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일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을 바라 보고 살아 간다. 저 너머에 무언가 

이상적인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말한다. 

절대진(絶對眞), 절대선(絶對善), 절대미(絶對美) 같은 것이다. 

다름아닌 이상이다. 그리고 이데아(Idea)이다.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초월적 가치에 해당된다. 
  
진, 선, 미와 같은 이데아를 추구하면 할수록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위(僞), 악(惡), 추(醜)이다. 절대진을 추구한다면 절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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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내야 한다. 절대선을 추구하면 절대악은 멸절의 대상일 뿐이다. 

절대미를 바란다면 절대추는 감추어야 한다. 
  
절대라는 말이 있다.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이다. 그런데 

절대진, 절대선, 절대미는 절대로(absolutely) 성립하지 

않는다는사실이다. 하나의 형이상학적 이상론이고 이데아에 불과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절대위, 절대악, 절대추도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이상적 가치를 추구해 왔다. 실현불가능한 이데아를 

향하여 현실을 도외시하며 살아 왔다. 저 빛나는 태양이 있음에도 

죽어서나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형이상학적 가치로 살아왔다. 마치 

무지개를 찾아 나선 소년처럼, 파랑새를 쫓는 사람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 온 것이다.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 하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변했다. 비갠 후 하늘처럼 살맛을 느끼는 것은 

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했을 때 세상이 바뀌었다. 나 ‘자신을 넘어(beyond 

oneself)’ 섰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 담배와 전쟁을 하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게으름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말은 “목숨을 

걸었는가?”라는 말이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넘어 

섰을 때 진정한 승리자이다.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가치추구를 

그만두고 자기극복을 하였을 때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다. 
  
이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함으로써 이 세상이 존재한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세상이 본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본 것이다.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비갠  후 학의천길에  ‘망초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2015-07-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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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관음사계 삼년만에 다시 핀 난꽃 
  
  
오래 전 지인으로 부터 난(蘭)를 선물 받았다. 이름하여 ‘관음사계’라 

한다. 물은 7 일에 한번 주라고 난의 이름과 함께 쓰여 있다. 그로부터 

7 년이 지난 요즘 난꽃이 활짝 피었다. 
  
  
  

 
  
  
  
난을 선물 받은 것은 음악씨디를 주었기 때문이다. 2008 년 부터 

불교음악씨디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때로 고객들에게 

주기도 한다. 심지어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나 택배기사에게 주기도 

한다.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기쁜 마음으로 

주었을 때 이처럼 기분 좋은 것이 없다. 받는 사람도 기분 좋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는 즐거움, 이 

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음악씨디를 받은 지인은 감사의 표시로 난을 선물했다. 값비싼 난을 

받으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기분이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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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지만 받고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이다. 
  
  
  

 
  
  
난을 정성스럽게 잘 키우고 있다. 죽이지 않고 키우는 비법이 있다. 

7 일에 한번 물을 줄 때 물만 뿌려 주는 것은 아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담고 하루밤 담구어 놓는 것이다. 마침내 삼년만에 다시 난꽃을 보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거든 보시를 해야 한다. 단지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번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 보다 한번 선물한 것만 못하다. 아무리 원한 

맺힌 자라도 직접 만나서 보시하면 누그러지게 마련이다. 
  
  
“보시는 조어되지 않은 사람을 조어하고 
보시는 모든 이로움을 성취시킨다. 
보시와 상냥한 말씨를 통해 시주자는 편해지고 
시물을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인다.”(v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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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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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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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주문 같은 말 입니다. 천수경을 보면 

짤막한 주문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가 있습니다. 참회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회할 때나 연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는 

주문이 아닙니다. 숫따니빠따 자애경(Sn1.8)의 한구절 입니다. 해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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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라고 바라는 것 입니다. 모든(sabbe) 

중생(sattā)이라 하였으므로 정신기능이 있는 모든 유정중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물론 축생, 아래로는 아비지옥중생에서부터 위로는 

가장 높은 천상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해당 됩니다. 
  
모든 중생에는 우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원한 맺힌 자도 해당 됩니다. 

일반사람에서부터 성인도 해당 됩니다. 모든 유정중생이 

안락(sukha)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자애사상이 잘 구현 

된 것 입니다. 대승 보살사상의 원류라 볼 수 있습니다. 
  
자애(metta)와 함께 늘 같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연민(karuṇā) 
입니다. 자애와 연민은 비슷하지만 다른 말 입니다. 대승에서는 이 둘을 

합쳐서 자비(慈悲)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애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라 합니다. 연민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라 합니다. 
  
자애와 연민에서 키워드는 행복(sukha)과 고통(dukkha) 입니다. 지금 

행복한 자는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고 지금 괴로운 자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알고 보면 자애와 연민은 같은 

말 입니다. 그래서인지 공통적으로 성냄 (dosa)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자애와 연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뿌리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분노(Kodhassa visamūlassa madhuraggassa, S1.71)”라 하였습니다. 

이는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하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면 즐거움이 

생겨난다”라고 풀이 됩니다. 분노에 수반되는 쾌감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독이 있습니다.   
  
분노는 성냄을 뿌리로 합니다. 성냄은 밀쳐 내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나 미움 역시 밀쳐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냄을 뿌리로 하는 마음에는 후회와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후회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 입니다. 질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함을 말 

합니다. 시기는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 입니다. 분노, 미움, 

후회, 질투 모두 성냄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고, 싫어하는 마음이고, 

괴로운 마음이고,  해로운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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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내면 분노는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냄을 뿌리로 

하는 후회, 시기, 질투, 미움 역시 발 붙이지 못 합니다. 만약 분노가 

일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후회나 시기, 질투, 미움이 불현듯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측은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입니다.  
  
분노하면 그 행위에 대한 과보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또 악처에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측은한 것 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 나기를!”라며 측은의 마음을 내는 것 

입니다.  
  
불자들은 경계에 떨어졌을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 합니다.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 관세음보살 ,…”함으로써 염피관음력에 

의존합니다. 더 좋은 것은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 입니다. 방법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라거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라고 주문 외듯이 염하는 것입니다.  자애수행을 

하면 무엇 보다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 즉 ‘자심해탈(慈心解脫, mettācetovimutti)’이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2015-07-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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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생계를 유지 하려면 일을 해야 한다. 월급생활자라면 소속된 회사나 

단체, 기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때로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해야 한다. 모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다. 
  
세상에 좋아서 하는 일은 드물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일이다. 일에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물불 가리지 않는다.  
  
광고문구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름아닌 보상심리이다. 학생이 시험이 끝나면 해방감을 느껴 

나이트클럽에서 밤을 세는 것과 같다. 추수가 끝난 농민들이 한판축제를 

벌이는 것도 보상심리와 관련이 있다. 
  
EBS 에서 방영되는 ‘극한직업’이 있다.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하루일과가 끝났다. 샤워를 끝낸 그들은 삼겹살에 소주로 파티를 했다. 

일없이 게으른 자들이 마시는 소주와 매우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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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보상심리는 대게 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고된 노동일수록 그렇다. 대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출된다.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은 어깨가 무겁다.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휘청거릴 정도이다. 하루 고된 일과가 끝나면 보상심리가 발동된다. 

이때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늘 그렇듯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후회한다.  
  
이 세상에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사람 

역시 드물다. 일하기 싫어도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살기 싫어도 

내가 지고 있는 등짐이 너무 무겁기에 살아 가야 한다. 이제 일에 

지치고 삶에 지쳐 저 멀리 마음의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i, 
vimuttasmiṃ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2015-08-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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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언제나 그 자리에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변화무쌍하다. 마치 눈을 한번 꿈벅 하고 나면 

새로운 빌딩들이 서 있는 듯 하다. 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도시의 역동성을 보게 된다.  
  
도시는 늘 변한다.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 것이다. 자동차는 

늘 길에 다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사람보기 힘든 시골에서의 

한가한 풍경과 대조적이다.  
  
오가는 길에 아파트 공사현장을 본다. 갈수록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타워형 고층 아파트의 형태이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거의 십 년 만에 쾌속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허름한 주택단지이었다. 부동산거품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철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때 

유령의 도시처럼 텅비기도 하였다. 그때의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 

변화를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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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고향 ‘뒷잔등’에 있는 

소나무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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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무는 해마다 

커 나가고 빈집은 점점 허물어져 간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반겨 준다.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년이 가도 이년이 

가도 오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월과 함께 

변해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있음에 안도한다. 마치 집 떠난 

여인이 돌아갈 친정이 있듯이.  
  
도시는 분주하게 움직인다. 카메라를 배속 시키면 더 잘 알 수 있다. 

변화하는 것이 본질 인 것은 틀림 없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그것은 진리이다.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왔다. 
  
집 떠난 탕아가 다시 집을 찾아 가듯이 가르침으로 되돌아 온다. 그곳은 

변함이 없는 곳이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왔다. 초속으로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에 되돌아 갈 곳이 있다. 집 떠난 나그네가 돌아 

갈 집이 있어 안심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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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무한공간의 세계도 없고, 무한의식의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依處)를 여의고, 

전생(轉生)을 여의고, 대상(對象)을 여읜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Ud80) 

  

  

  

 
  

  

2015-08-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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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성질대로 살면 
  
  

 
  
  
갈피 잡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때그때 대상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분명한 

사실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세분하면 심(찌따), 의(마노), 식(윈냐나)으로 구분 된다. 의는 

안이비설신의 할 때 의(意)로서 일반적으로 생각이라 볼 수 있다. 식은 

색수상행식할 때 식(識)으로 ‘아는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심(心)은 

마음 일반을 일컫는다. 
  
마음은 내 것 일까? 내 것 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시시때때로 제멋대로 변덕이 죽 

꿇듯이 변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탐욕과 분노에 지배된다. 성질대로 살면 

매일 싸움 그칠 날 없다. 어디 가서 ‘성질 급하다’는 말은 자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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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 차린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라 하였다. 
  
  
Dunniggahassa lahuno    
yatthakāmanipātino,    
Cittassa damatho sādhu,    
cittaṃ dantaṃ sukhāvahaṃ.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나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 온다. (Dhp35) 
  
  
2015-08-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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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일터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 하였습니다. 늘 걸어 다니는 

길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위로는 철길이 지나고 아래로 통로가 있어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다리는 경사져 

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싣고 다니기에는 벅찬 곳입니다. 
  
어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수레에 폐지 등을 잔뜩 싣고 굴다리 밑을 통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사로 입니다. 나이 든 할머니는 수레 밀기가 

매우 벅차 보입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중국집 배달 청년이 오토바이를 

멈추었습니다. 내려서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 줍니다.  
  
둘이서 수레를 밀고 올라 가는 장면을 지나던 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폰을 꺼내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저 멀리 올라 

가는 장면을 간신히 찍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중국집 청년은 둘 다 녹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에서 조치 한 것 같습니다. 도로를 

지나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호용으로 지급 된 듯 

보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262 

 

2015-08-27 
진흙속의연꽃 
 

 

 

 

 

 

 

 

 

 

 

 

 

 

 

 

 

 

 

 

 

 

 

 

 

 

 

 

 

 

 

 

 



263 

 

105.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대화면서도 삼매에 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도 삼매에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대화 하고 있는 자신을 제 3자가 지켜 보듯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는 또 다른 자가 있다면 그다지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다. 마음은 한 순간에 하나의 일 밖에 처리 하지 

못한다. 자신이 하는 것을 알아 차린다면 뒤의 마음이다. 뒤 이어 

일어나는 마음이 이전의 마음을 알아 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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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다.  그리고 늘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 늘 깨어 있는 상태라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늘 깨어 있는 상태는 사띠(sati)가 유지됨을 말한다.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이 되어서 고요 해졌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바라 볼 수 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센터에서는 늘 알아차림을 강조한다. 또 한편으로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한다.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다거나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대상에 끄달려 가고 

있다는 증거 일 것이다. 
  
새벽이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트기 전 어둠은 

해지고 난 후 어둠과 다르다. 저녁의 마음이 흙탕물과 같다면 새벽의 

마음은 정화된 물과 같다. 흙탕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다. 

그러나 온갖 찌꺼기가 가라 앉은 잔잔한 물을 접하면 자신의 얼굴이 

뚜렸하게 보인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마음이 정화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마음의 장애가 극복 되어야 한다. 흔히 

탐욕, 분노, 흥분과 회환, 해태와 혼침, 의심의 마음이라 한다. 이런 

마음이 일었을 때 맑고 잔잔한 호수에 파란이 이는 것과 같다. 
  
오장애를 피할 수도 있다. 깊은 산중에서 홀로 사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홀로 살다 보면 탐욕, 분노, 흥분과 회환, 해태와 혼침, 

의심의 마음이 덜 일어 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공부이고 수행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장애를 극복 할 수 있을까?  욕망이 일어 났을 때 

그 마음을 알아 차리면 된다. 분노가 치밀었을 때 역시 그 마음을 알아 

차리면 된다.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는 것이다. 마치 제 3자가 

구경하듯이 자신이 한 행위를 자신이 지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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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행위를 지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에 끄달려 가는 

것에 스톱을 걸기가 쉽지 않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일었을 때, 

분노가 치밀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기가 쉽지 않다.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한 대상에 쉽게 휩쓸려 버린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나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남의 물건에 자꾸 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습관이 되어서 알아차리는 힘이 약한 것이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어 흡연자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져 감에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습관과 

관성 때문이다. 또한 알아차림이 약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도둑질과 

흡연, 분명히 해로운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손이 가는 것은 욕망에 

쉽게 굴복한 것이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그만 두지 못한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술 생각이 

나면 술을 마셔야 한다. 담배에 자꾸 손이 가는 것은 습관화 된 것이다. 

큰 것 한방을 바라고 매주 로또를 사는 자는 허황된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모두 습관화 된 것이다. 알아차리는 힘이 약해서이다. 

그러다 보니 대상에 쉽게 끄달려 버린다. 
  
눈, 귀, 코 등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색물감을 

풀어 놓은 물과 같은 마음이다. 이래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다. 부글부글 끓는 물이 있다. 분노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과 같다. 

역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다. 
  
새벽이 되면 고요하다. 같은 어둠이라도 저녁과 다른 것이다. 정화된 

물과 같아서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탐욕과 분노 

등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늘 새벽 같은 마음을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깨어 있으면 된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오늘도 새벽 같은 마음이 

유지 될 수 있을까?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2015-08-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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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잘못을 지적하는 님 
  
  

 
  
  
  
잔소리하는 이가 있다. 잘 못된 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한다. 

그런 이야기 중에 최악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라는 말이다. 영어 문법식으로 표현 한다면 ‘should have 

p.p’로서 과거완료분사형 용법이다. 왜 미리미리 준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충고하는 말이 있다. 잔소리와는 다르다. 잔소리가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p.p)”라며 과거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면, 충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미래지향적 당부의 말이다. 

그런 충고는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한마디 말씀은 새겨 둘 필요가 있다. 
  
스승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경전에 의지 한다. 마땅히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을 때는 경전에 의존하라고 하였다. 법구경에 이런 게송이 

있다. 
  
  
잘못을 지적하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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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어 충고하는 님, 현명한 님, 
숨겨진 보물을 일러주는 님을 보라. 
이러한 현자와 교류하라. 
그러한 사람과 교류하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으리. 
(Dhp76) 
  
  
세상에는 ‘남의 잘못 만을 찾는 자’와 ‘잘못을 그만 두게 하려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전자의 경우 비난과 비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충고 내지 비판이라 볼 수 있다.  
  
비난과 비판은 다른 것이다. 비판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장려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비방이나 비판은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잘못을 하여 잘못을 지적당하였다면 대부분 모욕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화를 낼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내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고맙고 감사해야 될 것이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꾸짖어 충고하라고 하였다. 이는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꾸짖어야 할 것은 꾸짖어 

말하고, 충고해야 할 것은 충고하여 말한다. 견실한 자는 견디어 낼 

것이다.(M122)”라 하였다.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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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모처럼 청명한 날씨 입니다. 대기가 너무 맑고 깨끗하여 저 멀리 있는 

산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날 산이 유혹합니다. 오랜만에 관악산을 

찾았습니다. 늘 가는 우리계곡입니다. 
  
지도에는 없는 우리계곡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지나 갑니다. 아마 

비행기가 다니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비행기는 흘러 가는 

구름에 비하여 매우 작다는 것 입니다. 구름의 크기를 실감합니다. 
  
수행승의 계행에 대하여 구름에 비유한 게송이 있습니다.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 
언제나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네.” (S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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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람, 즉 천신이 어느 수행자의 허물에 대하여 지적한 것 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출가한 수행승이 연꽃 향기를 매일 취한 것에 

대하여 ‘향기도둑’이라 하였습니다.  
  
수행승은 지나는 길목에 핀 연꽃이 보기 좋아 향기를 맡았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번 맡다 보니 천신이 향기도둑이라고 지적한 것 입니다. 
  
아마 수행승은 억울 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꽃을 취하지도 

않았고 꺽지도 않았고 떨어져서 향기만 맡았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대는 나를 향기 도둑이라고 하는가?”라며 항의 합니다. 수행승은 

졸지에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천신은 수행승의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하여 구름과 같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청정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수행승에게 향기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라 

하여 구름같이 커다란 허물로 보았습니다. 그런 구름은 실제로 엄청나게 

큽니다. 하늘을 지나는 비행기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행승의 허물은 매우 커 보입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수행승의 

허물은 구름처럼 커 보입니다. 그런데 수행승의 허물을 지적하는 

재가단체의 허물도 커 보인다는 사실 입니다. 
  
최근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낯을 붉히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횡령사건 입니다. 실질적으로 2인자나 다름 없는 전 사무총장에 대하여 

현집행부가 횡령혐의로 고발한 것 입니다. 이에 전 사무총장은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승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곳이 재가단체 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자신이 먼저 청정해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승가보다 더 청정해야 할 곳이 재가단체 입니다. 그럼에도 

불미스런 일이 일어 났다면 그 허물은 하늘의 구름 보다 더 클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송이 있습니다. 
  
  
“남들의 모순과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펴 보라.”(Dhp50) 



270 

 

  
  
2015-09-06 
진흙속의연꽃 
 

 

 

 

 

 

 

 

 

 

 

 

 

 

 

 

 

 

 

 

 

 

 

 

 

 

 

 

 

 

 



271 

 

108. 이 좋은 날에 
  
  
  

 
  
  
청명한 아침 입니다.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쾌적 

합니다.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축복받은 날씨 

입니다. 
  
늘 그렇듯이 일터로 가는 길에 학의천 쉼터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부리나케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을때 유유자적 스마트폰 메모를 

두드립니다. 
  
이 좋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갔습니다. 다시 돌아 오지 않은 

길로 간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라 하였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하나의 과정 입니다. 그래서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리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니다. 세월호사건이 터졌을 때 

전국민이 애도 한 것은 피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한 애처로움 

때문이었을 것 입니다. 특히 자식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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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당했을 때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친척이 많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슬픔은 덜 합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 어느 장례식장은 썰렁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친상에 많은 조문을 받았습니다. 주로 동생쪽 사람들 입니다. 

일인사업자로 있다 보니 현역 프리미엄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서 

찾아 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준 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조문객 중에 인상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친구는 저 멀리 땅끝에서 

일부로 찾아 와 주었습니다. 그것도 케이티엑스 특실을 타고 왔습니다. 

일반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여동생 친구의 남편 입니다. 재작년 

여동생의 친구가 죽었을 때 조문 했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조문객들의 명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마지막날 자정이 넘어 찾아 왔습니다. 죽은 아내의 조문에 참석한 것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사촌중에 형편이 어려운 형님이 있습니다. 일찌기 홀로 되어 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방명록에 기록된 

금액중에 최고액의 부의금을 내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산 형님의 

과도한 금액에 놀랐습니다. 
  
또 한사람의 인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법우님입니다. 한번도 뵌 적이 없고 오로지 필명으로만 알 뿐 입니다. 

아마 글을 많이 보았기 때문 일 것 입니다. 공지를 보고 찾아 왔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조용히 찾아와 조문만 하고 갔습니다. 
  
일이 닥쳤을 때는 벗이 행복이라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능력껏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 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조사등 경사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기적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친구의 처가쪽 조사에는 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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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가부장적 봉건적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직접 겪고 보니 친가나 처가나 똑같은 부모이고 똑같은 비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조문하였을 때 감명 받습니다. 반면 가깝다고 

생각 하였는데 보이지 않았을 때 서운한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사의 경우 만사를 제쳐 두고 달려 가는 것이 

기본도리라 봅니다.  
  
사람의 목숨은 알 수 없습니다. 기대수명이 팔십대 중반이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대수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해 보이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일생처럼 후회 없이 잘 산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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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그대 목숨을 걸었는가? 
  
  

 
  
  
  
한 세대는 몇 년일까? 옛날 농경사회라면 20 세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30 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인터넷백과사전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세대차이를 30 년으로 보고 있다. 
  
한 세대가 흘렀다.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가 되었음을 말한다. 

이렇게 출가 시키면 마치 할 바를 다한 듯한 느낌일 것이다.  
  
고대인도에서는 손자가 태어날 즈음 집을 떠났다. 자식에게 가독을 물려 

주고 은퇴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숲에 머물며 살다가 유행하게 된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빌어 먹고 사는 삶을 말한다. 이것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청정한 삶이라 한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삶에 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이는 들어 

늙어 가지만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을 때 비참하다. 이런 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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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Dhp155) 
  
  
노년의 비참한 삶에 대한 것이다. 노인에 대하여 날개 부러진 백로로 

묘사 하였다. 고기 없는 마른 호수가에 있는 모습이 애처롭다. 
  
젊은 시절 모아 놓은 재산도 없다. 그렇다고 도를 닦은 것도 아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노인이 된 것이다. 그런 노인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시로 표현 되어 있다.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Dhp156)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옛날을 회상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착하고 

건전한 일 일리 없을 것이다. 아마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막행막식하며 산 것에 대한 회상일 것이다. 그러나 늙어 더 이상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을 때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느껴 질 

것이다. 
  
활을 쏘면 화살은 저 숲속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한번 쏜 화살은 다시 

사용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끝이다. 그래서 젊은시절을 막행막식하며 허송세월한 자에 

대하여 ‘쏘아져 버려진 화살’로 묘사 하였다. 
  
지금 여기는 귀중한 시간이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먹고 마시며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게으름과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전쟁을 할 때 증오심으로 한다. 증오심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게으름과의 전쟁도 증오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진검승부 하듯이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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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진검승부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게으름과의 전쟁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 
  
  
“그대 목숨을 걸었는가?”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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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석류열매 주렁주렁 열렸네 
  
  
결실의 계절이다. 아파트 화단 석류나무가 눈에 띈다. 이번에는 

열매이다. 꽃이 필 때 한 번 쳐다 보고 이번에 두 번째 쳐다 본다. 

석류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넉넉하게 해준다.  
  
  
  

 
  
  
아파트 화단에 벚나무가 있다. 해마다 사월이면 화려하게 만개한다. 

비로소 존재가치를 드러낸다. 이후로 잊혀진린 존재가 된다. 다시 한번 

쳐다 볼 때가 있다. 낙엽이 질 무렵이다. 벌겇게 물든 단풍일 때 다시 

한번 쳐다 보게 된다.  
  
벚나무는 꽃이 필 때와 단풍들 때 아름답다. 그러나 열매는 보잘 것 

없다. 겉보기는 좋지만 실속이 없다. 석류는 꽃도 좋고 열매도 좋다. 

꽃이 피었는지 모르게 열매 맺는 감나무 , 은행나무, 모과나무와 

다르다.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탐스럽다. 
  
겉으로 보기 좋지만 실없는 사람이 있다. 말은 많은데 결과가 없는 

사람이 있다. 실속 없이 빈 수레만 요란한 것 같다. 마치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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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도를 닦아 열매를 맺는다. 도만 

닦으면 꽃만 피는 것과 같다. 과를 이루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도(magga)를 닦아 과(phala)를 맺어야 한다.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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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나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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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터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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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천변에 팽팽한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 보라 꽃, 파랑 꽃 등  
참으로 색깔도 다양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나팔꽃 입니다.  
얼리버드, 새벽형인간과 딱 맞습니다.  
부지런한자 들은 나팔꽃을 볼 수 있고,  
나팔꽃은 근면한 자들을 반깁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날 줄 모르는 자,  
차만 타고 다니는 자는 나팔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른아침 출근길에 보는  
나팔꽃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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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끌리는대로 땡기는대로 오욕락으로 
  
  
어느 날 먼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있었다. 캄캄한 밤길을 걷다가 커다란 

싱크홀에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칡넝쿨이 있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았다.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나그네는 밤을 보냈다.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올라 

갈수도 없는 처지였다. 다음날 날이 밝아서 아래를 보니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위를 쳐다보니 맹수가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쥐 두마리가 번갈아 가며 칡넝쿨 줄을 갉아 먹고 

있었다. 
  
나그네는 절망하였다. 위로 올라 갈수도 밑으로 내려 갈수도 없었다. 줄 

하나에 의지 하고 있지만 쥐들이 갉아 먹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었다. 이때 얼굴을 때리는 것이 있었다. 달콤한 꿀이었다. 

허기진 나그네는 너무나 달콤한 꿀을 혀로 핥아먹었다. 그러자 잠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岸樹井藤 
  
  
중학교 때 불교학교를 다녔다. 추첨으로 들어간 학교가 그때 당시 

종로 5가 근처 연지동에 있었던 동대부중이었다. 중학교 1 학년 때 

일주일에 한번 불교시간이 있었다. 불교선생님으로부터 위에 언급한 

‘흰쥐검은쥐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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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법사라 불리는 불교선생님은 서른 안팍의 젊은 선생님이었다. 이마가 

훤하고 머리는 반곱슬이고 얼굴은 희고 늘 온화한 미소를 지어서 

부처님처럼 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다. 
  
불교선생님은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 가면서 흰쥐검은쥐 이야기를 해 

주었다. 여기서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발 

아래의 독사는 탐진치 삼독을 뜻하고 얼굴에 떨어지는 꿀은 감각적 

쾌락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자 우리들이 줄에 

매달려 사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줄은 언젠가 끊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와중에 달콤한 꿀은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하였다. 어린나이에 들었던 흰쥐검은쥐 

이야기는 매우 생생하였다.  
  
흰쥐 검은쥐 이야기를 초기경전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대승경전 

불설비유경에 있는 안수정등이라 한다. 이 교훈적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에서 오로지 감각적욕망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요즘 TV 에서는 볼거리로 넘쳐난다. 근래에는 종편까지 가세해서 

케이블채널까지 합하면 수 십개채널이다. 남들이 웃고 떠드는 것을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음악을 즐겨 

듣는다. 종종 “청춘을 돌려다오~”라며 구성지게 한가락 뽑으며 거리를 

다니는 사람도 보았다. 어떤 이 들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음악을 듣고 다니기도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먹거리프로가 유행이다. 오로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먹방을 보면 군침이 돈다. 실제로 거리에서 코를 자극하는 고기굽는 

냄새에 자극받아 사람들은 음식점으로 향하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에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은 살아간다.  
  
사람들이 TV 를 보면 그 순간만큼은 삶의 괴로움을 잊어 버린다. 마치 

달콤한 꿀과 같은 것이다. 이런 꿀맛은 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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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이성과 보드라운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꿀과 같은 것이다. 오욕락을 즐김으로서 

죽음의 공포를 잊어 버리는 것과 같다. 
  
꿀맛에 탐닉하다 보면 줄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 달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생명의 줄은 점점 얇아 질 것이다. 그럼에도 감각적 욕망은 그칠 

줄 모른다.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꿀맛을 회상하며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고자 한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즐기며 살자고 한다. 정년퇴임한 사람에게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기며 사세요”라고 말한다. 힘들게 살았으므로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즐기는 삶을 살아야 늙어서 후회가 없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재미로 산다.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즐김과 재미는 같은 말이다. 그리고 즐길 

락(樂)과도 동의어이다. 그런데 즐길 락자는 행복과 동의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미, 즐거움, 행복은 모두 같은 뜻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떤 이는 ‘땡기는대로’ 산다고 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욕망대로 사는 꼴이 되어 버린다. 만약 스님이나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끌리는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막행막식으로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은 걸림없는 삶을 말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다. 끌리는대로 살면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고 하는데 

욕망대로 산다고 하면 굳이 힘들게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이는 불교가 ‘이고득락’의 종교라한다. 자칫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종교로 오인 받을 수 있다. 물론 행복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감각적쾌락도 행복이고 선정삼매도 행복이다. 또 열반도 행복이라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하면 즐거운 상태를 말한다. 

속되게 말하면 재미가 행복인 것이다. 그런 행복, 즐거움, 재미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사실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한계가 있다. 재미라는 것도 나이 들고 병이 

들면 추구할 수 없다. 행복전도사라 자처하는 방송인은 부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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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였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행복 대신 ‘힐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힐링콘서트가 대유행이다. 유명 스타스님들도 

힐링법회를 열어 삶에 지친 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만 추구하는 삶,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 재미만 추구하는 삶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힐링 다음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콜링(calling)’이라 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명’이 된다. 영성에 따른 종교적 생활을 

의미한다. 어쩌면 힐링콘서트가 아니라 조만간 ‘콜링콘서트’가 열릴지 

모른다. 
  
한평생 감각적 쾌락에 따른 욕망으로 산 사람이 있다. 더 이상 재미를 

보지 못하였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밧줄의 끈이 얇아져 

끊어질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무슨 재미로, 무슨 즐거움으로, 무슨 

행복으로 살아갈까? 
  
밧줄이 두꺼울 때, 쥐가 밤낮으로 갉아 먹기 전에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발판을 딛고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 이렇게 발판을 

만들다 보면 마침내 싱크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한다.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재미가 없다면 “심심해, 심심해”를 연발할 것이다. 

무료하고 심심힌 것을 참지 못한다. 가공할 권태에 못이겨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감촉으로 재미를 찾는다. 이마저 없으면 망상이라도 한다. 

이제는 재미, 즐거움, 행복에 겨웠는지 치료 받고자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끌리는대로 땡기는대로 오욕락으로 산다. 배고프면 

먹고 갈증나면 마시고 졸리면 잔다는 식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달콤한 꿀맛에 빠져 있을 때 독사들이 우글 거리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지금 여기서 알아차려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싱크홀을 빠져 나갈 발판을 이 생에서 

마련해 놓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2015-10-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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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우가 될 수 있다면 
  
  

 
  
  
  
  
사촌형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딸만 둘 있는 형은 결혼식장에서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 주례없는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의 한마디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형은 ‘딸을 시집보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새로 아들이 생겨서 든든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딸의 결혼식을 치룬 형은 고모의 아들이다. 고종사촌이다. 아버지의 

형제(백부, 숙부)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사촌’이라 한다. 어머니의 

형제(외삼촌)의 자녀에 대해서는 ‘외종사촌’, 어머니의 자매(이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종사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촌이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로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서 사촌인 방계혈족을 말한다. 
  
사촌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 무촌이라면 자기자신을 말한다.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무촌이라 한다. 이촌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이다. 또 

이촌은 형제지간이다. 형제의 경우 단순계산상으로 본다면 유전자의 

50%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나와 삼촌의 관계는 어떠할까? 

단순계산상으로 50%의 50%라 본다면 25%으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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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촌과의 유전자 공유는 얼마나 될까? 25%의 

절반에 해당되는 12.5%에 해당되지 않을까?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는 

개인적 견해이다.  
  
사촌간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그것은 조상을 공통으로 가졌다는 

동질감에서 올 것이다. 조부모를 뿌리로 하여 세 번째 세대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촌들은 가까울 수밖에 없다. 비록 생긴모습은 다르지만 

그 피속에는 공유하는 유전인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생긴모습이 

다르다고 하여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자세히 뜯어 보면 할아버지의 

얼굴, 할머니의 얼굴을 약간이나마 발견할 수 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사촌들과 함께 하였다. 조부모가 

오형제를 두었으니 사촌들이 많은 편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도 있지만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많다. 특히 같은 또래끼리 

그룹지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은 해 태어난 사촌들은 더욱더 

반갑다. 
  
고종사촌의 경우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옛날 농경사회와 달리 전국에 

걸쳐 이곳저곳에 살기 때문에 경조사때가 아니면 뭉치기 힘들다. 

그럼에도 경조사에서 오랜 만에 심지어 십수년만에 보는 사촌들의 

얼굴은 변함이 없다. 나이가 들어 늙어 가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그 눈매 그 대로이다. 그래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 본다. 
  
사촌과 관련하여 위키피디아를 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사촌간의 결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촌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다. 

결혼을 해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촌간의 결혼을 

금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중국, 필릴핀 등이다. 

인도에서는 사촌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는데 

이슬람교도인 경우만 허용된다고 한다. 반면, 일본이나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 및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촌간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사촌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숫자는 1.6%로서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슬람권에서 사촌간의 결혼이 많을까?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슬람권에서의 사촌혼은 대부분이 부계(父系)인 친사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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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다. 이슬람권에서도 율법적으로 3 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철저히 금지된다. 그러나, 사촌 간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다. 이슬람교 

율법에서는 딸에게도 아들의 2 분의 1 만큼 상속권을 인정했는데, 부계 

중심의 아랍 사회에서는 족외혼으로 다른 부족의 사위를 맞아들일 경우 

재산의 일부(딸이 상속할 재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계 

가족의 재산을 지킬 의도로 이슬람교가 출현한 7 세기 이후 사촌혼이 

급증했다.”(위키피디아, 사촌)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슬람권에서 

사촌간의 결혼이 많은 것은 놀랍게도 재산을 지켜 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이웃이 사촌이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친사촌이나 고종사촌 등 방계혈족의 사촌을 

자주 만나지 못함을 빗대어 나온 것이라 보여진다. 비록 남남끼리라도 

서로 이웃하여 다정하게 지내면 사촌과 같이 가깝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자주 보는 사람들이 사촌들이다.  
  
이웃사촌이라 하지만 떠나면 그만이다. 가까이 살고 있지만 이사가면 더 

이상 이웃사촌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늘 함께 하는 

사이라면 친족 이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웃사촌에 대하여 영어로 

‘a good neighbor’ 라 한다. 좋은 이웃이라는 뜻이다. 
  
이웃은 오래 하기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웃사촌 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어떤 것일까? 아마 종교로 

맺어진 사이일 것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법우(法友)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으로 맺어진 법우는 이웃사촌 이상이다. 특히 

타종교에서는 신우라 하여 ‘형제’와 ‘자매’로 부름에 따라 

형제지간으로 간주한다. 
  
불교에서 법우는 사실상 형제나 자매와 같다. 형제자매라는 말이 의미 

하듯이 친사촌이나 이웃사촌 이상이다. 한번 인연을 맺어 놓으면 

이웃사촌 처럼 멀리 떠나가는 경우도 없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친형제자매 보다 더 가깝다.  
  
부모와 자식을 제외 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는 형제자매이다. 어느 

정도로 가까운 것일까? 매번 만나서 가깝다. 그리고 관을 함께 맬 수 

있는 사이이다. 이렇게 본다면 형제자매는 관우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법우이다. 가르침으로 맺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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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라면 때에 따라 형제자매이상이다. 더구나 관을 함께 맬 수 있을 

정도로라면 관우가 될 수 있다. 과연 살아 가면서 관을 서로 매줄 수 

사이는 몇 명이나 될까? 
  
  
2015-10-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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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한통의 메일을 받고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잘못을 지적한 글이다.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객에게 할말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을 하면서 종종 있는 일이다. 
  
메일에서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기분이 좋지 않다. 그날 온종일 그 

메일로 인하여 기분이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후회이다. 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다. 왜 그런 실수가 발생하였을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보니 글쓰기에도 원인이 있었다.  
  
한참 글쓰기를 하는 와중에 전화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언제 어느때 올지 모르는 것이 고객의 전화이다. 특히 잘못된 것과 

관련하여 전화 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러기를 

세 차례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다시 불평이 들어 

온 것이다. 글쓰기 하는 와중에 처리 하였기 때문에 깊게 살펴 보지 

못한 것이다.  
  
글쓰기로 인하여 자기만족하며 살고 있다. 때로 글쓰기로 인하여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과 관련되어서 있다. 깊게 살펴 보지 못하고 

놓쳤을 때 그대로 손실로 이어진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었을 때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무엇보다 아까운 것은 고객이 떠난다는 

사실이다. 실수를 반복하는 곳에 더 이상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일과 글쓰기, 이 두 가지는 일상이다. 일이 우선이지만 최근에는 

글쓰기가 우선이 되었다. 마치 본업과 부업이 바뀐 듯한 양상이다. 

그것은 일 보다 글쓰기가 더 좋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스스로 좋아서 

쓰는 것이고 일은 고객이 맡겨서 하는 것이다. 고객이 맡긴 일은 돈을 

받는다. 그러나 글쓰기는 돈이 되지 않는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오로지 그 고객에게만 해당된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다.  
  
일을 하면서 수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일 하는 것에 대하여 

‘아트워크’라 하여 작품이라 부른다. 이는 오래 전부터 업계에서 

그렇게 불러 왔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 천, 수 만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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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해야 한다. 마치 밭 매듯이 손을 사용하는 것이다. 누가 도와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팔의 

힘과 이마의 땀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완성된 작품은 수 백 개에 이른다. 관련된 업체도 지난 십 년 동안 수 

백 곳에 이른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도 수 백 

명에 달한다. 그렇게 일하여 작품이 완성되면 계산서를 발행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진짜 마무리는 결재가 되어야 한다.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완료 되는 것이다.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은 채로 두 달, 

세 달, 여섯 달이 지나면 미결 상태이다. 일년이 지나면 깨끗이 

포기한다.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억에는 남아 있다. 결재가 완료 되어야 깨끗이 잊어 버리지만 

결재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미결상태이다. 마치 돈을 빌려 준 자가 

빌려 준 돈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도 미결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명쾌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때이다.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 있을 때 마치 못 받은 돈을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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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돈을 갚지 못한 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는 빚진 상태의 마음이 남아 이기 때문에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한이 있으면 좋지 않다. 
  
우리민요에 “한 많은 이세상 야속한 님아~”라는 가사가 있다. 한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이 화가 되고, 화는 

화병이 된다. 화병이 도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였을 때 잘 산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음의 찌꺼기가 없을 때 남아 한이 있을 수 없다.  
  
아침에 메일을 받고 온 종일 무력하였다. 메일로 잘못을 인정하고 더 

살피겠다는 글을 발송하였으나 마음 한켠에서는 “또 떨어져 나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마치 월급쟁이가 잘못을 저질러 

“해고 당하면 어쩌지?”라는 막연한 근심 같은 것이다. 이럴 때 글을 

쓰는 것이 최고이다. 다른 것에 의지 하는 것 보다 글을 씀으로 인하여 

승화 하는 것이다. 글은 쓰면 남는다. 작품도 남긴 하지만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돈도 안 되는 글이지만 공유된다. 글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여한이 없게 하기 위하여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이다. 
  
  
  
2015-10-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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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닮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정식으로 불자가 된지 11 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서적 불자 

이었습니다. 불자가 되고 나서 나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곳의 스카이라인을 보니 

변화를 실감합니다. 무엇 보다 사람의 변화 입니다. 10 대는 20 대가 

되고, 20 대는 30 대가 되는 등 나이의 변화가 뚜렸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 갑니다. 또 신체기능의 약화에 따라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서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갑니다. 마침내 죽음의 침상에 눕게 되었을 때 여한 없이 살았다 

할까요?  
  
밤낮은 정신없이 바뀌고 계절의 변화는 무상합니다. 아침인가 싶으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요일 입니다. 이제 단풍철이 되었으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에 떠 밀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센흐름에 휩쓸려 왔습니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 자만, 견해라는 폭류입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있는 누님처럼 저 거센흐름을 건너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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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가르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접하지 않으면 마음이 

퇴락하는 듯 합니다. 단지 가르침을 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 학업, 사업, 

치유 등 아른바 사대소원일까요? 불교를 믿지만 인격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막말로 ‘꽝’입니다. 
  
한사람의 현자가 출현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계향이 바람을 거슬러 

사방 아니 십방으로 멀리 퍼지듯이 맑고 향내 나는 사람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 줍니다. 
  
너그럽고 자애롭고 지혜로운 현자가 있습니다. 이런 현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닮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사귀고 싶은 사람일까? 
  
  
2015-10-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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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불타는 단풍을 보면서 찬란한 슬픔을 
  
  
하루 밤 자고 나니 세상이 변한 것 같다. 창밖을 내다 보니 단풍이 더 

짙어 졌다. 어제 저녁 비로 하루 밤사이에 모든 것이 변한 것 같다. 

마치 밤새도록 고민하던 자가 아침에 되어 보니 머리가 하얕게 샌 

것처럼 하루 밤 내린 비에 천지가 컬러풀하게 변하였다. 
  
  
  

 
  
  
늘 다니는 학의천 길에 섰다. 이른 아침 단풍이 절정이다. 구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노랑은행과 빨강벚나무로 불타는 듯 하다. 내장산 

단풍이 볼만하다고 하지만 도시의 단풍도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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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하루 만에 세상이 변하였다. 늘 다니는 학의천 길에 갈대를 

촬영하였다. 갈대가 군락을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폭격을 맞은 듯 하다. 

갈대꽃은 온데 간데 없고 갈대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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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갈대는 낭만이다. 마치 먼지를 터는 총채처럼 생긴 갈대꽃 숲을 

거닐면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갈대꽃이 피면 파멸의 

징조이다. 갈대꽃이 피어 열매가 익을 때 갈대는 스러지게 되어 있다. 

대나무도 그렇고 파초도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오로지 스스로에게 생기나니 
악한 마음을 지닌 자는 스스로를 죽이네.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듯이.”(S3.2) 
  
“파초와 대나무와 갈대는 
자신의 열매가 자신을 죽이네. 
수태가 노새를 죽이듯. 
명예가 악인을 죽이네.”(S6.12) 
  
  
갈대와 대나무와 파초는 다년생 풀이다.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면 

시들어 죽게 되어 있다. 그 자리에 다시 새싹이 나서 또 다시 일년을 

살아 간다. 이와 같은 갈대와 대나무와 파초의 속성을 악행에 대한 

과보로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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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절정이다. 불타는 단풍을 보면서 이제 추락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갈대가 꽃이 피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지만 한번 내린 비로 

쑥대밭 된 것처럼, 울긋불긋 절정의 단풍에서 찬바람 떠는 앙상한 

가지를 연상한다.  
  
달도 차면 이지러진다. 주식도 절정에 이르러 시세분출하고 나면 

고꾸라진다. 절정의 단풍에서 파국을 본다. 어제 밤 내린 비로 세상이 

컬러풀하게 극적으로 변하였듯이 어느 날 비바람에 또 한번 세상은 변할 

것이다.  
  
찬란한 단풍을 보면서 찬란한 슬픔을 본다. 서쪽 하늘 해질 무렵 벌겋게 

노을이 질 때 세상이 한번 훤하듯이, 불꽃이 마지막에 한번 크게 

솟구치듯이, 석양에 반짝이는 단풍은 인생의 황혼과도 같다. 과연 삶의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2015-11-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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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삶이 침체 되었을 때 재래시장으로 
  
  
재래시장에 가면 
  
종종 재래시장에 간다. 삶이 무료 하고 따분함을 느낄 때 기분전환 

하는데 최고이다. 더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시장통에 있는 국밥집이 

생각 날 때 슬슬 걸어 갈 때가 있다. 버스로 세 정거장 거리에 

‘남부시장’이 있고, 네 정거장 거리에 ‘중앙시장’이 있다. 그런 

시장에 가면 뭐라도 하나 사 오게 된다.  
  
시장에서 이곳 저곳 벌려 있는 좌판을 보면 삶의 활력을 느낀다. 요즘 

밤을 좋아 한다. 좌판에서 굵은 공주밤을 팔고 있다. 오천원어치 사니 

무게가 느껴진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산 ‘밤가위’로 벗겨 먹으면 

깨무는 맛이 난다. 인공으로 된 간식거리가 아닌 천연간식을 먹는다. 
  
재래시장은 뭐든지 싸다. 싼맛에 가고 인정에 끌려 간다. 사람사는 

모습, 특히 서민들이 살아 가는 삶의 터전이자 삶의 생생한 현장이다. 

마치 물고기가 파닥거리듯이 활력넘치는 시장통 분위기는 온갖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대형마트와 비할 바가 아니다. 
  
재래시장도 현대화 되어 있다. 동서남북에 게이트가 있고 천정이 있어서 

비바람에 보호 되어 있다. 노점에는 갖가지 채소와 과일 등 먹거리 뿐만 

아니라 김밥, 떡복이, 호떡 등도 판매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래시장에 

가면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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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간다. 재래시장 이미지가 서민적이어서일까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서민들이다. 편리한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도시의 

중앙에 자리잡은 시장에 몰려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싸기도 하고 

인정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일 

것이다. 지금 무기력하고 침체 되어 있다면 재래시장을 둘러 볼 일이다.  
  
삶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 또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면 활력이 생긴다. 이렇게 본다면 재래시장은 훌륭한 

‘힐링장소’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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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사갖고 나와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몰고 사는 것과 

다르다. 그래 보았자 고작 몇 천원 단위의 물건 구매에 지나지 않는다. 
  
가진 자들의 의무 
  
생계를 위하여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니다. 고작 몇 천원 

단위이다. 이런 노점은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볼 수 있다. 

반찬만을 파는 노점이 반짝 생겨 나기도 한다. 과일이나 채소를 파는 

노점도 종종 볼 수 있다. 손으로 만든 두부나 묵을 파는 노점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한다.  
  
사람들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크고 편리한 대형마트를 활용한다. 

그곳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잔뜩 쇼핑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렇다고 대형마트가 가격이 싼 것도 아니다. 초창기에는 

할인점이라 하여 시장 보다 저렴하였으나 이제 대형마트가 일반화 되다 

보니 결코 싸지 않다. 싼 곳은 재래시장이다. 그리고 길거리 노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계형 노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노점에서 물건을 사 주어야 한다. 그래 보았자 몇 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생계를위한 노점에서 물건을 사 주었을 때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 나갈 것이다. 가급적 깍지 말고 부르는 대로 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의 의무가 아닐까? 
  
길거리에서 구입한 난(蘭) 
  
재래시장 게이트를 빠져 나오다 ‘난(蘭)’을 발견하였다. 난을 보니 

사고 싶은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 사무실에 난이 있기는 하지만 

잎파리가 풍성한 난을 보니 마음도 풍성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난의 가격을 물어 보았다. 이만이천원이라 한다. 이럴 때 사람들은 

깍고자 한다. 십프로 깍아 이만원에 흥정을 하였다. 그러자 남는 것이 

없다며 원래 가격에 달라고 한다. 아마 계속 밀어 붙였으면 할인된 

가격에 샀을지 모른다. 그러나 달라는 대로 주었다. 노점에서 물건을 

사면 깍지 말라는 말이 있다. 콩나물가격 깍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점에서 난을 구입하였다. 사무실을 장식하는 또 다른 식물가족이 생긴 

셈이다. 난은 한눈에 보기에도 풍성해 보인다. 꽃이 피려는 듯이 꽃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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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 나왔다. 꽃집에서 난을 살 수도 있었지만 

노점에서 어렵게 살아 가는 사람에게, 그것도 달라는 대로 주고 산 

난이다.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사무실에 식물로 가득하다.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사방이 식물이다. 

선물로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비싼 

것들이 아니다. 노점에서 사온 것들이 많다.  
  
사오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매주 물을 주고 있다. 

건물에서 나오는 수도물이다. 그런데 수도물을 줄 때 마다 식물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광물이 없고 소독된 물을 주었을 때 영양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잘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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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년 전에 산 행운목은 천정에 닿을 듯하다. 7 년전 동대문 시장 

노점에서 5 천원 주고 산 대나무의 한 종류 역시 천정에 닿을 듯 하다. 

화원에서 사온 야자나무와 벤자민은 기세 좋게 뻗어 나가는 것 같다. 

수도물만 주어도 식물은 잘 자란다. 
  
식물에 약수를 주었더니 
  
식물에 물을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식물이 물만 먹고 사는데 

이왕이면 좋은 물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요즘 ‘약수’를 주고 있다.  
  
수리산 산림욕장 입구에 ‘수리천약수터’가 있다. 사무실에서 걸어서 

약 20 여분 거리이다. 베낭에 패트병 네 개를 넣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물을 뜨러 간다. 특히 점심이후 활력이 떨어질 때 자리를 박차고 가는 

곳이 약수터이다. 이렇게 약수터에 한번 갖다 오면 기분전환이 된다. 

더구나 등 뒤에는 묵직한 물이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다. 
  
약수를 떠 오는 것은 차나 커피를 타 마시기 위해서이다. 물을 사먹을 

수도 있지만 늘어나는 것은 패트병 뿐이다. 그래서 나른한 오후가 되면 

자리를 박차고 약수터로 향한다. 
  
약수터에서 떠 온 물이 패트병으로 여러 개 되었을 때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물값 절약도 되지만 무엇 보다 식물에게 줄 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게 떠 온 약수를 식물에게 골고루 뿌려 

준다. 물쓰듯이 사용하는 수도물이 아니기에 주는데도 정성을 기울인다. 

이런 약수는 광물질이 섞여 있어서 수도물과 비할바가 아니다.  
  
식물도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가족과 같은 것이다.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그것도 광물질이 풍부한 물을 주었을 때 할 바를 다한 듯한 

느낌이다. 물만 주어도 자라며 더구나 때 되면 꽃을 피워 내는 식물을 

보면 마치 살아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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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못 견디게 가을을 탈 때 
  
  
일찍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지 못하였다. 약수터 가는 길, 

만안여성회관 앞에 있는 단풍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평소에는 

눈 여겨 보지 않았으나 늦가을 단풍철에 시선을 끌어 당긴다. 
  
 
 

 
 
 
  
온통 빨강색 일색의 단풍을 보면 잘 차려 입은 귀부인을 연상케 한다. 

나이가 들어 예쁘다기 보다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한다. 가까이 

다가 서니 다섯 방향의 입파리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빼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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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갠 후 학의천 길에 은행나무 단풍이 절정이다. 노랑잎을 특색으로 

하는 은행나무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불과 몇 주전 까지만 해도 

푸르름을 자랑하였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랑옷으로 갈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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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는 계절을 알리는 지표와 같다. 일제히 피었다 일제히 지는 듯 

하다. 대게 11 월 20 일 전후하여 일제히 진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말을 실감한다. 은행나무가 앙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을이 갔음을 알 수 있다. 
  
 
 

 
 
  
 
11 월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죽음의 계절이다. 낙엽과 함께 

하는 11 월은 그저 앙상하고 춥고 외로운 이미지이다. 더구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쯤이면 그나마 간신히 매달려 있던 잎새 마저 떨어 

버린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 그야말로 최악의 정신상태가 된다. 
  
11 월 말 은행나무가 완전히 발가벗었을 때 생명의 계절은 끝이 난다. 

다시 생명이 있기 까지 무려 5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5 개월 동안 

앙상한 가지를 보며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가로에 은행나무가 대부분이다. 4 월 중순 일제히 푸른 옷을 갈아 입고 

7 개월간 풍성함을 준다. 그러나 나머지 5 개월간은 마음의 황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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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없다. 이렇게 본다면 거리의 가로수를 바꿀 필요가 있다. 언제나 

푸르름을 볼 수 있는 나무, 소나무 같은 종이다. 
  
낙엽이 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못 견디게 가을을 탄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계절의 변화에 

대하여 상심해야 할까? 숫따니빠따에 이런 게송이 있다. 
  
  
Phassena yadā phuṭṭhassa 
Paridevaṃ bhikkhu na kareyya kuhiñca 

Bhavaṃ ca nibhijappeyya 

Bheravesu ca na sampavedheyya. 
  
“괴로움을 만나 고통을 겪을 지라도, 
어떠한 경우이든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되고, 
존재에 탐착해서도 안되고,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도 전율해서는 안 됩니다.” (stn923)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비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비탄은 접촉에 따른다. 대상을 보거나 들었을 때 느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설령 그 대상이 고통스럽거나 슬픈 것이어도 비탄의 

감정이 되어 슬픈 표정을 지어서는 안됨을 말한다. 
  
깊어 가는 가을이다. 낙엽을 보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벌거벗은 나무만 보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마음의 

황무지를 느낀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무상(無常)’타령할 수만 

없다. 이럴 때 마음을 내부로 돌려야 할 것이다.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jjhattameva upasame 

Na aññato bhikkhu santimeseyya, 

Ajjhattaṃ upasannassa 

Natthi attā1- kuto nirattā vā. 
  
“수행승은 안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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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평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평안하게 된 사람에게는 취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버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stn919) 
  
  
마음 밖에서 평안을 찾지 말라고 하였다. 눈이나 귀 등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일시적 위안을 줄 뿐이다. 그래서 마음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하였다. 어떻게 평안을 찾는가?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 한 가운데서 

파도가 일지 않고 멈추듯, 멈추어서 결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stn920) 라 하였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또 항상 ‘사띠’를 확립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평정하고 사띠를 확립하라”(stn515)라 하였다. 
  
수행자는 늘 기쁨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수행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선정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홀로 앉아 명상을 닦고 수행자로서 수행을 배우십시오. 홀로 

있는데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불립니다.”(stn718) 라 하였다.  
  
깊어 가는 가을에 해는 점차 짧아 지고 있다. 아침이다 싶으면 

저녁이고, 월요일이다 싶으면 금요일이다. 봄인가 싶었는데 가을의 

끝자락이다. 소년인가 싶었는데 노년으로 접어 든다. 짧은 해만큼이나 

나이 든 자가 체감하는 시간은 빨리 흘러 간다. 늘 그렇듯이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누워 있기 위하여 지난 하루 일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마침내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때 나는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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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름 없는 별이 되고자 
  
  
  
용도폐기 되었을 때 
  
인터넷으로 주문한 구두가 도착하였다. 발의 사이즈만 알면 사는데 문제 

없다. 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 구두 선택하는 방법도 명기 되어 있다. 

발끝에서 끝까지, 엄지발가락에서 대각선으로 뒤축 까지의 길이에 

더하기 10 을 하면 그것이 구두 사이즈라 하였다. 발의 사이즈가 

255mm 라면 265mm 구두를 사면 되는 것이다. 
  
새구두가 도착하자 이전에 신었던 신발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용도폐기 된 것이다. 그 동안 신은 것이 고맙다고 하여 가지고 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 동안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를 새것으로 바꾸었을 때도 버렸고, 깨진 커피잔도 버렸고, 

수명이 다하여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도 버렸다. 이렇게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면 용도폐기 되는 것이다.  
  
용도폐기 되었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 하지 않는다. 유명인이라면 

사용하던 물건을 경매라도 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은 짐만 될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람은 죽어도 추억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함께 땅속에 묻혀 지거나 태워지게 된다. 불과 

삼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길어야 오일이다. 이렇게 서둘러 장사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더 이상 생명체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나무토막 같은 것이다. 더구나 죽은지 하루가 지나면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삼일이 되면 ‘구더기’가 나온다고 한다. 이러니 서둘러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한 추억까지 장사 지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죽어도 추억은 남아 있다. 그러나 남겨진 유품은 대부분 폐기 

된다. 마음속에 추억은 남아 있지만 사용하던 물건들은 추억을 가속화 

시켜 슬픔을 증장시키기 때문에 폐기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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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지 등이 남김 없이 버려지거나 태워진다. 이렇게 해서 한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진다.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 드는 낡은 구두는 용도가 다한 것이다. 새구두가 

도착하면 미련 없이 버린다. 사람도 죽으면 신속히 장사 지낸다. 남는 

것은 기억이다. 다만 ‘그 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남기고자 한다. 구두가 옷가지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할 만 것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돌에 새겨진 인간의 정념 
  
사람들은 잊혀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했으면 

하는 심리가 있다. 그런 것으로 기록물을 들 수 있다. 옷가지 등과 달리 

기록물은 남는다. 마치 잊혀 지지 않기 위해 또 존재 하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비석에 남겼다. 자신의 행적을 커다란 돌에 새겨 놓은 것이다. 

종종 사찰에 가면 대사의 비문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비문은 천년을 

간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비문을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바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지 모른다. 사찰에서 불사명단이 바위 또는 전각 돌기둥 

등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바위에 새기고자 하는 지금이나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가장 

수승한 것은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것들 중에 책만한 것이 

없다. 
  
왜 기록에 집착할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책으로 남긴다. 어떤 

이는 매우 방대한 기록문을 남겼다. 또 어떤 이는 마치 일기 형식으로 

그날그날 일어났던 일이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도 있다. 다행히 

후대에 이런 기록물이 발견되면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된다. 그럴 경우 

이름 석자가 기억될 것이다.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다. 종이가 아닌 인터넷에 글쓰기이다. 먼저 

컴퓨터 MS 워드를 이용하여 초안을 잡는다. 이를 교정하여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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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형식이다. 이런 생활이 십년 가까이 되다 보니 생활화가 되었다. 

그 결과 수 천 개의 글이 생산되었다. 책으로 따진다면 수 십 권이 될 

것이다.  
  
왜 기록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구두나 

옷이나 용도가 다하면 폐기 되지만 한번 작성된 글은 여간 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마치 한 번 사 놓은 책이 버리기 전에는 닳아 

없어지지 않는 이치와 같다. 과연 이런 글도 후대에 남아 있을까?  
  
자비출판하는 것도 
  
후대에 글을 남기려면 출판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사주지 않는다면 

자비를 들여서 출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의 돈으로 

기본수량을 출판하여 지인이나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식이다.  
  
전국 수백 개에 달하는 도서관에 무상 기증하였을 때 후대에 남을지 

모른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저작물이 도서관에 보관 되어 

있을 때 누군가 볼지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자신을 알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이름을 남기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을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까지 주변과 인류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더구나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아무 대비도 없다면 단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남기고자 한다. 

그것이 ‘이름’이다. 물질로 된 몸은 가 버리지만 이름만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하였을 것이다. 
  
대부분 죽음과 함께 이름은 곧바로 잊혀진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다.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지만 그들이 죽으면 

아무도 알아 주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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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였을까?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잘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식욕과 성욕에 따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출가하였다. 
  
초기경전을 보면 하나의 정형구가 있다. 그것은 어떤 이가 발심출가 

하여 “그 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제자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라는 정형구이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의 삶을 

택한 잘 배운 양가집 자제가 출가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수 많은 출가자들은 모두 출가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 출가자도 있고 재가자들도 있다. 

가르침을 보면 항상 강조 되는 것이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 보는 듯 하다. 남들은 

행복론이라 하여 모두 즐기는 삶을 살지만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욕망을 억제 하며 계율속에서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간다. 

더구나 머리를 깍고 승복을 입은 출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또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무수히 많은 출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과연 

정형구에서처럼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였을까? 만일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부처의 말에 속아서 시간낭비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 것이다. 
  
“에이 기분 잡치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마찬가지라 한다. 그럴 바에는 

즐기며 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간을 즐기는 삶을 살자고 한다. 그 

즐긴다는 말이 바로 ‘행복’과 같은 말이다. 사람들이 행복론을 말하는 

것은 즐기는 삶을 말한다.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재미는 

식욕과 성욕에 따른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재미 

등으로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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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이 빠지고 소화기능이 약해져서 더 이상 먹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인생이 재미 없다고 느껴 질 것이다. 이제까지 식욕과 

성욕 등 오감으로 인한 재미로 살았는데 늙어지니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것이다. 나이든 노인들에서 볼 수 있다.  
  
나이 든 노인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접근을 싫어 한다. 식당에서 식사 할 때 등이 구부러지고 잘 

걷지 못하는 노인이 식판을 들고 합석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에이 

기분 잡치네”라 할 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지만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앞쪽에 

젊고 싱싱한 여인이 앉았다면 기분이 달라질 것이다.  
  
노인들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함부로 돌아 다닐 수도 없고 합석하여 

식사하는 것도 폐가 된다. 나이가 들어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기피하는 것을 보면 더욱 비애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그저 욕망대로 한 평생 살아 온 노인들의 말년을 보면 비참하다. 더구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월만 보냈을 때 고독한 황혼이 되기 쉽다. 

그래서 고독한 노인은 물기 없는 호숫가에 외로이 서 있는 날개 부러진 

왜가리와 같고, 쏘아져 버려진 화살과도 같은 신세이다.  
  
대부분 노인들은 젊었을 때 즐기는 삶만 살았다. 돈을 벌어 놓지도 

못하였고 청정한 삶도 살지 않았다. 죽음과 함께 곧바로 장사 지내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다고 해도 단지 먹는 것으로 

생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죽은 존재나 다름 없다. 대부분 이렇게 살다 

한평생 마무리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대수명대로 산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분명한 사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지만 내일이 오리리라는 보장이 없다. 영화제목처럼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름 없는 별이 되고자 
  



314 

 

지금 젊다고 해도 지금 인생의 절정이라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이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 한다면 나이 들어 

외롭게 죽음을맞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를 

일생처럼 산다면 문제 없다. 딱 오늘 밤까지만 살겠다는 각오로 산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오늘 밤까지만 산다고 생각하였을 때 오늘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오늘 

하루를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 내일 죽어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계행을 어기고 삼매가 없이 
백 년을 사는 것보다 
계행을 지키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0) 
  
지혜가 없고 삼매가 없이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1) 
  
게으르고 정진 없이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정진하고 견고하게 노력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2)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3)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4) 
  
최상의 원리를 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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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년을 사는 것보다 
최상의 원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Dhp115) 
  
  
부처님 당시부터 수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여 가르침대로 살았다. 그들이 

모두 이름을 남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르침대로 사는 그 순간 만큼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름 없이 살아 가는 

수행자들은 모두 하늘의 별들이다.  
  
  

 
star 
  
  
  
하늘의 별들은 누가 보건 말건 언제나 반짝이고 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신의 할 바를 다하였을 때 가르침은 달성 된 것이 아닐까? 누가 

알아 주건 말건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할 바를 다 하였을 때 이름 없는 

별이 아닐까? 
  
  
2015-11-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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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왜 이렇게 밤낮은 빨리 바뀌는지 
  
  
  

 
  
  
밤은 점점  깊어간다.  
해는 짧아지고 어둠이 이기고 있다.  
날씨는 갈수록 추워진다.  
게으름에 늘 누워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이다. 
  
어둠이 절정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세상은 앙상한 가지만큼이나 차갑다.  
여기 외로움에 지친 자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시간만 죽이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건만  
왜 이렇게 밤낮은 빨리 바뀌는지.  
  
그대, 후회없이 살았는가.  
세상이 내편 되어 주지 않는다 하여  
원망만 하며 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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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자신과 세상을 속이며 살았는가.  
후회 없이 원 없이 살았다고 말해야 하리라. 
  
이제 몇 일 남지 않았네.  
어둠이 깊어 질 수록 해가 짧아 질 수록  
그 날은 더 빨리 온다네.  
절망이 다 하면 남은 것은 희망 밖에 없듯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 지듯이,  
양이 음을 이기는 그 날을 기다리네.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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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오늘밤 까지만 살자 
  
  

 
  
  
  
오늘밤 까지만 살자.  
일생의 마무리는 죽음의 침상.  
하루의 마무리는 잠자리.  
일생은 죽음의 침상에서 드러나듯이  
하루는 잠자리에서 드러난다.  
얼마나 탐욕으로 성냄으로 살았는지. 
  
지나고 보니 이제까지  
욕망으로 분노로 살아 왔다.  
밥 먹을 때 탐욕으로 먹고 성냄으로 먹었다.  
그래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 했을 것이다.  
한평생 술과 장미의 나날을 보낸 이가 있다.  
욕망으로 분노로 살았을 것이다. 
  
누구나 욕망과 분노로 살아 간다.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등 소유를 위하여 올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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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베풂의 여유가 없다.  
늘어나고 것은 탐심과 분심뿐이다.  
오염원만 잔뜩 짊어지고 결국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청정한 삶은 욕망과 분노의 소멸의 길이다.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살았는지는  
오늘밤 잠자리에서 알 수 있다.   
부끄럽고 창피하였다면 잘 못 산 것이다.   
오늘밤까지만 살자.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하루를 일생처럼  
오늘밤까지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다.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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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오늘은 동지날 이브 
  
  
  

 
  
  
비가 내린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우산을 쓰고 학의천을 걸으니 겨울 같지 않다.  
외투로 중무장하고 걸으니  
이제 추위에 완전히 적응하였다.  
  
어제 걷던 길을 또 걸으며 사색에 잠긴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걸었고,  
일년, 이년, 삼년 수 년을 걸었다.  
  
걷고 걷다 보니 느는 것은 글 밖에 없다.  
일을 하지만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한번 써 놓은 글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돈 보다 글을 더 사랑한다.  
일년 사계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큰 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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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걷는다.  
걷고 걷다 보니 전환점이 보인다.  
내일이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은 동지날 이브.  
오늘은 음이 가장 긴 날,  
어둠이 가장 긴 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내일이면 동등하게 된다.  
모레부터는 역전이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지난달 낙엽이 일제히 지고  
공허한 마음 달랠길 없었으나  
이제 희망이 생겼다.  
양의 기운이 커져 가는 동지날,  
오늘은 동지날 이브.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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