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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시간이 남았다. 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글하나 쓰기에는 부족하다.
최소한 두 시간은 잡아야 한다. 그러나 자판에 손가락 가는 대로 쓰다
보면 한시간에도 글이 하나 나올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한시간 남은 시간에 책의 서문을
써야 한다. 2014년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담마에 대해서 쓴 글이다.
책의 제목을 ‘58 담마의 거울 2014 II’로 정했다. 모두 27개의 글로
355페이지에 달한다.
목차를 보면 민감한 주제도 다루었다. 목차 2번 글을 보면 ‘장애업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금덩어리의
경’(A3.99)을 근거로 하여 숙명론을 극복하자고 써 놓았다.
장애업보는 숙명론이 되기 쉽다. 모든 것을 전생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업보를 숙명론적으로 본다
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짓던지, 그러한 이러이
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A3.99)라는 말이 될 것이다.
어떤 업을 지어도 숙명론적으로 본다면 미래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없
다. 미래 운명 역시 숙명론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떠한
업을 짓던지”라는 말로 나타난다. 어떤 업을 짓든지 미래 운명이 결정
되어 있다면 굳이 미래를 바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처님은 미래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수한 조건으로 미래운명이 결정된다. 만일 조건이
하나뿐이라면 운명론이 되고 결정론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행위는 무수
한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은 겪어야 하는 이
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지으면,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다.”(A3.99)라고 말씀하셨다.
업은 행위와 동의어이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작
용된다. 이를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나는 의도가 행위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나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행한다.”(A6.63)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의도대로 미래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이는 “이러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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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지으면”(A3.99)이라는 말로 알 수 있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숙명론적이고 또 하나는 운명
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것이다. 누군가 모든 것을 전생탓으로
돌린다면 숙명론적인 것이다. 이는 “어떠한 업을 짓던지”가 된다. 그
러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떠한 업을 지으면”이라는 말로 바꾸
어야 한다.
“업을 짓던지”와 “업을 지으면”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현
실을 포기하는 듯한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후자는
운명이나 숙명을 극복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
여기 소금덩어리가 있다. 작은 그릇에 넣는다면 짠맛이 그대로 있을 것
이다. 그릇이 작으면 숙명론적으로 되기 쉽다. 이는 “어떤 업을 짓던
지”라는 말로 나타난다. 포기하는 것이다.
소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강물에서 짠 맛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업을 지으면”이라는 말로 나타난다. 이는
다름 아닌 조건이다. 이를 조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법은
연기법이라는 사실이다.
연기법은 조건발생 하는 것이다. 하나의 조건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조건이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 낸다. 미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서는 무수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기 나름
이다.
소금덩어리는 악업을 상징한다. 소금덩어리를 녹이려면 물이 많아야 한
다. 세수대야로는 부족할 것이다. 항아리로도 부족할 것이다. 흐르는 강
물에 던져 버려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소금덩어리를
갠지스강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갠지스 강의 물은 그 소금덩어리 때문에 짜져서 마실 수 없는
가?”(A3.99)라며 물었다.
작은 공덕으로는 업장을 소멸할 수 없다. 강물과 같은 공덕을 지어야 한
다. 어떻게 해야 강물과 같은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
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계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 협소하지 않고 큰 도량을 지니고 있어 무량한 삶을 산다.”(A3.99)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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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책을 만들면 58번째 책이 된다. 책을 만들면 서문을 써야 한다.
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어
려운 것은 서문을 쓰는 것이라고 본다.
책을 만들 때 예전에 써 놓았던 글은 시기별로 카테고리별로 모으면 그
만이다. 지만 서문은 그렇지 않다. 새로 써야 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
는다. 책의 서문도 현재시점에서 쓰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나만의 글
쓰기 스타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스타일대로 간다. 왜 그런가? 책은 판매용이 아
니고 보관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에는 공개한다. 피디에프(pdf)
파일을 올려 놓는 것이다. 누군가 인연 있는 사람이 볼 것이다. 이렇게
서문을 씀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책이 탄생했다. 주어진 한시간이 다 되
었다.

2022-05-1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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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음주계는 폐기 되었나?

이 한장의 사진
작년 언론에 크게 보도 된 사건이 있었다. 스님들이 밤샘술판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불교 장난해? 조계종 승려들의 밤샘
술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썩 하게 보도 되었다.
한겨레 신문에서 특종 보도한 이 사건은 한장의 사진이 주목 받았다.
탁자위에 술과 안주가 가득하고 삭발한 스님들이 술잔을 들고 담소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 한장의 사진이 보도사진 부문에 있어서 이달의 사진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스님음주사건은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
스님들에게 음주는 문제될 게 없다
최근 스님술판사건과 관련하여 불교포커스에서 컬럼을 보았다. ‘몇
개의 음주 사건, 곡차를 옹호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기사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만약, 징계를 받지 않거나 받는다 해도 시늉정도인 경우를
극단적으로 몰고가면 스님들의 음주는 문제될 게 없다는 궤변론이
당당해진다. 출가자의 삭발염의는 독특한 스타일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며, 음주 사건이 벌어진 2013 년 10 월과 11 월은 율장과 종법이
마침내 작동을 멈춘 시기로 기록될 것이며, 그 기억을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금기어 목록을 만들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몇 개의 음주 사건, 곡차를 옹호한다, 불교포커스 2014-01-22)

불교에 불음주계가 있다. 출가자나 재가불자나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님들이 그것도 중진스님들이
밤샘술판을 벌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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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컬럼니스트는 앞으로 스님들이 술마시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문서견책정도의 가벼운
처벌이나 처벌하는 시늉만 하였을 때 이제 승가에서 술마시는 행위는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밤샘술판 사건에 대한 징계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20 월에 술판사건이 일어난 이래 5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는 것이다. 이쯤 되면 오계에서
불음주계는 삭제 되어야 할 것이다.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법구경에서 7 번과 8 번 게송은 감관에 대한 것이다.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았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말한다. 7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indriyesu asaṃvutaṃ,
Bhojanamhi amattaññuṃ,
kusītaṃ hīnavīriyaṃ,
Taṃ ve pasahati Māro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수바누빳싱 위하란땅
인드리예수 아상위땅
보자남히 아맛따늉
꾸시땅 히나위리양
땅 웨 빠사하띠 마로
와또 룩캉와 둡발랑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 (dhp7)

7 번 게송은 다른 게송과 달리 여섯 구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육구게라
볼 수 있다.
여인의 신체를 명상주제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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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을 보면 크게 감관을 수호 하지 않는 것, 식사 절제를 하지 않는
것, 정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 중에 감관을 수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탐닉 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아름다음에 탐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아름다음에 탐닉하는 것에 대하여 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이라
하였다. 여기서 수바(Subhā)는 ‘[adj.] lucky; auspicious; pleasant.
(nt.), welfare; beauty. 浄, 清淨的, 美好的, 幸福的’의 뜻이다.
게송에서는 수바가 ‘아름다운’의 뜻으로 쓰였다. 그리고
viharantaṃ 에서 viharanta 는 ‘living ; abiding; dwelling, 住,
住法’의 뜻이다. 따라서 직역하면 “아름다운 것을 계속생각하며
머물다”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자는 원하는 대상에 정신활동을 기울여 아름다운
손톱과 손가락, 손과 발,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와 배, 가슴과 목,
입술과 치아, 입과 코, 눈썹과 이마, 머리카락과 몸털, 피부와 안색과
몸의 윤곽에서 오는 인상과 연상을 명상주제로 취하는 습관을 가진 자를
말한다.(DhpA.I.74)
(468 번 각주, 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전재성님)

초기불교에는 흙의 까시나 등 40 가지 사마타 명상주제가 있다. 그런데
여인의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사마타명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청소년이 좋아 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코팅하여 벽에 붙여 놓고 매일
쳐다 보듯이 수행자가 여자의 눈이나 코, 가슴 등 신체의 특징 부위를
대상으로 집중수행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 틀림없이 감각적
욕망에 불타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음식을 절제 해야 하는 이유
세번째 구절에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Bhojanamhi
amattaññuṃ)”가 있다. 여기서 Bhojanamhi 는 Bhojana+ amhi 로서,
Bhojana 는 ‘food; meal, 食物, 食, 飲食’의 뜻이다. 또
amattaññuṃ 은 amattaññu+uṃ 으로, amattaññu 는 not ‘knowing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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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s (in the taking of food), intemperate, 不知量の,
適量を知らざる’의 뜻이다. 직역하면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 한계를
적당한 양을 모른다”의 뜻이다.
주석에서는 올바른 생활을 위하여 음식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상윳따니까야 수레의 비유에 대한 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neva davāya na madāya na maṇḍanāya na vibhusanāya, yāvadeva imassa
kāyassa ṭhitiyā yāpanāya vihiṃsūparatiyā brahmacariyānuggahāya, iti
purāṇañca vedanaṃ paṭihaṅkhāmi, navañca vedanaṃ na uppādessāmi,
yātrā ca me bhavissati anavajjatā ca phāsuvihāro cā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 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
(수레의 비유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35:239, 전재성님역)

음식은 단지 이 몸을 유지 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먹는 것을 즐긴 다면 이미 수행자이기를 포기 한 것과 같다.
수행보다 음식에 더 열중하는 듯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음식에 대하여 관대한 것 같다. 사찰음식이라
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탁발의 전통이 없는 한국불교에서 사찰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찰음식의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사찰음식을 널리 보급 하고 있다.
스님이 직접 요리를 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종단에서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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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교박람회에서 본 사찰음식을 보면 화려 하기 그지 없다. 수행자가
잘 먹기 위하여 출가하지 않았을 텐데, 갖가지 진귀한 사찰음식을 보면
수행보다 음식에 더 열중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2013 불교박람회

맛을 탐하는 자는 눈, 귀, 코 등 오감을 수호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오감이 총동원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정진의 힘이 약함을 말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듯
네번째 게송에서는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kusītaṃ
hīnavīriyaṃ)”이라 하였다. 여기서 kusīta 는 ‘indolent; lazy,
懈怠的, 怠惰的’의 뜻이다. Hīnavīriya 는 Hīna 와 vīriya 의
결합어이다. Hīna 가 ‘low; inferior’의 뜻이고, vīriya 는 vigour;
energy; effort 의 뜻으로 정진을 뜻한다. 그런데 hīnavīriya 는
‘lacking in energy’라 되어 있다. 따라서 kusītaṃ hīnavīriyaṃ 를
직역하면 “게을러 열정이 없다”는 뜻이 된다. 수행에 대한 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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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은 정진력이 결여 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진이란 무엇을
말할까?
정진하면 ‘용맹정진’을 연상한다. 잠도 자지 않고 몇 날 몇 일을
‘육단심’으로 밀어 붙이는 것 것을 말한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
정진은 이와 다르다. 팔정도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다.

Katamo ca bhikkhave, sammāvāyāmo: idha bhikkhave, bhikkhu
an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an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pahān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An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ṭhitiyā asammosāya
bhiyyobhāvāya vepullāya bhāvanāya pāripūriyā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vāyāmo.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정진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1)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하고 불건전 것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하고,
2)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하고,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하고,
4)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계발시키고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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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정진이라고 한다.
(Vibhaṅgasutta-분별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8, 전재성님역)

이것이 정진이다. 정진은 선법과 불선법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 된다.
재미 있게 말한다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법이라고 생각 되면 증장시키고 불선법이면 처내는 것이다. 이런
정진은 좌선만 해당 되는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1) 걷기, 2) 서있기,
3) 앉기, 4) 눕기라 하였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말한다. 이런
정진력이 결여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태풍과 같은 번뇌
다섯번째 게송에서는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이라 하였다. 정진력이 없는 자를 ‘연약한
나무’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바람을 ‘감각기관’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vāta 는 바람의 뜻이고, rukkha 는 나무, dubbala 는 ‘feeble;
weak, 弱的, 薄弱的’의 뜻으로 ‘약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을 직역하면 “ 약한 나무에 바람이 분다”의
뜻이 된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강력한 폭풍은 허약한 나무를 공격해서 경사면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다.
그러한 바람은 과일과 열매를 떨어 뜨려 파괴하고 크고 작은 가지를
꺽어버리고 나무를 쓰러뜨린 뒤에 뿌리째 뽑아 위로 오게하고 가지는
밑으로 향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번뇌속에서 악마는 그에게서 생겨나 사람을 공격한다.
강한바람이 약한 나뭇가지와 꽃을 떨어뜨리듯, 악마는 그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사소한 계율을 어기도록 유도한다.(DhpA.I.75-76)
(473 번 각주,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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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강력한 태풍이 불 때가 있다. 그 때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을
본다. 이처럼 강력한 태풍과 같은 것이 번뇌이다. 한번 번뇌의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을 흽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야하게 옷을 걸친 여인들을 보게 되면”
번뇌와 관련하여 탁발승과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는 거기서 가볍게 옷을 걸치거나 야하게 옷을 걸친 여인들을 보게
된다. 그렇게 가볍게 옷을 걸치거나 야하게 옷을 걸친 여인들을 보게
되면 탐욕이 그의 마음을 엄습한다. 탐욕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정도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고양이의 경, S20.10, 전재성님역)

감각기관에 대한 사띠가 확립 되지 않은 채로 탁발하러 나갔을 때에
대한 이야기이다. 알아차림 없이 여인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작은
번뇌일지 모르지만 자꾸 여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면 큰 번뇌로
발전하게 된다. 마치 구름이 모여 태풍이 형성되듯이 번뇌가 그를
지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한다.
사소죄(nissagiya), 승단잔류죄 (saṅghādisesa), 승단추방죄 (pārājika)
게송에서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나무와 범계행위를
비교 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작은 가지 넘어 뜨리는 것처럼:
사소죄(nissagiya) : 거부되어야 할 사소한 죄
“여러분, 나는 책망받아야 마땅한,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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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A4:242)

2) 큰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승단잔류죄 (saṅghādisesa): 대중에 참회하고 승단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죄
“여러분, 나는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A4:242)

3) 뿌리 뽑아 뿌리와 가지를 뒤집는 것처럼
승단추방죄 (pārājika): 승단에서 추방하는 죄
“이 자는 머리가 잘릴 만한,
비난 받을 만한 악업을 지었구나.” ( A4:242)

각주에서는 세 가지 죄가 언급 되어 있다. 그러나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책망받아 마땅한
고백죄(pāṭidesanīya),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 참회죄(pācittiya),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 승단잔류죄(saṅghādisesa), 머리가 잘릴만한
승단추방죄(pārājika)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법구경 8 번 게송은 7 번과 쌍으로 되어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8.
A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indriyesu susaṃvutaṃ,
Bhojanamhi ca mattaññuṃ,
saddhaṃ āraddhavīriyaṃ,
Taṃ ve nappasahati Māro
vāto selaṃ va pabba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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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바누빳싱 위하란땅
인드리예수 수상위땅
보자남히 맛따늉
삿당 아랏다위리양
땅 웨 납빠사하띠 마로
와또 셀랑 와 빱바땅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고
감관을 잘 수호하여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 (dhp8)

8 번 게송에서 7 번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다섯번째
구절인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vāto selaṃ va
pabbataṃ, dhp8)”이다. 이는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dhp7))구절과 쌍을 이룬다.
바위산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덕 하지 않는다. 설령 태풍이 불어도
바위산이 통째로 뽑히지 않는다. 각주에 따르면 “번뇌의 형태로 나타난
악마가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도 그에 비해 허약하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없다.(DhpA.I.76)”라 하였다.
번뇌다한 자는 아무리 번뇌가 몰아 쳐도 바람에 끄덕 없는 바위산과
같은 것이다. 번뇌가 소멸된 자에게 마라는 상대가 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승가는 바람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계를 받고 이삼십년이 지나면
종종 동국대정각원 토요법회를 본다. 미디어붓다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각원 법회를 보면 그 동안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된다.
어느 스님은 법회에서 함께 출발하였던 도반스님들에 대하여 “10 년
지나면 반 나갑니다. 15 년에서 20 년 지나면 거기에서 또 반이
없어집니다.”라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해 100 명의 스님이
탄생하였다면 10 년 후에 50 명이 되고 거기서 또 10 년이 지나면 25 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가한지 20 년이 지나면 남게 되는 도반스님은
1/4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스님은 네 번째 생에는 ‘장가를
들고 싶다’라고 하였다.
스님들이 출가하여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이는
시골절에서 살며 불교포커스에 연재를 하고 있는 어느 스님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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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에서 만난 어느 선배스님은 처음 사미계를 같이 받은 수계도반이
20 명이었는데 30 년이 지나고 나니 겨우 3 명이 남았다고 한다. 6 명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는 환속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수계도반들은 9 명이었는데 3 명은 환속을, 나머지 6 명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간경하고 사찰의 소임을 보고 있다.
(출가했었던 사람, 시골절 주지의 귀사일기 9, 불교포커스 2013-09-26)

글에 따르면 출가당시 20 명이었던 것이 30 년이 지난후에 보니 고작 3 명
남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환속한 것이다.
불가의 공공연한 비밀
환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게송에서와 같이 감각기관을 수호 하지 못해서라고 본다. 또 음식절제가
안되어서라고 본다. 이런 음식에는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승가에서 말하는 ‘곡차’를 말한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은어’가 있다. 그것은 곡차이다.
그러나 불교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녹차와 처럼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종류인줄 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곡차이다.
곡차는 불가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비밀에 속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비밀은 이제 일반국민들도 아는 것 같다.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곡차가 술을 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인터넷국어사전에서도 ‘곡차[穀茶,麯茶,曲茶]’ 에 대하여 “승려들의
은어로, ‘술’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 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로
보아 이제 곡차라는 말은 비밀도 아닌 술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된 듯
하다.
술은 안되지만 곡차는 된다?
승가에서 스님들이 곡차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이 작년
한겨레신문 기자에 의하여 세상에 폭로 되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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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회자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술마시는 것은 그다지 큰 범계로 보는 것
같지 않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승가에 음주문화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게송에서는 사소한 계율을 어기는 것부터 무너진다고 하였다. 이를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dhp7)”이라 하였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한국의 스님들은 바라이죄를 지어도 추방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실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님으로
꿋꿋하게 살아 가는 것을 보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dhp8)” 이라는 구절이 연상된다. 이 모두가 곡차에서 시작 된
것은 아닐까? 한국불교에서 술은 안되지만 곡차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2014-03-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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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업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눈(dhammacakkhu)으로 보았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矣)” 는 말이 있다.
세상을 보는 내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다.
세상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 육안으로 본다. 그러나
가르침을 접하면 ‘법의 눈(dhammacakkhu)’으로 보게 된다. ‘법안’을
다른 말로 ‘진리의 눈’이라 한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는 콘단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라고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가르침을 접하면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진‘연기법’이다. 그럼에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를 불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녕 이게 붓다의 가르침 맞나요?”
장애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장애업보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올린 것이다. 어느 빅쿠의 장애관에 대하여 비판 한 것이다. 그 빅쿠는
“절에 가면, 인과(因果)를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바 업보(業報)요,
업장(業障)이니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탓에
현재의 아픔을 과보로써 겪는 것이니 참회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죄 지은 표식으로 나타난 장애를 껴안고 눈치 보며
타의적으로 차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리적 차이가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절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라 하였다.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하면 절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하여 유전적 요인이나 태내외의 관리 소홀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장애를 업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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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빅쿠의 장애관에 대하여 비판하자 어느 법우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주었다.

업보론이 숙명론의 일부이지요. 지어진 업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장애가 전생업 때문이다... = 네가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난건 네 전생업
때문이다 (인도인)
똑같죠. 단지 경에 그렇게 나오니 믿으라는 말인지요?
그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일생 후회와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네요.
보지도 알지도 알지도 못한 것으로 족쇄를 채우는 이딴 놀음은 종교의
폐해예요.
어느 정신 멀쩡한 사람이 이런 걸 믿겠습니까?
종교가 그래서 사기라는 겁니다.
한 번 이성을 갖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되는
가르침인지?
꼭 이렇게 협박하고 겁을 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인도놈들 참
야비합니다.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묶어버려요.
정녕 이게 붓다의 가르침 맞나요?
(U 법우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54)

U 법우님은 장애를 업에 대한 과보로 보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업보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인도의 숙명론적
업보가 아니냐고 한다. 더구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일생 후회와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네요.”라고
하였다.
누구나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를 가진 것은 불편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우 드물다.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탐욕이나
성냄 처럼 해로운 마음 역시 장애로 보기 때문이다. 설령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예비장애인’이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미래의 장애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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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장애가 있다고 하여
늘 죄스런 마음을 갖거나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사람
보다 불편하게 살 뿐이다. 비록 지금 불편한 삶일지라도 늘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린다면 이어지는 생에서는 지금 보다 더 나은 생을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애를
극복해 갈 것인가?
숙명론적인 업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요인에 대하여 단순하게 유전학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는 것은 물질주의 기반한 과학만능주의
산물이라 본다. 초기경에 따르면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업에 대한 과보로도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업에 대한 가르침은 단지 운명론적 또는
숙명론적인 업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로나팔라경(Loṇaphalasutta,
소금덩어리의 경, A3.99)에 잘 설명 되어 있다. 먼저 숙명론적인 업설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Yo bhikkhave evaṃ vadeyya: yathā yathā'yaṃ puriso kammaṃ
karoti, tathā tathā naṃ paṭisaṃvediyatī'ti. Evaṃ santaṃ bhikkhave
brahmacariyavāso na hoti. Okāso na paññāyati sammā dukkhassa
antakiriyāya. (A3.99)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짓던지,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경우에 청정한 삶의 가능성이나 괴로움을 종식을
이룰 가능성이 시설 되지 않는다.
(Loṇaphalasutta- 소금덩어리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전재성님역)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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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ṇaphalasutta- 소금 덩이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대림스님역)

"Monks, for anyone who says, 'In whatever way a person makes kamma,
that is how it is experienced,' there is no living of the holy
life, there is no opportunity for the right ending of stress.
(Lonaphala Sutta: The Salt Crystal, A3.99, Thanissaro Bhikkhu)

Karma

빠알리원문과 전재성님역, 대림스님역, 타닛사로빅쿠역 이렇게 세
종류의 번역을 실었다.
숙명론적 업설에 대한 빠알리어 구절은 “yathā yathā'yaṃ puriso
kammaṃ karoti, tathā tathā naṃ paṭisaṃvediyatī” 이다. 이에
대하여 각 번역자의 것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짓던지,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전재성님역)
2)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대림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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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whatever way a person makes kamma,
that is how it is experienced (타닛사로빅쿠역)

빠알리어 yathā yathā 는 '이러 이러한 ’의 뜻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yathā 는 ‘as; like, の如くに’의 뜻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번역
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 걸쳐 반복 되어 yathā yathā 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kammaṃ karoti 에서는 Kamma 가 ‘action’의 뜻으로 행위를
말하고, karoti 는 ‘does; acts; makes’의 뜻으로 ‘실행한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kammaṃ karoti 는 ‘행위를 한다’의 뜻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kamma 는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선한 것이든 불선한
것이든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앞구절 ‘yathā yathā'yaṃ puriso
kammaṃ karoti’를 번역하면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의 뜻이 된다.
yathā yathā 의 용법은 뒷 구절에 나오는 tathā tathā 와 관련 되어
있다. 이때 tathā 는 ‘thus; so; in that way, 如此’의 뜻도 있지만,
tatha 는 ‘true; real, 真實的, 如實的’의 뜻도 있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지칭할 때 따타가따라 하는데 그 ‘따타(tatha)’를 말한다.
그래서 뒷문장 ‘tathā tathā naṃ paṭisaṃvediyatī’은 “진실로
경험한다”또는“진실로 그러하다”의 뜻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yathā yathā'yaṃ puriso kammaṃ karoti, tathā tathā
naṃ paṭisaṃvediyatī”의 문장을 직역하면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진실로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된다.”의 뜻이 된다.
이는 숙명론이다. 왜 그럴까? 각주에 따르면 “행위한 그대로의 업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은 결코 불교적 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은 숙명론으로는 ‘청정한
삶(brahmacariya)’이나 ‘괴로움의 종식(dukkhassa antakiriyāya)’을
실현 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연기법에 맞지 않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업설을 말씀 하셨을까?
숙명론을 부정한 부처님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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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ca kho bhikkhave evaṃ vadeyya: yathā yathā vedanīyaṃ ayaṃ
puriso kammaṃ karoti, tathā tathāssa vipākaṃ paṭisaṃvediyatī'ti.
Evaṃ santaṃ bhikkhave brahmacariyavāso hoti, okāso paññāyati
sammādukkhassa antakiriyāya.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사람은 겪어야 하는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지으면,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경우에 청정한 삶의
가능성이나 괴로움을 종식을 이룰 가능성이 시설 된다.
(Loṇaphalasutta- 소금덩어리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전재성님역)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Loṇaphalasutta- 소금 덩이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대림스님역)

But for anyone who says, 'When a person makes kamma to be felt in
such & such a way, that is how its result is experienced,' there is
the living of the holy life, there is the opportunity for the right
ending of stress.
(Lonaphala Sutta: The Salt Crystal, A3.99, Thanissaro Bhikkhu)

어느 때 지하철에서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다. “잘보면 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꼬리가 사람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었다. 간첩신고에 대한
광고이다. 위에 언급되 두 개의 문장도 잘 보면 보인다. 어디가 다른
것일까? 두 개의 빠알리 문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yathā yathā'yaṃ puriso kammaṃ kar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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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hā tathā naṃ paṭisaṃvediyatī. (숙명론)
2) yathā yathā vedanīyaṃ ayaṃ puriso kammaṃ karoti,
tathā tathāssa vipākaṃ paṭisaṃvediyatī. (부처님의 업에 대한
가르침)

첫번째 문장은 고대인도의 숙명론에 대한 것이다. 두번째 문장은
부처님에 새롭게 해석한 업에 대한 가르침이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첫번째 문장에 없는 단어가 추가 되어 있다. 그것은 vedanīyaṃ ayaṃ 과
vipākaṃ 이다. 두 단어의 삽입으로 인하여 숙명론적 업설과 부처님의
업에 대한 가르침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의도적행위’만이 업에 해당된다
부처님이 재해석한 가르침에 대하여 각번역자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사람은 겪어야 하는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지으면,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다. (전재성님역)
2)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 (대림스님역)
3) When a person makes kamma to be felt in such & such a way,
that is how its result is experienced, (타닛사로빅쿠역)

번역을 보면 추가된 vedanīyaṃ ayaṃ 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격어야할’ 또는 ‘to be felt(경험되는 것)’의 뜻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빠알리어 vedanīya 는 ‘感受さるべき, 経験すべき’라
설명 되어 있다. ayaṃ 은 ‘this person(이사람)’의 뜻이다. 따라서
vedanīyaṃ ayaṃ 은 ‘이사람이 경험하는 것’의 뜻이 된다. 그래서
앞구절 ‘yathā yathā vedanīyaṃ ayaṃ puriso kammaṃ karoti’는
“그러 그러하게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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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의도적행위’만이 업에 해당됨을 말한다. 지금
누군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도(cetana)가 실린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됨을
말한다. 반대로 의도가 실리지 않은 행위는 업에 대한 과보로서 효력이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법구경 1 번 게송 인연담인
‘짝꾸빨라장로이야기’일 것이다.
장님이 벌레를 밟아 죽였는데
부처님 당시 짝꾸빨라 장로가 경행을 하다가 벌레 몇 마리를 밟아
죽이고 말았다. 번뇌 다한 아라한이 벌레를 죽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어느 빅쿠가 악의를 품고 부처님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다.
짝꾸팔라 장로는 아라한이긴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장로가 벌레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물어 보았다. 일러 바친 빅쿠는 당연히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지
죽은 벌레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그대들이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 또한 살아 있는 곤충들을
보지 못했다. 그 밖에 그 수행승은 이미 아라한의 지위를 얻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살생한 것이 아니니까 그에게 허물이 없다.”
(법구경 1 번 게송 인연담 짝꾸빨라장로이야기, 전재성님역)

눈이 보이지 않는 짝꾸빨라 장로가 경행중에 밟아 죽인 벌레는 살생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의도가 실리지 않은 행위는 업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여담이지만 짝꾸빨라장로가 벌레를 죽인 것에 대하여 사마타수행을 하지
않고 위빠사나 수행만 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오로지 위빠사나 수행만
하여 아라한이 되었다면 신통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사마타수행을 하여
사선정에서 신통을 얻게 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지기 때문에
경행을 해도 벌레를 밟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부처님이 경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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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레를 밟아 죽이지 않는 것은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한
신통으로 보고 있다.
“나는 의도가 행위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업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의도가 발생하였을 때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경전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Cetanāhaṃ bhikkhave kammaṃ vadāmi,
cetayitvā kammaṃ karoti kāyena vācāya manasā,
수행승들이여, 나는 의도가 행위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나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한다.
(Nibbedhika sutta-꿰뚫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63,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의도(Cetanā)가 행위(kamma)라 하였다. 의도가 실려야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신구의 삼업을 말한다. 따라서
의도가 되지 않은 것은 신구의 삼업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눈먼 아라한 짝꾸빨라 장로가 벌레를 밟아 죽인 것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생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언젠가 신구의 삼업에 대한 글을 썼다. 그때 신구의 삼업 중에
신체적으로 지은 죄가 가장 중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하였을
경우 이는 신체적인 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죽은 다음 악처에 떨어지게
되는 매우 무거운 업으로 본 것이다. 이런 살인업은 거짓말하는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이가 이의를 제기 하였다. 가장 중한 죄는 ‘정신적으로
업을 짓는 것’이라 하였다. 아마도 ‘의도’를 이야기 한 것이라 보여
진다. 의도가 있어야 살인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탐욕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의 결과물인 신구의 삼업 중에 내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한 죄는 신체적으로 지은 죄가 될 것이다.
연기법으로 재해석된 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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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덩어리의 경에서 부처님은 업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하였다.
숙명론의 경우 모든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처님이 해석한 가르침은 경험된 것만 해당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yathā yathā'yaṃ puriso kammaṃ karoti 에서 yathā yathā vedanīyaṃ
ayaṃ puriso kammaṃ karoti 로 ‘그사람이 경험하는’ 이라는 뜻의
‘vedanīyaṃ ayaṃ’이 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험 즉, ‘느낌(vedana)’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그럴까? 느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님인 짝꾸빨라 장로가 벌레를 밟아 죽였을 때 경험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벌레를 무심코 밟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Katamo ca bhikkhave kammānaṃ nidānasambhavo:
phasso bhikkhave kammānaṃ nidānambhavo.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행위의 원인인가?
수행승들이여, 접촉이 행위의 원인이다.
(Nibbedhika sutta-꿰뚫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63, 전재성님역)

자신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아는 자는 바로 자기자신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는 바로 ‘경험’을 뜻한다.
그런 경험은 ‘좋다, 싫다’ 또는 ‘즐겁다, 괴롭다’ 와 같은 느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십이연기에 따르면 느낌은 접촉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Phassapaccayā vedanā)”라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낌 (vedanā)은 접촉(phassa)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부처님은 “접촉이 행위의 원인(phasso kammānaṃ
nidānambhavo)”이라 하였다. 따라서 행위는 접촉을 조건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바로 연기법이다. 부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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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론적 업설에 대하여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법칙에 따라
재해석한 것이다.
부처님이 재해석한 업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연기법칙에 따른다. 그것은
느낌(또는 경험)인데 이는 접촉에서 비롯 된 것이다. 만일 숙명론적인
업설을 짝꾸빨라에게 적용한다면 짝꾸빨라는 살생업을 저지른 것이
된다. 하지만 짝꾸빨라가 밟아 죽인 벌레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였을 뿐이다.
같은 살인이라도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은 형량이 다르다. 똑 같은
살생업을 저질렀지만 의도가 실렸다면 중죄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폭력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소위 ‘동네깡패’나 ‘논두렁깡패’ 보다 엄하게 처벌
받는다.
짝꾸빨라 장로가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
그렇다면 짝꾸빨라 장로는 어떻게 하다 장님으로 태어났을까? 이는
법구경 1 번 게송 인연담에 나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야이기이다.

그는 전생에 의사였는데, 가난한 여인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연고를
처방해주었다. 그 때 그녀는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면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그의 하인이 될 것을 약속했었다. 의사의 처방으로 효과를
내었으나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잔인한 의사는 그녀의 사악한 생각을 읽고는 다른 연고를 처방하여
그녀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 그 의사는 다시
태어나 결국은 눈먼 수행승이 되었다.
(법구경 1 번 게송 인연담 짝꾸빨라장로이야기, 전재성님역)

인연담을 보면 장로가 눈이 먼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과거 전생에
의도적인 악행을 하여 여인의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과보로서 현생에서 눈이 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의도가 실렸을 때 업으로서 효력이 발생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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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에서 받거나 다음생에 받거나 훨씬 먼 후생에”
의도가 실린 행위만이 업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업에 대한
과보는 언제 받을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Katamo ca bhikkhave kammānaṃ vipāko: tividhāhaṃ bhikkhave
kammānaṃ vipākaṃ vadāmi: diṭṭhevā dhamme, upajje vā, apare vā
pariyāye. Ayaṃ vuccati bhikkhave kammānaṃ vipāko.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행위의 결과인가?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유형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나는 말한다. 현세에서 받거나 다음생에 받거나
훨씬 먼 후생에 받는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행위의 결과이다.
(Nibbedhika sutta-꿰뚫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63,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결과는
vipāka 의 번역어이다. Vipāka 는 'kamma-result'로서 ‘result;
fruition; consequence of one's actions. 異熟, 報, 果報’의 뜻이다.
그래서 과보에 대하여 1) 현생 (diṭṭhevā dhamme) 에서 받는 것, 2) 다음
생 (upajjhā)에서 받는 것, 3) 먼 후생(apara)에서 받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여기에서 현전(現前)한 것
현생에서 받는다고 하였을 때 현생은 diṭṭhevā dhamme 를 번역한 것이다.
초불연에서는 ‘금생’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diṭṭhevā dhamme’는
‘법을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자어로 법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현법(現法)’이라 하였다. 한글로서는 ‘지금 여기’라고 번역된다.
영어권에서는 ‘here and now’로 정착 되어 있다.
이처럼 법은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모습이 바로 이전 행위에 대한 과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생을
보려거든 멀리서 찾지 말고 현재 네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에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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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과보라 볼 수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과거에 의도하였던 신구의 삼업에 대한 행위가 무르익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애’ 역시 과거 행위에 대한 산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환경적요인이 복합화 된 것이긴
하지만 짝꾸빨라장로이야기에서 처럼 의도에 의한 업의 과보가 무르익어
지금여기에서 현전(現前)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업보를 멈추게 할 수 없을까?
지금 여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그 자체는 과거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과보가 무르 익은 것이다. 그런데 아직 과보로 익지 않은
업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이번 생이 될지 아니면 다음생일지
아니면 머나먼 후생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과거 어느 생에선가 지은 업보를 멈추게 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Idha bhikkhave ekaccassa puggalassa appamattakampi pāpaṃ kammaṃ
kataṃ, tame'naṃ nirayaṃ upaneti. Idha pana bhikkhave ekaccassa
puggalassa tādisaññeva appamattakaṃ pāpaṃ kammaṃ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 hoti. Nāṇumpi khāyati. Kiṃ bahudeva.
Kathaṃrūpassa bhikkhave puggalassa appamattakampi pāpaṃ kammaṃ
kataṃ tame'naṃ nirayaṃ upane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사람은 적은 죄악을 지어도 그것이 그를
지옥으로 이끈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적은
죄악을 지어도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으므로 미래에는 그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많이 나타나겠는가?”
(Loṇaphalasutta-소금덩어리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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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은]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Loṇaphalasutta- 소금 덩이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대림스님역)

두 번역을 올려 놓았다. 요지는 이렇다. 누군가 악행(pāpa)을
조금이라도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과거 전생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악행을 지었을 경우
현생이나 내생, 아니면 먼 후생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언제 받을 지 모르는 것이 업에 대한 과보이다.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지금 여기에서 경험했다)
언제 과보로 받을 지 모르는 업에 대하여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그 문장이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이라 본다. 여기서 kata 는 과거분사형으로
‘done; made; finished’의 의미이다. 또 diṭṭhadhammavedanīyaṃ 는
diṭṭhadhamma+vedanīyaṃ 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느낀다의 뜻이다. 따라서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는 “지금 여기에서 느꼈다”의 뜻이
된다. 접촉이 일어남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했다”는 뜻이다.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으므로”라 번역하였고, 초불연 대림스님은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라 하였다. 대체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겪었다는 말인가?
diṭṭhadhamma 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현세’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초불연의 대림스님은 ‘지금 여기’라 번역하였다. 타닛사로 빅쿠는
“experienced in the here & now”라 하여 “지금 여기에서
경험된”이라 하여 diṭṭhadhamma 에 대하여 ‘지금 여기’로 번역하였다.
경에서 diṭṭhadhamma 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실현 되어야 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이고, 과거에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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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에서 이다. 그래서 “diṭṭhevā dhamme, upajje vā, apare
vā pariyāye(A6.63)”이라 표현 했을 것이다.
그런데 “diṭṭhevā dhamme, upajje vā, apare vā pariyāye(A6.63)”
대하여 굳이 ‘현세(또는 금생), 내생, 먼 후생’ 이렇게 삼생으로
번역하는 것 보다, 원어 그대로의 뜻을 살려 ‘지금 여기 (diṭṭhevā
dhamme), upajja(다음), apara(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업장소멸은?
경에서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라 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 것을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미래에는
조금도 과보를 받지 않음을 말한다. 이른바 ‘업장소멸’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업장소멸하려면 어떻게 할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똑같이 적은 죄악을 지으면,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으므로 미래에는 그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늘며 많이 나타나겠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계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 협소하지 않고 큰 도량을 지니고 있어 무량한 삶을 산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똑 같은 죄악을 지으면,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으므로 미래에는 그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많이 나타나겠는가?
(Loṇaphalasutta-소금덩어리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전재성님역)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다는 것’은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를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무엇을 경험한 것인가? 경에서는 계정혜 삼학을 닦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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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지금 여기(현세)에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계정혜
삼학을 닦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다음(미래)에 과보를 받지 않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업장소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새롭게 해석한 업에 대한 가르침이다.
적은 죄악을 지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의도적인 행위에 따라 미래에 일어날 과보는
선업과보가 되고 과거에 지었던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과보가 효력이 나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소금덩어리 비유를 들고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금덩어리를 적은 그릇의
물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적은
그릇의 물은 그 소금덩어리 때문에 짜져서 마실 수 없는가?”
(Loṇaphalasutta-소금덩어리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전재성님역)

여기 탁구공만한 소금덩어리가 있다. 이것을 밥먹는 공기그릇에 넣고
물을 부었다면 어떻게 될까? 도저히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소금
덩어리는 과거에 지은 악행을 말한다. 그리고 공기그릇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그릇 즉, 역량을 말한다. 공기그릇속의 물은 신구의 삼업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작은 소금덩이가 공기그릇속에 들어가면 짜셔
못먹듯이, 공덕이 짧은 자는 작은 악행에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적은 죄악을 지어도
그것이 그를 지옥에 이끈다.(A3.99)”라 하였다.
“소금덩어리를 갠지스강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이어서 부처님은 갠지스강 비유를 한다. 으로 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묻는다.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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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금덩어리를 갠지스강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갠지스 강의 물은
그 소금덩어리 때문에 짜져서 마실 수 없는가?”
(Loṇaphalasutta-소금덩어리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99, 전재성님역)

탁구공만한 소금덩어리를 넓고 넓은 갠지스강에 던졌을 때 소금맛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전혀 짠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소금은 과거에 지은 악행이고, 갠지스강의 물은 큰공덕행이라 볼
수 있다. 강물과 같은 공덕을 지었을 때 이전에 지었던 악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말한다.
비록 과거에 지은 악행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계정혜삼학을 닦아 늘 알아차림을 유지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과보가 무르익어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kataṃ diṭṭhadhammavedanīyaṃ’라 하였는데, 이는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으므로 미래에는 그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전재성님역)” 라거나, “지금 여기서 [다]
겪는다.(대림스님역)”라거나, “experienced in the here & now(지금
여기에서 경험된다. -타닛사로 빅쿠)”라고 번역된다.
부처님이 새롭게 해석한 업에 대한 가르침
댓글을 주신 법우님은 장애업보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하여 죄의식과 함께 평생원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였다. 그래서 장애업보가 부처님의 가르침일리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였다. 또 테라와다빅쿠 역시 장애업보를
부정하면서 만약 장애업보를 인정하면 절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염려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장애업보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 경전에는
“눈멀거나 팔병신이거나 절름발이이거나
반신불수이고,( M129.33)”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장애업보에 대한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부정한 것은 ‘숙명론’이다. 이는 ‘소금덩어리의
경(A3.99)’에서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짓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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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yathā yathā'yaṃ puriso
kammaṃ karoti, tathā tathā naṃ paṭisaṃvediyatī, A3.99)”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과보를 받는 것을
숙명론으로 보고 있다.
부처님이 재해석한 업의 가르침은 “사람은 겪어야 하는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지으면,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다. (yathā yathā vedanīyaṃ ayaṃ puriso kammaṃ karoti, tathā
tathāssa vipākaṃ paṭisaṃvediyatī, A3.99)”라 하였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계정혜 삼학을 닦으면 과거에 지은 악행은 한 효력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적은 죄악을 지어도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으므로 미래에는 그것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많이
나타나겠는가? (A3.99)”라 하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소금덩어리 비유로 설명하였다.

“소금덩어리를 갠지스강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갠지스 강의 물은 그 소금덩어리 때문에 짜져서 마실 수 없는가?”
(A3.99)

이것이 부처님이 새롭게 해석한 업에 대한 가르침이라 본다.

2014-03-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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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우와 가사, 수하는 것인가 드는 것인가

가사에 대한 이야기
법구경 9 번과 10 번 게송은 가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9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Anikkasāvo kāsāvaṃ
yo vatthaṃ paridahissati
apeto damasaccena
na so kāsāvamarahati.
혼탁을
가사를
자제와
가사를

아닉까사워 까사왕
요 왓탕 빠리다힛사띠
아뻬또 다마삿쩨나
나 소 까사와마라하띠.

여의지 못하고
걸치고자 한다면,
진실이 없는 것이니
입을 자격조차 없다. (Dhp 9)

번역에서 ‘혼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Anikkasāva 에서
nikkasāva 가 ‘free from impurity’로서 ‘불결로부터 자유로운’ 뜻
이므로, Anikkasāva 는 ‘not free from impurity of mind’이 되어
‘불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즉, ‘혼탁을 여의치 못하고’ 라고
번역된다. 그래서 Anikkasāvo kāsāvaṃ 은 ‘혼탁을 여의치 못하고
가사를’의 뜻이 된다.
두번째 구절 yo vatthaṃ paridahissati 에서 yo 는 any person,
vatthaṃ 은 Cloth, paridahissati 는 puts on 의 뜻으로 ‘어떤 사람이
옷을 입으면’ 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
Anikkasāvo kāsāvaṃ yo vatthaṃ paridahissati 는
kāsāvamarahati.“혼탁을 여의지 못하고 가사를 걸치고자 한다면”이라
번역 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자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음을 말한다. 이는 9 번과 10 번과 관련된 인연담에서 알 수
있다. 데와닷따와 관련된 인연담에서 데와닷따가 과거전생에 코끼리
사냥꾼으로서 가사를 이용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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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지색 옷, 까사와(kāsāva)
인연담에 따르면 “나도 황색가사를 입어야지”하는 말이 나온다. 이로
보았을 때 가사색깔은 ‘노랑색’임을 알 수 있다. 가사의 색깔이
황색이라는 사실은 빠알리 사전에서도 보인다. 게송에서 가사를 뜻하는
말이 kāsāva 이다. 그런데 kasāva 에 대한 설명을 보면 ‘[m.; nt.] 1.
the acrid taste; 2. a cloth of orange colour. (adj.), of the orange
colour.’라 되어 있다. 첫번째의 뜻이 ‘매운맛’이지만, 두번째 뜻은
‘오랜지색의 옷’이라 설명 되어 있다. 또 kāsāva 에 대해서는 ‘(nt.),
yellow robe. (adj), dyed with orange colour’라 설명 되어 있다.
가사의 색깔이 오랜지색임을 알 수 있다.
Kāsāva 에 대한 한자어는 袈裟이다. 이는 빠알리어를 음역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빠알리어 Kāsā 에 대한 것은 아니다. Kāsā 는 가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말로서 ‘whip(때리다), a kind of reed(갈대의
일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자어 가사로 음역된 것은 노랑색 옷을
뜻하는 ‘까사와(kāsāva)’에서 음역한 것이다.
까티나 축제(kathina)에서
가사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다. ‘까티나(kathina)행사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노랑색 가사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까티나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가사를 증정하는 것인데, 그 가사에는
3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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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ayer.de/mahavamsa/chronik32.htm

첫째, 안따라와사까(antaravāsaka)라 한다. 이를 아랫가사라 하는데,
배꼽으로부터 15 센치 정도 위까지 가리는 높이와 본인의 양손을 펼쳐
닿을 정도의 가로 폭이 있는 직사각형의 하반신을 감싸는 하의라 한다.
둘째, 웃따라상가(uttarāsaṅga)라 한다. 이를 윗가사라 하는데, 서서
손을 높이 올려 잡을 정도의 높이와 양손을 벌린 길이의 1.5 배의 가로
폭이 있는 직사각형의 몸에 감는 상의라 한다.
셋째, 상가띠(saṅghāṭi)라 한다. 이를 중복가사라 하는데, 윗가사와
같은 길이와 폭으로 옷감이 2 매 겹침이 되어 있는 큰 옷(大衣)를
말한다.
세 번째의 중복가사를 ‘대가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무겁기 때문에
평상시 입기 보다 주로 어깨에 걸쳐 두는데, 추울 때 또는 침구가 없을
때 활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한 명의 비구가 세 가지 가사를 갖추려면 20 미터 이상의 천이
소요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 가사 한 벌 장만하려면 천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은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으로
본 것이다.
상가띠(중복가사)를 어깨에 걸치고

41

윗글은 이전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이렇게 가사는 아랫가사,
윗가사, 중복가사(대가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가사의 경우 주로 어깨에 걸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이
대표적이다.

그림을 보면 빅쿠가 상가띠(중복가사)를 어깨에 걸치고 걸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벌의 옷중에 두 벌은 입은 상태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깨에 매거나 팔에 걸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발우와 가사를 들고(pattacīvaramādāya)”
그런데 이런 장면이 초기경전에도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Atha kho sambahulā bhikkhå pubbaṇ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mādāya sāvatthiyaṃ piṇḍāya pavisiṃ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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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위해 싸밧티시로 들어 갔다.
(Yaññasutta-제사의 경, 상윳따니까야 S3.9, 전재성님역)

빅쿠들이 탁발을 나갈 때 챙기는 것이 ‘발우’이다. 그런데 경을 보면
‘발우와 가사를 들고’라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발우와 함께
챙기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가사’라는 것이다. 이처럼
초기경에서는 ‘발우와 가사를 들고’라는 정형구가 수없이 등장한다.
‘발우와 가사를 들고’라는 말이 빠알리어 pattacīvaramādāya 이다.
이는 pattacīvaram 과 Ādāya 의 합성이다. Pattacīvaram 는 ‘Bowl and
robe’라 설명 되어 있다. ‘발우와 가사’를 말한다. 영어에서 robe 라
함은 ‘가운, 옷, 예복, 무릎 덮개’의 뜻이다. 따라서 아랫가사와
윗가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랫가사와 윗가사는 항상 입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nivāsetvā’라 하였다. 이는 ‘having dressed
oneself; having got clothed or dressed’의 뜻으로 옷을 입었다는
뜻이다.
‘발우와 가사를 들고(pattacīvaramādāya) 라 하였을 때 가사는
상가띠(대가사 또는 중복가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어깨에 매거나
들고 다녔음을 뜻한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서 ‘수 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사를 수한다는 것
‘가사를 수하다’는 뜻은 ‘가사를 입다’는 뜻이다. 이는
법보신문기사에서 “법계를 품서한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장궤합장으로(2013-11-14 법보신문)”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괴색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합장하며 서 있는 사진이 이를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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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수한 모습(2013-11-14 법보신문)

초불연 번역에서는 pattacīvaramādāya 에 대하여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라 하였다. 그러나 성전협 번역을 보면 “발우와 가사를
들고”라 하였다. 가사는 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발우도 수할 수 있는 것일까?
pattacīvaramādāya 에서 ‘든다’는 뜻이 Ādāya 이다. 이에 대한
빠일리어 사전을 보면 ‘having taken.。 執取, 取って’라 되어 있다.
이는 ‘가지다, 취하다’의 뜻이다. 추위를 막고 침구 개념인
상가띠(대가사, 중복가사)는 ‘입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스님들의 주황색 또는 괴색 가사를 보면 편단 우견이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형태이다. 이는 세벌의 가사 중에 위에 입는 옷인
‘웃따라상가(uttarāsaṅga)’라 본다.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발우와 가사(상가띠)는 드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는 맛지마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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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수행승들이여,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그들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스스로 약조를 지킬 수 없었다. 어떤 자는 나를 맞으러
나와 가사와 발우를 받아 들었다. (M26)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런 깨달음이 맞는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하여 처음 찾은 곳이 오비구가 머물던 곳이다. 그러나
오비구들은 부처님이 타락하였다고 생각하여 “벗이여, 수행자 고따마가
온다.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졌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영접하지도 말고 옷과 발우를 받지도 말자.
그러나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깔아주자.(M26)”라고 서로
약조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점차 다가감에 따라 약조를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가사와 발우를 받고, 또 어떤 자는 자리를 펴주고, 또 어떤
자는 발씻을 물도 준비한 것이다.
이때 받아 준 것이 ‘발우와 가사’이다. 이 구절이 Appekacce maṃ
paccuggantvā pattacīvaraṃ paṭiggahesuṃ 이다. 여기서
pattacīvaraṃ 이 ‘Bowl and robe(발우와 가사)’의 뜻이다.
paṭiggahesuṃ 에서 gaha 가 ‘one who catches or take possession
of’의 뜻으로 paccuggantvā pattacīvaraṃ 는 “가사와 발우를 받아
들었다”의 뜻이 된다. 따라서 탁발할 때 상가띠(대가사)는 어깨에
매거나 들고 다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초불연 번역을 보면 “한사람은 마중 나와 발우와
가사를 받아 들였고(M26)”라고 번역 되어 있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제사의 경(S3.9)에서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라고 번역한 것과
다르다.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어느 번역에서는 ‘가사를 입었다’는 ‘뜻의
수하다’라고번역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가사를 들고’라고 번역
하였다. 그러나 두 경에서 언급된 빠알리어는 ‘pattacīvaraṃ(발우와
가사를 들고)’으로 동일 하다. 따라서 초불연에서 pattacīvaraṃ 의
번역에 대하여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라고 번역된 것은
‘어색’하다.
가사 입을 자격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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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에서는 탐진치로 가득 찬 자가 가사를 입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apeto damasaccena 라 하였다. Apeta 는 gone away,
damasaccena 는 dama (restraint) +sacca (true)의 뜻이다. 그래서
“자제와 진실이 없는 것이니”라 번역 된다.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맛지마니까야에도 나온다.
‘앗싸뿌라 설법의 작은 경(M40)’에서 “수행승들이여, 나는 가사를
입은 자에게 단지 가사를 입는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M40)”라는 말이다.
수행자라면 수행자다워야 함을 말한다. 올바른 길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단지 머리만 깍았다고 해서, 가사만 걸쳤다고 해서 수행자라 볼
수 없음을 말한다. 이는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를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Nāhaṃ bhikkhave saṅghāṭikassa saṅghāṭidhāraṇ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acelakassa acela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rajojallikassa rajojalli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udakorohakassa udakoroha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rukkhamūlikassa [PTS Page 282] [\q 282/]
rukkhamūli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abbhokāsikassa abbhokāsi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ubbhaṭṭhakassa ubbhaṭṭha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pariyāyabhattikassa pariyāyabhatti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mantajjhāyakassa mantajjhāyak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Nāhaṃ bhikkhave jaṭilakassa jaṭādhāraṇ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
수행승들이여, 나는 가사를 입은 자에게 단지 가사를 입는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나체로 유행하는 자에게 단지 나체로 유행한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진흙을 바르는 자에게 단지 진흙을 바른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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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나는 목욕재계하는 자에게 단지 목욕재계한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는 자에게 단지 나무 아래서
좌선한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노천에서 좌선하는 자에게 단지 노천에서
좌선한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항상 위로 서있는 자에게 단지 항상 위로 서있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자에게 단지 정기적으로
식사한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진언을 외우는 자에게 단지 진언을 외운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머리에 상투를 튼 자에게 단지 머리에 상투를
튼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Cūḷaassapurasutta- 앗싸뿌라 설법의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40,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여러 부류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 중에는 가사를 입은
수행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행자도 있었다. 상윳따니까야 일곱명의
결발수행자의 경(S3.11)에 따르면 “일곱 명의 결발 수행자와 일곱 명의
니간타, 일곱 명의 벌거벗은 수행자, 일곱 명의 한 벌 옷만 입는
수행자, 일곱 명의 편력 수행자에게 합장하며(S3.11)”라고 되어 있어서
갖가지 모습의 수행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에서 가사를 입은 자에 대하여 수행자라 하였는데 가사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수행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는 것이다. 이는
‘반짝인다고 해서 금이 아니다’라는 말고 같고, 또 “머리가 희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다.(dhp260)”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상가띠(saṅghāṭi: 중복가사 또는 대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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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가사를 입은 자에게 단지 가사를 입는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는다. (Nāhaṃ bhikkhave saṅghāṭikassa saṅghāṭidhāraṇamattena
sāmaññaṃ vadāmi)”라 하였다. 여기서 saṅghāṭi 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세 벌의 가사 가운데 ‘중복가사’ 또는 ‘대가사’를 뜻한다. 그러나
세 벌의 가사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영역에서는 “I do not say that the recluse’s
status comes about in a patchwork-cloak wearer through the mere
wearing of the patchwork cloak,(빅쿠보디와 냐나몰리역, MDB)”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recluse 는 ‘은둔자’를 뜻한다. 이는 전재성님이
‘수행자’라고 번역한 것과 다르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출가한 자는
모두 ‘수행자’라 불렀다. 그래서 빠알리경에서는
‘사만냐(sāmañña)’라고 표기 되어 있다. 따라서 사만냐는 불교도를
포함하여 출가수행자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빅쿠 보디와 빅쿠
냐나몰리는 recluse 라 하여 은둔자라 번역하였다. 초불연에서는 한역
그대로 ‘사문’이라 번역하였다.
영역에서 가사에 대한 단어가 ‘patchwork-cloak’이다. 사전에 따르면
‘쪽매붙임 망토’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각주는 없지만 빠알리어에서
상가띠(saṅghāṭi)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아래 옷을 입은 상태에서
걸치는 것을 뜻한다.
상가띠에 대한 빠알리 사전 PCED194 을 보면‘the upper robe of a
Buddhist monk.’라 설명 되어 있다. 한자어로는 ‘僧伽梨衣, 重衣,
大衣’로 되어 있다. 겹처서 입는 옷, 큰 옷의 뜻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상가띠는 출가수행자 또는 은둔자자들이 추울 때 입는
겉옷 내지 잠잘 때 덮고 자는 침구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일까? 아깍까소 빅쿠의 2006 년 스리랑카 웨삭 순례에 대한 사진을
보면 겉옷 가사 즉, 상가띠를 어깨나 팔에 걸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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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kakkaso 빅쿠의 포토스트림(2006 년 스리랑카 웨삭)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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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법구경 10 번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0,
Yo ca vantakasāvassa
sīlesu susamāhito,
Upeto damasaccena
sa ve kāsāvam-arahati.
혼탁을
계행을
자제와
가사를

요 짜 완따까사왓사
실레수 수사마히또
우뻬또 다마삿쩨나
사 웨 까사왐 아라하띠

끊어 버리고
잘 확립한다면,
진실이 있는 것이니
입을 자격이 있다. (dhp10)

아랫가사, 윗가사, 중복가사(대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자는 가장
먼저 ‘계행(sīla)’이 확립된 자라 하였다. 여기서 계행은 각주에
따르면 1) 계율의 덕목에 따라 제어하는 것, 2) 여섯 감역의 제어, 3)
삶의 위의가 청정한 것, 4)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의복, 음식, 처소,
의약품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런
계행의 바탕위에서 ‘자제와 진실(damasacca)’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 자만이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kāsāvam-arahati)’ 라고
하였다.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사는 ‘분소의’로 만든다고 한다. 시체를 감싸고 있는 천을 모아
기워서 만든 것이 분소의이다. 이렇게 분소의를 입고 탁발을 하는 것은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처럼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에 대한 게송이 있다. 청정도론 두타행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마라의 군대를 항복받기 위해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는
전쟁터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왕족처럼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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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스승께서도 까시의 비단 옷 등을 버리고
분소의를 입으셨거늘 누가 그것을 입지 못할까?
그러므로 비구는 스스로 서원한 말을 기억하여
수행자에게 적합한 분소의 입는 것에 즐거워할지어다.
(청정도론, 제 2 장 두타행, 22 절, 대림스님역)

2014-03-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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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가수행자 보다 더 수행자 다운 삶을

언젠가 최인호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스님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이다. 가톨릭신자이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불자 이었던
최인호님은 경허선사의 일대기인 ‘길 없는 길’을 쓰기도 하였다.
또 머리를 삭발하고 다니는 도올 김용옥님은 자신의 수필에서 밝힌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승복을 입고 강남대로를 활보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유명인사들이 스님이 되고 싶고 스님흉내를 내고 있는
것임을 글로서 알 수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 승복을 입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것은
걸림없는 삶을 살고 있는 출가수행자들의 자유로움 때문이라 본다.
그래서 자조적으로 하는 밀이 “산에 가서 중이나 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하지만 출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표시 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내가 나중에 젊은 청년이 되어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다복하고 혈기왕성하여 인생의 청춘에 이르렀으나,
부모를 즐겁게 하지 않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M26)

부처님이 출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부모와 가족이 눈물로서
만류하지만 이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떠나는 것이 출가이다.
또 하나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출가는 또 하나의 집으로 들어 가는 것이라 한다.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세상과 단절하여 깊은 산중으로 들어 갔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의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은사와 상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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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사형사제라는 또 다른 형제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가족관계는 커다란 문중을 이루고, 문중끼리 똘똘
뭉치고, 문중의 힘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권력화 된다. 세상을
버리고 매정하게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출발하였지만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또 다른 인연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출가가 아니라 다시 집으로
들어 가는 ‘입가(入家)’가 될 것이다.
진정한 출가란?
그렇다면 진정한 출가란 어떤 것일까?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이다.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의 앞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존자 바라드와자는 구족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바라드와자는 거룩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M7)

초기경전에서 본 출가이유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삶’을 구현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 갈 때 청정한 삶이 실현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걸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옷 세벌로 지내고, 거처를 갖지 않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무소유와 청정한 삶을 살았을 때 마침내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사자후를 당당하게 외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번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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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청정한지는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태국의 단기출가 부엇낙
초기경전에서 출가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괴로움의 소멸과 윤회의
종식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떠나는데
청정도론에서는 자따까를 인용하여 “풀잎 끝의 이슬이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인간의 수명도 그와 같습니다. 어머니, 저의 [출가를] 방해
하지 마십시요. (Ja.iv.122)”라고 되어 있다. 눈물로 매달리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출가 하는 이유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풀잎 끝의
이슬과도 같이 본 것이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출가가 일상화 되어 있다고 한다. 태국 남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는 단기출가 부엇낙이 그것이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 수 만명의 태국사람들이 집단으로 수계식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출가가 자유로워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출가할 수 있고
또 환속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국가 태국에서는 출가라는 것이
생활의 일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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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단기 출가 부억낫(불교포커스)

네 가지 출가유형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출가한다고 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해탈이나 열반, 출가에 대한 글을 쓰면 “모두
다 출가하라는 말이냐?” 라든가, “왜 출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요샛말로 ‘초딩 같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경전을 보고서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을 썼다고 하여
왜 출가하지 않느냐고 다그친다는 것은 마치 앙트와네트가 “빵이
없으면 고기먹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출가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머리를 깍고 가사장삼을 입어야만 출가로 볼 수
있을까?
출가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하는 1) 신심구출가(身心具出家), 몸은 출가했어도 마음은 출가한
게 아닌 것인 2) 신출가심불출가 (身出家心不出家), 몸은 재가 생활을
해도 마음은 스님들보다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인 3)
신재가심출가(身在家心出家), 마음과 몸 둘 다 출가하지 못한 것인 4)
신심구불출가(身心具不出家) 이렇게 네 종류의 출가가 있다.
수행자 보다 더 수행자 다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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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 번항의 경우 몸은 출가했어도 마음은 출가한 게 아닌 것이다.
이는 스님들 중에도 왜 출가했는지 그 자각을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출가하였어도 은사와 상좌, 사형사제를 맺어 문중이라는 또 하나의
‘패밀리’를 형성하였을 때 몸만 출가한 셈이 된다. 겉으로는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지만 하는 행동은 세속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은 출가했어도 마음은 출가한 게 아닌 것이라 한다.
반면 재가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이미 출가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출가한 수행자 보다 더 수행자 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심출가자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라는 것이 반드시 머리를
깍고 승복을 입어야만 출가자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라면 누구나 출가수행자라 볼 수
있다. 유발의 재가자일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출가한 것과 같기 때문에
‘심출가자’라 볼 수 있다.
랏타빨라의 출가이유
출가하는데는 나름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출가자의
출가이유를 들어 보면 ‘백인백색’이다. 그러나 초기경전에는
출가이유에 대하여 명확하에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출가이유로 가장
유명한 ‘랏타빨라의 출가이유’이다. 게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건대
어리석어 재산을 얻어도 보시하지 않으니
탐욕스러워 재물을 쌓아두고
점점 더 감각적 쾌락을 열망합니다.
왕은 폭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국토를 다스리며,
바다의 이쪽에 만족하지 않고
바다의 저쪽마저도 갖길 원합니다.
왕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갈애를 떨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아
불완전한 채로 몸을 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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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감각적 쾌락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친지들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울부짖지만
수의로 그를 감싸서 운반하고는
장작더미를 모아 그곳에서 불태웁니다.
재산은 버려지고, 한 벌 수의만 입혀지고
불 꼬챙이에 찔리며 불태워지니
죽어 가는 자에게는 친족도
벗들도 친구들도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고
사람은 그 행위를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가니
죽은 자에게 재산이 따라다니지 않으니
처자도 재산도 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장수를 얻지 못하고
또한 재산으로 노쇠를 면할 수 없네.
인생은 짧고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현자는 말합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과 만나고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도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에 얻어맞아 누웠으나
현명한 자는 죽음과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재산보다 탁월하고
지혜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룹니다.
생에서 생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모태에 들어 저 세상으로 가니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윤회합니다.
적은 지혜로써 그것을 신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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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에 들어 저 세상으로 갑니다.
마치 도둑이 강도에 사로잡혀
악한 행위에 괴로워하듯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서
악한 행위로 괴로워합니다.
감미롭고 즐거운 다양한 감각적 쾌락이
여러 가지 형색으로 마음을 교란시키니
감각적 쾌락의 묶임에서 재난을 보고
왕이여, 나는 출가를 택했습니다.
마치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청년이건 노인이건, 몸이 부수어지면 떨어지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출가했습니다.
진실한 수행자의 길이 보다 탁월합니다.
(랏타빨라 경-Raṭṭhapalasuttaṃ, 맛지마니까야 M82,전재성님역)

2014-03-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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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기와 질투가 작렬할 때

게송을 외울 때
법구경
외우고
새로운
완전히

게송을 외우고 있다. 하루에 한게송씩 외우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외웠던 것을 ‘되새김’해야 하기 때문에
게송을 외울 때는 그 만큼 시간이 더 소요 된다. 이전 게송을
다 외워야 다음게송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송을 외울 때 뜻을 알고 외우면 매우 쉽다. 그러나 뜻을 모르고
생짜배기로 외우면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면서
뜻을 확인 하며 외운다. 이때 한글의 뜻 보다는 가급적 영어로 익히는
것이 유리함을 알았다.
예를 들어 9 번 게송에서 ‘빠리다힛사띠(paridahissati )’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말 번역 ‘걸치고자 한다면’ 뜻이 된다. 그러나
paridahissati 에 영어 puts on 이라고 기억해 두면 편한다. ‘입다’
보다 ‘puts on’이라는 말이 더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외우기 어려운 단어가 ‘메다가(medhagā)’라는 말이다. 이
말은 사전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이다. 빠알리 문구를
자주 접하다 보면 어근으로도 대략 뜻을 알 수 있으나 이렇게 생짜배기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떠 들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글 번역으로는
‘다툼’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빠알리 사전에는 영어로 a quarrel 이라
되어 있다. 그래서 ‘메다가(medhagā)’에 대하여 quarrel 이라는 말을
떠 올리면 외기 쉽다.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법구경 1 번 왁가가 ‘쌍의 품’인데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송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쌍으로 되어 있어서 외우기 편리 하다. 그 중에
11 번과 12 번은 완벽하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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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āre sāramatino
sāre cāsāradassino,
Te sāraṃ nādhigacchanti
micchāsaṃkappagocarā.
핵심이
핵심을
그릇된
그들은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dhp11)

12.
Sārañ-ca sārato ñatvā
asārañ-ca asārato,
Te sāraṃ adhigacchanti
sammāsaṃkappagocarā.
핵심인
핵심이
올바른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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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레 사라마띠노
사레 짜사라닷시노
떼 사랑 나디갓찬티
밋차상깝빠고짜라

사란 짜 사라또 냐뜨와
아사란 짜 아사라또
떼 사랑 아디갓찬띠
삼마상갑빠고짜라

것을 핵심인것이라 여기고
아닌 것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바로 핵심적인 것에 도달한다. (dhp12)

사라(sāra), 본질인가 진실인가?
첫번째 구절을 보면 Asāre sāramatino 라 되어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sāra 이다. PCED194 에 따르면 sāra 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번역에서 사용된 핵심이라는 말도 그 중의 하나이다. 두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sara
: [m.] 1. an arrow; 2. a sound; 3. a vowel; 4. a lake; 5. a kind of
reed.。
2)
Sāra
(m.), essence; the pith of a tree; the choicest part. (adj.)
essential; excellent; strong.。

두 번째 항에서 사라 (Sāra)가 명사로서‘essence(본질)’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형용사로서 ‘essential(본질적인),
excellent(훌륭한), strong (강한)’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āramatino 에서 matino 는 ‘wisdom; idea’의 뜻이다. 그래서
sāramatino 는 ‘본질인 것이라 생각하고’ 뜻이 된다. 따라서 첫번째
구절 Asāre sāramatino 을 직역하면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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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의 뜻이 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라 하였다. 나까무라 하지메는
“まことではないものを、まことであると見なし” 라 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보고”라 번역하였다. 법정스님은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이라 하였다.
거해스님은 “그들은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받들고”라 하였다.
타닛사로 빅쿠는 “Those who regard non-essence as essence and see
essence as non-,”라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라에 대하여 ‘진실(まこと)’과 ‘본질(essence)’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까무라하지메류는 ‘진실’이라 하였고, 빠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부류는 ‘본질’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Cā 의 여러 가지 용법
두번째 구절에 cāsāradassino 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이라 하였다. 이 단어는 cā+sāra+dassi 로 본다.
여기서 cā 가 sāra 를 부정하는 뜻으로 쓰였고, dassi 는
‘본다면(Seeing)’의 의미이다. 따라서 “본질을 아닌 것으로
본다면”의 뜻이 된다. 그런데 부정으로 쓰인 cā 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ca
: [copulative or disjunctive particle] and; then; now.。和, 跟,
然後
2) ca
:And; but; even。 と, そして, また
3) Ca
, (连接词或转折连词的虚词)和，此外，既然。
cettha(ca+ettha)﹐此外，这里。

Cā 에 대한 세 가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나열할 때
and 용법으로 쓰이지만 3 번항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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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 cettha 를 들었는데 이는 ca+ettha 이다. 그래서 ‘이외(此外)’
라고 일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용법으로 본다면 cāsāra 는
cā+sāra 로서 ‘본질의 바깥 것’ 즉, ‘본질이 아닌 것’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cāsāradassino 는 “본질을 아닌 것으로 본다면”의 뜻이
된다.
본질이 아닌 것이란?
첫번째 구절에서 Asāre sāramatino 라 하여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라 하였다. 여기서 sāra 즉 본질(essence)은 무엇을 뜻할까?
단지 게송 문구만 보고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주석을 보아야 한다. 각주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Asāre sāramatino: 핵심이 아닌 것은 단지 신체적으로 필요한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의약품의 네 가지 필수품과 정신적으로는 열 가지 기초에
바탕을 둔 사견과 그 가르침을 뜻한다.(DhpA.I.114)
(489 번 각주)

주석에 따르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사대필수품’과
‘열가지사견’이라 하였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 등
사대필수품은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까무라 하지메류의
번역을 보면 ‘진실’이라 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사대필수품은
진실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되어 이상한 번역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sāra 는 진실(Truth)이라고 번역하기 보다 ‘본질’ 또는 ‘핵심’의
뜻인 ‘essence’의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열가지 사견과 열가지 정견
그런데
사견이
대하여
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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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열가지사견이 언급되어 있다. 열가지
본질이 아니라면, 정견도 있을 것이다. 각주에서는 본질인 것에
열 가지 정견이라 하였다. 그래서 각주를 참고 하여 본질이 아닌
사견과 본질인 열가지 정견에 대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주석

Dag.45.16
Sdk.8.Dv.21

Dps.7-8.
Dad.13.
Dp.15.
Sds.I.151

본질이 아닌 것
(열가지사견)
1) 보시도 없고
2) 제사도 없고
3) 헌공도 없고
4)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고
5) 이 세상도 없고
6) 저 세상도 없고
7) 어머니도 없고
8) 아버지도 없고
9) 화생하는 뭇삶도 없고
10)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올바로 실천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1) 잘못된 견해
2) 잘못된 사유
3) 잘못된 언어
4) 잘못된 행위
5) 잘못된 생활
6) 잘못된 정진
7) 잘못된 새김
8) 잘못된 집중
9) 잘못된 지혜
10) 잘못된 해탈

본질인 것
(열가지 정견)
좌측항과 반대로 생각하는 견해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정진
새김
집중
지혜
해탈

유물론에 바탕을 둔 단멸론적 견해
표를 보면 ‘보시도 없고’로 시작 되는 견해는 초기경전에 따르면
유물론자들의 단멸론적 견해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나타난다.

장자들이여,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공양도 없고
선악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깨달아
설명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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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ṇṇaka sutta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유물론에 바탕을 둔 단멸론적 견해를 설명한 것이다. 살라
마을에 영원주의, 허무주의, 회의주의 등 다양한 이론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논파하려고 시도 하였다.
그래서 마을주민은 혼란에 빠졌는데 이때 부처님이 마을을 방문하여
삿된 견해를 주장하는 무리들을 논파하였다고 하여 제목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이 되었다. 이처럼 보시도 없고 시작 되는 열
가지 삿된 견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기대됩니다. 그들은 세 가지 착하고
건전한 것 즉, 신체적인 착한 행동, 언어적인 착한 행동, 정신적인 착한
행동을 피하고, 세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동 즉, 신체적인 악한 행동,
언어적인 악한 행동, 정신적인 악한 행동을 받아들여 실천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에서 재난이나 타락이나 오염을 보지 못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서 출리의 공덕과 정화의 면모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paṇṇaka sutta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열 가지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경에서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예사로 저지를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과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보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보시하는 행위 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업을 짓는 것은
없다.’라는 견해를 가졌을 때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를 것이다.
그릇된 사유의 행경
주석에서는 열가지 사견과 열가지 정견에 대하여 두 종류로 설명하였다.
두 번째 종류를 보면 ‘팔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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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정도에다 지혜와 해탈이 추가 되어 열 가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게송을 보면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micchāsaṃkappagocarā,
dhp11)”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잘못된 사유에 대한 것으로서 팔정도에
있어서 정사유로 설명된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micchāsaṃkappagocarā :
1)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매인 사유,
2) 분노에 매인 사유,
3) 폭력에 매인 사유
와 같은 사유의 활동을 걷는다는 뜻이다. (Dhp.A.114)
(490 번 각주, )

각주의 설명은 팔정도의 정사유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사유의 활동을 ‘걷는다’라 하였다. 여기서 ‘걷는다’라 는
말이 ‘고짜라(gocarā)’이다.
고짜라(gocarā)에 대하여
이 고짜라와 관련하여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Migo araññamhi yathā abaddho3
Yenicchakaṃ gacchati gocarāya,
Viññū naro serinaṃ pekkhamāno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숲 속에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초원을 찾아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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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구절에 고짜라야(gocarāya)가 나온다. 이를 ‘초원’이라
번역하였으나 고짜라의 원래 뜻은 ‘소가 풀을 뜯는 목초지’를 말한다.
그외 ‘행동반경, 명상대상’의 뜻도 있다.
명상대상으로서의 고짜라
특히 명상대상으로서의 고짜라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네가지 부류가 있다.
네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선정을 닦는 어떤 자는
삼매에서 집중에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행경에 능숙하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선정을 닦는 어떤 자는
삼매에서 행경에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집중에 능숙하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선정을 닦는 어떤 자는
삼매에서 집중에 능숙하지도 삼매에서 행경에 능숙하지도 못하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선정을 닦는 어떤 자는
삼매에서 집중에 능숙할뿐만아니라, 삼매에서 행경에 능숙하다.
(Gocarakusalasutta-행경에 능숙함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6,
전재성님역)

삼매에서 집중과 행경에 대하여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행경이라고 번역된 고짜라는 ‘명상대상을 거니는 것’이라
설명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행동반경’이다. 소가 풀을 뜯을 때
목초지를 벗어 나지 않듯 ‘명상대상의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네 번째 항 “삼매에서 집중에 능숙할뿐만아니라,
삼매에서 행경에 능숙함”에 대하여 선정을 닦는 자 가운데 최고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유가 우유에서 응유가 응유에서 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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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에서 버터기름이 버터기름 나온다”라는 우유의 비유를 들어 집중과
행경이 능숙한 자에 대하여 버터기름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시기와 질투가 ‘작렬’할 때
법구경 게송에서 1)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매인 사유, 2) 분노에 매인
사유, 3) 폭력에 매인 사유를 가진 자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사유를
걷는 것 (micchāsaṃkappagocarā)’라 하였다. 이런 세 가지 생각에
사로 잡혀 있을 때 열 가지 삿된 견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사유의
활동영역이 욕망, 분노, 폭력에서 벗어 나지 못함을 말한다. 그래서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작렬’하는 것이다.
앗사지장로와 만남
법구경 11 번과 12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은 사리뿟따와 목갈라나 존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인연담에 대하여 전재성님의 법구경담마빠다에서는 무려 약 5 페이지에 걸쳐 실어 놓았다. 두 상수제자의
태어남부터 소년 시절의 산정축제 이야기, 산자야의 제자가 된 이야기
등이다. 이중 앗사지장로와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장로는 시의 첫 구절 즉,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여래께서는 그 원인을 설하셨다. 또한 그것의 소멸도 위대한
수행자께서는 설하셨다.’유행자는 그 첫번째 시행을 듣자마자 흐름에
드는 길이 확립 되었고 두 번째 시행을 듣자 흐름에 든 님이 되었다.
(Dhp11 과 12 번 인연담, 사리뿟따와 목갈라나 존자 이야기, 전재성님)

앗사지 장로가 우빠띳사(사리뿟따)에게 인인과 결과에 대한 법문을 하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우빠띳사(사리뿟따)와 꼴리따(목갈라나)는 스승인 산자야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스승에게 “선생님은 헛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갑시다.”라고 권유하였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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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야는 지금 내가 학생이 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하면서 “현명한
자는 현명한 자인 고따마에게 갈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똑똑한 제자의 요청을 거부 하였다.

산자야와 같은 스승을 모신 자들은 산자야를 넘어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뭇삶들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것과
어울린다.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 .(S14:25)”라 하였다.
우빠띳사(사리뿟따)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산자야는 삿된 견해를 지녀서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으로 여기고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게송을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 가지 본질에 대하여
게송의 핵심은 그릇된 사유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면 본질에 도달하지 못함을 말한다. 반대로 올바른 사유의
행경을 거닐면 올바른 행경에 도달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올바른 사유의 행경이란 다름 아닌 팔정도에서 ‘정사유’에
대한 것이다.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읜 사유, 분노를 여윈 사유,
폭력을 여읜 사유를 말한다. 그러면 본질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석에 따르면 1) 계행이라는 핵심, 2) 삼매라는 핵심, 3)
지혜라는 핵심, 4) 해탈이라는 핵심, 5) 해탈에 대한 앎과 봄이라는
핵심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는 청정도론에서
칠청정으로 정리 되어 있는 근거가 되는 경은 맛지마니까야 파발수레의
경(M24)이다.
다섯 가지 핵심에 대하여 파발수레의 경(M2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누가 자기 고장에서 토박이 수행승으로 동료 수행자들
사이에 ‘스스로 욕망이 적고 수행승들에게도 욕망이 적음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수행승들에게도 만족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한가하고 수행승들에게도 한가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사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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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에게도 사교하지 않음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정진수행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정진수행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계행을 갖추고
수행승들에게도 계행의 갖춤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삼매를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삼매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지혜를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지혜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해탈을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해탈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해탈에 대한 앎과
봄을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해탈에 대한 앎과 봄에 관해 설하고,
동료 수행자들을 훈계하고, 인식하게 하고, 교시하고, 독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하는 자’로서 이와 같이 존경할 만한가?”
(파발수레의 경, 맛지마니까야 M24, 전재성님역)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1) 계행, 2) 삼매, 3) 지혜, 4) 해탈, 5)
해탈에 대한 앎과 봄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핵심이고 또한 본질이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하여 마하야나에서는 오분향례라 하여 1) 계향(戒香), 2)
정향(定香), 3) 혜향(慧香), 4) 해탈향(解脫香), 5)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라 한다. 그래서 조석으로 예불 올릴 때
독송하고 있다.
분노와 폭력에 뿌리 박은 마음으로 인하여
핵심 아닌 것을 핵심이라 여기는 자들이 있다. 본질이 아님에도 본질
아닌 것에 집착하는 자들을 말한다. 대게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을
말한다. 그런 자들은 욕망과 분노와 폭력이라는 사유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런 사유의 행경을 벗어 나지 못하는 자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정이 폭발해 버린다.
분노와 폭력에 뿌리 박은 마음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가 ‘작렬’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사유의 행경을 벗어 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 분노, 폭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은 저열한 경향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린다. (S14:25)”라 고 말씀 하셨다.

2014-03-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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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늙으면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늙었을 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상윳따니까야에 ‘늙음’의 대한 품이 있다. 이름 하여 ‘자라왁가
(Jarāvagga)’라 한다. 이러한 늙음에 대한 품이나 경은 법구경과
숫따니빠따에서도 볼 수 있다. 늙음의 품 첫 번째와 두 번째 게송은
쌍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Sīlaṃ ajarasā sādhu saddhā sādhu adhiṭṭhitā,
Paññā narānaṃ ratanaṃ puññaṃ corehi'hāriyanti.
(Ajarasāsutta, S1.52)

[세존]
“계행은 늙지 않아서 좋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공덕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이네.”
(Ajarasāsutta-늙지 않아서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2, 전재성님역)
[세존]
“계행은 늙지 않아야 좋고
믿음은 확고해졌을 때 좋고
통찰지가 인간들의 보배이며
공덕은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다.”
(Ajarasāsutta -늙지 않음 경, 상윳따니까야 S1.52, 각묵스님역)

[The Bless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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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e is good by not decaying;
Faith is good when made secure;
Wisdom is the precious gem of humans;
Merit cannot be stolen by thieves.”
(Undecaying, S1.52, 빅쿠보디역)

Young / Old

데와따(하늘사람)가 “무엇이 늙지 않아서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고,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게송에 대한 답이다.
계행은 쇠퇴하지 않아야 좋고
게송에서 ‘Sīlaṃ ajarasā’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계행은
늙지 않아야 좋고”라는 식으로 번역 되었다. 계행이 어떻게 늙거나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늙지
않음으로서’의 뜻은 ‘실패하지 않음으로서’의 뜻이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설명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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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행에서 실패하면(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스승과 은사라도 그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그를 내치게 된다. (SA.i.93)
(238 번 각주, 초불연 각묵스님)

한글 번역을 보면 ajarasā 에 대하여 ‘늙지 않는’의 뜻으로 하여
‘계행은 늙지 않는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어감상 어색하다. 그런데
빅쿠보디의 번역을 보면 ‘not decaying’로 되어 있어서 ‘쇠퇴하지
않는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번역이 합리적이라 본다. 그래서
‘Virtue is good by not decaying’구절은 “계행은 쇠퇴하지 않아야
좋다”의 뜻이 된다.
계행(sīla), 믿음(saddhā), 지혜(paññā), 공덕(puñña)
게송은 계행(sīla), 믿음(saddhā), 지혜(paññā), 공덕(puñña)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하여 소개 되어 있다. 이 네 가지는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해당된다. 이 네가지에 대하여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계행(sīla)

성전협
늙지 않음

초불연
늙지 않음

의지처

확고한 신념

지혜(paññā)

보물

보배

공덕(puñña)

도둑이
빼앗기 어려움

도둑이
빼앗기 어려움

믿음(saddhā),

CDB
not decaying
(쇠퇴하지 않음)
made secure
(안전하게 만듦)
the precious gem
(소중한 보석)
cannot be stolen
(훔쳐 가지 않음)

이 네 가지 사항을 보면 모두 천상에 태어날 조건에 해당된다. 천상,
특히 욕계 천상에 태어나려면 믿음과 지계와 보시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한다. 이때 믿음에 대한 것이 ‘삿다’이고, 지계에 대한
것이 ‘실라’, 보시에 대한 것이 ‘뿐냐’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다 하나 더 추가하여 빤냐가 있다. 이 지혜가 추가
된다면 욕계천상이 아니라 ‘범천’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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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은 색계와 무색계를 아우르는 말로서 전재성님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번역 하였다. 따라서 계행(sīla), 믿음(saddhā),
공덕(puñña)을 갖추면 욕계천상에 태어나고, 여기에다 지혜(paññā)를
갖추면 욕계천상 보다 더 수승한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천은 욕망을 여읜 세계이기 때문에 남녀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청정한 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범천이고, 수행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범천이라 한다.
믿음은 의지처인가? 믿음은 확고한 신념인가?
성전협과 초불연 번역의 차이가 두 번째 구절 ‘믿음’에서 다르다.
성전협에서는 ‘믿음이 의지처’라 하였으나, 초불연에서는 ‘믿음은
확고한 신념’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아마도 saddhā sādhu adhiṭṭhitā 구절에서 adhiṭṭhitā 에 대한 단어
때문이라 보여진다.
PCED194 에 따르면 adhiṭṭhitā 는 ‘determined; undertaken.。決意せる,
受持せる,’의 뜻이다. 이는 데와따가 kiṃ su sādhu adhiṭṭhitaṃ 라고
물어 보는데 초불연에서는 “무엇이 확고해 졌을 때 좋습니까?”라고
번역 하였다. 성전협에서는 “무엇이 좋은 의지처 입니까? “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빠알리어 adhiṭṭhita 에 대한 영어해석 보다 일본어 해석,
‘受持せる(수지하다)’를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또는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라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saddhā(믿음)이라
하였다.
성전협의 번역을 보면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초불연의 경우 “믿음은 확고 해졌을 때 좋고”라 되어
adhiṭṭhita 에 대하여 ‘확고’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빅쿠 보디는
‘when made secure’라 하여 ‘안전하게 만들었을 때’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믿음을 의지처로 보는 두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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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대하여 ‘의지처’로 보아야 할지, 믿음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보아야 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믿음으로 번역된
빠알리어 ‘삿다 (saddhā)’는 일반적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알려져 있다.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믿음은 이해와 합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초불연의
“믿음은 확고해 졌을 때 좋고”라는 번역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또 한편 삿다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들 수 있다. 불자가
된다는 것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커다란 의지처가 된다. 삼보를 믿는 다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과 담마와 성스런 상가에 대하여 귀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에서 계행(sīla), 믿음(saddhā), 지혜(paññā),
공덕(puñña)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되었을 때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을
마감할 나이인 노년에 이르렀을 때 믿음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흔들림없는 확고한 믿음’이다. 이때 믿음은
커다란 의지처가 된다.
믿음에 대하여 의지처로 보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노잣돈의
경(S1.79)’을 들 수 있다. 경에서 데와따가 “무엇이
노잣돈이고~”라고 물어 보자, 부처님은 “믿음이 노잣돈이고~”라 말씀
하신다. 여기서 믿음 역시 ‘삿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 든
노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든든한 노자돈과 같은 의지처가 됨을 알 수
있다.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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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을까?
수 많은 친구가 있다. 많은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을까?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sattho pavasato mittaṃ
mātā mittaṃ sake ghare,
Sahāyo atthajātassa hoti
mittaṃ punappunaṃ,
Sayaṃ katāni puññāni taṃ
mittaṃ samparāyikanti.

[세존]
“카라반이 나그네의 벗이며,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이고,
친구가 일이 생겼을 때
언제라도 자신의 벗이지만,
스스로 지은 공덕이야말로
다가올 앞날의 벗이네.”
(Mittasutta-벗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3, 전재성님역)

[세존]
“대상이 여행할 때의 친구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친구이니라.
동료는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친구이며
자신이 지은 공덕이 미래의 친구이니라.”
(Mittasutta-친구 경, 상윳따니까야 S1.53, 각묵스님역)

“A caravan is the friend of one on a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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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her is the friend in one's own home;
A comrade when the need arises
Is one's friend again and again.
The deeds of merit one has doneThat is the friend in the future life.”
( The Friend, CDB S1.53, 빅쿠보디역)

여섯 구절로 된 게송이다. 그래서 육구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사구로 되어 있다. 빅쿠보디역이 육구로 되어
있는 것은 빠알리원문에 충실한 것이라 본다.
“카라반을 잃고 집을 떠난 나그네처럼”
첫번째 구절에서 sattho 가 있다. 이는 ‘A troop, caravan’의 뜻으로
캐러밴의 뜻이다. 캐러밴은 “사막이나 초원 등지에서, 낙타나 말에
상품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사거나
파는 상인”을 뜻한다. 그래서 캐러밴은 항상 함께 모여 다닌다.
만일 누군가 사막횡단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캐러밴 대열에서 낙오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집을 떠난 나그네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 에서는 “카라반을 잃고 집을 떠난 나그네처럼(Satthā ca
hino pavasaṃ gharamhā , stn899)” 라 하였다. 여기서 pavasa 가
게송에서 pavasato 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데 pavasa 는 ‘sojourning
abroad’의 뜻이다. 그래서 캐러밴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친구와
같다고 하였다.
조건없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는 어머니
두번째 구절에서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과 같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어머니는 조건 없이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애경(Sn1.8)에서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Mātā yathā niyaṃ puttaṃ āyusā ekaputtam
anurakkhe , stn149)”이라 하였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조건없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와 같다고 하여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이고”라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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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는?
게송에서는 캐러밴과 어머니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노래
하였다. 그러나 캐러밴 보다, 어머니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네 번째 구절에 있는 ‘뿐냐(puññā)’이다.
공덕으로 번역되는 뿐냐야말로 가장 믿음직한 친구라는 말이다. 왜
그럴까? 게송에서는 ‘미래의 벗’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여기서 미래,
다가올 앞날, the future life 라 번역된 빠알리어가
samparāyikanti.이다. 이는 samparāyika+anti 로서, samparāyika 의 뜻은
‘belonging to the next world.’라고 설명 되어 있다. ‘다음 세계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름 아닌 ‘내세’를 말한다. 내세를 위하여
공덕을 쌓은 것이야말로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이다.
그 어떤 보시 보다 수승한 것
뿐냐는 일반적으로 ‘공덕행’이라 번역된다. 보시하고 베푸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보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 갈 때 공덕을 쌓는
것으로 본다. 특히 승가에 보시하면 최고의 공덕을 쌓는 것으로 본다.
번뇌다한 성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처, 의약품 이른바
사대필수품을 보시 하면 그 어떤 보시 보다 수승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세상에서 일 년 내내 복짓기 위해 제사지내며
어떠한 공물을 바치고 헌공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사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올바로 걷는 님에게 예경하는 것이 낫다. (dhp108)

일년 내내 쉬지 않고
이, 흐름에 든 이 즉
것이라 하였다. 이에
일반사람들을 위하여
것이 네 배 이상이라

일반사람을 위해 보시 하는 것 보다 올바로 걷는
성자에 공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짓는
대하여 사분의 일이라는 말로 표현 하였다.
베푸는 삶도 훌륭하지만 성스런 상가에 보시 하는
한 것이다.

공덕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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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런 상가에 보시 하면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
보시의 대상에 대하여 ‘뿐냑켓따(puññakkhetta)’라 한다. 우리말로
‘복전(福田)’이다. 공덕(puñña)을 쌓는 ‘밭(khetta, field)’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숫따니빠따 라따나경(Sn2.1)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6.
Ye puggalā aṭṭhasataṃ pasatthā
Cattāri etāni yugāni honti,
Te dakkhiṇeyyā sugatassa sāvakā
와까Etesu dinnāni mahapphalāni,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예 뿍갈라- 앗타사땅 빠삿타짯따-리 에따-니 유가-니 혼띠
떼 닥키네이야- 수가땃사 사에떼수 딘나-니 마합팔라-니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 받으니,
바른길로 가신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 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
참모임안에야 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stn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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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kakkaso 포토스림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 즉, 사쌍팔배의 성자에 공양하면
‘커다란 과보(mahapphalā)’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 과보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훌륭한 조건으로 태어남을 말한다.
이렇게 공덕행을 하여 공덕을 쌓았을 때 그 공덕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친구라 하였다.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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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노에 수반되는 쾌감 때문에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가르침을
접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네 구절로 되어 있는 법구경과
숫따니빠따를 열어 본다. 비록 짤막한 사구게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가르침이 들어 있다.
“치닫지도 않고 뒤쳐지지도 않아”
숫따니빠따 뱀의 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sabbaṃ vitatham idan ti vītadoso,
So bhikkhu jahāti orapāraṃ
urago jiṇṇamiva tacaṃ purāṇaṃ.
치닫지도 않고 뒤쳐지지도 않아 ,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미움을 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stn12)
(Uragasutta-뱀의 경, 숫따니빠따 Sn1.1, 전재성님역)

세번째와 네번째구절은 후렴과 같아서 우라가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정형구이다. 그러나 첫번째와 두번째 구절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구절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붓다고사의 주석을 보면
첫번째 구절 “치닫지도 않고 뒤쳐지지도 않아”가 있다. 맹목적으로
앞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유자적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럴 때 주석을
보아야 한다. 이 구절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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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
여기서 붓다고싸는 ‘영원주의[상견]때문에 치닫고 허무주의[단견]
때문에 뒤쳐지고 과거를 한탄하며 치닫고 미래를 기대하며 뒤쳐지고
과거[전제]에 매인 견해 때문에 치닫고 미래[후제]에 매인 견해 때문에
뒤쳐진다.’라고 말하면서 중도에 의해서 견해와 갈애와 교만으로
이루어진 희론을 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5 번 각주, 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전재성님)

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구절에 대하여 5 세기에 주석한 붓다고사에
따르면 상견과 단견, 전제와 후제 이렇게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를 강조하고 ‘희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스스로] 어긋나지 않고 [남을] 어긋나게 하지 않아”
하지만 전재성님은 이와 같은 붓다고사의 주석에 대하여 현대의
주석가의 견해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노만은 God.135 에서 이러한 해석이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어긋나지 않고 [남을] 어긋나게 하지 않아’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망상이나 희론에
관계된 것이다.
희론은 전도되거나 어긋난 지각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MN.I.507 에
의하면, 불에 닿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감관의 조건이 달라진 문둥병
환자에게는 즐겁게 느껴진다: 문둥병 환자는 ‘즐겁다’라고 전도된
지각을 얻는다. 희론은 잘못된 지각에 연유한다.
(25 번 각주, 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전재성님)

전재성님은 노만의 견해를 인용하여 붓다고사의 주석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 나까무라 하지메가
“走っても疾過ぎることなく、また遅れることもなく”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뒤쳐지지도 않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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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의역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현대
주석가인 노만이 “[스스로] 어긋나지 않고 [남을] 어긋나게 하지
않아”라고 번역한 것을 소개 하고 있다.
여섯 개의 게송을 보면
그런데 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문구가 들어 가는 게송은
우라가경에서 모두 여섯 개에 달한다. 이를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절
1) 치닫지도 않고
뒤쳐지지도 않아
(전재성님역)
2)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뒤쳐지지도 않고
(나까무라
하지메역)
3) [스스로]
어긋나지 않고
[남을] 어긋나게
하지 않아
(노만역)

두 번째 구절
내 용
모든 희론을 뛰어넘는
수행승은
(stn8)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수행승은
(stn9)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욕망을 버린 수행승은
(stn10)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탐욕을 버린 수행승은
(stn11)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미움을 버린 수행승은
(stn12)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린
수행자는 (stn13)

핵심어
희론
papañca
허망
vitatham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
마치 뱀이
묵을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욕망
lobha
탐욕
rāga
미움
dosa
어리석음
moha

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로 시작 되는 게송은 위 표와 같이 총 여섯
개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구절의 키워드를 보면 희론(papañca),
허망(vitatham), 욕망(lobha), 탐욕(rāga), 미움(dosa),
어리석음(moha)에 대한 것이다. 탐진치 삼독을 포함하여 희론과 허망과
욕망이 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핵심어가 있는데 붓다고사의 주석을 보면
‘영원주의[상견]와 허무주의[단견]’, 그리고 ‘과거[전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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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후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에 의해서 희론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붓다고사의 주석은 “모든 희론을 뛰어넘는
수행승은(stn8)”의 게송에만 적용 되고 나머지 다섯 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일까 노만은 “[스스로] 어긋나지 않고
[남을] 어긋나게 하지 않아”라 하여 이러한 번역이 여섯 게송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 보여 진다.
노만은 누구일까?
그런 노만은 누구일까? ‘K. R. Norman’을 키워드로 검색하자
위키백과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발견하였다.

K. R. Norman
Kenneth Roy Norman (born 1925) is a leading scholar of Middle IndoAryan or Prakrit, particularly of Pali. He saw military service in
India and Malaya and studied classics at Cambridge University, and
spent most of his career teaching Prakrit at Cambridge University.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SOAS and Berkeley, and President of
the Pali Text Society from 1981 to 1994. He is a Fellow of the
British Academy.
(K. R. Norman, 위키백과)

노만은 1925 년 생으로서 고대 부처님 당시 중부인도 언어인
‘프라크리트어’ 를 전공하였는데, 특히 빠알어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 한다. 설명에 따르면 노만은 1981 년부터 1994 년 까지 13 년간
빠알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PTS) 회장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빠빤짜(희론)가 형성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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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8 에서 ‘모든 희론을 뛰어넘는다’ 하였다. 여기서 희론이라 번역된
빠알리어는 ‘빠빤짜(papañca)’ 라 한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망상’이라고 번역하였다.
희론, 망상으로 번역된 빠빤짜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문둥병 환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희론은 ‘전도된 지각’이라는
것이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빠빤짜가 형성되는 과정이
표현 되어 있다.

벗들이여,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 생겨나고,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에서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납니다.
(꿀과자의 경, 맛지마니까야 M17, 성전협 전재성님역)

시각, 청각 등 여섯 가지 감각능력에 따른 접촉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접촉’에 따라 발생된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나면 연기의 회전으로 되고, 이
느낌을 사유하였을 때 희론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접촉에 따른 느낌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
주석에 따르면 빠빤짜는 1) 갈애에서 만들어진 희론, 2) 견해에서
만들어진 희론, 3) 자만에서 만들어진 희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허망(vitatham)에 대하여
Stn9 에서 키워드는 ‘허망(vitatham)’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이후 게송에서는 욕망, 탐욕, 미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허망을 뜻하는 ‘위따탕(vitatham)’에 대한
각주를 보면 “Vitatham 은 허망을 뜻하지만, ‘그러하지 않음(離如)’을
말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또 허망은 ‘이여(離如)’라 하였다. 대체
이말은 무슨 뜻일까?

85

허망이라는 말은 금강경에서도 나온다. 여리실견분에서
“범소유상개시허망(凡所有相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게송에서이다. 이는 "무릇
있는 바의 형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깨달음(如來)을 보리라."라는 뜻이다. 또 금강경 대미를
장식하는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라 하여 “일체의 있다고 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로 번역된다.
그런데 숫따니빠따에서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Yo
nāccasārī na paccasārī sabbaṃ vitathamidanti ñatva, stn9)” 라
하였다. 그렇다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허망과 숫따니빠따에서 말하는
허망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Vitatham 은 허망을 뜻하지만, ‘그러하지 않음(離如)’을 말하는
것이다. 초기불교에서 이에 대해 연기법은 허망하지 않은 것(不離如性 :
avitathatā)이다.
(28 번 각주, Vitatham, 전재성님)

이 각주를 보면 주석의 근거를 들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보아
전재성님의 개인적 견해로 보여 진다.
마하야나에서는 일체현상이 허망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는 허망에 대하여 ‘연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적으로 보았을 때 허망은 ‘허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불리여성(不離如性)’이라 한
것이다.
성전협에서는 ‘그러하지 않음(離如)’으로
‘불리여성(不離如性)’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따면 ‘이여(離如)’가
되어 우리말로 ‘그러하지 않음’의 뜻이 된다. 이처럼 허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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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않음’의 뜻으로 설명한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은 경전적
근거를 들고 있다.

Avijjāpaccayā bhikkhave saṅkhārā" iti kho bhikkhave, yā tatra
tathatā avitathatā anaññathatā idappaccayatā, ayaṃ vuccati
bhikkhave, paṭiccasamuppādo.
수행승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는 것과 같이
수행승들이여, 여기서 여실한 것, 허망하지 않은 것, 다른 것이 아닌
것,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Paccaya sutta-조건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0, 전재성님역)

조건의 경에서 부처님은 연기와 연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연기법에 대하여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현하지 않거나 그
세계는 정해져 있으며 원리로서 정해져 있으며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S12.20)”이라 하였다.
이런 연기법에 대하여 1) 여실한 것(tathatā), 2) 허망하지 않은
것(avitathatā), 3) 다른 것이 아닌 것(anaññathatā), 4)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idappaccayatā)이라 하여 네 기지를 들었다.
여기서 두 번째의 허망하지 않은 것(avitathatā)이 숫따니빠따의
Vitatham 에 대한 설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Vitatha 가 ‘false;
untrue, 非実の, 虚妄の’의 뜻이지만 초기불교에서는 ‘不異如性,
真性’의 뜻을 가진 허망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의 avitathatā 와 동의로
보는 것이다.
현상이 ‘허망한 것(Vitatha)’임에 틀림 없지만 이를 연기법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허망하지 않은 것(avitathatā)’이 되는 것이다.
초불연에서는 ‘거짓이 아님’으로
위 구절과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1) 진실함(tathatā), 2) 거짓이
아님(avitathatā), 3)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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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anaññathatā), 4)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idappaccayatā) 이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서 두 번째 ‘거짓이 아님(avitathatā)’이라 번역 하였는데,
각주에 따르면 “조건들이 모일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 [조건]으로부터
법들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님(avitathatā)’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avitathatā 에 대하여 ‘허망하지 않은 것(성전협)’과 ‘거짓이
아님(초불연)’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Avitathatā 에 대한 빠알리사전을 찾아 보면 영어설명은 없고 한자어로
‘不異如性, 真性’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라 보여 진다.
빅쿠보디는 ‘inerrancy (잘못이 없음)’으로
위 구절에 대한 빅쿠 보디역을 보면 “Thus, bhikkhus, the actuality
in this, the inerrancy, the nototherwiseness, specific
conditionality”라 되어 있다. 문제의 avitathatā 에 대한 것이
‘inerrancy’이다. inerrancy 는 ‘잘못이 없음’의 뜻이다.
이 inerrancy 로 번역한 avitathatā 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inerrancy (avitathatā) means that once its conditions have reached
completeness there is no nonoccurrence, even for a moment, of the
phenomenon due to be produced from those condition.
(CDB 54 번 각주, 빅쿠보디)

‘inerrancy (잘못이 없음)’라고 번역한 것에 대하여 ‘한순간이라도
현상이 조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초불연에서 각주에서 “조건들이 모일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 [조건]으로부터 법들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님(avitathatā)’이라 했다.”라고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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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왜?
이렇게 허망의 뜻인 위따땅(vitatham)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그러하지 않음(離如)’으로, 초불연에서는 ‘거짓이 아님’으로,
빅쿠보디는 ‘inerrancy (잘못이 없음)’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마하야나에서 말하는 허망과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허망이 다르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개시허망’이라 하여
단지 현상이 허망한 것이라 하였으나 초기불교에서는 조건 발생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현상이 허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기법적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현상을 보는 눈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잡아 먹을 듯이 눈을 부릅뜨고
Stn12 에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미움을 버린
수행승은”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미움’이라고 번역한
빠알리어가 ‘도사(dosa)’이다.
도사는 일반적으로 ‘성냄’ 또는 ‘진(瞋)’이라 번역된다. 이때
한자어 ‘진(瞋)’은 사전에 따르면 ‘부릅뜰 瞋’이라 한다. 한자어
모양에 눈목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면 ‘성내어 눈을
크게 뜸’이라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냄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도사는 이미
화가 나서 행위로서 나타난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는 오장애에서
‘악의(malevolence)’의 뜻으로 번역되는 빠알리어
‘뱌빠다(byāpāda)’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마치 부르르 떨 며 진노하는 것이 도사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anger, corrupting’로 번역된다.
부르르 떨듯이 눈을 크게 치켜 뜨고 죽일 듯이 화내는 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죽일 듯이 화내는 것을 보면 모두 도망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하면 이제까지 쌓아 올린 인간관계가 파괴
된다. 그래서 영어로 ‘corrupting(부패, 타락, 손상)’이라 번역하였을
것이다.
“분노에 수반되는 쾌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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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사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하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면 즐거움이
생겨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노에 수반되는 쾌감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성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독이 있다. 따라서
수행자는 미움을 버려야 한다. (Srp.I.41)
(34 번 각주, stn12 dosa, 전재성님)

Sadist-Masochist

주석을 보면 ‘때리는 즐거움’에 대한 것이다. 자꾸 때림에 따라
쾌감을 얻는 것이다. 마치 성적 대상을 학대함으로써 성적인 만족을
얻는 이상 성욕자 즉, ‘사디스트(sadist)’와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자꾸 화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낸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우월한
위치에 있을수록 화를 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한다. 종종
뉴스에 대통령이 ‘진노’ 하였다든가 ‘격노’하였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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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냄(dosa), 질투(issa), 인색(macchariya), 후회(kukucca)의 공통점은?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뿌리에 독이 있다고 하였다. 그 독은 다름 아닌
분노를 말한다. 이런 분노는 모든 악하고 불건한 것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분노에 대하여 뿌리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분노(성냄)을 뿌리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비담마에
따르면 성냄과 관련된 해로운 마음이 있다. 모두 성냄을 뿌리로 하고
있는데 1) 성냄(嗔, 도사, dosa), 2) 질투(嫉, 잇사, issa), 3)
인색(慳(吝), 맛차리야 macchariya), 4) 후회(惡作, 꾸꾹짜, kukucca)
이렇게 네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의 요소이다.
지금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역시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후회 하는 것
역시 성냄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하며 자신에게 성을 내는 것이다.
이런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은 마음의 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하였다. Stn12 에서는 “미움을 버리고
(vītadoso)”라고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마음의 독과 같은 성냄을
뿌리째 뽑아야 함을 말한다.
“뿌리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분노의 뿌리를 뽑으면 더 이상 화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세존]
“분노를 끊어 편안히 잠자고
분노를 끊어 슬프지 않네.
참으로 하늘사람이여,
뿌리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분노를 죽이는 것을 성자는 가상히 여기니,
그것을 죽이면 슬프지 않기 때문이네.”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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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에서 “뿌리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이라 하였다. 이는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하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면 즐거움이
생겨난다.”라고 설명된다. 여기서 독이 욕과 ‘분노’를 뜻하고, 꿀은
‘쾌감’을 뜻한다. 그래서 갖은 ‘욕설’과 함께 남을 괴롭히는 자는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보고서 ‘쾌감’을 느낀다. 마치 성도착증 환자인
‘사디스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의 뿌리를 뽑아
버리라고 하였다.
분노가 없게 되면 향유할 쾌락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결코 슬픔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경전을 무시하는 자들
오늘날 인터넷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거기에는 착하고 건전한 사람도
있는 가 하면 악하고 불건전한 자도 있다. 또 ‘취중(醉中)’에 인터넷
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마약을 복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부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이버세상이다. 이런 가상세계에서
불자라고 하여 모두 다 똑같다고 볼 수 없다.
기독교와 달리 불교에는 ‘이단논쟁’이 없다. 그래서일까 온갖 견해가
난무한다. 하나의 경전에 대하여 해석이 다르다 보니 서로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다툰다. 심지어 경전을 무시하는 부류도 있다.
어떤 이는 “경전에 쓰여 있다 해서”라고 시작 되는 ‘깔라마경’을
예를 들면서 경전에 쓰여 있는 것을 다 믿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오취온 타령’과 ‘팔정도 타령’으로 날을 보낸다. 또
어떤 이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하며
‘행복론타령’을 한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각적인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신의 ‘깜냥’으로 이해 되지 않으면 모조리 부정해
버린다. 주로 회의론자와 단멸론자에게서 볼 수 있다.
가르침은 잘 전승되어 왔고 전승되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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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하나마경’에 따르면 불법승삼보에
귀의 하고 오계를 준수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삼보에 귀의 하는 자가
불자라 하였다. 그 삼보 중에 담마가 있다.
담마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다. 그것이 팔만사천법문이라 하여 사부
또는 오부 니까야로 전승 되어 왔다. 그리고 이를 주석한 아비담마와
청정도론과 같은 논서이다. 이들 논장도 빠알리삼장에 포함 되어
전승되어 왔다.
그럼에도 논장과 경장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불자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빠알리삼장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회의론자와
단멸론자가 많다. 오취온타령하는자나 행복론타령을 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라 본다.
그런데 오취온타령과 행복론타령을 하는 자 중 상당수는 사디스트와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하여 마구 성질을 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써 쾌감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빠알리 삼장을 무시하는 자들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고
보면 틀림 없다.
회의론자와 단멸론자에게 있어서 아비담마와 청정도론 등 논장은
무용지물이다. 온처계근제연으로 표현 되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오취온타령’이나 ‘행복론타령’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마치 ‘구구단’만 아는 자가 ‘미적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하는 것과 같다.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 회의론자나 단멸론자들이
경을 왜곡하든지 말든지 올바른 지혜로 관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은 잘 전승되어 왔고 앞으로도 전승되어 갈 것이다.

2014-04-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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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취온과 견해에 대한 집착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행위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업이라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는 사라지고 없지만 마음
속에 업으로서 남아 있다. 이렇게 남아 있는 업을 떠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까 슬픔을 느낄까?
유행가 중에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라는 가사가 있다. 대게 사랑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노래이다. 결국 행위는 간 곳이 없지만 기억만은
남아서 괴롭다는 뜻이다.
슬픔이란?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초기경전에 많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십이연기에서
소까빠리데와둑카도마낫수빠야사(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라
는 복합어이다. 이는 슬픔(soka), 비탄(parideva), 고통(dukkha),
근심(domanassa), 절망(upāyāsā)으로 번역 된다. 슬픔부터 시작하여
절망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불연
번역을 보면 슬픔이라 번역된 소까(Soka)에 대하여 ‘근심’이라
하였다. 이렇게 번역서 마다 용어가 다른다. 초불연에서 번역한
청정도론에서 소까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As regards sorrow, etc., sorrow is a burning in the mind in one
affected by loss of relatives, and so on. Although in meaning it is
the same as grief, nevertheless it has inner consuming as its
characteristic, its function is completely to consume the mind. It
is manifested as continual sorrowing. It is suffering because it is
intrinsic suffering and because it is a basis for suffering.
(CHAPTER XVI , THE FACULTIES AND TRUTHS , 48.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빅쿠 냐나몰리 와 빅쿠 보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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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 등에서 근심이란 친척 등을 잃어서 겪는 것으로서 마음이 불타는
것이다. 이것은 뜻으로는 정신적 고통이다. 하지만 이것의 특징은 속이
타는 것이다. 속이 완전히 타는 역할을 한다.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고통에 기인한 괴로움이고, 또한 괴로움의 토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청정도론 2 권 16 장 48 절, soka, 초불연 대림스님역)

소까에 대하여 초볼연에서 ‘근심’으로 번역한 청정도론에 따르면
‘속이 타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고통에 기인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영역을 보면 소까에 대하여 sorrow 라
번역하였다. Sorrow 는 ‘슬픔, 비통, 애도, 유감, 울적함’ 뜻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빠알리어 소까는 슬픔이라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하다.
소까는 둑카와 동의어
청정도론에서는 소까에 대하여 게송으로도 정의 하였다. 영역과
대림스님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Sorrow is a poisoned dart
That penetrates a being’s heart;
Setting up a burning there
Like burning with a red-hot spear.
This state of mind brings future pain (see XVII.273f.)
Such as disease, and then again
Ageing and death, so one may tell
Where for it is called pain as well.
(CHAPTER XVI , THE FACULTIES AND TRUTHS , 48.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빅쿠 냐나몰리 와 빅쿠 보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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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은 중생의 가슴을 찌르는 독화살이다
벌겋게 타는 창으로 중생의 가슴을 지진다.
병, 늙음, 죽음, 멸망 등 갖가지 괴로움을 가져오나니
그래서 괴로움이라 한다.
(청정도론 2 권 16 장 48 절, soka, 초불연 대림스님역)

영역에서는 육구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사구게로 번역해
놓았다. 이 영역에 대하여 육구게로 번역해 보았다.

슬픔은 중생의 마음을 관통하므로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다.
벌겋게 달아 오른 창처럼
거기에서 타오른다.
계속되는 질병 같고
늙음과 죽음같아서
누군가 고통과 다름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영역을 번역해 보니 소까는 둑카와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유행가에서
“슬픔만 남았네”라 하였을 때 이는 고통만 남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숫따니빠따에서는 둑카라는 말보다 소까라는 말을 사용한
게송이 많이 보인다.

Socati puttehi puttimā
Gomiko gohi tatheva socati,
Upadhīhi narassa socanā
Na hi so socati yo nirūpadhīti.
[세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st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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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niyasutta-다니야의 경, 숫따니빠따 Sn1.2, 전재성님역)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였을 때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착할
대상이 없을 때 슬픔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집착이라는
빠알리어는 우빠디(Upadhīhi)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괴로움과
슬픔은 집착에서 시작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괴로움과 슬픔은 집착에서
집착은 십이연기에서 정형구에서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S12:2)”로 표현 되어 있다. 그런데 분별의 경(S2.2)에서는
집착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Katamañca bhikkhave upādānaṃ?
Cattārimāni bhikkhave, upādānāni:
kāmūpadānaṃ,
diṭṭhūpādānaṃ,
sīlabbatūpādānaṃ,
attavādūpādān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upādānaṃ.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집착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집착,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
실체의 이론에 대한 집착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Vibhaṅgasutta-분별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 전재성님역)

집착은 갈애와 유사하다. 그러나 갈애가 더욱 더 강화 된 것을 집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뗄레야 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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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들러 붙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라 한다. 이런 집착은
필연적으로 업으로서의 존재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십이연기
정형구에서는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들은 모두 집착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오취온이란 무엇인가?
초천법륜경에서는 ‘pañcupādānakkhandhā’라 한다. 이를
‘오취온’이라 한다. pañcupādānakkhandhā 가
‘pañca(五)+upādāna(取)+khandhā(溫)’이기 때문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 되어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집착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 또는 다섯가지 취착무더기라
번역되는 ‘빤쭈빠다나칵다 (pañcupādānakkhandhā, 五取溫)’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번뇌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물질의 집착다발이라 한다.
(존재의 다발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22.48, 전재성님역)

이것은 오온중에 물질에 대한 것이다. 이후 수상행식에서는 단지 단어만
바뀌어 반복 된다. 이렇게 ‘번뇌의 집착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오취온이라 하였다.
아라한의 경우 ‘다섯가지 다발(오온)’은 번뇌와 집착이 없는 순수한
다발이다. 그러나 아라한이 아닌 타인의 경우 오온은 번뇌와 집착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번뇌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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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미래에 속하는 것이든~”라 하여 여러가지 경우를 열거 하고
있다. 주석에 따르면 오온이 순수한 다발이든 집착다발이든 욕계, 색계,
무색계와 관계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오온에 대하여 집착하는 한
삼계를 벗어 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것이 집착이다. 그런데 위방가경(S12.2)에
따르면 네 가지 종류의 집착이 있다고 하였다. 1)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집착(kāmūpadāna), 2) 견해에 대한 집착(diṭṭhūpādāna), 3)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sīlabbatūpādāna), 4) 실체의 이론에 대한
집착(attavādūpādāna)을 말한다. 이중 견해에 대하여 집착하는 자들이
있다. 인터넷시대에 오취온타령을 하는 자들이 대표적이다.
견해에 대한 집착(diṭṭhūpādāna)의 사례
오취온타령을 하는 자들이 있다. 오온과 오취온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 보면서 오취온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팔정도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니까야 경전을 부정한다. 이렇게 오취온 타령을 하는 자들
대부분은 단멸론자들이라 보면 틀림 없다.

니까야의 맹신에 빠진 분
OO 님
오온이 어떻게 오취온을 만드는지 말하지 못할바엔
불교가 어떻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팔정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무아경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말이 무엇을 뜻하죠?
아라한입니다
.
.
니까야 가 지금 니꺼야로 변질 돼 있습니다
(댓글)

‘종’으로 시작 되는 필명이 남겨 놓은 글이다. 니까야가 ‘니꺼야’로
변질 되었다고 말하면서 경전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취온과
팔정도를 이해하였으니 자신은 아라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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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취온 타령을 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다. 대부분 자신의 감각적 인지에
의존하고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도 부정된다.
윤회가 부정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결국 부처님의 연기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 ‘견해에 대한 집착(diṭṭhūpādāna)’이라 볼 수 있다.
열 가지 사견이란?
견해에 대한 집착은 무엇일까?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사견에 대한 집착
또 다른 종류의 집착은 사견에 대한 집착(diṭṭhi-upādāna)입니다. 이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집착의 범주에 있는 것 147 을 제외한 모든 사견을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견은 집착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꽉 잡혀 있는 열 가지 사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① 첫 번째 사견은 보시란 좋은 업을 짓는 행위가 아니고 단지 돈만
날리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선행의 가치와 과보를
부정합니다만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보시행은 보시자를
기쁘게 하고 보시 받는 자를 물질과 정신으로 이롭게 하고 심지어는
굶주린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합니다. 보시자는 평판이
좋고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신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죽은 뒤에 받는 보상을 회의론자들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의 세속적 과보는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과 다른
성자들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통력의 하나는 하늘
눈[天眼]입니다. 이러한 하늘 눈[天眼]으로 보시자가 천신계에서 잘
살고 있는 것과 악행을 일삼은 비보시자는 악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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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광경은 신통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깊은 삼매를 얻은 일부
수행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상상의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리겠지만 저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수긍하는
것은 이야기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② 두 번째 사견도 또한 큰 규모의 보시가 가져오는 업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③ 세 번째 사견은 새해를 맞이하여 손님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가 가져오는 업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견은 본질에
있어서 첫 번째 사견과 같습니다. 이는 당시 외도(外道)들이 무익하다고
치부해버린 고대 인도에서 성행하던 작은 보시행을 가리킵니다.
④ 네 번째 사견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악행이 가져오는 업보를 부정하는
견해(akiriya-diṭṭhi)입니다. 사람이 현생에서 짓는 행위에 대해 받는
업보와 다른 세속적인 과보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으며, 신통력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망에 그냥 내맡겨
두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질적 향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업의 법칙을
부정하는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최종적인 분석결과 이는 그들이 감각적 쾌락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⑤ 다섯 번째와 ⑥ 여섯 번째 사견은 어렸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준 부모에게 입은 은혜에 표하는 공경이나 경의, 후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쩌다가 성관계를 맺어서 애를 가졌고
책임감에서 애를 키운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감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돌보아 드리는
게 선행도 아니며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것도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끔찍한 견해로 이러한 사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⑦ 일곱 번째 사견은 인간계와 축생계를 제외한 다른 중생계를
부정합니다. 이 사견은 동물이 인간으로 재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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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여덟 번째 사견은 인간이 천신계나 축생계, 또는 지옥에 재생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죽으면 삶이 끝난다는 단멸론(斷滅論)을 가르칩니다.
⑨ 아홉 번째 사견은 화생(化生)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태에 들지 않고 완전히 성장한 성체를 지니고 나타나는 천신, 범천,
아귀, 아수라등과 같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선하거나 악한 유령과 만났다는 보고가 있고 유령, 천신, 범천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무당과 심령술사가 있으며, 이들은 때로 위빠사나를
닦는 수행자에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견해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⑩ 열 번째 사견은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설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스스로의 실제적이고 남다른 경험을 토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독자적으로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다
추측과 공론이어서 거짓이며 삿된 것임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견해는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과
아라한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 근거하고 있는 논리는
자기 당착적이고 파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역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 견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하시사야도의 빠띳짜사뭅빠다-십이연기, 열가지 사견)

gras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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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집에서 diṭṭhūpādāna 에 대하여 ‘사견에 대한 집착’으로 번역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문집에서는 열 가지 사견에 대하여 소개 하고
있다.
이 열 가지를 보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단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일치 한다. 마하시사야도가 50 년대와 60 년대에 법문하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이전 농업국가이었던 미얀마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단멸론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대와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멸론자들은 늘 있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끊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여 불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건
말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부터 지혜있는 자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전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글 후미에서 마하시사야도는 열 가지 견해에 대하여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오취온타령을 하며 윤회를
부정하는 자들과 같은 단멸론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자기 당착적이고 파멸적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삿된 견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역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를 통하여 부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열 가지 정견이란?
열 가지 사견은 결국은 업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떤
견해가 바른견해일까? 열 가지 바른 견해는 열 가지 사견에 대하여 반대
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조목조목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첫 번째 바른 견해는 보시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보시자는 적어도
보시 받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렇게 보시를 받은 사람들은 보시자를
칭찬하고 보시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것입니다. 보시자는 좋은
임종의 표상을 지닌 채 평온하게 죽어서 천신계나 인간계의 좋은 생으로
태어납니다. 좋은 재생을 통하여 언젠가 보시자는 성스러운 도와 열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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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입니다. 부처님, 벽지불, 아라한의 목표에 이르는 기나긴
정신적인 여정을 시작한 보살과 다른 사람들은 대개 보시행과 함께
했습니다.
보시의 과보는 일부 사람들의 물질적 번영을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농사 등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창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서도 성공을
이루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번영하지 못합니다. 다른
요소가 같다면 사람들의 재산 형성이 각기 다름은 의심할여지 없이
전생의 보시여부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2)와 (3)의 견해는 업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아낌없이 보시하거나 손님
접대,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작은 보시행에서 오는 업의 과보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세 가지 바른 견해는 도덕적 과보, 즉 업의 법칙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 대접받는다는 것은 삶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스승의 지도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공을 이루며
장성했을 때 성공한 신사가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생에 이룬
선업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 건강, 재산, 신체적인 아름다움, 참된
친구와 같은 축복을 얻습니다. 악업의 나쁜 효과는 병약함, 가난,
용모의 추함 등입니다.
(5)와 (6)의 견해는 업에 대한 믿음은 또한 부모님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님은 임신한 순간부터 아이를 잘
보살핍니다. 어머니는 태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 모체의 건강과 먹는
음식, 동작에 특별히 주의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좋은 불교신자라면
아이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포살일을 지키며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부모는 아이의 물질적 요구를 챙겨줘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성년이 되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봐드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는
선업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자기 자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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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부모를 박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멸시할 것입니다.
(7), (8), (9)번 견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화생(化生)으로
생겨난 천신과 같은 중생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이러한 바른
견해에도 또한 업의 법칙에 대한 믿음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의 법칙으로 중생은 죽은 뒤에 자신의 업에 따라 축생계나 천신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반대로 사람이 동물이나 천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증명할 수 있지만, 관찰하는 수행자는
신통력이나 위빠사나 지혜,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마타 선을 수행하면 수행자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죽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의 모습
따위를 분수 있는 하늘 눈[天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통력은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타나 위빠사나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추론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불전(佛典)에는 태어남을 기억하는 지혜(jātissara-ñāṇa)를 얻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 동물, 유령, 귀신으로
살아온 자신의 전생을 이야기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면 이러한
전생의 이야기는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거나 반대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고, 또 어떤 중생들은 곧바로 화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여기서 현자가 제시한 내생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업과 내생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부정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업과 내생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보시와 지계와 같은 선업을 짓지 않을 것이며 악업
짓기를 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욕망에 자신을 내맡겨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찬탄할 만한 어떠한 덕성도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과 반대로 업과 내생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그는 악처에 떨어질
것이며 윤회를 하면서 많은 생 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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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업과 내생을 믿는 사람은 악업을 삼가고 선업을 지을 것이며,
설사 업이나 내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덕성으로 인해 칭찬과 높은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선업을 관찰하면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선한 시민으로써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익은 분명코 그가 현생에서 가지는 업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생이 사실이라면 그는 내생의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어쨌든
내생에 대한 믿음은 현생이나 내생에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부』「무희론경(無戱論經 Apannaka sutta)」(M60)에서 부처님이
권하신 절대 오류가 없는 사유 방법입니다.
(10)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최상의 지혜를 선언할 수 있고 자신의
가르침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거룩한 덕성을 지닌 부처님과 아라한, 또는
성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또한 업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한과 부처님들의 영적인 성취는 본질에 있어 업과
다르지 않은 스스로의 바라밀에 부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밀을 계발하는 것은 일종의 배움입니다. 마치 아이가 교육 잘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보살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바라밀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와 어른들은 자기 아이를 영화관이나 극장에 데리고 가는 반면
다른 부모와 어른들은 파고다와 절에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좋거나 좋지 못한 습성을 기르게 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애를 일으키거나 삶의 숭고한 것을 경험합니다. 좋은 습성과 좋은
수련은 일종의 바라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종교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열정과 노력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아이의 종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나 어떤 사람의 영적인 삶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전생의 바라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싯달타 태자는 수많은 겁(劫)에 걸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삶을
거치면서 보시, 지계, 출리 등과 같은 바라밀을 완성하고 점진적으로
계발함으로써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한 생에서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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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호화로운 왕궁과 가족을 버릴 때, 그 의지를
다지게 한 것은 바로 축적해온 잠재업력, 즉 바라밀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환멸을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보살의
출가는 고사하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비구가 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보살은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 전생을 거치면서 꿋꿋하게 열과 성을
다해 다른 바라밀도 닦았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생에 보살은 삶의
본성과 연기 등을 혼자서 성찰하고 깨달았습니다. 보살이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보살의 바라밀 때문이었으며, 벽지불과
아라한의 영적인 성취가 있게 된 것도 바라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업에 대한 믿음으로 정신적인 진보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아라한, 벽지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업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처님과 다른 성자들의 최상의 지혜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마하시사야도의 빠띳짜사뭅빠다-십이연기, 열가지 정견)

이렇게 열 가지 정견은 열 가지 삿된 견해와 반대 되는 말이다. 그런데
사견은 한마디로 업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더구나
과학의 시대에 오취온타령을 하며 업의 법칙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반세기 이전 미얀마에서도 그런 것 같다. 법문집에서 “지금은
과학적 지식이란 미명하에 업의 법칙을 비판하는 책들로 인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단멸론이 설득력을 얻어 갈 때
단멸론자들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내밀어 증명을 요구하였을 때
답변을 못하면 아닌 것으로 간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멸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하시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경전 말씀대로 사견은 대체로 갈애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물질에 대한
인류의 증대하는 갈망과 함께, 업에 대한 회의주의는 점점 커져가는 것

107

같습니다. 이들 사견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마하시사야도의 빠띳짜사뭅빠다-십이연기, 52 바라밀과 업)

오취온타령하며 업보를 부정하는 자들이 과학의 시대에 힘을 얻어 갈 때
회의론자들이 점차로 늘어 갈 것이라 한다. 그런 우려는 마하시사야도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경전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고, 주석서와 논장을 경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사견에
맞서는 것은 선한 자들, 즉 지혜로운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오취온과 윤회
한 번 들러 붙으면 여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집착’이라 한다. 빠알리어로는 ‘upādānā’이다. 우빠다나는
영어로는 ‘grasping; attachment; fuel’의 뜻이다. 모두 달라 붙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달라 붙어 있다 보니 업으로서의 존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로 연료라는 뜻으로 fuel 라 하였을
것이다.
집착은 갈애를 조건으로 한 것이다. 또 갈애가 더욱 더 강화 된 것이
집착이라 한다. 그래서 갈애와 집착은 같은 뜻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갈애는 느낌을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좋고 싫음 등의 느낌이
있어야 갈애가 생겨 나고 집착으로 발전 될 수 있다. 그래서 느낌
단계에서 알아차리라고 한다. 느낌에서 갈애로 발전하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착으로 발전하였다면 업의로서의 존재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온 즉, 색수상행식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을 ‘오취온’이라
한다. 이렇게 오온에 집착하게 되면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까빠리데와둑카도마낫수빠야사(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라
는 복합어대로 슬픔(soka), 비탄(parideva), 고통(dukkha),
근심(domanassa), 절망(upāyāsā)에 이르게 된다.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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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집착 단계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집착 이전인 갈애에서 스톱해야 한다. 그런데 갈애단계에서 멈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애 이전인 느낌에서 알아차려야 함을
말한다. 모든 수행은 알아차림이다. 느낌에서 갈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슬픔의 화살을 뽑았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bbuḷhasallo asito,
santiṃ pappuyya cetaso.
Sabbasokaṃ atikkanto,
asoko hoti nibbutoti.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님으로 열반에 들 것입니다. (stn593)
(Sallasutta-화살의 경, Sn3.8, 전재성님역)

화살의 경에서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리라고 하였다. 그런 번뇌는 어떤
것일까? 게송에서는 ‘asito’라 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갈애’와
‘집착’을 말한다. 이미 지나간 것도 해당 될 것이다.
지난 일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슬픔이 일어난다. 그런 슬픔은 괴로움과 동의어이다. 그래서 게송에
따르면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슬픔은 생기기
않을 것이라 한다.

2014-04-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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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

시간이 남아 돌았을 때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갑자기 시간이 남아 돌았을 때 대부분
무료함과 권태를 느낀다. 그래서 무언가 즐길거리를 찾게 된다.
그래서일까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보는 사람도 있다.
시간이 남을 때 또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경전외우기이다. 특히 게송을 외우면 시간이 잘 지나간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거나 병원 등과 같이 대합실에서 대기 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기가 매우 지리하다. 이럴 때 게송을 외운다면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하지도 않다.
또 하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다. 아침시간이다. 일어날 때
경전외우기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새벽에는 정신이 맑기 때문에 이 때
게송을 외우면 매우 효율이 높다. 여러 개의 게송도 맑은 정신 때문에
모두 기억이 나서 외우는데 있어서 속도가 붙는다.
“지붕이 잘못 이어진 집에”
법구경 쌍의 품 13 번과 14 번 게송은 감각기관의 다스림에 대한 것이다.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하였을 때 탐욕 등 번뇌가 생겨남을 말한다.

13.
Yathāgāraṃ ducchannaṃ
vuṭṭhi samativijjhati,
Evaṃ abhāvitaṃ cittaṃ
rāgo samativijjhati.
지붕이 잘못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dh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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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타가랑 둣찬낭
윳티 사마띠윗자띠
에왕 아바위땅 찟땅
라고 사마띠윗자띠

14.
Yathāgāraṃ succhannaṃ
vuṭṭhi na samativijjhati,
Evaṃ subhāvitaṃ cittaṃ
rāgo na samativijjhati.

야타가랑 숯차낭
윳티 나 사마띠윗자띠
에왕 수바위땅 찟땅
라고 나 사마띠윗자띠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이
잘 닦여진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dhp14)

개송에서 키워드는 ‘닦여지지 않은 마음(abhāvitaṃ cittaṃ)’이다.
마음을 닦지 않았을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등의 번뇌가 생겨
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지붕의 비유를 들었다.
잘 닦여지지 않은 마음이란?
게송에서 지붕이 잘 이어진 집은 비가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초가집을 연상하면 된다. 산업화 이전에 농촌에서는 대부분 볏집으로
이어 만든 초가지붕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초가지붕보기가 힘들다. 민속촌 등에나 가야 볼 수 있다. 그런데
초가삼간의 지붕을 보면 볏집이 두텁게 이어져 있다. 그러나 듬성듬성
엮어져 있으면 비가 셀 것이다. 마찬가지로 눈, 귀, 코 등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못하면 탐욕 등의 번뇌가 스며들 것이다. 그래서 지붕을
감각기관으로, 비를 번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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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잘 닦여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잘 닦여지지 않은 마음이란 무엇일까?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bhāvitaṃ cittaṃ : DhpA.122 에 따르면, 멈춤[止: samatha]과
통찰[觀: vipassana]을 잘 닦지 않은 마음을 말한다. 잘못 이어진 집
안에 비가 스며드는 것처럼, 탐욕(raga), 성냄(dosa), 어리석은(moha),
자만(mana) 등의 번뇌가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스며든다.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서는 사마타에서 대하여 ‘멈춤’이라 하였고, 위빠사나에 대하여
‘통찰’이라 하였다. 그래서 번뇌가 발생하는 것은 ‘잘 닦여지지 않은
마음(abhāvitaṃ cittaṃ)’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러 한다.
초기경전에서 선정수행을 하면 오장애가 제거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1)감각적 쾌락의 욕망(kāmarāga), 2) 분노(byāpāda), 3) 해태와
혼침(thīnamiddha), 4) 흥분과 회한(uddhaccakukkucca), 5) 의심
(vicikicchā) 이렇게 다섯 가지 마음의 장애를 말한다. 위빠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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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五蘊) 등을 무상·고·무아로 통찰하는 수행을 말한다. 이처럼
멈춤과 통찰 수행을 닦았을 때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탐욕(raga), 성냄(dosa), 어리석은(moha),
자만(mana) 등의 번뇌가 스며 들지 않을 것이다.
인연담 위주로 게송을 해석하면
13 번과 14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이 있다. 부처님의 이복동생인
‘난다’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인연담으로 게송의 심오한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송마다 실려 있는 인연담은 후대,
특히 5 세기 붓다고사가 편집해 놓은 것이다. 게송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인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인연담 위주로 게송을 설명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법구경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빠알리 경전의 주석가들의 경향은 이와 정반대이었다. 언어적인
설명은 크기에서나 중요성에서나 줄어 들었지만, 이야기의 도입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법구의석에 와서는 법구경의 경전 자체의
해석은 이차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주석의 말미로 밀려났다.
(법구경 해제, 전재성님)

인연담 위주로 게송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 있다.
게송에 실려 있는 문구에 대한 해석 보다 이야기에 더 비중을 두었을 때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인연담 말미에 게송이 소개
됨으로서 본말이 전도 되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연담은 참고사항 정도로 보면 좋을 듯 하다.
중요한 것은 게송에 실려 있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몇 개 안되는
단어와 함께 짤막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심오한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념의 구조물, 빠빤짜(희론,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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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번과 14 번 게송에서 지붕의 비유를 든 것은 여섯 감각기관에 대한
단속이야기와 같다. 감각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상윳따니까야 4 권에 실려
있다. 제 35 상윳따인 ‘여섯가지 감역모음(Saḷāyatanavaggo)’이
그것이다.
35 상윳따 해제에 따르면 인식론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갈애와
번뇌는 희론 또는 망상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감각대상에 대하여 ‘감각적 인상(nimitta)’과 그
‘연상(anubyanjana)’ 때문이라 한다. 이와 같은 원재료를 바탕으로
하여 사념은 고 확장 된다. 경에서는 ‘사랑스런 형상’ ‘향기롭고
매혹적인 냄새’ 등으로 표현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Rūpaṃ disvā sati muṭṭhā
piyanimittaṃ manasi karoto
Sārattacitto vedeti
tañca ajjhesāya tiṭṭhati.
혼란된 새김으로 형상을
매혹적인 인상에 마음이
오염된 마음으로 그것을
마침내 그것에 탐착하고

보면
쏠려
경험하고
마네. (S35.95)

사랑스런 형상을 보고 이를 기억하여 다시 떠 올리게 되었을 때 이는
‘니밋따(표상)’라 볼 수 있다. 이 니밋따를 대상으로 하여 연상작용을
할 때 사념이 확장되고 마침내 거대한 사념의 구조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사념의 구조물을 빠빤짜라 한다. 빠빤짜는 희론 또는
망상으로 번역된다.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
경에서 감관의 제어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이 말룽끼야뿟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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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룽끼야뿟따여,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고 인식된 것에
관하여 말한다면,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이며, 들린 것
안에는 들린 것만이 있을 뿐이며, 감각된 것 안에는 감감 된 것만이
있을 뿐이며, 인식된 것 안에는 인식 된 것만이 있을 뿐이다.
(말룽끼야뿟따경-Māluṅkyaputtasutta, 상윳따니까야 S35:95(5-2),
전재성님역)

보인다는 것은 ‘인식된 것’을 말한다. 거기서 보는 것으로 멈추어야
한다. 그라서 경에서는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 이 말은 각주에 따르면 “형상을 형상속에서 인식하는
시각의식이라 하였다. 여기서 ‘뿐’이라 한 것은 ‘한계’를 뜻한다.
나의 마음은 단지 ‘시각의식’일 것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단지 보는 것으로 그쳤을 때
아비담마에서 인식과정 17 단계가 있는데 ‘자와나’ 단계가 있다. 이를
‘순간포착’이라 한다. 이런 순간포착 역시 인식하는 것인데 이런
인식은 ‘순수’한 것이라 한다. 아직 탐욕이나 증오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말룽끼야뿟따여,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이며, 들린 것
안에는 들린 것만이 있을 뿐이며, 감각된 것 안에는 감감 된 것만이
있을 뿐이며, 인식된 것 안에는 인식 된 것만이 있을 뿐이라면,
말룽끼야뿟따여, 그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는 그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나 저기나 그 양자 사이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자체가 괴로움의 종식이다.
(말룽끼야뿟따경-Māluṅkyaputtasutta, 상윳따니까야 S35:95(5-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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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인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각주에 따르면 탐진치와 관련하여 탐욕이나 증오,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한다. 순간포착(자와나)된 대상에 대하여 단지 보는 것으로
그쳤을 때 망상으로 발전 되지 않아 욕망 등의 번뇌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악마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35 상윳따에서는 감각대상에 대하여 악마로 비유하는 경도 있다.
시각으로 사랑스런 형상을 보았을 때 제어되지 않으면 “악마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져 악마 빠삐만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S35.230)”라 하였다.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다면 마라에게 코를 꿴 것 같아서 마라가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 다닐 것이라 한다.
인상과 속성
감관의 제어에 대하여 또 하나의 경을 보면 매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연소하고 작열하고 불꽃 튀는 뜨거운 쇠바늘로
시각기관을 차라리지질지언정,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의 인상과 속성에
사로잡히지 말라.
(연소의 법문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35.235,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인상과 속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감각적 인상(nimitta)과 연상(anubyanjana)’과 동의어이다. 여기서
인상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고, 속성은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악어의 비유를 들고 있다. 인상의
파악은 악어를 알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고,
속성은 손이나 발처럼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길거리에서 예쁘고 섹시한 여인을 보았을 때 “여자다!” 라거나
“섹시하다”라고 보았을 때 이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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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nimitta)’이라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눈길은
얼굴의 눈이나 코, 가슴 등 신체의 부분으로 옮아 간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밀히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속성(anubyanjana)’이라
하였다.
인상에 대하여 ‘총상(總相)’이라고도 하고, 속성에 대하여
‘세상(細相)’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악하여 마음에 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또 더 나아가
표상(nimitta)을 떠 올려 상상의 나래를 편다면 어떻게 될까? 망상으로
발전하여 번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망상으로 인하여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을 때 업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매혹적인
감각대상에 사로잡히는 것 보다 차라리 자신의 눈을 찔로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왜 극단적으로 말씀 하셨을까?
부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이해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태어남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상과 속성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 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두 가지 운명 가운데 하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S35.235)”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처에
태어나느니 지금 여기서 눈을 찌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낫다”
경에서는 시각 외에도 청각 등 여섯 감각기관과 도구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았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감각대상
형상의 유혹
소리의 유혹
냄새의 유혹
맛의 유혹
감촉의 유혹
사유에 사로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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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관
뜨거운 쇠바늘로 시각기관을 차라리 지질지언정
뜨거운 쇠막대로 청각기관을 차라리 지질지언정
날카로운 손톱칼로 후각기관을 차라리 지질지언정
뜨거운 면도칼로 미각기관을 차라리 지질지언정
날카로운 칼로 촉각기관을 차라리 지질지언정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낫다.

다섯가지 감각기관에 대하여 쇠바늘, 쇠막대, 손톱칼, 면도칼, 칼이
등장하고 있다. 미래에 악처에 태어나느니 차라리 감각기관을 파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수행자들은 자신의 생식기가
번뇌의 온상이라 보고 생식기를 칼로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섯번째 항을 보면 정신에 대한 것으로 사유를 들었다. 사유가
망상으로 발전하였을 때 악하고 불건한 행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에서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쓸데 없이 공상이나 망상에 사로 잡혀 악처에 떨어지는 것 보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음을 말한다.
“좋아 죽겠네” “미워 죽겠네”
눈만 뜨면 형상이 보인다. 듣기 싫어도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섯가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받아 들인다. 그럴 때 마다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쁜 아가씨가 걸어 가는데 마음이 끌려서
따라가야 할까?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다면 본능에 의해서 살아 간다고 볼
수 있다. 보이면 가지고 싶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삶이다. 이렇게 기분에 따라 대상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것은 탐진치로 살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르침에 따르면 보인다고 하여 끌리지 말라고 하였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경에 따르면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이며
(S35:95)”라 하였다. 볼 때 다만 ‘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들리는 것도 ‘들릴 뿐’이다. 냄새도 ‘냄새 날 뿐’이다. 이렇게
‘뿐’으로 그친다면 망상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느낌 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접촉에 따라 좋고 싫은
느낌이 일어 났을 때 좋으면 좋을 뿐이고 싫으면 싫을 뿐이다.
그럼에도 좋다고 하여 “좋아 죽겠네”라거나 싫다고 하여 “미워
죽겠네”라고 한다면 이는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갈애’로 발전한
것이다. 갈애를 조건으로 하여 ‘집착’이 일어남으로 필연적으로
‘업으로서의 존재’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항상
알아차리라고 한다. 접촉에 따른 느낌 단계에서 알아 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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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죽끈에 묶여 있는 개 같은 인생

어쩌다 축생으로 태어났을까?
은행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TV 를 보았다. 케이블 채널의
‘동물농장’이다. ‘아메리칸불리가족’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는
개새끼 일곱마리에 대한 것이다. TV 에서 이제 갓 태어난 새끼개가
어미개의 젖을 맹렬히 빨아 먹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다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인상과 속성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 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두 가지 운명 가운데 하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S35.235)”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축생과 같은 ‘낮은 단계의 태어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다.
마하시사야도는 빠띳짜사뭅빠다(십이연기) 법문집에 따르면 “업의
법칙으로 중생은 죽은 뒤에 자신의 업에 따라 축생계나 천신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반대로 사람이 동물이나 천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개나 소,
돼지 같은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인간이 소나 돼지 등과 같이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부정한다. 비록 육도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인간과 축생일지라도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단멸론자의 경우
내세와 윤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죽으면 삶이 끝난다고 보는 단멸론자에게 있어서 내세와 윤회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이나 검증되지 않은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세와 윤회
이야기를 하면 증명하라고 한다.하지만 이런 요구는 모순이다. 역으로
내세와 윤회가 왜 없는지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면 그들이 답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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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생이 인간이 된다는 가르침
초기경전에는 내세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특히 인간이
동물로 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생이 인간이 되기도 하는 설법도 있다.
축생이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 있는 실천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인간의 몸을 얻는다면, 그때마다 비천한 가문 즉 짠달라의
가문, 사냥꾼의 가문, 죽세공의 가문, 수레공의 가문, 백정의 가문과
같은 가난하고 음식이 모자라고 곤궁하게 사는 가문에 다시 태어난다.
(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의 9 절, 전재성님역)

경에서 “인간의 몸을 얻는다면”이라 하였다. 이는 축생에서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경에서는 눈먼거북이의 비유를 들었다. 한번 타락한
곳에 떨어진 자 즉, 지옥이나 축생 등 악처에 떨어진 자가 사람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씩 떠 올라서 바다에
떠다니는 널판지 구멍에 머리를 내미는 것 보다 더 어려움을 말한다.
이렇게 축생에서 인간이 되긴 하였지만 그 지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한번 축생의 세계로 떨어지면
인간 되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말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TV 에서 개의
새끼로 태어난 귀여운 일곱마리의 강아지는 다시 태어나도 강아지로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심해의 생명체
종종 TV 에서 자연다큐나 동물다큐 프로를 보면 다양한 생물들을 접할 수
있다. 특히 한번도 보지 못한 생물을 접하였을 때 매우 경이롭다.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심해의 생명체’도 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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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에는 햇볕이 들지 않는다. 빛이 보이는 바닷속은 불과 이삼십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빛도 들지 않는데 수백미터 이상 수
킬로 미터 저 심해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심해 생명체를 TV 에서 본적이 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대형 메기, 초대형 문어 등 심해 생명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심해아귀’가 있는데 그 형상을 보면 마치
‘악마’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아마도 아귀의 세계가 있다면 이
심해아귀와 같이 생겼으리라 본다.

deep sea devil fish

그런데 나레이션에 따르면 아직까지 심해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저 바다 깊숙한 곳 심연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심해에 대하여 알려진
알려진 것이 없다. 저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땅속이나 습지에 사는

것이 없다면 지구 밖에 있는 우주생명체 역시
별들에 어떤 생명이 살고 있는지, 생명체가
알 수 없다. 또 시선을 아래로 돌려 보면
생명체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마음이 있어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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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들끼리 부대끼며 살다 보니 인간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축생계의 생물들처럼 그렇게 다양한 어떠한 다른
종류의 생물도 보지 못했다. 수행승들이여, 그 축생계의 생물들조차
마음에 의해서 다양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렇지만 마음은 그
축생계의 생물들 보다 다양한 것이다.
(Dutiya gaddulabaddha sutta-가죽끈에 묶임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00,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생명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축생의 형상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모두 ‘마음의 산물’로 보고 있다. 마음에 따라
업이 형성되어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탄생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존재의 탄생의 뿌리에 놓인 것은 ‘마음의
상태(cittabhava)’라 하였다. 왜냐하면 탄생에 도달한 존재는 탄생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의 상태는 탄생에서 성취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체는 마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마음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있는 존재에 대하여 정신기능이 있다고 하여 ‘유정물’이라
한다. 반면 나무나 식물은 정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정물’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정신기능이 있는 유정물이 윤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축생계는 정신능력이 낮기 때문에 인간을 뛰어 넘어 더
높은 경지에 올라 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도 축생으로 있다가
인간의 태어났을 때 매우 낮은 지위로 태어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속박되어
유정물은 태어남을 거듭한다. 존재에게 마음이 있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 어떤 존재로든지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세생생
윤회하게 되는데 초기경전에서 윤회에 대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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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mataggoyaṃ bhikkhave saṃsāro.
Pubbākoṭi na paññāyati
avijjānīvaraṇānaṃ sattānaṃ
taṇhāsaṃyojanānaṃ
sandhāvataṃ saṃsarataṃ.
수행승들이여,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
(Gaddulabaddha sutta-가죽끈에 묶임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9,
전재성님역)

이 정형구는 제 15 상윳따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에서
사용되고 있다. 경에서 ‘뭇삶’이라고 번역된 것은 빠알리어
삿따(sattā)에 대한 것이다.
삿따는 살아 있는 존재 (living being)를 뜻하고, 한문으로
‘중생’이라 번역되어 있다. 또 ‘생류’라고도 한다. 또 한가지 뜻은
‘attached or clinging to’라 하여 ‘집착된 것’이라 한다. 그래서
‘살아 있는 존재(living being), 생류(a creature)’가 삿따(sattā)인
것이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축생 등
정신기능이 있는 존재들이 윤회함을 알 수 있다.
“그 최초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윤회에 대하여 “그 최초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이라는 말이
‘anamatagga’이다. 이는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anu+na+mata+agga 로
분해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영어설명은 ‘one whose beginning is
unknown’이다.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anamatagga 에 대하여
‘ana(이중부정)+mata(man 을 뿌리로함)+agga’로 분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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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풀과
나뭇가지의 경(S15.1)’에서는 ‘어머니의 어머니로’ 소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나뭇잎을 따다가 족보를 만들듯이 ‘어머니의
어머니’로 ‘무한소급’하였을 때, 헤아림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의
나뭇잎은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단지 생물학적으로 시작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유일신교에서는 최초의 시작점을 정하였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 하였다면 시작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기법적으로 따졌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괴겁기간에 존재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anamatagga 에 대하여 붓다고사의 주석에 따르면 백천년을 헤아리더라도
시작은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커다란 바다가 마르고 닳아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는 뭇삶에게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고 나는 설하지 않는다.
(Gaddulabaddha sutta-가죽끈에 묶임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9,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바다의 예를 들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수미산, 광할한
대지를 들고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일곱개의 태양의 출현에
대한 경(A7:66)’에 잘 설명되어 있다.
경에서는 바다가 다 마르고, 수미산이 불에 타버리고, 대지가 파괴
된다고 할지라도 존재의 괴로움은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겁화’가 일어나 우주가 수축하면 인간은 물론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욕계천상 등 색계 초선천까지 모조리 파괴 되었을 때 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주가 모조리 파괴 되었을 때
뭇삶들 역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남아 있는 한 어떠한 존재로든지 다시 태어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괴겁기간에 모든 존재들은 다 어디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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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경전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경에 따르면 바다, 수미산, 대지가 모두 소멸 된다고 할지라도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것으로 보아 무명과 갈애가 남아 있는 한 어떤
존재로든지 다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라 한다. 어떤 존재로 태어나든 태어남이 있는 한
괴로움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라 하였다.
기둥에 단단히 묶인 개
초기경전에서 모든 뭇삶(생류, 중생)들은 ‘집착’에 따라 존재한다고
하였다. 잡착하기 때문에 업으로서 존재가 생겨남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집착된 존재에 대하여 부처님은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견고한 막대기나
기둥에 단단히 묶여(S22.100)”라 하여 개와 가죽끈의 비유를 들었다.
대부분 개를 묶어 놓는다. 목줄을 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개의 행동반경은 가죽끈의 길이에 한정된다. 가죽끈 길이
내에서는 자유이지만 그 이상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Srp.II.327 에 따르면, ‘개는 원환에 의존하는 바보이다. 가죽끈은
견해와 같고 기둥은 자신의 몸과 같다. 가죽끈으로 묶인 개가 기둥을
따라 맴도는 것처럼 견해와 갈애로 자신의 몸을 묶은 범부는 자신의
몸을 따라 윤회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와 가죽끈 비유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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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 따르면 가죽끈은 ‘견해’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둥은
자신의 ‘몸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묶어 놓는 견해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오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집착된 마음이라 하였다.
오온이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한 결코 오온이라는 기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는
물질에 감겨 따라 돌고, 느낌에 감겨 따라 돌고, 지각에 감겨 따라
돌고, 형성에 감겨 따라 돌고, 의식에 감겨 따라 돈다. (S22.95))”라
하였다. 마치 개 목줄의 길이만틈만 행경이 허용 되듯이 마찬가지로
오온에 집착하는 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개의 신세와 다를 바 없음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바보이다!
윤회에 대하여 최초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시작을 알 수
없다면 끝도알 수 없을 것이다. 유일신교처럼 처음이 명확하면 종말이라
하여 반드시 끝맺음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도 끝도 윤회 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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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법적으로 설명된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라 밑도 끝도 없이
윤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뭇삶들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삼사라의 바다에서 유전한다. 때로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축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마치 우물의 두레박 처럼 삼계와 육도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개의 가죽끈으로 비유하였다.
기둥에 묶여 있는 개가 가죽끈의 행경 내에서만 자유가 있지만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오취온)한 개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죽끈에 묶여 있는
개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개는 원환에 의존하는 바보이다.(S22.95)”라
하였다. 그렇다면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들 역시 바보들임에 틀림
없다. 가죽끈에 묶여 있는 개 같은 인생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바보이다!”라고.

2014-04-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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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무아(無我)사상

벚꽃축제를 한다는데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끝나가려 한다. 올해 벚꽃이 그렇다. 서울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가 4 월 3 일부터 열릴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미
벚꽃은 지고 있다. 갑자기 한파와 함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동안
만개 하였던 벚꽃이 마치 눈송이 떨어지듯이 땅바닥에 가득하다.

올해 벚꽃개화시기는 무척빠르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3 월 30 일 경에
활짝 피었다. 물론 기온이 높은 도시의 양지가 그렇다. 이렇게 벚꽃이
빨리 핀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라 한다. 아무래도 기온이
급상승한 탓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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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는 4 월 10 일 전후이다. 이상한파가
있는 해에는 더 늦게 핀다. 그래서 어느 해의 경우 4 월 15 일 넘어 핀
경우도 있었다.
하나마츠리(花祭)
일본에서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4 월 8 일이라 한다. 이는
하나마츠리(花祭)행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마츠리는 일본에서의
‘부처님오신날’이라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행사 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양력으로 4 월 8 일이다. 그런데 쿄오토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에서는 4 월 8 일에 벚꽃이 절정에 이른다고 한다.
하나마츠리는 일본 정토종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해마다 양력
4 월 8 일에 꽃의 축제라는 뜻의 ‘하나마츠리(花祭)’는 이제 종파에
관계없이 관불회(灌仏会)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한다.
벚꽃이 질 때
우리나라에서 벚꽃개화지도를 보면 서울의 경우 4 월 11 일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일찍 피었기 때문에 이미 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4 월
3 일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가 시작 되는데 절정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에
벚꽃축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 버릴 가능성이 크다.
벚꽃축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 버리면 서운할 것이다. 화사한
벚꽃이 그 자태를 계속 유지해 주면 좋으련만 날자가 지남에 따라
지탱할 힘이 없어서 맥없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땅바닥에 눈처럼
쌓인 벚꽃을 볼 때 마다 아름답기 보다 ‘처참함’을 느낀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쉬운 것이다.
꽃이 처참하게 시들 때 무상함을
자연의 변화는 늘 그렇듯이 극적이다. 요즘 같은 경우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것 같다. 하루밤 자고 나면 푸르름이 더해 간다. 아마
4 월 15 일을 전후하여 은행나무에서 일제히 싹이 올라오면 세상은
완전히 초록색 옷으로 갈아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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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20 일 전후하여 일제히 낙엽이 졌다. 그후 5 개월만에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꽃이 피는 기간은 매우 짧다. 옛말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하여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 하였는데,
절정의 벚꽃이 지는 것을 보면 길어야 일주일 가는 것 같아 보인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무상함을 느낀다. 특히 가을에 낙엽이
질 때 더욱더 자연무상을 느낀다. 그런데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 더
빨리 무상함을 본다.
길어야 십일 가량 피고 말 꽃을 보면서 볼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다. 특히 모란처럼 꽃이 큰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일까 시인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라고 노래 하였다. 이렇게 꽃이 절정에
이를 때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꽃이 처참하게 시들 때 무상을 본다.
“이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누구나 무상을 느낀다. 자연에서 변화에서 무상함을 느끼고, 사람이
늙고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고서 무상함을 느낀다. 그래서
‘제행무상’이라 한다. 그런데 이 법칙은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미 원리로서 확정된 법칙으로서 어느 것 하나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
부처님은 제행무상을 설하였다. 그리고 일체개고와 제법무아를
설하였다. 이 세가지를 삼법인이라 한다. 불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차별
되기 때문에 이 삼법인의 잣대로 불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삼법인 중에 제행무상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누구나 자연과 인생의 변화를 보면서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불교에만 있는 제법무아
그러나 타종교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일체개고와 제법무아이다. 특히
제법무아의 경우 오로지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무상!”하며 애통해 하지만 “제법무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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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상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무아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무상을 느껴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무아를 알아야
한다. 또 무아를 알아야 괴로움과 윤회가 종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는 무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 볼 수 있다.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가르침
무상만 알고 무아를 모르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세세생생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상도 알고 무아를 알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윤회도 끝낼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이 펼치셨다. 그래서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것이 삼법인이고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는 무아를 아는 것과 알지 못화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불교가 무아의 종교일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rūpaṃ bhikkhave, aniccaṃ, yadaniccaṃ taṃ dukkhaṃ, yaṃ dukkhaṃ
tadanantā, yadanattā t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 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Yadanicca sutta-무상한 것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5, 전재성님역)

무상에 대한 설법이다. 오온중에 물질을 예로 든 것이다. 물질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번역한 빠알리어가 anattā 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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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D194 에 따르면 anattā 는 ‘Not a self, not a soul’라 하며
한자어로는 無我(무아)라 한다. 이 아낫따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실체가 없음’이라 번역하였고, 초불연에서는 한자어 그대로
‘무아’라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실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같은 상윳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이 갠지즈강이 커다란 포말을 일으키는데,
눈 있는 자가 그것에 대하여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그것에 대하여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한 것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실로 포말의 실체일 수
있는가?
(Pheṇapiṇḍūpama suttaṃ-포말 비유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5,전재성님역)

경에서 포말의 비유를 들며 “실체일 수 있는가?”라 하였다. 여기서
실체라고 번역한 것은 빠알리어 ‘사라(sāra)’에 대한 것이다. 사라는
‘본질, 핵심’의 뜻이다. 그래서 사라가 들어간 게송을 보면 “Asāre
sāramatino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dhp11)”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경에서 말미에 해당 하는 문구를 “무엇이 실로 포말의
본질일 수 있는가?”라고 바꿀 수 있다.
다섯 가지 실체가 없는 것
포말의 경에서는 모두 다섯 가지 비유를 들고 있다. 이는 오온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 이렇게 다섯 가지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말의 경 게송에 실려 있는 오온과 다섯 가지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오온
물질(rūpa)
느낌(veda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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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어
포말(Pheṇapiṇḍūpama)
물거품(Maricikupamā)

설 명
갠지즈강의 커다란 포말
빗방울이 떨어질 때의
물거품

지각(saññā)
형성(saṃkhārā)

아지랑이(kadalūpamā)
파초(Kadalūpamā)

의식(viññāṇa)

환술(āyūpamañca)

늦여름 대낮의 아지랑이
속대도 없는 높고 커다란
파초
환술사가 길에서의
보여주는 환술

표를 보면 물질(rūpa)에 대하여 ‘포말’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는
바다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물질은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느낌(vedanā)에 대해서는 ‘물거품’같다고 하였다. 이는 비가 올 때
보면 알 수 있다. 땅바닥 고인 물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동그랗게 원을
그리다 곧바로 사라진다. 느낌 역시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지각(saññā)은 ‘아지랑이’ 같다고 하였다. 아지랑이 솟아 오르면 잡힐
듯하지만 실체가 없다. 그래서 지각 또는 인식이라고 번역 되는 산냐
역시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까달리는 야자나무가 아니라 파초
형성(saṃkhārā)에 대하여 ‘파초’로 비유하였다. 파초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볼 수 없지만 따뜻한 남쪽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다년생식물’과 같다. 나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이 없다. 여러겹의
껍질로 되어 있어서 속대가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심리현상들은 야자나무와
같으며(S22.95)”라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역’이라 본다.
야자나무라 번역된 ‘까달리(Kadali)’ 는 ‘The plantain or banana
tree, 芭蕉’ 로서 ‘다년생초’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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芭蕉(파초)

야자나무는 ‘심’이 있어서 나무와 같은 것이고 또 열매는 딱딱한
‘코코넛’이다. 남방에서는 가로수나 정원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초불연 각묵스님은 각주 347 번에서 “마치 야자나무
줄기(kadali-kkhandha)가 많은 잎과 껍질 등으로 조합(bahu-patta-vaṭṭisamodhāna)되어 있듯이 심리현상들의 무더기도 많은 법들로 조합(bahudhamma-samodhāna)되어 있다.”라 하였는데, 야자나무라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Palm tree(야자나무)
사진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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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D194 에서도 까달리에 대하여 Plantain tree 라 하였고, Plantain
tree 에 대한 영어사전을 보면 ‘열대의 파초속의 일종’이라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빠알리어 까달리가 야자나무가 아니라 파초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파초인가 야자수인가, 포말경(S22:95)의
까달리(kadali)나무(2013-03-0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실체없음에 대하여 게송으로
의식(viññāṇa)에 대하여 ‘환술’이라 하였다. 이는 마술을 말한다.
마술사들이 눈을 감쪼같이 속이듯이 의식 역시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포말의 경에서는 오온에 대하여 모두 실체가 없다고 포말,
물거품, 아지랑이, 파초, 환술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Pheṇapiṇḍūpamaṃ rūpaṃ
vedanā bubbuḷupamā
Maricikupamā saññā
saṃkhārā kadalūpamā,
Māyūpamañca viññāṇaṃ
dīpitādiccabandhunā.
물질은
느낌은
지각은
형성은
의식은
태양의

포말과 같고
물거품과 같네.
아지랑이와 같고
파초와 같고
환술과 같다고
후예가 가르치셨네. (S22.95)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실체없음 즉, 무아에 대한 비유이다.
일점회귀하듯이 무아(無我)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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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윳따 ‘존재의 다발 모음’에서는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다.이 중에 실체가 없다는 무아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마치 일점회귀하듯이 무아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 같다.
삼법인이 어떻게 무아로 수렴 되는지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무상한 것의 경
(S22.15)

괴로운 것의 경
(S22.16)

실체가 없는 것의 경
(S22.17)

내
용
1)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2)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3)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1)물질은 괴로운 것이다.
2)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물질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비 고
무상, 고, 무아

고, 무아

무아

표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다. 마치 일점으로 회귀하듯이 무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무상경에서는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언급 되어 있다. 괴루움경에서는 고와 무아 두 가지만
되어 있다. 무아경에서는 오로지 무아에 대해서만 언급 되어 있다.
타종교와 차별 되는 무아사상
그런데 세 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무아가 언급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하는 핵심사상이 바로 무아사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상만 이야기 한다면 불교라고 볼 수 없다.
자연무상, 인생무상 등 불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무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괴로움만 이야기 한다고 하여 불교를 안다고 볼 수 없다. 누구나
괴로움은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괴로움만 이야기 한다면
‘반쪽짜리’ 불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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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진짜불교, 진짜불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무아를 말해야 한다.
무아를 말하면 무상과 무아는 자동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가 타종교와 차별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아사상이다.
진실된 말은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이해하려면 빠알리니까야를 읽어야 한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 자세하게 기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읽어도 늘 감동을 받는다. 왜 그럴까?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실된
말은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신심있는 불자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게송을 외울 것이다. ‘원인의 경(S22.18)’에서 보는
무상, 고, 무아의 가르침 역시 진한 감동을 준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무상

고

무아

내

용

수행승들이여, 느낌은 무상한 것이다.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무상한 것에 의해 생겨나는
느낌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행승들이여, 느낌은 괴로운 것이다.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괴로운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운 것에 의해 생겨나는
느낌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수행승들이여, 느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실체가 없는 것에 의해
생겨나는 느낌이 어찌 실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비

고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괴롭기 때문에 즐겁지
않다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표를 보면 공통적으로 ‘조건’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오온중에서
‘느낌’을 예로 들었는데,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무상한
것에 의해 생겨나는 느낌이 어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반문은 고에 대하여 “괴로운 것에 의해 생겨나는
느낌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라 하였고, 무아에 대하여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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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에 의해 생겨나는 느낌이 어찌 실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마치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는 것 같고, 허깨비를 잡으로려고 몽둥이를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미궁에 빠져들고 괴로울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행복은 행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느낌에 지나지 않는 ‘행복감’일 뿐이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행복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마술같아서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행복감이 사라졌을 때
행복감을 계속 느낄 수 없어서 괴로워 질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에
따르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고 더러운 것에 대하여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지각을 일으키지 말하야 함을 말한다.
현상에 대하여 상락아정(常樂我淨)으로 보면 ‘삿된견해(邪見)’이고,
현상에 대하여 ‘무상-고-무아(無常-苦-無我)’로 보면
‘정견(正見)’이다. 특히 괴로움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Yaṃ pare sukhato āhu
tadariyā āhu dukkhato
Yaṃ pare dukkhato āhu
tadariyā sukhato vidū.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S35:136)

즐거움 또는 행복이라 번역되는 수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보면 괴로운 것이라 하였다. 행복이라는 것이 단지 일시적으로 느끼는
즐거운 느낌인 ‘ 행복감’일 뿐 영속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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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무상하고 실체도 없는 ‘행복한
느낌(수카)’에 대하여 목숨을 건다.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세월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꾸 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제 보았던 우아한 벚꽃이 오늘 보니 처참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보았던 삭막한 도시의 풍광이 연한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 것도 지구의 공전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보았던 사람의 얼굴이 형편없이 쭈굴쭈굴 해진 것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은 인정사정없이 흘러가고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간다.
자연무상과 인생무상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더구나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 결국 실체가 없는 무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르침에 따르면 현상의 본질은 무상, 고, 무아라 하였다. 그런데
초기경에 따르면 결국 무아 하나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불교의 핵심사상은 ‘무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부처님 가르침이라 볼 수 없고 더 이상 불교라 볼
수 없다.

2014-04-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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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융의 분석심리학과 마음의 메커니즘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다 꿈을 꾸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다. 꿈에서
“뭔일을 한거야?”라며 안타까워 하였다. 그래서 꿈이기를 바랬는데
꿈이었다. 이렇게 꿈속에서 꿈이기를 바래는 꿈을 꾼 적이 종종 있었다.
특히 어렸을 적이다. 어린아이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했을 때
“차라리 꿈이었으면!”하는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꿈을 깨고 나니
꿈속에서 바램이 맞아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꿈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의식의 마음이 지배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꿈은 숨겨져 있는
마음이 발현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다보니 현실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살인을 하는가 하면 도둑질도 하는 등 오계를
어기는 일이 서슴없이 벌어지는 것이다. 평소에는 억누루고 있었던
감정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유감없이 발현된다. 그래서 꿈을 이해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융심리학의 꿈의 이론
꿈과 관련 하여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이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의사로서 꿈의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다. 저서로서 우리말로 번역된 ‘인간과
상징’이 있다. 무의식에의 접근, 고대신화와 현대인, 개성화의 과정
등의 주제를 가진 이 책은 사진이나 그림을 곁들여 현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융심리학과 관련하여 이부영박사의 책이 있다. 한 때 스위스의
융연구소에서 수학한 바 있는 이부영박사는 ‘분석심리학 탐구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와 자기실현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진 책이다.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었다. 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융심리학의 꿈의 이론이 와 닿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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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억눌려 있었던 것이 발현 된다고
알려져있다. 이를 ‘무의식’이라 한다. 그런데 융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무의식’ 개념을 만들었다. 집단무의식은 개인의 무의식
보다 상위 개념으로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6.25 전쟁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항상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설령 전쟁경험세대가 아닐지라도 TV 등
여러매체에서 끊임없이 상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리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 그것이 꿈에서 발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침한 꿈을 꾼적이 있다. 6.25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였지만
적들이 쳐들어 오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였다. 이렇게 한국인들에게는 집단적으로
형성된 무의식이 심층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인류에게 원형(Archetypen)이 있는데
집단무의식이라는 말은 융이 창안한 신조어이다. 설명에 따르면
“전인류에 공통되며 뇌의 선천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무의식(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억과 충동을 포함하는 정신의 일부분)의 한 형태”라
하였다. 이런 집단무의식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적
무의식과는 구별되고, 원형(原型), 즉 보편적인 원초적 상(像)과 관념을
내포한다.”라 하였다. 이말은 무슨 뜻일까?
집단 무의식에는 한나라의 민족이 공유하는 무의식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원형(Archetypen)’있다는 것이다. 이 때 원형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초적인 상과 관념이라 한다.
대극합일과 자기완성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집단무의식으로서의 원형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 융에 따르면 원형은 극과
극이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정신과 신체, 높고 낮음, 우월기능과 열등기능, 합리와 비합리,
강함과 부드러움 등 같은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이분법적이고 대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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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렇게 대극적으로 되어 있을 때 온갖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트레스나 히스테리 등 신경증적 현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융심리학의 특징은 이런 이분법적인 대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융은 ‘자기완성’이라 하였다.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 될
때 자기 완성으로 본다. 또 남성성과 여성성 통합되는 것도
자기완성이고, 선과 악이 통합되는 것도 자기 완성으로 본다. 이렇게
모든 대극에 대하여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 자체가 자기완성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본다.
자기(Selbst, Self)와 궁극적 실재(Reality)
이렇게 자기 완성이 된 상태를 무엇이라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이부영박사의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그리스도, 도(道), 불성(佛性)과의 일치와 실현 등, 고등종교의
수행목표는 한결같이 융의 심리학적 견지에서 ‘자기’라고 부른
인간정신의 중심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이런 생각은 인류의 역사
속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되고 체험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자기와 자기실현 65p, 이부영교수)

융이 말하는 대극합일은 자기완성을 말한다.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자기(Selbst, Self)’라 하였다. 그런데 자기라는 말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 실재’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 실재는 한 가지이지만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 다고 한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있어서 길이 여럿 있지만
올라 가다 보면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 학자인 길희성교수에 따르면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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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신 종교들의 하느님, 힌두교의 브라흐만, 도가의 도나 원기, 유교의
태극이나 천(하늘) 등이 예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그런 상징어들이 가리키고 지향하는 궁극적 실재
자체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개념들의 배후에 있는
종교적 경험이 차이와 다양성을 면치 못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유발하는
궁극적 실재 자체는 혹시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종교 달라도 우리는 같은 산을 오르고 있다, 길희성 교수)

종교다원주의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고등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산정상론’에서 같이 결국 같은 것이라 한다. 하느님, 도, 브라흐만,
불성 등으로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의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다원주의자들은 영어로 ‘Reality’라
표현한다. ‘Reality’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현실, 실제,
사실’이라는 뜻이다. ‘실제’라는 뜻은 ‘진실(truth) ‘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리얼리티는 현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다원주의자들의 궁극적 실재나 융이 말하는 자기는
진리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존재론’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융이 말하는 대극합일로서의
‘자기’는 존재론적으로 볼 수 있다.
무의식의 의식화
한 때 융심리학에 심취하였다. 주로 이부영박사의 책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읽었다. 주로 꿈을 통하여 꿈에서 보는 상징을
통하여 마음의 심리상태를 해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 기억해내고 “왜 내가 그런 꿈을 꾸었을까?”라고 골똘히
생각한 적도 있었다.
책을 통하여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의식’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의식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무의식을
의식화 함으로써 자기완성으로 가는 것이라 하였다. 마치 80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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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의식화 작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 하는 것에 대하여 책에서는 여덟 단계로 설명하였다.
이부영박사의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 되어 있다.

유아기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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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후

이것이 ‘의식화’단계이다. 책에서는 ‘자아의 발달과 자기실현의
과정’이라 설명되어 있다.
유아기의 무의식성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유아기의 무의식성’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자아는 깊고 넓은 바다 같은 무의식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넓은 바다는 크기도 하지만 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있다. 이처럼 바다 같은 것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처럼 바다 같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아이의 의식은 하나의 ‘점’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점으로 표현 되어 있다. 바다위에 떠
있는 하나의 나뭇잎과 같은 것이 유아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아에게 서서히 의식이 생겨난다. 그리고 의식이 점차로 확대해
나간다. 그러나 무의식의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파도가 한번 치면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이에
대하여 책에서는 “온갖 원초적인 충동과 신화적 환상세계 속에 동화
되었다가 차츰 현실세계를 의식하며 영토를 넓혀 나간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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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신화적 환상체험’
유아기에 있어서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는 단계가 되면 의식도 성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영토를 넓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유아기에서 의식의 영토가 확장된다.
하지만 유아기의 의식은 불안정한 것이다. 마치 나일강이 범람하면 모든
것을 쓸어 버리듯이 무의식의 바다에서 폭풍이라도 일면 이제 갓 의식이
생겨난 유아의 마음을 쓰러뜨릴지 모른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신화적
환상체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종의 신비체험이라 볼 수 있다.
아직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에 대한 경외감 또는 두려움이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겪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다. 전기도 들어 오지 않는 오지에서
초등학교에 들어 가기 이전인 유년시절에 본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동쪽 하늘에서 갑자기 여러 대의 물체가 나타나 굉음과 함께 날아 가는
것이었다.
그 때 당시 시골에서 자동차 구경하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날아
다니는 물체를 보자 그것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하였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UFO 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저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과 같은 것이라 본다.
어린 시절 갑자기 나타난 물체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날아 다니는 물체는 ‘비행기’ 이었다. 아마
‘C123’ 수송기이었으리라 본다. 얼룩덜룩한 무늬의 몸체에 낮게
비행을 하며 굉음과 함께 편대를 이루어 날아 가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유아기의 의식은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무의식과 접하였을 때 신화적
환상체험을 하는 것이라 하였을 것이다.
마음의 타락을 느낄 때
청소년기에 대한 그림을 보면 ‘페르조나(Persona)’가 형성되고 의식이
강화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페르조나는 ‘가면’을 뜻한다. 가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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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숨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페르조나가 형성 되었다는 것은 거짓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하여
순수하게 받아 들인 것과 반대로 자신이 점차 타락해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 사학년 때라 본다. 점차 자신이 타락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안
것이다. 예를 들어 시기 하고 질투 하고 미워하는 악하고 부정적인 마음
같은 것이다.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내 버려 두었다. 그러다 보니 점차 마음의
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 가려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강화 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인가 마음이 타락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기의 그림자
불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궁핍하다고 하여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나쁜 행위인 줄 알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훔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의 타락이 일어나자 초등 이전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 가는
것이 점차 어려워 짐을 느꼈다. 결정적으로는 청소년기로 접어
들면서이다. 변성기가 시작되면서 몸의 변화가 시작 되면서 마음의
타락은 점차 심해졌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초등이전의 순수한 마음을
그리워 하는 것이다. 이런 불일치에 대하여 이부영 박사의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그림자가 유난히 짙어지는 시기이다. 친구 사이에도 싫고
좋음이 뚜렷하며 모든 것은 선과 악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자아의식이
밝고 긍정적인 이상상만을 치열하게 구현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의식적
인격과 무의식적 인격 사이에 긴장과 분리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와 자기실현 51p, 이부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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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는 ‘의식적 인격’과 ‘무의식적 인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의식적 인격이라는 것은 “그러면 안되는데”라는 것과 같고,
무의식적 인격은 “안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버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인격의 불일치로 인하여 마음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무의식적 마음에 대하여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림자가 늘
따라 다니듯이 마음에도 마음의 그림자가 있어서 늘 따라 다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자를 남 보듯이 할 수 있을까?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무의식적인 나의 마음을 그림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없는 듯이 보이지만 늘 따라 다니는 마음의 그림자를 남 보듯이
할 수 없다. 마치 징징거리며 따라 오는 동생을 멀리 할 수 없듯이
마음의 그림자를 결코 분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그림자를 이해 하는 것이 결국 의식화
작업이고 또 자기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이부영
박사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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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구조

이것이 마음의 메커니즘(구조)이다. 마음이 둥근 공처럼 생긴 것이라고
볼 때 마치 양파껍질을 까듯이 한 꺼플씩 벗겨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대만 잡으면 욕지거리를
그림을 보면 가장 바깥 껍질이 의식이다. 의식이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도둑질하면 안된다’든가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등을 아는 것이다. 이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아 간다. 학생의 가면, 아버지의 가면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가면이 여러 개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회사에 가면 예를 들어 ‘과장이라는
가면’을 쓴다. 이렇게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될까? 가면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을 알고, 또
관리자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잊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가면을 벗어 던져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때가 있다. 평소 점잖은 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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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만 잡으면 욕지거리를 한다든가, TV 에서는 도덕군자처럼
말하지만 성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등장 할 때 같은 것이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부조화로 보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동반자
형의 뒤를 자꾸 따라 갈려는 것과 같은 것이 그림자이다.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싶지 않지만 엄연하게 자신의 것이다. 숨기고 싶어도 끝까지
따라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더 끈질기게
따라 붙는 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천덕꾸러기 같은 또
다른 나를 인정해 달라는 말과 같다. 그런 그림자는 무의식에서
나타난다.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림자이다.
그래서 부정하고 억누르고자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림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그림자는 의식에서 한꺼플먼 더 벗기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마음의 그림자에 대하여 융은 ‘개인적 무의식’이라 하였다.
그런데 마음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의식과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을 보면 작은 원모양이 여럿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콤플렉스(Complex)’라 하였다. 마치 작은 공모양의 수 많은
콤플렉스가 의식과 무의식 가리지 않고 형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콤플렉스(Complex)란 무엇인가?
콤플렉스란 무엇일까?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복잡한, 단지,
종합의, 복합의’의 뜻이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는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콤플렉스에 대하여
이부영 교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수한 콤플렉스가 있다. 태어난 뒤 그
사람이 살아온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억압된 것, 잊어버린 것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무의식과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결정된 인간 행태의
보편적이며 원초적인 조건인 원형들로 구성된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
(아니마와 아미무스 32-33p, 이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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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콤플렉스를 언급하고 있다. 콤플렉스는 한
존재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 된 것’이라 한다. 이는 우리말로
‘한(恨)’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의식 저편의 응어리
한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많은
이세상 야속한 님아~”로 시작되는 한오백년 노래도 있다. 이런 한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 설명된다. 바로 이 한이 콤플렉스이다.
누구나 의식에서 일어난 것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 ‘한이 맺혔다’고
하였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한이 많은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의 무의식에 남아 있는 응어리(콤플렉스)를 알아 내기는
어렵다. 잊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매’를 맞았다거나 ‘학대’를 받았을 때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또 누군가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커서 잊어 버릴 수 있지만 역시 무의식의 영역에서 응어리로 남아
있다.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 의식하지 않는 영역에서 콤플렉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발현 되는 것이다. 융은 그런
응어리가 꿈에서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무의식에 남아 있는 콤플렉스는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잊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여
잊더라도 결코 잊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히스테리 등 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의 그림자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의식화 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내면 심층에 있는 응어리를 하나씩 의식화 하였을 때 점차
자기완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자기와 합일이 된다는 것이 융심리학이다.
콤플렉스의 타파
흔히 사춘기라는 말이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이 아직 따라 가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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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런 불일치로 인하여 ‘반항의 시기’라고도 한다. 그런데
융심리학에 따르면 이런 청소년기의 인격불일치는 무의식을 의식화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반항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의식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식의
영토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차 의식화가
무의식 내면으로 확장 된다. 그림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로
표현 되었다.
중년이후에는 의식의 확장에 따른 자기인식이 촉진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져서 ‘지혜’가 생겨 나는
것도 무의식에 대한 의식화가 진행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콤플렉스의 타파라 볼 수 있다.
의식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한(恨)이라는 응어리를 타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잊고 살았던 무의식의 응어리를 깨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하여 융은 꿈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 함에 따라 점차 ‘자기실현’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융심리학
융심리학은 마음의 구조에 대하여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 집단무의식 개념을 도입하고, 더구나 무의식을 의식화
함으로서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은 매우 놀라운 이론이다.
융심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실현이다. 이를 대극의 통합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완성된 상태에 대하여 ‘자기(Selbst,
Self)’라 하였다. 그런데 융이 말하는 자기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 실재(Reality)’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60 년대 이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1875 년에서 1961 년까지 산 칼 융의
분석심리학의 영향도 받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칼 융은 불교와 도교, 힌두교 등 동양의 종교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와
같은 동양사상이 융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융의
집단무의식과 유사한 유식의 제 8 식인 아뢰야식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융의 책에서는 아직까지 아뢰야식에 대한 이야기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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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융이 동양사상에 심취하였다면 아뢰야식에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 없지만 책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초기불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융의 분석심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완성’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찾는 것인데 이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선불교에서 ‘참나’를 찾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다. 그러나 초기불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융의 ‘자기완성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융의 자기 완성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꿈을 분석하는 것
위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융의 대표적 저작이라 볼 수 있는 ‘인간과 상징(Man and his
symbols)’을 보면 처음 무의식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꿈의 상징을 통한
해석으로 보고 있다. 융연구소에서 수학한 바 있는 이부영 교수의 세
가지 저서 역시 꿈의 상징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융의 분석심리학은 꿈을 통하여 무의식을 탐구함으로서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접근방법이 대승불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초기불교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꿈에 대하여 거의 말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의 꿈에 대한 이야기
초기경전에서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매우 드믈게 몇 개 있다.
숫따니빠따에서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듯, (stn807)”과 “바라문들은 성적 교섭에 빠지는 일을
꿈속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tn293)”라는 구절이 있다. 꿈이라는
것이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에서 꿈과 관련 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가지의 꿈 7 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 백 4 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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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부처님당시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빠꾸다 깟짜야나’가 한
말이다. 빠꾸다 깟짜야나는 ‘도덕부정론자’이다. 생명을 해치거나
주지 않는 것을 빼앗아도 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에서 꿈의 이야기가 나온다. 도덕부정론자가 말하는 일곱가지 꿈과
칠백가지 꿈이라는 것은 ‘영혼의 최종 해탈 이전에 전개 되는 꿈의
상태를 뜻한다’고 주석서에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해탈
하기 위해 청정범행을 하거나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 가는 것처럼, 많은 꿈을 꾸다가도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 깨어나는 것처럼 닦지 않아도 언젠가는 해탈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보살 한 분만이 꿀 수 있는 꿈
꿈과 관련하여 앙굿따라니까야에 ‘꿈의 경’이 있다. 하지만 이 경은
칼 융이 꿈의 상징을 분석하여 자기완성에 이른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경의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Tathāgatassa bhikkhave, arahato sammā sambuddhassa pubbeva sambodhā
anabhisambuddhassa bodhisattasseva sato pañca mahāsupinā
pāturahesuṃ. Katame pañca.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는 예전에 아직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커다란 꿈이 나타났다.
(Mahāsupina sutta-커다란 꿈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96,
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다섯 가지 꿈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부처님이 보살로
삶을 살던 시절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이후 꿈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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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살의 삶을 살 때 꿈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경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었다.

구 분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
네 번째 꿈

다섯 번째 꿈

내
용
커다란 땅은 그의 커다란
침상이었고, 산의 제왕 히말라야산은
그의 베게 였고, 동쪽바다에는 그의
왼손이 놓였고, 서쪽바다에는 그의
오른 손이 놓였고, 남쪽바다에는
그의 양발이 놓였다.
띠리야라는 풀의 종류가 그의
배꼽에서 솟아서 천공에까지
이르렀다.
흰 벌레들이 검은 머리를 했는데
발에서 기어올라 무릎까지 덮었다.
네 마리의 다양한 색깔을 띤 새가
사방에서 와서 발 아래 떨어져 모두
흰색으로 변했다.
똥으로 이루어진 산을 아주 높이
올라가면서 몸에 똥을 묻히지
않았다.

키워드
커다란 땅,
히말라야산,
바다

띠리야라는 풀

흰 벌레들
네 마리의
다양한 색깔
똥으로
이루어진 산

꿈의 내용을 보면 ‘길조’임에 틀림 없다. 이런 꿈에 대하여 주석서에
따르면 오로지 한 분만이 꿀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범부는 물론
전륜왕, 상수제자, 벽지불도 꿀 수 없고 오로지 ‘일체지’를 지닌
보살 한 분만이 꿀 수 있는 것이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차별화 되는가?
초기경전을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 꿈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듯(stn807)”라든가, 또는 “꿈속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tn293”처럼 꿈이 단지 ‘비유’로 사용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로서 꿈의 상징에 대한
156

분석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의식 너머 무의식 세계를 탐구 하는데
있어서 꿈의 상징을 분석자료로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융이 꿈의 분석을 통하여 무의식을 의식화 함에 따라 자기실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 볼 수 있는 ‘해탈’과 ‘열반’의 실현에 있어서 융의 사상과
다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의 실현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의 상징과 그에 따른 분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자기’라는 말은 그리스도, 도(道),
불성(佛性)과의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자기’라는 범주안에 ‘열반’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융의 ‘자기론’과도 다른 것이고,
종교다원주의주들의 ‘궁극적 실재론’ 과도 다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열반을 실현하여 성취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차별된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독특하고 차별적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을 불교인들은 ‘진리’로 받아 들인다.

2014-04-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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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가불자의 실천덕목 십복업사(十福業事)

초기경전을 접하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준다. 가르침이 수천년전에 설한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 핵심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래서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감동’을 준다. 그리고 미래에도
‘감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감동하고
감명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악행과 선행의 과보
법구경 15 번과 16 번 게송은 악행과 선행의 과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게송 역시 단어만 바꾼 채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Idha socati pecca socati,
Pāpakārī ubhayattha socati,
So socati so vihaññati
Disvā kamma kiliṭṭham-attano.

이다 소짜띠 뻿짜 소짜띠
빠빠까리 우바얏타 소짜띠
소 소짜띠 소 위한냐띠
디스와 깜마 낄릿탐 앗따노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 (dh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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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a modati pecca modati,
Katapuñño ubhayattha modati,
So modati so pamodati
Disvā kammavisuddham-attano.

이다 모다띠 뻿짜 모다띠
까따뿐뇨 우바얏타 모다띠
소 모다띠 소 빠모다띠
디스와 깜마위숫담 앗따노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기뻐하니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한다. (dh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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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번 게송에서 socati 는 ‘mourns; grieves, 憂愁, 悲痛’ 로
‘슬퍼하다’의 뜻이다. 이와 대비 되는 단어가 16 번의 modati 이다.
‘Modati 는 ‘[mud + a] rejoices; is happy, 欢喜’로 ‘기뻐하다’의
뜻이다.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일생동안
지은 행위에 대한 것이다.
15 번의 경우 돼지도살업자에 대한 게송이다.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악행하는 것 (Pāpakārī)’이라 하였다. Pāpakārī 는 ‘[adj.] sinful;
wicked’의 뜻으로 ‘죄에 가득찬’의 뜻이다.
반면 16 번의 경우 보시등의 공덕행을 한 재가신자에 대한 게송이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 (Katapuñño)’ 이라 하였다. Katapuñño 는
‘Katapuñña+o’로서, Katapuñña 는 ‘one who has performed
meritorious actions.’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공덕행을 한 자’의
뜻이다. 이는 Kata 가 ‘done; made; finished’이고 puñña 가 ‘merit,
meritorious’의 의미이기 때문에, Kata 와 puñña 를 합성하여
Katapuñña 가 됨으로서 ‘공덕행자’라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악행자와 공덕행자를 극명하게 대비 시켜 게송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악행자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Disvā kamma kiliṭṭham-attano)’라 하였고, 공덕행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Disvā kammavisuddhamattano)’라 하여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여기서 Disvā 는 ‘having
seen; having found’의 뜻으로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인연담에서
자신의 미래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Disvā 가 현재진행형으로 ‘보면서’라 번역된다.
악행자는 자신이 지은 과거의 업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업의
더러움(kamma kiliṭṭham)’이라 하였다. 여기서 kiliṭṭha 는
과거분사형으로 ‘become soiled or stained; was impured,
染汚されたる, 染着せる’의 뜻이다. 지나간 과거에 지은 악행에 대하여
‘오염되었음’ 또는 ‘더러웠음’으로 본 것이다.
반면 공덕행자는 자신이 지은 과거의 업이 ‘청정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kammavisuddham 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visuddha 는 과거분사형으로
‘clean; pure; bright; stainless; sanctified, 清き, 清浄の,
純粋の’의 뜻이다. 지난 과거의 행위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였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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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게송은 지금 임종에 다다른 자가 앞으로 전개될 내세에 대한
것을 보면서동시에 과거의 지은 업을 본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개송에서는 ‘저 세상(pecca)’과 ‘이 세상(Idh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저 세상이라 번역된 pecca 는 ‘after death,
死后’의 뜻으로 ‘죽음 이후에’의 의미이다.
15 번의 경우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So socati so
vihaññati)”라 하였다. 여기서 Vihaññati 는 ‘[vi + han + ya] to be
vexed or grieved; suffers hardship, 打たれる, 殺される,
腦害される’의 뜻으로 ‘고통을 겪는다’의 의미이다. 반면 16 번의
경우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한다 (So modati so pamodati)”라 하였다.
여기서 pamodati 는 ‘[pa + mud + a] rejoices; enjoys; is glad, 喜ぶ,
満足する’의 뜻으로 ‘기쁨에 넘친다’의 의미이다.
다른 번역자의 번역을 보면
두 게송에 대하여 다른 번역자의 것을 찾아 보았다. 나까무라하지메역과
거해스님역, 그리고 타닛사로빅쿠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悪いことをした人は、この世で憂え、来世でも憂え、ふたつのところで共
に憂える
彼は自分の行為が汚れているのを見て、憂え、悩む。
善いことをした人は、この世で喜び、来世でも喜び、ふたつのところで共
に喜ぶ。
彼は自分の行為が浄らかなのを見て、喜び、楽しむ。

(Dhp15-16, 나까무라하지메역)

이 세상에서도 그는 비탄에 빠지고
다음 세상에서도 그는 비탄에 빠진다.
이처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 모두에서 괴로움을 겪는다.
그가 더욱 괴로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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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겪으며 자기 악행을 보고 되새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그는 즐거워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그는 즐거워한다.
이처럼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 모두에서 즐거워한다.
그가 더욱 즐거운 것은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선행을 되새기는 것이다.
(Dhp15-16, 거해스님역)

Here

he grieves
he grieves
hereafter.
In both worlds
the wrong-doer grieves.
He grieves, he's afflicted,
seeing the corruption
of his deeds.
Here

he rejoices
he rejoices
hereafter.
In both worlds
the merit-maker rejoices.
He rejoices, is jubilant,
seeing the purity
of his deeds.
(Dhp15-16, 타닛사로빅쿠역)

나까무라하지메역과 타닛사로빅쿠역을 보면 대체로 빠알리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거해스님역을 보면 과도하게 ‘의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빠알리 원문에 실려 있지 않은 “그가 더욱 괴로운
것은” 문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의욕은 본문의 내용을 더 이해
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그럼에도 원문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은 ‘주석적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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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살업자 쭌다와 관련된 이야기(Cundasukarikavatthu)
대게 쌍으로 되어 있는 개송에서는 인연담을 공유한다. 그러나 15 번과
16 번 게송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연담이 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5 번 인연담이다.
15 번 인연담은 돼지도축업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자가하에서 55 년간
돼지를 도살하여 시장에 내다 판 도살업자 쭌다(cunda)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연담 제목이 ‘돼지도살업자쭌다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으로 ‘Cundasukarikavatthu’라 한다.
인연담을 보면 요즘 세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기의 양을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소에 물을 먹이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처럼 속이는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인연담에서는
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기근이 들면 차한대분의 쌀을 싣고 지방으로 가서 한두 되박
분량으로 마을의 돼지새끼를 사서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와 집 뒤에
외양간처럼 한 장소에 던져 넣으면, 그들은 온갖 사료와 분뇨를 먹고
큰다.
그가 돼지를 죽일 때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묶고 고기를 부풀어
오르고 보드랍게 하기 위해 네모난 곤봉으로 때렸다. 그리고 는 돼지의
턱을 강제로 벌리고 입에 쇄기를 박아 넣고 , 동으로 만든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꺼내 목에 붓는다.
뜨거운 물은 돼지의 창자에 들어가 똥을 싸게 하고 뜨거운 똥과 더불어
항문으로 나온다. 돼지의 창자에 조금의 똥이라도 남아 있으면,
오염되고 흐린 물이 나오지만, 돼지의 창자가 깨끗하면,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온다. 나머지 끓는 물은 돼지의 엉덩이에 부어 물이 흐를 때
검은 피부를 벗겨낸다.
마지막으로 돼지의 머리를 날카로운 칼로 자른다. 피가 솟아나오면
그것을 접시에 담는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면서 돼지를 굽는다. 그리고
처자식과 함께 둘러 앉아 그 고기를 먹는다. 만약에 고기가 남으면 내다
판다. 이렇게 그는 오십오년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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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dasukarikavatthu-돼지도살업자쭌다와 관련된 이야기, 게송 15 번
인연담, 전재성님역)

인연담을 보면 돼지도살업자 쭌다의 악행이 상세하게 묘사 되어 있다.
돼지를 도축하여 먹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양을
부풀리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이 비난 받을 만 하다. 이런 쭌다의 행위는
오늘날이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종종 먹거리에 대한 고발프로를 보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소에 물을 먹여 도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검색하여 보니 ‘물먹인 소’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식용동물에 물을
먹이거나 주입하여 몸무게를 늘리는 방법이다. 1969 년 기사로서 살아
있는 소 5 백마리에 강제로 물을 먹여 가축시장에 내 놓은 소장수를
적발하여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동물에 물을 먹여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리고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도축장 주변에서는 이런 불법적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부처님 당시도 있었던 같다. 15 번 게송
인연담에서 돼지 도축업자 쭌다의 적나라한 행위가 이를 잘 알려 준다.
재가불자가 가져서는 안되는 직업 다섯 가지
불교에서는 금하는 직업이 있다. 재가불자가 가져서는 안되는
직업으로서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불자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할 직업은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경전적 근거를 들 수 있다.

Pañcimā bhikkhave, vaṇijjā upāsakena akaraṇīyā. Katamā pañca:
Satthavaṇijjā, sattavaṇijjā, maṃsavaṇijjā, majjavaṇijjā,
visavaṇijjā.
Imā kho bhikkhave, pañca vaṇijjā upāsakena akaraṇīyā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재가의 신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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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무기를 파는 것, 사람을 파는 것, 고기를 파는 것, 술을
파는 것, 독극물을 파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재가의 신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Vaṇijjāsutta-판매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77, 전재성님역)

이것이 불자들이 가져서는 직업에 대한 것이다. 즉 1)무기를 파는 것
(Satthavaṇijjā), 2)사람을 파는 것(sattavaṇijjā), 3)고기를 파는 것
(maṃsavaṇijjā), 4)술을 파는 것(majjavaṇijjā), 5)독극물을 파는 것
(visavaṇijjā) 을 말한다. 문제는 이런 직업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
될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불교가 설자리는?
‘칼장사’의 경우 오늘날 무기중개상, 무기 제작자, 현대전에 필수적인
첨단무기에 대한 프로그래머 등이 해당될 것이다. 특히
‘프로그래머’의 경우처럼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무기제작에 참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칼장사의 범주에 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금한다면 불교에 귀의할 사람이 드믈
것이다. 다음으로 고기장사이다.
‘고기장사’의 범주는 매우 넓다. 옛날에는 도축업자로 한정 되었으나
요즘은 정육점, 다양한 육류 가공업 등으로 확장 됨에 따라 과연
고기장사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마트에서 고기를 파는 행위나 소시지를 만들어 파는 것까지
고기장사로 보아 가져서는 안될 직업으로 분류한다면 불교는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
다섯가지 금하는 직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오계 준수로
볼 수 있으나 현대적 직업 개념으로 보았을 때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다. 특히 고기장사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생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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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마음을 내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나 15 번 게송 인연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 당시 돼지도살업자 쭌다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살아 있는
돼지에 물을 먹여 몸무게를 불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고기장사 하는 사람들이 불법적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고기장사를 하지만 합법적이라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무기장사에 해당되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단지 방어용으로
본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자들이 가져서는 안될 직업 다섯가지에 대하여 그것이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면 그만 두어야 하고, 법과 양심에 비추어 문제
없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여법한 재가신도와 관련된 이야기(Dhammikaupasakavatthu)
16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은 재가신도의 공덕행에 대한 과보이야기이다.
빠알리어로 ‘Dhammikaupasakavatthu’로서 이는 ‘여법한 재가신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이다. 여기서 Dhammika 는 ‘righteous, 如法の,
法師’의 뜻으로 ‘여법한’으로 번역 된다.
그러나 16 번 인연담에서는 담미까에 대하여 ‘A householder of
Sāvatthi who led a very holy life’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담미까는 공덕행을 하는 재가신도의 표상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담미까가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그럼에도 거해스님의 인연담을 보면
‘재가 신자 담미까 이야기’라 하여 담미까가 마치 사람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남자신도를 ‘우빠사까(upasaka)’라 한다. 또 여자신도를
‘우빠시카(upasika)’라 한다. 이를 한자어로 우바새와 우바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청신사와 청신녀라 부른다. 모두 삼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덕행을 하는 불자들을 말한다.

166

인연담에 따르면 사왓티의 여법한(dhammika) 남자신도(upasaka)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백명이나 되는 여법한 우빠사까가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오백명의 담미까들은 정기적으로 대중공양을
하였다. 정기적으로 식권으로 분배 되는 죽, 식권으로 분배 되는 음식,
반월의 음식, 신월의 음식, 초대의 음식, 포살의 음식, 안거의 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아마도 오백명이나 되는 부자들이 돌아 가며
대중공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승가 뿐만 아니라 빈민들에게도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대중공양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TV 를 보면 종종 무료 급식소 이야기가 나온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돋보인다. 노숙자나 밥을 굽는 가난한 노인들이 주 대상이다.
이렇게 무료로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오백명의 담미까도 역시
마찬가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게송에서는 어느 여법한 재가신자의
이야기가 인연담으로 소개 되어 있다.
어느 천상을 선택하였을까?
게송에서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 (Disvā kammavisuddhamattano)”라 하였는데, 여기서 ‘보고’라는 뜻의 ‘disvā’는
‘현재진행형’이다. 무엇을 보았길래 현재진행형일까? 이는 인연담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순간에 여섯 천상계에서 온갖 장식으로 치장한 천 마리의
씬두(sindhu)산 준마가 이끄는 백 오십 요자나 길이의 여섯 수레가
다가왔다. 거기에 서있는 하늘사람들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Dhammikaupasakavatthu-여법한 재가신도와 관련된 이야기, 법구경 16 번
게송인연담, 전재성님역)

재가신도가 본 것은 온갖 치장을 한 천상의 꽃마차 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여섯 대가 온 것이다. 왜 여섯 대일까? 그것은 욕계천상이
‘여섯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 바로 위의 사천왕천(cātu-māharajikā)부터 시작하여 삼십삼천(tāvatiṁsa), 야마천(yā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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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천(tusitā), 화락천(nimmāna-rati), 타화자재천(paranimmita-vasavatti) 이렇게 여섯 천상이다.
그렇다면 임종에 이른 공덕행자는 어떤 천상을 골랐을까? 인연담에
따르면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라고 하였다. 이는
‘도솔천’을 말한다. 도솔천은 깨달은 님들의 부모와 모든 미래의
님들이 사는 곳이라 하였다.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부인이 도솔천에 태어
났고, 미래의 부처님으로 오실 멧떼이야(미륵불)보살 역시 도솔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악행(Pāpa)과 공덕행(puñña)
두 개의 게송은 업과 과보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악행을 하면 악처로
떨어지고, 반면 선행을 하면 천상에 태어난 다는 지극히 당연한
가르침이다. 이와 같은 악인악과와 선인선과는 주로 재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으로 본다. 그래서일까 인연담에 등장하는 인물은 도살업자와
공덕행자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한 두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해 왔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과보는 임종에 이르러 나타나는데 특히 내세에 대한
것이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임종직전에
나타난 업(kamma), 업의 표상(kamma-nimitta), 태어날 곳의 표상(gatinimitta)에 따른 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세상에 살다 죽으면 저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게송에
따르면 임종직전에는 두 곳 모두 경험이 가능함을 말한다. 현생에 지은
업을 회상하면 내세에 태어날 곳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Idha socati pecca socati, dhp15)”라 하였고, 반대로 평생 공덕행을
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Idha
modati pecca modati, dhp16)”라 하였다.
‘악행(Pāpakārī)’ 과 ‘공덕행(Katapuñño)’ 에 대한 내용을 주석을
참고로 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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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Pāpa)
다섯 가지 악행(오계와 반대
되는 것). 또는 열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십악업도)
1)살생, 2)투도, 3)사음,
4)망어, 5)양설, 6)기어,
7)악구, 8)탐욕, 9)진애,
10)사견

공덕행(puñña)
보시, 지계와 같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착하고 건전한 행위
1)보시, 2)지계, 3)수행, 4)공경,
5)봉사, 6)공덕의 회향, 7)전수,
8)공덕의 성취에 대한 즐거운 회상,
9)가르침의 청취, 10)견해의 확립

표에서 악행(Pāpa)은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확장하면 열 가지 악업이 된다. 이는 다름 아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악한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덕행(puñña)은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짓는 착하고 건전한 행위라
하였다. 그런데 열 가지 내용을 보면 십악업과 반대되는 십선업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름아닌
‘십복업사(十福業事)’를 말한다. 세간의 행복을 가져 오는 열가지
공덕행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복업사에 대하여 빠알리어로
‘puññakiriyavatthu’라 한다.
재가불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 십복업사(十福業事)
십복업사는 재가불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그렇다면 십복업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지난 2013 년 ‘테라와다 불교 신행과 실천
수행 세미나(2013 년 11 월 23 일,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 2 층
국제회의실)’에서 이자랑 교수의 논문 ‘한국불자의 신행과 역할’을
참고 하여 표를 만들었다.

No
1

주석서
보시

2

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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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
보시
(dana)
계
(sila)

내 용(UJ)
보시하기 전에는 기뻐하고, 줄 때는
마음이 청정하며, 주고나서는 만족해야
함
오계수지

3

수행

4

공경

5

봉사

작무
(veyyavacca)

6

공덕의 회향

공덕의 시여
(pattidana)

7

전수

8

공덕의
성취에 대한
즐거운 회상
가르침의
청취

공덕의 수희
(pattanumodana)
문법
(聞法,
dhammadavana)
설법
(dhammadesana)

9

10

견해의 확립

수행
(bhavana)
공경
(apacayana)

견정업
(見正業,
ditthijjukamma)

범부의 종성을 버리고 성자의 종성을
얻기전까지 수행함
나이가 많거나 덕이 있어 공양할 만한
사람, 혹은 스승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지
수행자나 성직자 혹은 연장자를 위해
여러가지 의무행을 하거나, 혹은 병자를
간호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의 등불이 수 많은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듯이, 다른 이에게 공덕을 주어도
자신의 복은 쇠퇴 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증대됨
질투하는 일 없이 함께 기뻐 하는 의지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청정한 마음에 의해 이익이
되는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의지
이익이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숙지한 가르침이 해탈의 원인이 될 것을
목적으로 설법을 지속하는 자의 의지
‘보시는 공덕이 있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발생한 정견에 의해 견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

법구경 각주에 표기된 용어와 UJ(Upasakajanalankara)를 번역한 용어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UJ 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성자의 족성을 얻는 것
표에서 세 번째 항을 보면 수행(bhavana)이 있다. 내용을 보면 ‘범부의
종성을 버리고 성자의 종성을 얻기 전까지 수행함’이라 되어 있다.
이는 무슨 말일까? 다름 아닌 ‘계보’를 바꾼다는 것이다. 옛날
상놈에서 양반으로 족보가 바뀌듯이 수행을 통하여 범부에서 ‘성자의
족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출재가 할 것 없이 누구나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열반을 성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윤회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UJ 에서도 “40 개의
명상주제와 온(溫) 등의 4 지(地)에 대해 수행하고 사유함으로써 발생한
안지(appanna)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종성을 마지막으로 하는 의지가
수행이다.”라고 함으로써 재가자도 수행을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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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불자일지라도 누구나 수행을 통하여 사쌍팔배의 성자의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승리자
게송에서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dhp15)”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패배자’를 말한다. 악행을 지어 임종직전에 자신이 지은 업의
더러움을 보았을 때 이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를 뜻한다. 또 임종직전에
태어날 곳의 표상이 악처인 것을 보고 통탄에 빠진 다면 저 세상에서
패배자를 뜻한다. 이렇게 악행을 평생동안 저지른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양 세상에서 패배자이다.
게송에서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기뻐하니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dhp16)”라 하였다. 이는 ‘승리자’를
뜻한다. 평생 공덕행을 지어 임종직전에 이르러 자신이 지은 업의
청정함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임종직전에 태어날 곳의 표상을 보고 환희 하였다면 그는 또한 저
세상의 승리자이다. 그래서 UJ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실천도는
현세와 내세로 일컬어 지는 두 세계에서
형벌과 악취의 두려움을 부수어버렸기 때문에
‘ 두 세계의 승리’라 부른다. (UJ.p225)

2014-04-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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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내일이 될지 오십년후가 될지 아무도”
수백명이 식사 하는 곳이 카페테리아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몰리지만 가정식 식단을 기대하기 힘들다. 점식식사를 하던 중에
‘칠레지진’ 사태에 대한 보도를 보았다. 전문가의 이야기 중에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서 스마트폰에 담았다. 메모기능이 있어서 터치하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기구가 없을 때 스마트폰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지진전문가에 따르면 “이곳에 진도 8 이상의 강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진이 내일이 될지 오십년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라 하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의 운명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만약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내일 온다면 아마도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50 년후에 온다면 평화롭게 한 평생 살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지진지역의 경우 강진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종말과도 같은 지진이 틀림없이 온다는 사실이다. 다만 내일이
될지 오십년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강진이 언젠가는 온다는 그
사실자체만은 분명한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운명 또한 지진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일 올지 오십년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패러디하여
말할 수 있다.
두 종류의 대조적인 삶
법구경 17 번과 18 번 게송은 이전의 15 번과 6 번 게송과 같은 맥락이다.
정형구에서 단지 단어와 몇 개의 구절만 바꾼 형태이다. 그래서
15 번부터 18 번까지 네 개의 게송을 한묶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네 개의 게송은 공통적으로 ‘임종’과 관련 되어 있다. 한평생 삶과
그에 따른 과보에 대한 것이다. 서로 쌍으로 되어 있는 17 번과 18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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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a tappati pecca tappati, 이다 땁빠띠 뼷짜 땁빠띠
Pāpakārī ubhayattha tappati, 빠빠까리 우바얏타 땁빠띠
“Pāpaṃ me katan”-ti tappati,
빠빵 메 까딴 띠 땁빠띠
Bhiyyo tappati duggatiṃ gato.
비이요 땁빠띠 둑가띵 가또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괴로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한다.
‘내가 악을 지었다’고 후회하고
나쁜 곳에 떨어져 한층 더 고통스러워 한다. (dhp17)

Idha nandati pecca nandati, 이다 난다띠 뻿짜 난다띠
Katapuñño ubhayattha nandati,
까따뿐뇨 우바얏타 난다띠
“Puññaṃ me katan”-ti nandati, 뿐냥 메 까딴 띠 난다띠
Bhiyyo nandati suggatiṃ gato.
비이요 난다띠 숙가띵 가또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
‘내가 선을 지었다’고 환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한다. (dh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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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에서 땁바띠(tappati)와 난다띠(nandati)는 쌍으로 되어 있다.
Tappati 는 to burn, to be tormented, 燃燒, 焼ける, 苦しむ, 惱む’의
뜻으로 ‘타는 듯한 괴로움’을 말한다. 반면 nandati 는 ‘is glad;
rejoices, 喜, 歡喜’의 뜻으로 ‘즐거움’을 말한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7 번 게송에서는 나쁜 곳에 떨어져 더욱더(Bhiyyo) 괴로워 할
것이라 하였고, 18 번 게송에서는 좋은 곳에서 더욱더 환희 할 것이라
하였다.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15 번에서 18 번까지 한묶음으로 보았을 때 대조 되는 말이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게송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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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악행
Pāpakārī
업의 더러움
kiliṭṭham
선행
Katapuñño
업의 청정함
kammavisuddham

위

과 보
두곳에서 슬퍼함
ubhayattha socati
비탄과 통탄에 빠짐
So socati so vihaññati
두곳에서 기뻐함
ubhayattha modati
기뻐하고 환희함
So modati so pamodati

17
18

“내가 악을 지었다”
Pāpaṃ me katan
“내가 선을 지었다”
Puññaṃ me katan

나쁜 곳에 떨어짐
duggatiṃ gato
좋은 곳으로 감
suggatiṃ gato

표를 보면 분명하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악행과 선행,
그리고 업의 더러움과 업의 청정함, 나쁜 곳과 좋은 곳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열등감에 가득찬 데와닷따
지금 임종을 맞이 하여 과거를 회상하여 보았을 때 자신의 일생에서
악행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떨 것임에 틀림 없다. 자신이
지은 행위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악을
지었다”라고 후회하면서 나쁜 곳 즉, 악처에 떨어질 줄 아는 것이다.
이는 게송 17 번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알 수 있다.
게송 17 번에 대한 인연담은 데와닷따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과
사촌으로서 사끼야족의 왕자이었던 데와닷따의 악행에 대한 것이
인연담으로 소개 되어 있다.
인연담에 따르면 데와닷따가 저지른 악행은 크게 네 가지이다.
아자따삿뚜를 교사하여 왕의 죽음을 교사하고, 부처님을 죽이도록
사람을 고용하고, 바위조각을 던지고, 코끼리 날라기리를 풀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데와닷따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열등감이 원인이라 본다.
데와닷따가 출가할 당시 사끼야족의 왕자들도 함께 출가 하였다.
데와닷따가 밧디야, 아누룻다, 아난다, 바구, 낌발라와 함께 왕족으로서
출가하였지만 다른 왕족과 달리 흐름에 드는 경지를 성취하지도
못하였고 이득과 명성도 얻지 못하였다. 다만 범부로서 신통력을 얻었을
뿐이다.
이처럼 열등감에 가득찬 데와닷따는 이득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아자따삿뚜를 사주한다. 아자따삿뚜를 교사하여 “그대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나는 세존을 죽이고 부처가 될 것입니다.”라고
일종의 쿠데타 모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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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따삿뚜는 실행에 옮겨 쿠데타가 성공한다. 그러나 데와닷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실패로 돌아 간다. 깃자꾸따 산에 올라가
바위조각을 부수어 던졌으나 부처님 몸에 가벼운 상처만 주었을 뿐이다.
코끼리 날라기리를 풀어 놓았으나 코끼르는 부처님 앞에서 멈추었을
뿐이다. 이렇게 데와밧따는 틈만 나면 부처님을 해꼬지 하고 죽이려
하였다.
부처님과 만난 인연(因緣)으로
악행만 일삼은 데와닷따의 최후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인연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 하여 놓았다.

데바닷따는 들것에서 일어나 두 발을 땅바닥에 내려 놓고 앉았다.
그러자 그의 발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차츰 발목을 비롯해서 무릎,
엉덩이, 가슴, 목까지 가라 앉았다. 마지막으로 땅위에 턱이 남았을
때에 그는 ‘이 뼈들과 이 생명으로 나는 부처님, 인간 가운데 뛰어나신
님, 신들의 초월신, 인간을 길들이는 님, 모든 것을 보는 님, 백가지
덕성을 갖춘 님께 귀의 합니다.’라고 시를 읊었다.
여래는 사실상 ‘만약 그가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있었으면, 중대한
죄악을 저지른 만큼,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지만, 그가 출가했기 때문에, 중대한 죄악을 저지른 것에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백천 겁이
끝날 무렵 데바닷따는 아띳사라라는 연각불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데바닷따를 출가시켰었다.
한편 데바닷따가 땅 속에 가라앉을 때,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그는 이와
같이 ‘그가 부동의 부처님께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부동으로 괴로워해야
한다.’라고 괴로움을 겪었다.
(Devadattavatthu-데바닷따와 관련된 이야기. 17 번 게송 인연담,
전재성님역)

승단의 분열을 꾀한 데와닷따는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그런데 인연담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에게 귀의한 시를 읊고 있다. 그래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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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데와닷따가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지옥고를 겪고 난후
‘연각불’이 될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만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불교에서는 ‘인연(因緣)’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법화경 방편품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아이들 장난으로
풀 나무 붓이거나
혹은 꼬챙이로
부처님 모양 그린 이들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
공덕을 점점 쌓아
큰 자비심을 갖추어 모두 성불하였나니
(법화경 방편품)

아이들이 모래 밭에서 놀 때 여러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한아이가 막대기로 부처님 형상을 그렸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비록 아이가
장난으로 부처님형상을 그렸다고 할지라도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성불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화경 방편품 게송을 보면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다 이미 성불했고”라 하였다.
부처님 찬탄 게송 한마디만 해도 이미 성불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찬탄하는 게송 그 한마디가 인연이 되어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불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방편품에서는 마음이 산란하여 꽃 한송이 바친 것이나 어떤 사람이
불상 앞에서 합장하기 위하여 손 한번 들어도 성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누군가 술을 마시고 법당에 들어가 합장하며
“부처님”하며 횡설수설 해도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성불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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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작은 행위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작은 인연으로 인하여 언젠가 불도를 이루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블로그로 인연을 맺었다면
그런데 어떤 스님은 불교방송에서 법문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이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고를 받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자신과 만남에 따른
인연으로 지옥고를 겪고 난 후 성불할 것이라 하였다.
누구라도 불교와 작은 인연을 맺었다면 이는 결국 성불로 갈 것이라
한다. 비록그가 승단을 비방하여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교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인하여 결국 모두 성불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화경 방편품과 어느 스님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법구경 17 번 게송에서 인연담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데와닷따가
승단분열을 조장하는 중죄를 짓고 아비지옥에 떨어졌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세월이 지난 후 연각불이
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화경에서 방편품에서
말하는 작은 인연이야기는 이미 초기불교에서 회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건 작건 불교와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이 씨가 되어 언젠가 크게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터넷시대에 블로그를 방문한
네티즌들 역시 인연을 맺은 것이다. 불자가 아닌 타종교인이라도 이
블로그를 통하여 인연을 맺었다면 그 인연공덕으로 언젠가 불자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무관하게 앞서 가는 것
18 번 게송의 인연담은 ‘공덕행’에 대한 것이다. 인연담은 ‘여인
쑤마나와 관련된 이야기(Sumanadevivatthu)’이다. 수마나는
아나타삔디까의 막내딸인데 아버지처럼 보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선업공덕을 쌓은 수마나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자신에게 ‘아우’라고 말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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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부처님에 말하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그대가 그녀의 아우였기 때문입니다. 장자여, 그대가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하였으나 그녀는 한 번 돌아오는 경지를 성취해서 길과 경지에서
그대의 딸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딸은 길과 경지에서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Sumanadevivatthu- 여인 쑤마나와 관련된 이야기, 게송 18 번 인연담,
전재성님역)

흔히 사람이 죽는데 있어서 순서가 없다고 한다. 일찍 태어났어도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출세에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열의 차이가 생겨서 지위가 달라진다. 심지어 후배가 발탁인사를
통해 앞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신 보다 지위가 높았을 때
나이와 관계 없이 대우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인연담에서 아버지 아타타삔띠까는 ‘흐름에 든 경지’라 하였으니
‘수다원’이다. 그런데 딸인 수마나의 경우 ‘한번 돌아오는 경지’라
하였으니 ‘사다함’이다. 도와 과의 경지에서 본다면 딸이 아버지 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마나가 죽을 때 아버지에게
‘아우’라 한 것이다. 헛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과의 경지에서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앞서 가는데 있어서 나이와
무관한 것이다.
역전된 스승과 제자 이야기
도와 과의 경지에서 비록 나이가 적어도 장로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라한이 되었다면 장로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예가 청정도론에 있다.

여기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딸랑가라에 주하던 담마딘나 장로는
무애해를 증득하였고, 번뇌가 다한 대인이었고, 큰 비구대중의
지도자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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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은 어느 날 자신이 낮 동안에 머무는 장소에 앉아서 '웃짜왈리까에
주하시는 우리의 스승이신 마하나가 장로께서 사문의 할 일을 해
마치셨을까 아닐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아직 범부임을 보고 '내가
가지 않으면 범부로서 일생을 마치실 것이다'라고 알고는 신통으로
허공을 날라 낮 동안에 머무는 장소에 앉아계시는 스승의 곁에
내려앉았다.
절을 올리고 의무를 행한 뒤 한 옆에 앉았다.
'담마닌다여, 어떻게 이렇게 때 아닌 때에 왔는가?'
'스승님이시여, 질문을 드리려 왔습니다.'
'물어보게. 아는 대로 대답하겠네.'라고 스승이 대답하자 그는 천
가지나 되는 질문을 하였다.
장로는 묻는 것마다 걸림 없이 대답했다.
'스승님이시여, 스승님의 지혜는 매우 깊습니다. 언제 이 법을
증득하셨습니까?'
'60 년 전에 증득하였네.'
'스승님이시여, 삼매를 닦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네.'
'스승님이시여, 그렇다면 한 마리의 코끼리를 만들어 주시길 청합니다.'
스승은 흰 코끼리를 만들었다.
'스승님이시여, 이제 이 코끼리가 귀를 치켜세우고, 꼬리를 뻗쳐서,
코를 입에다 박고,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스승님을 향하여
달려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스승은 그렇게 만든 뒤 힘껏 달려오는 코끼리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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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 다한 장로는 손을 펴서 스승의 가사 자락을 붙잡고서
'스승님이시여, 번뇌 다한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
스승은 그때 자신이 범부임을 알고서 '담마딘나여, 나를 좀
도와주시게.'라고 말하고서 그의 발아래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이시여, 스승님을 도와드려야지 하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명상주제를 설했다.
장로는 명상주제를 들고 경행처에 올라 세 번째 발걸음에 이르러 최상의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스승은 성을 잘 내는 성미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구들은 광명 때문에 흔들린다.
(청정도론, 제 20 장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111113 절)

역전된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자가 먼저 아라한이 된
케이스다. 그러나 스승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자 제자가
스승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이야기이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 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나를 좀 도와주시게”라고 말하며 제자의 발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일지라도 제자가 먼저
깨달으면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 상하고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두 가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 지금 이 젊음이 지금 이 청춘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행복이 또한 영원하게 계속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어느 누구도 이 젊음과 청춘, 그리고 행복이 영원히 계속
되게 하기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서 죽어야지”라는 말이다. 특히 TV 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조손(祖孫)가정’에서 할머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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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죽어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바램일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죽게 되면
미안하지만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원주의 아니면 허무주의이다. 지금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영원주의와 지금 이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픈
허무주의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 그래서 죽으면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천국을 바라고, 또 죽으면 남는 것이 없다는 ‘단멸’로 본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삿된
견해로 보기 때문이다. 죽는다고 하여 영원히 산다거나 단멸한다고 하는
견해는 모두 ‘연기법’에 어긋난다. 자신이 지은 행위가 남아 있는 한
미안하지만 내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지막지한 누적의 힘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100 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있어서
기대수명이 80 대라 하지만 이는 그 때 가보야 알 수 없다. 마치
지진학자가 “이곳에 진도 8 이상의 강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진이
내일이 될지 오십년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였듯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일 올지 오십년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지각판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듯이 땅속 밑에 있는 지각판도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비록 그 움직임이 매우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움직임이 누적 될수록 엄청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알고 있는 지진학자는 지진지역에서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오는 듯한 진도 8 이상의 대지진이 틀림 없이 올 것이라 한다. 다만
내일이 될지 오십년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은 매일 업을 지으며 살아 간다. 그런데 그 업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어느 때 인가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치 돈을 은행에
매일 일정 금액 예금하면 이자가 붙고 더구나 ‘복리’로 계산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또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일어나듯이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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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매일매일 누적되고 쌓이고
쌓인다면 임종순간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업이
반대로
작용할
힘으로

누적되면 원금에 복리가 붙어 커다란 금액이 되는 것 같고,
악업이 누적되면 작은 피로가 쌓여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이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임종순간에 태어 날 곳을 결정하게 하는
작용한다.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p.p)”
임종순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라도 죽고 나면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 까닥 할
수 없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자라도 죽은 순간 가져 가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만 가져 간다.
임종순간에는 지난 과거의 악업과 선업이 ‘성적표’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임종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신이 지은 행위를 보면서 오로지 내생의 과보만 받을 순간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임종순간이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완료분사형
‘should have p.p’로 표현 해 보았자 이미 늦은 것이다.
임종에 이르러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 (dhp15)”라고 생각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인생의 패배자로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악처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악을 지었다’고 후회하고 나쁜 곳에 떨어져 한층 더 고통스러워 한다.
(dhp17)”라 하였다.
반면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한다.
(dhp16)”라고 하였을 때 이는 인생을 성공으로 산 것이다. 인생의
승리자로서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선처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을 지었다’고 환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한다. (dhp18)”라 하였다.
이렇게 법구경에서는 임종순간에 있어서 현생의 삶과 내생의 삶 이렇게
두 세상의 삶을 동시에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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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악업을 소멸할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회’와
유사한 것이다. 자신의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신앞에서 회계하고 나면 천국에 태어 날 수 있음을
말한다. 불교에는 참회가 있다. 역시 자신의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함을 말한다.
이렇게 회개 하고 참회 한다고 하여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 한번
지은 행위는 과보를 받지 않는 결코 소멸 되지 않는다. 비록 회개하고
참회한다고 하여 지었던 악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악행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악업을 소멸하기 위한 더 큰 공덕행을 지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소금덩어리의
경(A3.99)’에서와 같이 갠지스강에 소금덩이를 넣으면 짠 맛이 나지
않듯이, 강물 같은 공덕을 지었을 때 과거에 지은 악행이 ‘묽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에 이르러 회개하거나 참회 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이다. 평소에 공덕행을 쌓아야 한다.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
지금 40 대라면 기대수명이 80 대이므로 앞으로 살날이 40 년 가량
남았다. 이 40 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즐거움만 누리다 갈 것인가? 마치 매일매일 저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40 년 후가 되면 원금에다 복리를 합한 것 만큼 큰
금액이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선업을 쌓는다면 마치 40 년 후에는
엄청난 공덕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선업공덕을
쌓을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명상
기대수명이 있긴 하지만 기대수명대로 사는 것을 누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동안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누적된 업의 힘’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그야말로 죽음이 내일이 될지 삽십년 후가 될지 사십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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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승들이여, 이 수행승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이와 같이
‘내가 하루 밤낮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닦는다.
2.
수행승들이여, 이 수행승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이와 같이
‘내가 하루 낮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닦는다.
3.
수행승들이여, 이 수행승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이와 같이
‘내가 한끼 탁발음식을 먹는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닦는다.
4.
수행승들이여, 이 수행승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이와 같이
‘내가 네 다섯모금을 씹어 삼키는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닦는다.
5.
수행승들이여, 이 수행승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이와 같이
‘내가 한모금을 씹어 삼키는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닦는다.
6.
수행승들이여, 이 수행승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이와 같이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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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ṭhama maraṇasati sutta-죽음에 대한 새김의 경 1, 앙굿따라니까야
A6:19,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여섯 가지 케이스가 있다. 가장 긴 것이 첫 번째 항목인 하루
밤과 하루 낮이다. 단 하루 살더라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한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단 하루 동안 살수도
있음을 말씀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후 말씀 에서는 점점 짧아 진다. 그래서 하루 낮 동안으로,
그리고 한끼 먹을 동안으로, 다섯 모금을 삼킬 동안으로, 한모금을 삼킬
동안으로 짧아 진다. 최종적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 쉬는 동안으로 짧아
진다.
사람이 숨을 들이 쉬었다고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상태를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숨을 내쉬고 들이 쉬는 동안에도
‘정신활동’을 기울이라 하였다. 이는 임종순간에도 ‘알아차리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였를 때 다시는 몸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인간의 수명은 보장 되지 않는다. 천상처럼 ‘복’과 ‘수명’이 보장
되지 않음을 말한다. 따라서 ‘누적된 업의 힘’이 작용하였을 때
죽음이 내일이 될지 수십년 후가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 보았을 때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다면 죽음은 두려울 것임에
틀림 없다. 특히 자신의 업에서 더러움을 보았을 때이다. 그런 업은
하루 이틀 또는 일이년에 형성된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일생동안
형성된 것이다. 아니 이 생 이전에 수 없는 전생에 형성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 업이 누적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 할 것이다.
사람들은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업’대로 산다고 하였다. 업이
누적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누적 되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네 가지 힘 중에 ‘중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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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다. 그런데 중력이 누적되면 ‘블랙홀’을 만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력은 우주를 수축시키고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매일 짓고 있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짓고 있는 업이 비록 미약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축적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자신을 집어 삼켜버릴지 모른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치 임종순간에 지나간 일생을 회상하듯이 오늘
하루를 돌아 보아야 한다. 만일 오늘 하루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았다 (Disvā kammavisuddham-attano, dhp16)”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는 승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과 같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갈 때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2014-04-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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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아동학대 행위
칠곡모녀 사건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숨진 아동을 누가 얼마나
때렸는가에 대한 것이다. 8 살 짜리가 11 살 언니에게 맞아 죽어
숨졌다고 발표 되었으나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계모에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계모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이 어린 아이를 학대한 결과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동학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행위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직접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에서 그러한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이 물리적인 폭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방치하는 것도 일종의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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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비정상적인 부모에게
있다고 한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친자가 아닐 경우도 이에 해당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계모나 계부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 이 경우 역시 비정상적인 부모에 해당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결과라 본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가 학대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똥 오줌을 못 가릴 때, 그리고 문제행동을보이는
아동에게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장애아나 기형아 등 양육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 될 때 학대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유기로 분류 할
수 있다.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이라 한다.
예를 들어 똥 오줌을 못 가리는 아이에게 야단쳐서 주눅 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아이는 특정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는 행동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해야만 학대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모욕 주는 행위나 방치 하는 행위 역시 학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동을 학대 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될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저질러 짐을 알 수 있다.
학대로 쾌감을 느끼는 자들
학대는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이런 학대는 일종의 ‘분노’가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로 표출 된 것이 타자를 괴롭히는
가혹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하면 할수록 분노는 더욱 더 상승된다는 것이다. 마치 싸울
때 피를 보면 흥분하듯이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약자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일종의 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는 “뿌리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분노(Kodhassa
visamūlassa madhuraggassa, S1.71)”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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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madhuraggassa’에 대하여
‘분노에 수반되는 쾌감’이라 하였다. 이는 madhuraggassa 가
madhura+agga 로 분해 되는데, madhura 가 ‘sweet, 蜜の如き, 甘き’의
뜻으로 ‘달콤하다’는 뜻이고, agga 는 ‘the highest; the top-most,
最高的，顶端’의 뜻으로 ‘꼭대기’를 뜻한다. 따라서 madhuraggassa 는
‘꼭대기에 있는 꿀과 같이 달콤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분노(Kodha)’라는 것이 분노의 뿌리(mūla)에는 독(visa)이
있지만 꼭대기에는 쾌감(madhura)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자에 대하여
분노함으로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마음속에 분노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분노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분노가
일어나 쾌감을 느끼는데 이를 그 쾌감이 마치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성도착증환자인 ‘사디스트(sadist)’에게서도
볼 수 있다.
사디스트는 성적대상을 학대함으로써 성적쾌감을 얻는 ‘이상성욕자’를
말한다. 성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워 하는
상대방을 보면 볼수록 쾌감을 느끼는 자가 사디스트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변태인 사디스트적 속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한다거나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면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하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고
학대의 대상은 다양하다. 대부분 자신 보다 힘이 약한 자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약자에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데 가하면
가할수록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격노하였다든가, 사장이
진노할 경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한다. 권력자들은 이런 모습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호통치고 무안을 주고
망신을 줌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가학적인 행위가 성적 대상에게 나타나면 사디스트가 되고,
아동에게 나타나면 아동학대가 된다. 이처럼 학대는 강자가 약자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분노함으로써 나타나는데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하면 그와 수반하여
즐거움이 일어나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면 ‘때리는 즐거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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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자기학대)하는 자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자학’이라 한다. 상대에게 가학당함으로써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성적대상에게 학대 당하였다면 이를 ‘마조히스트’라
한다.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아이고”하며 슬피우는 것 역시 자학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울음이 울음을 유발하여 울게 되는데 일종의
자신의 ‘신세한탄’이라 볼 수 있고 ‘한풀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울음이 울음을 유발하는 것은 자신이 울고 싶어서 울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울음을 즐긴다고 볼 수 있고 울음으로서 일종의 쾌감을 맛본다고
볼 수 있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 한
왜 사람들은 상대방을 학대함으로써 얻는 쾌감이 얻고, 또 자신을
스스로 학대함으로써 얻는 쾌감을 얻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마음에
분노의 뿌리가 있고 이를 즐기는 쾌감이 있기 때문이다. 분노의 뿌리가
있는 한 분노에 분노함으로써 달콤한 쾌감을 맛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욕먹은 자를 다시 욕보이며 쾌감을 얻고,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면서
때리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싱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리며 쾌감을 느끼는 것은 갈애에 기인한다. 계속
때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말한다.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것
역시 즐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울고 싶어 하는 갈애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학하는 자나 가학을 받는 자 모두 갈애로 인하여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가학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미움’이다. 미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학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피를 보면 볼수록 흥분한다는 말이 있듯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갈애가 생겨 더욱 더 확대 되고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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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자신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무능한 대상에게 발생된다. 자신
보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상대에게는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가학하는 자는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
준다.
자신 보다 저열하면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신 보다 뛰어나면 우러러
보고 받드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학대하는 자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고 본다. 그 바탕에는 항상 미움, 분노, 혐오 등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모두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이다.
악마와 같이 추한 모습
학대당하는 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등한 자가 대상이 된다. 이런
열등한 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상행동을 하였을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구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가학자와 가학을 당하는 자는 둘로 뚜렷이 구분된다. 가학자는
가학함으로써 분풀이를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불가항력
적이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학행위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결과로 된다.
이런 악행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얼굴모습은 악마와 같이 추한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이다. 미움, 증오, 경멸 등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학대하는 것은 비불교적 행위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움에 뿌리를 둔 마음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전환하는가? 그것은 미움과 반대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다름 아닌 자애이다.
성냄(미움, 분노)의 허물을 먼저 알아야
자애와 미움(분노)은 서로 상대적이다. 분노를 죽이면 자애가 되고,
자애를 죽이면 미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애에 대하여 알려면
먼저 성냄(미움, 분노)의 허물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192

청정도론에서는 앙굿따라니까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도반이여,
성내거나, 성냄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성냄에] 시달릴 때 생명조차 앗아간다(A.i.216)”
(청정도론 제 9 장 거룩한 마음가짐 138p, 대림스님역)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상대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격분하여 살인이 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격분하여 한대 때린 것이 죽음으로
연결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음에도 살인을 한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격분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
왜 번역차이가 날까?
청정도론에서 성냄의 허물에 대한 근거로서 ‘A.i.216’라 하였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1 권 216 페이지를 말한다. PTS 본 기준이다. 이를 찾아
보니 앙굿따라니까야 ‘찬나의 경(A3.71)’이다. 해당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Duṭṭho kho āvuso dosena
abhibhūto pariyādinnacitto
kāyena duccaritaṃ carati, vācāya duccaritaṃ carati, manasā
duccaritaṃ carati.
벗이여, 성냄으로 인해 분노하고,
성냄에 정복되고, 마음이 사로잡히면,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를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합니다.
(Channasutta-찬나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7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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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에서 5 세기 붓다고사가 인용한 문구와 우리말로 번역된
빠알리니까야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생명조차
앗아간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A.i.216 에는 이 말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신구의 삼업으로 “악행을 합니다. (duccaritaṃ carati)”라는
문구가 보인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빅쿠냐나몰리의
영역을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다음과 같다.

“Friends, when a man hates,
is a prey to hate
and his mind is obsessed by hate,
he kills living things, and …” (A I 216).
(빅쿠 냐나몰리역, CHAPTER IX, LOVING-KINDNESS)

번역해 보면 “친구여, 어떤 사람이 증오할 때, 증오함으로 먹이가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은 증오에 사로잡히고, 그는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5 세기의 붓다고사는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는 찬나의
경의 문구를 올바로 표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낼 수 있다. 찬나의
경 그 어디에도 붓다고사가 표현한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인다’는
표현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서 제공되는 청정도론 빠알리 원문을 찾아 보았다.
해당부분을 찾아 보니 다음과 같다.

“duṭṭho kho, āvuso,
dosena abhibhūto
pariyādiṇṇacitto
pāṇampi hanatī”
(PCED194, 9. Visuddhimaggo, Brahmavihāranidd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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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 문구를 보니 “duṭṭho kho, āvuso, dosena abhibhūto
pariyādiṇṇacitto” 부분은 PTS 본과 같다. 그러나 ‘pāṇampi
hanatī’가 차이난다.
문구에서 pāṇa 가 ‘life; breath’로서 생명을 뜻하고, hanatī 가
‘kills; strikes; injures’의 뜻이다. 따라서 ‘pāṇampi hanatī’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된다.
하지만 PTS 본에는 이런 문구가 없고 그대신 신체적으로( kāyena)
언어적으로(vācāya) 정신적으로(manasā) “악행을 한다 (duccaritaṃ
carati)”라고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붓다고사가 경을 자의적으로 바꾸었거나, 잘못
인용하였거나, 그 때 당시 경의 내용과 현재의 PTS 본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한다.
중요한 사실은 성내는 것이 신구의 악업을 짓는 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살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
격분하면 우발적살인을 불러 올 수 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
응수를
사태만
뿐이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기가 쉽지 않다. 곧바로
하든가 제압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화내는 이에게 화내면 화만 더욱 돋을
때문이다.

피는 피를 부르고 증오는 미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건 말건 관여치 않는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은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피함으로써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업대로’ 살기 때문에 좋으면 욕심부리고 싫으면 밀쳐
내며 성을 낸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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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사소한 것에도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낸다. 더구나 자신 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기 일쑤이다. 그래서 대부분
학대는 자신 보다 약한자,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다.
분노의 표출은 바탕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탐진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비를 기대하기란 좀처럼
힘들다.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성냄이 뿌리박은 마음, 어리석은 뿌리
박은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자에게 자애나 연민 등
착하고 건전한 마음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사랑’을 이야기 하고 ‘자비’를
이야기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어머니가 외아들 대하듯
자애의 마음을 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랑도 탐진치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성인에게나 사랑이니 자애이니 하는
말들이 필요할 지 몰라도 탐욕으로 성냄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자애를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먹혀 들어 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자신을 사랑하라!”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 줄 말이 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어머니가 외아들 대하듯 자애의 마음을
내라” 등의 ‘사랑타령’이 아니다. 가장 먼저 “자기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은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되기 때문이다.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백번 천번 이야기 해 보았자 먹혀 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적으로 알고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Sabbā disā anuparigamma cetasā
Nevajjhagā piyataramattanā kvaci,
Evaṃ piyo puthu attā paresaṃ
Tasmā na hiṃse paraṃ attakām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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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런 님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신을 위해 남을 헤쳐서는 안되리.”
(말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8, 전재성님역)

Jasmine

빠세나디왕이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왕비는
예상을 깨고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오늘날
“당신 나 사랑해?”라며 사랑을 확인 할 때 “하늘만큼 땅 만큼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부처님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현명한 말리까왕비는 빠세나디왕의 ‘사랑확인’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게송에서 “자신을 위해 남을 헤쳐서는 안되리. (Tasmā na hiṃse paraṃ
attakāmoti)”라하였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남을 헤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도 역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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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가르침은 그 어떤 종교나 사상에서도 볼 수 없다. 타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부처님은 “나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타종교와 차별화 된다.
자신을 ‘적(敵)’으로 여기는 자들
부처님은 왜 자기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Evametaṃ mahārāja, evametaṃ mahārāja, ye hi keci mahārāja, kāyena
duccaritaṃ caranti, vācāya duccaritaṃ caranti, manasā duccaritaṃ
caranti, tesaṃ appiyo attā.
Kiñcāpi te evaṃ vadeyyuṃ, "piyo no attā"ti. Atha kho tesaṃ appiyo
attā. Taṃ kissa hetu: yaṃ hi mahārāja, appiyo appiyassa kareyya,
taṃ te attanāva attano karonti. Tasmā tesaṃ appiyo attā.

[세존]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신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며 정신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Piyasutta-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1-4), 전재성님역)

타인 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처님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 하신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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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악행으로 인하여 과보를 받게 되었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악행을 서슴없이 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을 원수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자에게 타인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자애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해
보았자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 하다. 성냄이 바탕이 깔려 있는 자에게
자애의 마음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자에게 타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보다 가장 먼저 해 주어야 할 말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이다.
자신을 사랑함으로서 마음속에 깔려 있는 분노의 마음을 자애의
마음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애의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타인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순서이다.
청정도론에서는 자애의 마음을 내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를 자애로
가득 채워야 한다. (Vsm9.11)”라 하였다. 그 다음에 자애를 쉽게
일으키기 위해 좋아 하고 마음에 들고 공경하는 스승이나 이에 필적할
만한 분을 자애로 가득채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함을 말한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Ye ca kho keci mahārāja, kāyena sucaritaṃ caranti, vācāya
sucaritaṃ caranti, manasā sucaritaṃ caranti, tesaṃ piyo attā.
Kiñcāpi te evaṃ cadeyyuṃ "appiyo no attāti", atha kho tesaṃ piyo
attā. Taṃ kissa hetu: yaṃ hi mahārāja, piyo piyassa kareyya, taṃ
te attanāva attano karonti. Tasmā tesaṃ piyo att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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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어떤 사람들이든 신체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며 정신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Piyasutta-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1-4), 전재성님역)

경을 보면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신구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신을 ‘친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업을 짓는다. 선업을 짓는 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절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이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서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라 한 것이다.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명백하다.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짓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따라서
자신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자신은 자기자신의 ‘적’이 된다. 반면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을 짓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따라서
자신을 친구로 삼기 때문에 자기자신은 자신의 ‘친구’가 된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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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삼업
내용

관계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을
짓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함.
자기자신은 자기자신의
친구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짓는
자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함.
자기자신은 자기자신의 적

표를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친구’이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적’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을
서슴없이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나쁜 결과를
신체적으로 살인, 도둑질, 음행을 서슴지 않고
적으로 여긴다면 거짓말, 해코지 하는 말 등을

할까? 어떤 행동이든지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할 것이다. 또 자신을
서슴없이 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든 범죄행위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방송과 매스컴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든가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라고 말해 보았자 일부 사람들에게 호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뭇삶들 대부분은 탐진치에 절어서 살기 때문에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지금 여기에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라는
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도소 등에서 교화 할 때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말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든가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람들에게 호소한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여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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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못하는
본다면
때문에

먼저 사랑하였을 때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도 사랑하지
자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칠곡모녀 사건 등과 같은 아동학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벌어진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욕먹은 자를 다시 욕하거나 매맞은 자를 다시 때림으로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분노에 바탕을 둔 악행이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적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세존]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여긴다면
자신을 악행에 묶지 말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가 어렵네.”(S3.4)

2014-04-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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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왜 연기적 사유를 해야 하는가?

흐드러지게 핀 목련
서울과 수도권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관악산이다. 그래서 주말에는
줄을 이어 올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악산에는
등산코스가 여러 곳 있다. 그 중에 잘 알려져 않은 코스가 남사면에
위치한 비산동코스이다.
비산동 코스는 다른 코스와 달리 사람으로 북적이지 않는다. 등산로
입구에서 가게도 별로 보이지 않아 마치 한적한 시골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봄이 되어 다시 찾은 등산로 입구에서 눈길을 사로 잡은 것인 저 건너
편에 있는 목련이다. 지금은 말라서 호수라 볼 수 없지만 저 편 너머에
목련이 그야 말로 흐드러지게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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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의 비닐하우스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하얀 목련의 아래에는 작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다. 지금은 누구도 살지 않아 방치 되어 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지나가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여 컵라면, 막걸리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팔곤
하였다. 더 이전에는 할아버지도 함께 있어서 오리나 닭을 키워 팔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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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날씨에 찢겨진
있다. 이제 절정을 지나
떨어져 있다. 이 목련을
하우스를 지켜 보았는데
보인다.

비닐 하우스 옆에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내리막길이어서일까 바닥에는 하얀 꽃잎이 뚝뚝
누가 심었을까? 지난 19 년간 이 호수와 비닐
아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심었을 것으로

사람은 떠 났어도 목련의 자태는 위풍당당하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비닐하우스는 찢겨져 폐허로 변했지만 목련을 비롯하여 주변의
꽃나무들은 해가 갈수록 더욱 더 커지고 우람해졌다. 주인 없는 집에서
목련은 지금 절정을 구가 하고 있다.
매년 그 자리에서 꽃을 보지만 올해의 핀 꽃은 작년의 그 꽃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나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똑 같은 나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같은 꽃으로 보고 같은 나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작년의 꽃이 올해의 꽃과 똑 같은 꽃이 아니라는 것은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다. 작년의 나가 지금의 나와 똑 같지 않은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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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다. 목련이라는 꽃은 변함 없지만 그 사이에
조건이 바뀌어 지금의 결과가 된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연기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연기법에 어느 것 하나 적용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예전의 비닐하우스에 살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금 보이지 않게 된 것은 그 사이에 조건이 바뀐 것이다.
연기법은 조건법이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였다. 이런 연기법에 대하여 ‘조건법’이라고도
한다. 왜 조건법이라 할까?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연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기법이란 무엇일까? 부처님은 연기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Paṭiccasamuppādañca vo bhikkhave, desissāmi1 paṭiccasamuppanne ca
dhamme.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생의 사실에 대하여 설하겠다.
(Paccaya (paccayuppanna) sutta-조건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0,
전재성님역)

연기와 연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Paṭiccasamuppāda 에 대하여
‘연기’라 하였고, paṭiccasamuppanna 에 대하여 ‘연생’이라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빠띳짜사뭅빠다와 빠띳짜사뭅빤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성전협 각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는 발생의 원리를 뜻하고, 연생(緣生,
paṭiccasamuppanna)은 연기된 것, 즉 연기소생(緣起所生)을 뜻하는데,
한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줄여서 연생(緣生)이라고 한다.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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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기는 빠띳짜사뭅빠다(paṭiccasamuppāda)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빳자야경(S12.20)에 따르면
빠띳짜사뭅빤나(paṭiccasamuppanna)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를
성전협에서는 ‘연생’이라 하였다. 한역에서 ‘연기소생(緣起所生)’을
줄인 말이라 한다.
왜 부처가 출현하는가?
연기와 연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연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paṭiccasamuppādo? Jātipaccayā bhikkhave
jarāmaraṇaṃ 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an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ṭhitāva sā dhātu dhammaṭṭhitatā dhammaniyāmatā idapaccayatā.
"수행승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라고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현하지
않거나 그 세계는 정해져 있으며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Paccaya (paccayuppanna) sutta-조건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0,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연기는 이미 원리로서 확립 되어 있는 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부처가 출현하든 출현 하지 않든 이미 있어 온 법칙이라는
것이다. 다만 부처가 출현하여 이 연기법을 발견하였을 뿐이라 한다.
그러나 연기법도 잘 전승되지 않고 변질 되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원리로서 확정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누군가 또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가 출현하는
것으로 본다. 과거불이 출현한 것도 연기법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연기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승되면 새로운 부처가 출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기법의 정의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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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연기법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1)그 세계는
정해져 있고, 2)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고, 3)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고,
4)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각주를 참고로 하여 표를 만들었다.

No
1

연기(paṭiccasamuppāda)
그 세계는 정해져 있음
ṭhitāva sā dhātu

2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음
dhammaṭṭhitatā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음
dhammaniyāmatā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함
idapaccayatā

3
4

내
용
그 조건의 속성이 정해져 있으며
조건 없는 태어남과 죽음은 결코
없음
조건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 존속함
조건이 사실(dhamma)을 결정함.
늙음과 죽음 등의 구체적인(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함.

연기에 대한 네 가지 정의를 보면 공통적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어남과 죽음도 조건에 따른 것이고, 존속하는 것도
조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네 번째 항을 보면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것이란 무엇일까? 이어지는
경에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나는 것
같이(S12.20)”이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십이연기 정형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십이연기정형구는 철저하게 조건에 따른다. 예를 들어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난다”라 하였을 때 집착은 갈애가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빳짜야(paccaya)이다. 그래서 연기라 하였을 때
빠띳짜사뭅빠다(paṭiccasamuppāda)’라 하는데 이는 조건지워져(paṭicca)
함께(sam) 일어나는 것(upāda)을 말한다. 이 것이 연기이다.
연생(緣生)이란 무엇일까?
다음으로 연생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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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me ca bhikkhave, paṭiccasamuppannā dhammā? Jarāmaraṇaṃ
bhikkhave, aniccaṃ saṅkhataṃ paṭiccasamuppannaṃ, khayadhammaṃ
vayadhammaṃ virāgadhammaṃ nirodhadhammaṃ.
수행승들이여, 연생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늙음과 죽음은 무상한 것이고 유위적인 것이고
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부서지고 마는 것이고 사라지고야 마는
것이며 소멸하는 것이다.
(Paccaya (paccayuppanna) sutta-조건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0,
전재성님역)

경에서 연생에 대하여 빠띳짜사뭅빤나(paṭiccasamuppannā)라 하였다.
여기서 paṭiccasamuppannā 는 paṭicca+samuppannā 로 분해 할 수 있다.
Samuppannā 에 대한 빠알리 사전을 보면 ‘arisen, produced, 出现’로
‘일어나다’의 뜻이다. 이로 본다면
빠띳짜사뭅빠다(paṭiccasamuppāda)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빠띳짜사뭅빠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 1) 무상한 것(niccaṃ), 2)
유위적인 것(saṅkhataṃ), 4) 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것(paṭiccasamuppannaṃ), 5) 부서지고 마는 것(khayadhammaṃ), 6)
사라지고야 마는 것(vayadhammaṃ), 7) 소멸하는 것(virāgadhammaṃ
nirodhadhammaṃ)이라 하였다.

이 구문과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된[緣而生] 법들인가?
비구들이여, 늙음-죽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有爲]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Paccaya (paccayuppanna) sutta-조건 경, 상윳따니까야 S12.20,
각묵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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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비교해 보면 초불연의 번역에서는 모두 일곱 가지가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성전협 번역 보다 한 가지가 더 많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번에는 빅쿠보디의 영역을 보았다.

And what, bhikkhus, are the dependently arisen phenomena?
Aging-and-death, bhikkhus, is impermanent, conditioned,
dependently arisen, subject to destruction, vanishing, fading away,
and cessation
(Condition, CDB S12.20, 빅쿠보디역)

세 종류 번역을 비교해 보면
이 세 종류 번역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No
1
2

연생의 특징
aniccaṃ
saṅkhataṃ

전재성님역
무상한 것
유위적인 것

3
4

paṭiccasamuppann
aṃ
khayadhammaṃ

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것
부서지고 마는
것

5

vayadhammaṃ

6

virāgadhammaṃ

사라지고야
마는 것

7

nirodhadhammaṃ

소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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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역
무상함
형성되었음有爲
]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
부서지기
마련인 법
사라지기
마련인 법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
소멸하기
마련인 법

빅쿠보디역
impermanent
conditioned
dependently
arisen
subject to
destruction
vanishing
fading away

cessation

연생(paṭiccasamuppannā)에 대하여 총 일곱개의 항목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전재성님역을 보면 하나가 빠져 있다. 탈역일까? 이에
대하여 네 번째와 다섯번째를 보면 khaya 와 vaya 가 있다. 두 단어에
대하여 빠알리사전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Khaya:
waste; destruction; decay; consummation of.。 盡, 盡滅, 滅盡
vaya:
age; loss; decay; expenditure.。衰老，损失，衰退，开支。

khaya 와 vaya 가 모두 ‘쇠퇴(decay)’라는 뜻을 가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일까 성전협에서는 ‘부서지고 마는 것’이라고 두
곳 모두 하나로 하여 번역 되어 있다. 그러나 CDB 와 초불연에서는 모두
다 번역되어 있다. 그래서 khayadhammaṃ 에 대하여 ‘부서지기 마련인
것(subject to destruction)’이라 하였고, vayadhammaṃ 에 대하여
‘사라지기 마련인 법(vanishing)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성전협의
번역에 ‘탈역(脫譯)’이 있음에 틀림 없다.
이상한 번역 ‘탐욕이 빛바랜다(viraga)’
여섯 번째 항에 virāgadhammaṃ 가 있다. 이를 ‘사라지고야 마는
것(성전협),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초불연), fading away(CDB)’
으로 번역하였다. 같은 빠알리어를 두고 왜 이렇게 번역차이가 나는
것일까?
Virāga 에 대하여 빠알리사전을 보면 ‘dispassionateness; absence of
desire. 離貪, 離, 遠離, 離欲’라 되어 있다. 이는 탐욕(greed)을
뜻하는 rāga 에 분리를 뜻하는 vi 가 붙어서 Virāga 는 이욕(離欲)이
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사라지다’의 뜻으로 하였고,
각묵스님은 ‘탐욕이 빛바래다’는 뜻으로 낭만적이면서도 주석적
번역을 하였다. 빅쿠보디는 ‘fading away’라 하여 ‘사라지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경에서는 늙음과 죽음에 대하여 무상 등 일곱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경을 보면 이는 십이연기에 대한 것이다. 태어남, 존재,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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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애, 느낌 등이 무상하고 유위적이고 조건발생적임을 말한다. 그런데
virāgadhammaṃ 에 대하여 초불연 방식대로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라 번역하였을 때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접촉’을 예로
든다면 초불연 방식대로 번역한다면 “감각접촉은 무상한
것이고…탐욕이 빛 바래기 마련인 법이며..”라고 이상한 번역이 되고
만다. 감각접촉, 느낌, 갈애, 늙음-죽음 등이 어떻게 ‘탐욕이 빛바래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virāgadhammaṃ 에 대하여 ‘사라지고’
또는 ‘fading away’로 하면 번역이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접촉(느낌, 갈애, 늙음-죽음 등)은 무상한 것이고…사라지고야 마는
것이며...”라고 되어 매끄럽다.
부처님의 당부사항
그런데 경에서 말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언급 되어 있다. 일종의
부처님의 당부사항 같은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 듯이 말씀
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거룩한 제자들은 이 연기와 연생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전생에 있었는지, 나는 전생에 없었는지, 나는 전생에 무엇으로
있었는지, 나는 전생에 어떻게 있었는지, 나는 전생에 무엇으로 있다가
무엇이 되었는지’ 숙세로 거슬러 올라가 가거나
‘나는 내세에 있을지, 나는 내세에 없을지, 나는 내세에 무엇으로
있을지, 나는 내세에 어떻게 있을지, 나는 내세에 무엇으로 있다가
무엇이 될 것인지’ 내세로 달려가거나
‘나는 현세에 있는지, 나는 현세에 없는지, 나는 현세에 무엇으로
있는지, 나는 현세에 어떻게 있는지, 나는 현세에 무엇으로 있다가
무엇이 되는지’ 현세에 의혹을 갖게 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고귀한 제자는 있는 그대로 이
연기와 연생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잘 관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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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caya (paccayuppanna) sutta-조건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0,
전재성님역)

경을 보면 마치 나를 찾는 수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삼세에 걸쳐서 16 가지 의문에 대하여 부처님 당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로 대표 되는 외도사상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나를 찾는 수행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를 하는 듯 보인다.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등의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은 무익함을 말한다. 그래서 말룽끼야뿟따경(M63)에서도 나를
찾는 형이상학적 견해에 대하여 “말룽끼야뿟따여, 내가 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한 삶과는 관계가
없으며, 멀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멈추고 삼매에 들고 올바로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M63)”라
하였다. 지금 당면한 괴로움의 소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한다.
또 ‘모든 번뇌의 경(M2)’에서는 나를 찾는 수행에 대하여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번뇌이다. (M2)”라 하여, 나를 찾는 수행이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 하였고, 또 쓸데 없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와 연생의 사실(dhamma)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심과 함께 존재의 근원을 찾아 나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질문자체에 문제가 있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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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자체가 잘 못
되었는데 대답을 하면 역시 잘 못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전생에 있었는지…”
등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아윤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초기불교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아윤회이다. 요지는 “윤회의 주체 없이 어떻게 행위와 도덕적인
책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도둑이 자기자신을 현재의 상태로 만든 영혼이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라고 의문하는
것은 질문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저지른 책임감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영혼의 존재를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무아윤회에 대하여 아무리 그럴듯한 답을 하여도 회의론자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라고 의문하는 것은
질문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차라리 ‘무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연기적 사유란 무엇인가?
팍구나가 “누가 존재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이런 질문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왜 그럴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다.

[세존]
“그와 같은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누가 존재합니까?’라는 질문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오로지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존재가 생겨납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와 같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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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ḷiyaphagguna1sutta-몰리야팍구나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12,전재성님역)

팍구나는 부처님에게 이것저것 질문한다. 그때 마다 하는 말이 “누가
의식의 자양분을 섭취합니까?” “누가 느낍니까?” “누가
갈애합니까?”와 같이 항상 ‘누가’를 붙인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존재합니까?”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존재가 생겨납니까?”라고 묻는 것이 바른 질문이라고 충고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기적으로
사고 하라는 말과 같다.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엇이라 할까? 수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그러나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불자라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습니다”라고
‘조건발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연기적으로
사유할 것을 말씀 하셨다.
여러가지 조건이 결합하여 지금 여기에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또 하나 본 것이 있다. 그것은 매혹적인
하트모양의 꽃이다. 매년 초봄 이 맘 때쯤 그 자리에서 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 보았다. 역시 올해도 그 자리에서 매혹적인 꽃이
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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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꽃은 작년의 꽃이 아니다. 꽃모양은 같지만 올해에 핀
꽃이다. 여러가지 조건이 결합하여 지금 여기에서 하트모양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꽃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조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것이 없다.

2014-04-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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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별론자인가 해체론자인가?

해체해서 보기
초기불교를 접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다. 각묵스님이다.
인터넷시대를 맞이 하여 누구나 검색만 하면 쉽게 스님의 강좌를 접할
수 있다. 그런 스님의 초기불교 강좌를 듣다 보면 막힌 곳을 시원 하게
뚫어 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강좌를 듣다 보면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 중에 하나가 ‘해체해서 보기’이다.
초기불교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는 스님의 유명한 말이 있다. 그것은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라는 말이다. 나와 세상 등을
온․처․계․연 등의 법들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염오-이욕-해탈구경해탈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그는 불교적 수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이와 같은 스님의 해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아직까지 불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전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해체해서 보기는 어떤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스님의 기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역자가 주목하고 싶은 경은「천 명이 넘음 경」(S8:8)이다.
여기서 존자는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742}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주석서는 “‘부분들로 해체해서(bhāgaso pavibhajjaṁ)’란 마음챙김의
확립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혹은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과 부분들로
해체하고(vibhajitvā) 해체해서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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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윳따 니까야』제 1 권「왕기사 장로 상윳따」(S8) 해제, 각묵스님,
2014-04-15)

taking to pieces

인터넷카페에 올려져 있는 글이다. 글에서 스님은 ‘천명이 넘음
경(S8.8)’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경에 따르면 왕기사존자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게송으로
칭송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해체를 설하는 분이 된다.
마치 쪼개고 또 쪼개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은 뉘앙스이다.
그런데 해체한다고 하였을 때 마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아
무시무시한 느낌이 든다.
스님은 주석을 인용하야 ‘해체를 설하는 상좌부’라고
설명하였다. 과연 부처님은 해체론자이고 테라와다는 해체를 설하는
불교일까?
네 종류의 번역을 보면
스님이 근거를 든 왕기사상윳따의 ‘천명이 넘음 경’을 찾아 보았다.
빠알리 원문과 성전협, 초불연, CDB 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Ummaggapathaṃ mārassa abhibhuyya
218

carasi pabhijja khilāni,
Taṃ passatha bandhapamuñcakaraṃ
asitaṃ bhāgaso pavibhajjaṃ.

[방기싸]
죽음의 신의 사악한 길을 극복하여
마음의 황무지를 부수고 지내네.
속박에서의 해탈을 이루고
집착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를 보라.
(Parosahassasutta- 천명 이상의 경, 상윳따니까야 S8.8, 전재성님역)

마라의 비정상적인 길을 정복하고
[마음의] 삭막함을 부수고 유행하시니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그 분을 보라
(Parosahassasutta- 천명 이상 경, 상윳따니까야 S8.8, 각묵스님역)

Having overcome the deviant course of Māra's path,
You fare having demolished barrenness of mind.
Behold him, the releaser from bondage,
Unattached, dissecting into parts.
(Over a Thousand, CDB S8.8, 빅쿠보디역)

천명이상의 경(Parosahassasutta)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다. 부처님이
사왓티에서 천이백오십명의 수행승에게 열반에 관한 법문을 하자
수행승들은 고무 되었다. 그 중에 왕기사가 부처님에게 즉흥적으로
게송을 읊어 찬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을 보면 마치 금강경의 첫
부분을 떠 올리게 한다.
수보리존자와 왕기사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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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장면이 있다. 경에서는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있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걷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時長老須菩提在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라고 표현 되어 있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의 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다. “존자
방기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세존께서
계신곳을 향해 합장하고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 드렸다. (S8.8)”라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금강경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게송이
보인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여래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선남자선여인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善男子善女人
發阿樓多羅三邈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降伏其心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이 불법을 잘 전하도록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발한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금강경, 선현기청분)

[방기싸]
천명 이상의 수행승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는 열반,
탐욕의 진리를 가르치는
올바른 길로 잘 가신님을 받들어 모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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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이시여, 용왕으로 불리니
선인 가운데 가장 선인이네.
마치 큰 구름처럼
제자들에게 비를 내리네.
대낮의 처소에서 빠져나와
스승을 뵙고 싶은 욕심에
제자 방기싸가 예배 드립니다.
위대한 영웅이여. 그대의 두 발에.
(Over a Thousand, CDB S8.8, 빅쿠보디역)

두 게송을 보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나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존자가 가르침을 듣고 ‘체루비읍(涕漏悲泣)’하는 장면이 있다.
가르침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흘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에도 최상의 예를 표하는 장면이 있다. “위대한 영웅이여.
그대의 두 발에”라 하였는데 이는 제자가 최상의 예를 갖추어
예배드리는 장면이다.
너무나 차이 나는 번역
이와 같이 천명 이상의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감흥’하여
찬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두 번역자의 번역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 문제의 네 번째 문구를 보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빠알리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빅쿠보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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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asitaṃ bhāgaso pavibhajjaṃ
(S8.8)
집착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Unattached, dissecting into parts.
(집착없이 나누어서)

비

고

나누어 줌
해체하여 설함
부분으로 나눔

가장 차이가 나는 말이 ‘나누어 주는’ 과 ‘해체해서
[설하시는]’이다. 차이난다기 보다 전혀 다른 번역이라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다른 번역이 되어 버렸을까?
위방가경(Vibhaṅgasutta), 분별경인가 분석경인가?
‘나누어 준다’와 ‘해체하여 설한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는
pavibhajjaṃ 를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pavibhajjaṃ 은 ‘pa + vibhajja
+ a + ṃ’로 분해 된다. 핵심어는 vibhajja 이다.
사전에 따르면 vibhajja 는 ‘[abs. of vibhajati] having divided or
analysed.’의 뜻이다. 직역하면 ‘분리되는’ ‘분석되는’의 뜻이다.
또 일본어 사전을 보면 ‘分ちて, 分別して’로 되어 있어서 ‘나누어’
또는 ‘분별하여’의 뜻이다. 이로 본다면 나누고, 쪼개고, 해체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경전에 위방가경(Vibhaṅgasutta)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분별경’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분석경’이라고 이름 하였다.
분별과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Vibhaṅgasutta 를 이름으로 가지는 경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
십이연기를 설명한 ‘위방가경(Vibhaṅgasutta, S12:2)’과 팔정도를
설명한 ‘위방가경(Vibhaṅgasutta, S45:8)’이다.
십이연기와 팔정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왜 나눔을 뜻하는 위방가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 아마도 나누어 설명하였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였기 때문에 분별하여 설하였다는 의미로
위방가경(Vibhaṅgasutta)이라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분석경이라 하여 마치 물질을 분석하는
것처럼 경의 이름을 지었다. 이는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 하다 보니 그런
제목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집착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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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두 개의 번역어는 어떤 근거로 한 것일까? 먼저 성전협의
전재성님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sitaṃ bhāgaso pavibhajjaṃ: Srp.I.279 에 따르면, ‘집착하지
않고(asitaṃ)’를 ‘의존하지 않고(anissitaṃ)’로 해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분사의 단수대격(sg.acc)을 취하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각주, 전재성님)

주석을 근거한 각주에 따르면 asitaṃ 은 ‘집착하지 않고’의 뜻이라
한다. Bhāgaso 가 ‘in parts; by portions’뜻으로 ‘부분으로’
뜻이다. pavibhajjaṃ 는 분리의 뜻이다. 따라서 ‘집착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asitaṃ bhāgaso pavibhajjaṃ)’ 그(Taṃ)를 보라 한
것이다. 이렇게 ‘집착없다’의 뜻과 ‘나누어 주다’의 뜻이 매칭됨을
알 수 있다.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그러나 초불연 번역을 보면 집착없다와 해체하다의 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 asitaṃ bhāgaso pavibhajjaṃ 에 대하여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라고 번역함으로서 ‘이상한’ 번역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번역을 보면 ‘집착이 없고’문구를
세 번째 구절에 갖다 놓았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그 분을 보라”라고 분리해
놓았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빠알리어 문구 ‘asitaṃ bhāgaso
pavibhajjaṃ’는 한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수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으나 바르게 놓는다면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그 분을 보라”가 된다. 그래서 asitaṃ
bhāgaso pavibhajjaṃ 는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이라고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번역이 되어 버린다.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요즘
말로 “뭥미?”가 될 것이다. ‘집착이 없다는 것’과 ‘부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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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서 설하시는’이라는 문구는 도저히 결합 될 수 없는 말이다.
‘집착이 없다’는 것과 ‘해체해서 설한다’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도무지 뜻이 통하지 않는 말임에도 해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사전과 주석에 의존한 번역이라 보여진다.
왜 그토록 ‘해체’에 집착할까?
그렇다면 초불연에서는 왜 그토록 해체라는 말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들로 해체해서(bhāgaso pavibhajjaṃ)’란 마음챙김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혹은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pavibhajjati)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과
부분들로 해체하고 해체해서라는 뜻이다. (S.A.i.279)
여기서 pavibhajjaṃ 은 목적격으로 볼 수 있고 절대분사 pavibhajja 에
어미 -ṃ 을 붙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석서는 이 두 가지 다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만은 후자로 간주하고 있다.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bhāgaso pavibhajjaṃ 에 대하여 ‘부분들로 해체해서’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사전에 실려 있는 그대로의 번역이라 볼 수 있다.
Bhāgaso 가 in parts 뜻이고, vibhajja 가 analysed 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번역에 대하여 주석 ‘S.A.i.279’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성전협 전재성님도 ‘Srp.I.279’라 하여 같은 279 페이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두 개의 번역을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대체 어느
번역이 맞는 것일까?
빅쿠보디의 비판적 견해
이번에는 빅쿠보디의 CDB 각주를 보았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S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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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iant course of Māra's path (ummaggapathamMarassa) refers to
the emergence of the hundreds of defilements, called a path because
they are the path into the round of existence.
On barrenness of mind (khila) see n. 500. In pada d, I read asitam
bhagaso pavibhajjam, with Se and Eel & 2. Be reads pavibhajam. Spk
glosses as vibhajantam, an accusative present participle, but
Norman suggests pavibhajjam may be an absolutive with -ṃ added,
and Spk mentions a v.1.
pavibhajja, a clear absolutive. Spk paraphrases: "who analyses the
Dhamma by way of such groups as the establishments of mindfulness,"
etc.
The explanation sounds contrived,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original meaning.
(각주 521 번, 빅쿠보디)

빅쿠 보디의 각주를 보면 초불연 각주와 거의
각주에서 보이지 않는 항목이 있다. 빅쿠보디
“The explanation sounds contrived, but it
determine the original meaning.”문구이다.
꾸며낸 말처럼 들린다. 원래의 의미라고 보기

동일하다. 그러나 초불연
개인적 견해라 보여지는데
is difficult to
이는 “이런 설명은
어렵다”라는 뜻이다.

빅쿠보디는 “사띠를 확립하여 여러 가지 그룹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분석하는 자(who analyses the Dhamma by way of such groups as
the establishments of mindfulness)”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을 말한다. 해체를 설하시는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주석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비판적’이다. 글에서 ‘Spk
paraphrases’라 하였는데 이는 “주석에서 바꾸어 말했다”라는
뜻이다. 원래의 뜻과 다르게 주석가들이 부처님에 대하여 ‘해체를
설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게송을 보면
게송을 보면 부처님은 해체를 설하는 자가 아니다. 방기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감격하여 찬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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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에 대하여 죽음의 신을 극복하고, 마음의 황무지를 부수고,
속박에서 해탈을 이룬 자로 묘사 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해체를
설하는 자로 묘사한 것은 문맥상 맞지 않다. 이후 전개 되는 게송에서도
해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어지는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Oghassa hi nittharaṇatthaṃ anekavihitaṃ maggaṃ akkhāsi,
Tasmiṃ te amate akkhāte dhammaddasā ṭhitā asaṃhīrā.

Pajjotakaro ativijjha dhammaṃ sabbaṭṭhitīnaṃ atikkamamaddasa,
Ñatvā ca sacchikatvā ca aggaṃ so desayi dasaddhānaṃ

Evaṃ sudesite dhamme ko pamādo vijānataṃ,
Tasmā hi tassa bhagavato sāsane appamatto sadā namassamanusikkheti.

거센 흐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길을 가르쳤고
이러한 그가 가르친 불사의 세계에서
진리를 보는 자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네.
꿰뚫어 빛을 비추는 사람은
모든 주처를 초월하는 것을 보았네.
그것을 알고 실행한 뒤에
다섯 가지 힘 가운데 최상을 말씀하셨네.
이처럼 진리를 잘 말씀하셨을 때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태할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세존의 가르침에 관해
부지런히 항상 예배하며 따라 배우네. (S8.8)
(Parosahassasutta- 천명 이상의 경, 상윳따니까야 S8.8, 전재성님역)

부처님을 찬탄하는 왕기사의 게송을 보면 해체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해체에 대한 이야기 있다면 온, 처, 계, 근, 제, 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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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이나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에서 ‘bhāgaso pavibhajjaṃ(부분적으로 분석하여)’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뜻으로 하여 부처님에 대하여 ‘해체론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pavibhajjaṃ’에 대하여 나누는 것으로
본다면,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나 하나 ‘나누어 주는
자’ 또는 ‘베푸는 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교는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이다
부처님은 분별하여 법을 설하였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분별론자’가
맞다. 이는 초기경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위방가경에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분별하여 설하겠다. 그것을 잘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Paṭiccasamuppādaṃ vo bhikkhave,
desissāmi. Vibhajissāmi. Taṃ suṇātha. Sādhukaṃ manasikarotha.
Bhāsissāmī'ti. S12.2)”라 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은
‘분별하여(Vibhajissāmi)’ 설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의 교단에 대하여 “고따마의 교단은 일찍이 분별설의 교단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부처님이 ‘해체’하여 설하신 것은 아니다. 해체라는
말이 물질을 나누는 의미이고, 또 ‘분석’이라는 말 역시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해체나 분석이라는 용어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그는 불교적 수행을 하는 자가 아니다. 개념적
존재로 뭉쳐두면 속는다. 법들로 해체해야 깨닫는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http://cafe.daum.net/chobul/1A5i/952)”라 하였다.
분별을 뜻하는 위밧자(Vibhajia)에 대하여 ‘해체’로 번역하는 것은
존재론적 방식이다. 또 위방가경(Vibhaṅgasutta)에 대하여
‘분석경’이라 번역한 것 역시 존재론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불교는 존재론을 부정한다. 이는 연기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였을 때 존재에 기반을 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논파 되게 되어 있다.
존재론적 이미지를 풍기는 ‘해체’나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왜 그럴까? 불교는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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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解體)는 무시무시한 용어
해체라는 용어는 무시무시한 느낌을 준다. 마치 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묵스님은 해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기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해체해서 보기의 가장 좋은 비유로는 「대념처 경」(D22)에 나타나는 백정의
비유를 들 수 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길 네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D22 §6; M10
§12 )
(『아비담마 길라잡이』강의 참고자료7 - 법(dhamma)은 해체했을 때 드러난다,
각묵스님 2014-03-20)

스님은 해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념처경에 등장하는 길거리의
고기장사의 비유를 들었다. 저자거리에서 파는 고기는 부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구가 이전의 재가자이었거나 출가를 하였어도[명상주제를 들지
않는] 어리석은 범부일 때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해체)하여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조하지 않는 이상 그것에 대해
중생이라거나 사람이라거나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DA.iii.770;
MA.i.272)”라고 주석서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해체한다는 것은 섬뜻하다. 마치 소를 잡으면
부위별로 해체 하듯이 사람도 몸, 느낌, 지각 등 오온으로 해체한다는
것이 매우 무섭게 들리는 것이다. 이는 ‘나누다’ ‘분별하다’는 뜻의
위밧자에 대하여 ‘해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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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전협에서는 “덩어리를 분해(해체)하여”라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각주 하였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성전협 각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비구가 이전의 재가자이었거나 출가를 하였어도[명상주제를 들지
않는] 어리석은 범부일 때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해체)하여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조하지 않는 이상 그것에 대해
중생이라거나 사람이라거나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DA.iii.770;
MA.i.272, 초불연각주)

이 수행승은 이전에 어리석은 범부였을 때는 재가자였건 출가자였건 이
몸에관하여, 성립한 대로, 바라는 대로 덩어리로
식별(ghanavinibbogam)해서 요소의 세계로 관찰하지 않는 한,
‘뭇삶이다.’라든가 ‘사람이다’라든가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Smv770, 성전협각주)

두 개의 각주는 주석서의 설명을 번역하여 소개 한 것이다. 그런데
용어사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덩어리를 분해(해체)하여”와 “덩어리로 식별(ghanavinibbogam)해서”라는
말이다. 이 말은 결국 ‘분해(해체)’와 ‘식별’로 포커스가 모아진다.
몸을 요소별로 또는 덩어리로 관찰하는 것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분해’ 또는
‘해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분별을 뜻하는
‘식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같은 빠알리어에 대하여 ‘해체’와
‘분별’이라는 용어가 두 종류의 번역서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별하여 말하는 사람(Vibhajjavādo)
초불연에서 해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근거로 든 ‘천 명이 넘음
경(S8:8)’경은 잘못 선정되었다고 본다. 빅쿠보디도 “The explanation
sounds contrived,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original
meaning. (이런 설명은 꾸며낸 말처럼 들린다. 원래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였듯이 해체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차라리 맛지마니까야의 다음과 같은 문구를 근거로 드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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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hajjavādo kho ahamettha māṇava, nāhamettha ekaṃsavādo,
바라문 청년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분별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Subhasutta-수바의 경, 맛지마니까야 M99, 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분별하여 말하는 사람(Vibhajjavādo)’이라 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이처럼 분별하여 말하는 자를
‘분별론자(Vibhajjavādin)’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바로 이 내용이
부처님에 대하여 ‘분별론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014-04-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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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다. 이럴 때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최근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았다. 블랙박스 장착이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프로가 있다. 제보로 제작되는
이 프로를 보면 갖가지 사고현장이 생생하게 기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프로를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갑자기 차가 돌진한다든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장면에 대하여 슬로우비디오로 보면 모두
원인이 밝혀 진다. 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그래서 동영상 제보자는 “내가 신호를
지키더라도 상대방이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초간 살펴 본 다음
지나간다”라고 말한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방어운전 차원에서 한말이다.
아무리 신호를 잘 지켜도 뒤에서 받아 버리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살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큰 교통수단은 안전할까?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진도에서 여객선침몰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아직까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형참사로 기록 될 듯하다. 더구나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이
대부분이라 하니 더욱 더 가슴이 아프다.
일반적으로 큰 비행기나 큰 배 등 교통수단이 크면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크다고 하여 결코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사고가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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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첨단장비가 갖추어진 비행기나 선박, 열차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운전한다. 큰 것도 사람이 운전하고 작은 것도 사람이 운전한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다면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승객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자신이 운전하면
상대방이 신호를
방어운전을 하는
오로지 운전하는

살펴 가며 운전할 수 있다. 내가 신호를 지키더라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감안하여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맡겼을 때는 불가능하다.
자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한다면 나의 목숨은 불안하다. 또 운전경력이
짧아 경험부족이라면 역시 나의 목숨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
보다 운전경험이 맞고 더구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방어운전을 한다면
믿어도 좋다. 그렇다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에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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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야나 보살사상의 원형
숫따니빠따에 나룻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마하야나의 보살사상의
원형이라 보여지는 게송은 다음과 같다.

Yathāpi nāvaṃ daḷhamāruhitvā
Piyena'rittena samaṅgibhūto,
So tāraye tattha bahūpi aññe
Tatrūpāyaññū kusalo mutīmā.
현명한 자가 튼튼한 나룻배에 올라서
노와 키를 장착하고,
그 도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잘 다룬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건네줄 수 있는 것과 같이, (stn321)
(Dhamma (nāvā) sutta-나룻배의 경, 숫따니빠따 Sn2.8, 전재성님역)

거센 강물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한다. 배에 타면 나의 운명은 전적으로
배를 운전하는 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돌발상황에 대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 승객들은 오로지
운전자만 바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험도 없고 더구나
법규도 지키지 않아 내키는 대로 운전한다면 승객들은 불안해 할
것이다.
경에서 현명한 자를 언급하였다. 그런 현명한 자는 나룻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가 노와 키를 잡으면 승객을
저언덕으로 안전하게 건너게 해 줄 수 있음을 말한다.
운전기사가 졸았는데
2007 년 남해 ‘연화사’로 순례법회 (관세음보살찾아 삼만리..
남해바다 연화사와 보덕암) 갔었다. 거리가 멀어 무박 2 일 일정으로
갔었다. 토요일 저녁에 버스로 출발하여 새벽에 통영에 도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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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영에서 배를 타고 연화도 연화사에 들어 가는 일정이었다. 그래서
전세버스로 서울에서 늦은 밤에 출발하여 새벽까지 이동하였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야간이동 중에 어느 법우님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운전자가 운행중에 자꾸 졸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 하는지에 대하여 지켜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법우님들은 운전기사를
믿고 잠을 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는 무박 2 일 일정을
가지 않았다.
버스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다.것이다. 만일 비행기나 큰 배를 운전하는 자가 졸음운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승객은 웃고 떠들고 잠을 청한다. 인생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나룻배의 노와 키를 잡은 자
흔히 인생을 길 또는 바다로 표현 한다. 그래서 인생길 또는 인생항로라
한다. 마치 길을 나그네와 같은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런
인생항로에서 배를 탓다면 전적으로 배를 운행하는 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vampi yo vedagū bhāvitatto
Bahussuto hoti avedhadhammo,
So kho pare nijjhapaye pajānaṃ
Sotāvadhānūpanīsūpanne.
지혜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다. (stn322)
(Dhamma (nāvā) sutta-나룻배의 경, 숫따니빠따 Sn2.8,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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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룻배의 노와 키를 잡은 자는 현명해야 함을 말한다. 수양이 잘 되어
있고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런 자를 믿고 따르면 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음을 말한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질 수 없다
여기 물에 빠진 자가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자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영도 못하는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 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하여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athā naro āpagaṃ otaritvā
Mahodakaṃ1 salilaṃ sīghasotaṃ,
So vuyhamāno anusotagāmi
Kiṃ so pare pakkati tārayetuṃ.
마치 사람이 물이 넘치고, 홍수가 져서,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그 물결에 휩쓸려 떠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이가 어찌 남을 건네 줄 수 있겠는가. (stn319)
(Dhamma (nāvā) sutta-나룻배의 경, 숫따니빠따 Sn2.8, 전재성님역)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다. 수영도 못하는 자가
물에 들어가 보았자 함께 물귀신이 될 것이다. 또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 보았자 함께 휩쓸려 떠 내려 갈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그런 이가 어찌 남을 건네 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자를 어떻게 구해 낼 수 있을까?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자와
같다. 학인 우빠시바가 “사끼야시여,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저는 커다란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없습니다.(stn1099)”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의 험한 바다를 건너 저 언덕에 도달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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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빠시바는 “제가 의지해서 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도록
의지처를 가르쳐 주십시요.(stn1069)”라고 말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질문을 하고 있는 우빠시바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바라는 것이다.
이때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생사의 기로에서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듯한 우빠시바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Ākiñcaññaṃ pekkhamāno satimā,
Natthīti nissāya tarassu oghaṃ;
Kāme pahāya virato kathāhi,
taṇhakkhayaṃ nattamahābhipassa
우빠씨바여, 새김을 확립하여 아무 것도 없는 경지를 지각하면서,
나아가 ‘없다’에 의존하여 거센 물결을 건너십시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갈애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펴보십시오. (stn1070)
(Upasivasutta-우빠시바의 질문에 대한 경, 숫따니빠따 Sn5.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 듯한 우빠시바에게 가장 먼저
‘알아차림(sati)’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이는 ‘무소유처’를 말한다. 바라문이
무소유처의 경지에 도달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갈애의
소멸(taṇhakkhaya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열반(nibbana)을 뜻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상세하게 일러 주신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할 수 없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거센 물살에 빠진 자가 있다. 그를 누가 구해 낼 수 있을까?
나룻배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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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hecha dhammaṃ avibhāvayitvā
Bahussutānaṃ anisāmayattha,
Sayaṃ ajānaṃ avītiṇṇakaṅkho
Kiṃ so pare sakkati nijjhāpetuṃ.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서 그 의미를 경청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stn320)
(Dhamma (nāvā) sutta-나룻배의 경, 숫따니빠따 Sn2.8, 전재성님역)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해 내지 못하듯이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는 남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경에 따르면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라
하였다. 아마도 가르침을 거꾸로 이해하는 자도 해당될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라 하였다. 그러나 거꾸로
이해하는자는 상, 락, 아, 정이라 할 것이다. 또 의심이 많은 자는
“사쌍팔배의 성자들은 진짜 존재할까?”라든가 “열반은 성취가능한
것일까?”라고 의심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한 결코 가르침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할 수 없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는 이치와 똑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stn320)”라 하였다.
남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모든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상대방이 어기면
사고가 발생한다.
운전할 때는 ‘방어운전’ 뿐만 아니라 ‘예측운전’도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하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히지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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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고 예측을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더구나 상대방이 취중에 운전한다거나 졸음운전을 할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남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만, 남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남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물에 빠진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해낼 수 없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할 수 없듯이 남이 나의 안전을 남이
책임 져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다. 가르침과 자신에
의지하라고 하였다. 결국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가르침과 자기자신
밖에 없다.

Attadīpā bhikkhave,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S22:43)”

2014-04-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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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과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

슬프고 안타깝고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그리고 허탈하다. 그리고 분노한다.
진도여객선침몰사건을 전하는 뉴스를 들으면 슬프고, 안타깝고, 아쉽고,
분노한다. 수백명에 달하는 어린 학생들이 실종 되었다는 소식이
슬프다. 그리고 “제발 살아 있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절규가
안타깝다.
방송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계속 보여 준다. TV 에서는 오로지 여객선
침몰사건만 보여 준다. 다큐 프로를 주로 방송하는 EBS 에서도 자막으로
사건을 계속 알려 준다.
자막에 따르면 일본 수상이 애도를 표하였다고 하고, 심지어 저 먼
브라질에서도 주요한 뉴스로 다루었다고 한다. 이렇게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이번 사건을 보면 아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실내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안내도 그렇고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한 것도
그렇다. 이런 내용을 접할 때 마다 슬프고 허탈 하다 못해 분노로
발전된다.
현재 실종된 수백명의 학생에 대한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종합하여 볼 때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한가닥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틀림 없이 살아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런 바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구조작업은 진척 되지 않는다.
장비탓을 하고 날씨타령을 하다 보니 안타까운 시간만 지나는 것이다.
이를 바라 보는 부모는 가슴이 타들어 가고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 역시
가슴이 타기는 마찬가지이다.
허탈에서 분노로
종종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를 듣는다.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등 주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이 죽었을 때 덤덤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마도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한
자연의 변화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재가 발생하였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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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추락사고나 열차전복, 선박침몰과 같은 사건은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아무리 첨단장비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도 사람이 운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무자격자가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설령 운전할 줄 아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술취한 상태거나
졸음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역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경험도 없고 법규도 지키지 않고 윤리의식도 없는 자가
비행기나, 열차, 선박 등 거대한 운송수단을 운전하였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속 방송되는 뉴스를 듣다 보면 슬픔에서 허탈로, 허탈에서 분노로
바뀐다. 그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특히 방안에서 꼼짝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원망스럽다.
그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이 원망스럽다. 배가 침몰해 가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만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거의 대부분 구조 되었을
것이다. 배에는 탑승자 전원을 태우고 남을 구명정이 수십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도 써 먹어 보지 못하고 안내방송만 믿고 방에서
대기 하다 실종된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피지도 못한 꽃처럼
누구나 한번 죽는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젊은 사람이 죽는 것이다.
살만치 살다 죽은 노인의 죽음에 대하여 ‘호상’이라 한다. 그래서
그다지 슬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영화에서는 ‘축제’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지도 못한 꽃처럼 학생이 죽었을 때,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하여 죽었을 때 억울하기 그지 없다. 그래서 애가 끊는
듯이 슬픈 것이다.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슬픈 것은 괴로움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를 설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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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괴로움”이라 하였다. 또 “근심,
비탄, 고통, 우울, 절망도 괴로움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라
하였다. 이렇게 모두 열 두 가지 괴로움을 말씀 하셨는데 삶에서 겪는
괴로움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슬픔이란 무엇인가?
열 두 가지 괴로움 중에 슬픔에 대한 것이 근심, 비탄, 고통, 우울,
절망이다. 먼저 근심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soko: yo kho bhikkhave aññataraññatarena
byasanena samannāgatassa aññataraññatarena dukkhadhammena
phuṭṭhassa soko socanā socitattaṃ anto soko anto parisoko, ayaṃ
vuccati bhikkhave soko.
수행승들이여 근심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저러한
불행을 만나고 이러저러한 괴로운 것에 접촉하면, 걱정하고 걱정해서,
우울에 빠져서, 안으로 걱정하고 안으로 울적해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근심이라 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D22,
전재성님역)

근심이라 번역한 빠알리어는 소까(soka)이다. Soka 는 ‘grief;
sorrow’의 뜻이다. 그래서 보통 ‘슬픔’으로 번역한다.
소까는 어떤 경우 발생하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접촉’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불행이나 괴로운 대상과 접촉 하였을 때이다.
그래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근심이라 하였다. 이렇게 한가지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근심하였을 때 우울에 빠질 것이라 하였다.
“걱정하고 걱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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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심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It is manifested as
continual sorrowing.(빅쿠 냐마몰리역)”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을 하면 “이것은 끊임 없는 슬픔으로 나타난다”의 뜻이다.
그러나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만
되어 있다.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continual’에 대한 것이다.
냐나몰리는 “끊임 없는 슬픔(continual sorrowing)”이라 하였으나,
초불연 번역에서는 단지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번역하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빠알리 원문을 찾아 보았다. 원문은 “anusocanapaccupaṭṭhāno”이다. 이
구문은 대념처경(D22)에서 소까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다.
대념처경에서는 ‘soko socanā’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근심하고
근심해서”의 뜻이다. 근심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대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청정도론 원문에서 ‘anusoca’라 하였을 것이다. 이를 빅쿠 냐나몰리는
‘continual sorrowing’이라 영역하여 ‘연이은 슬픔’뜻으로
번역하였으나 초불연에서는 단지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만
하였다. 이는 소까에 대한 정확한 뜻이 될 수 없다.
슬픔에 대한 게송
청정도론에서는 소까(근심, 슬픔)에 대한 하나의 게송을 소개 하고
있다. 소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잘 요약하고 있는 게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Sattānaṃ hadayaṃ soko, visasallaṃva tujjati;
Aggitattova nārāco, bhusaṃva dahate puna.
Samāvahati ca byādhi-jarāmaraṇabhedanaṃ;
Dukkhampi vividhaṃ yasmā, tasmā dukkhoti vuccatī
(soko,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이에 대하여 빅쿠 냐마몰리는 다음과 같이 영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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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row is a poisoned dart
That penetrates a being’s heart;
Setting up a burning there
Like burning with a red-hot spear.
This state of mind brings future pain (see XVII.273f.)
Such as disease, and then again
Ageing and death, so one may tell
Where for it is called pain as well.
(SORROW, 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빅쿠 냐나몰리역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슬픔은 독이 묻은 꼬챙이와 같다.
그것은 한 존재의 심장을 관통해 버린다.
붉고 뜨거운 창이 불에 타는 것처럼
거기를 태워버린다.
이 마음의 상태가 미래의 고통을 가져 온다.
질병, 그리고
늙어감과 죽음에 대하여, 누군가
이것은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냐나몰리역을 직역해 본 것이다.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심은 중생의 가슴을 찌르는 독화살이다.
벌겋게 타는 창으로 중생의 가슴을 지진다.
병, 늙음, 죽음, 멸망 등 갖가지 괴로움을 가져 오나니
그래서 괴로움이라 한다.
(근심, 청정도론 2 권 553p, 초불연 대림스님역)

독묻은 화살에 맞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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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까에 대한 핵심구문은 “Sattānaṃ hadayaṃ soko, visasallaṃva
tujjati”이다, 이는 “뭇삶의 가슴속에 있는 슬픔이라는 것은 ‘독묻은
화살’에 맞은 것과 같다”라는 뜻이다. Tujjati 는 ‘to be
pierced’라는 뜻으로 ‘관통하다’ 또는 ‘to be struck’로서
‘강타당하다’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슬픔이라는 것은 독이 퍼져서
고통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독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화살을 누가 쏘았을까?”라고
따져야 할까? 말룽끼야뿟따경에 따르면 독화살은 맞는 즉시 뽑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독이 온 몸에 퍼져서 죽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까(슬픔, 근심)에 대하여 독화살에 맞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애간장이 탄다
다음으로 비탄이 있다. 빠알리어로 빠리데와라 한다. 이 비탄은 슬픔
또는 근심 보다 더 괴로운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대념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Katamo ca bhikkhave paridevo: yo kho bhikkhave aññataraññatarena
byasanena samannāgatassa aññataraññatarena dukkhadhammena phuṭṭhassa
ādevo paridevo ādevanā paridevanā ādevitattaṃ paridevitatt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paridevo.
수행승들이여 비탄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저러한
불행을 만나고 이러저러한 괴로운 것에 접촉하면, 한탄하고 비통해
하고, 한탄하고 비통해하여 한탄에 빠지고 비통함에 빠진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비탄이라 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D22,
전재성님역)

비탄이라 번역한 ‘paridevoa’는 ‘wailing; lamentation’로 ‘애가,
비탄, 비탄의 소리’의 뜻이다. ‘애간장이 탄다’거나 ‘애간장을
말린다’고 하였을 때 이는 슬픔으로 인하여 간이 손상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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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에 대한 우리말이 ‘애’이다. 우리말 ‘애’에 한자어 ‘간’이
이음동어로 합성되어 ‘애간장이 탄다’라 한다. 이는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애타는 듯한
마음이 빠리데와(parideva)이다.
이 빠리데와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한탄하고 비통해 하고, 한탄하고
비통해하여 한탄에 빠지고 비통함에 빠지는 것”이라 하였다. 비탄에
비탄을 거듭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진도여객선 침몰 학부모의 마음이
바로 애가 타는 마음과 같을 것이다.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청정도론에서는 빠리데와(비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 되어 있을까?
먼저 빅쿠 냐나몰리의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Lamentation is verbal clamour on the part of one affected by loss
of relatives and so on. It has crying out as its characteristic.
Its function is proclaiming virtues and vices. It is manifested as
tumult. It is suffering because it is a state of suffering due to
formations and because it is a basis for suffering.
(LAMENTATION, 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이를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탄은 친척 등의 잃음에 따라 말로서 떠들썩함이다. 이것은 울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의 기능은 미덕과 약한 도덕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형성에 따른
고통의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이고, 고통의 근본이 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빅쿠 냐마몰리역을 직역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초불연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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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식은 친척등을 잃어서 겪는 것으로서 말을 하면서 우는 것이다.
이것의 특징은 통곡이다. 덕과 허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혼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형성됨에 기인한 괴로움(행고)이고, 또한 괴로움의
토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탄식, 청정도론 2 권 553p, 초불연 대림스님역)

빠리데와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탄식’으로 번역하였다.
성전협에서는 ‘비탄’으로 번역하였다. 사전에 따르면 비탄은
‘슬퍼하며 탄식함’이라 되어 있고, 탄식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쉼’이라 되어 있다. 영어로는 lamentation 이다. 이는
‘sigh for grief’ 슬픔의 한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청정도론에 따르면 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빠리데와라 하는 것이다. 청정도론에서 원문을 찾아
보았다.

Paridevo nāma ñātibyasanādīhi phuṭṭhassa vacīpalāpo. So
lālappanalakkhaṇo, guṇadosakittanaraso, sambhamapaccupaṭṭhāno.
Dukkho pana saṅkhāradukkhabhāvato dukkhavatthuto ca.
(Paridevo,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빠리데와(비탄)의 핵심 내용은 ‘lālappanalakkhaṇo’이다. 이는
lālappa+alakkhi 이다. Lālappa 는 ‘talking much, excited or empty
talk 冗語, 泣き言’로 설명 되어 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excited or empty talk’라는 말이 있다.
‘과장하거나 공허한 말’이라는 뜻이다. 일본어에서는 ‘泣き言’라
하여 울면서 하는 말이라 하였다. 또 alakkhi 는 ‘misfortune; bad
luck, 不幸’로 불행을 뜻한다. 따라서 ‘lālappanalakkhaṇo’는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한탄하며 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청정도론에 표현 되어 있는 빠리데와(비탄)의 뜻은
‘통곡’의 뜻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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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에 대한 게송
통곡에 대하여 대념처경에서는 ādevanā 로 표현 되어 있다. Ādevanā 는
‘lamenting; crying; deploring’로서 소리 내어 울다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소까(슬픔) 보다 더 강화 된 것이 빠리데와(비탄)임을 알
수 있다.
빠리데와(비탄)에 대하여 청정도론에 소개 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Yaṃ sokasallavihato paridevamāno,
Kaṇṭhoṭṭhatālutalasosajamappasayhaṃ;
Bhiyyodhimattamadhigacchatiyeva dukkhaṃ,
Dukkhoti tena bhagavā paridevamāhā
(빠리데와(비탄) 게송)

Now, when a man is struck by sorrows dart and he laments
The pain he is already undergoing he augments
With pain born of dry throat and lips and palate, hard to bear.
And so lamenting too is pain, the Buddha did declare.
(빠리데와(비탄) 게송, 냐나몰리역)

탄식이라는 화살에 찔린 자가 비탄하면서
목과 입술과 입천장이 마르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은 더욱 더해간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탄식을 괴로움이라 하셨다.
(빠리데와(비탄) 게송, 초불연 대림스님역)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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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 비탄, 고통, 우울, 절망이 있다. 고통과 우울은 어떤 것일까?
대념처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1) dukkha(고통)
Katamañca bhikkhave dukkhaṃ: yaṃ kho bhikkhave kāyikaṃ dukkhaṃ
kāyikaṃ asātaṃ kāyasamphassajaṃ dukkhaṃ asātaṃ vedayit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dukkhaṃ.
수행승들이여, 고통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신체적인 고통,
신체적인불쾌, 신체의 접촉에서 생겨나는 괴롭고 불쾌한 느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를 고통이라 한다.

2) domanassa(우울)
Katamañca bhikkhave domanassaṃ: yaṃ kho bhikkhave cetasikaṃ
dukkhaṃ cetasikaṃ asātaṃ manosamphassajaṃ dukkhaṃ asātaṃ
vedayit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domanassaṃ.
수행승들이여, 우울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불쾌, 정신의 접촉에서 생겨나는 괴롭고 불쾌한 느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를 고통이라 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D22,
전재성님역)

성전협 번역을 보면 dukkha 에 대하여 ‘고통’, domanassa 에 대하여
‘우울’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육체적
고통(dukkha)’과 ‘정신적 고통(domanassa)’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고통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 것으로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분하면 모두 여섯 가지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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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어느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것일 것? 청정도론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앞으로 뒹굴고, 빙글빙글 뒹굴며, 거꾸로 떨어지고, 칼을
휘두르고, 독을 마시며, 밧줄로 목을 매달고, 불에 들어간다.
(탄식, 청정도론 2 권 555p, 초불연 대림스님역)

육체적 고통이 단지 육체적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정신적
고통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 듯 하는 것이라 하였다. 더구나 가슴을
치고 뒹구는 행위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에 대하여 빅쿠 냐나몰리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For those who are gripped by mental pain tear their hair, weep,
thump their breasts, and twist and writhe; they throw themselves
upside-down,12 use the knife, swallow poison, hang themselves with
ropes, walk into fires, and undergo many kinds of suffering.
(GRIEF, 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빅쿠 냐나몰리는 둑카에 대하여 pain 이라 하였고, 도마낫사에 대하여
grief 라고 번역하였다. Grief 는 슬픔, 재난의 뜻이다. 마치 재난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에 대여 도마낫사(정신적 고통)이라 한 것이다.
빅쿠 냐나몰리 “they throw themselves upside-down”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들 자신을 ‘엉멍진창’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거꾸로 떨어지고’라 하였다. 이 설명과 관련하여
청정도론 빠알리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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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odukkhasamappitā hi kese pakiriya kandanti, urāni paṭipisanti,
āvaṭṭanti, vivaṭṭanti, uddhaṃpādaṃ papatanti, satthaṃ āharanti,
visaṃ khādanti, rajjuyā ubbandhanti, aggiṃ pavisantīti taṃ
nānappakārakaṃ
(Domanassaṃ,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빠알리 원문에 uddhaṃpādaṃ 가 있다. 빅쿠냐나몰리의 각주에 따르면
Be(미얀마본)에서만 보이고 Ee(TPS 본)과 Ae 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uddhaṃpādaṃ 은 uddhaṃ+pādaṃ 이다. uddhaṃ 은 high up 의 뜻이고,
pādaṃ 은 Step, stride; footprint, trace’의 뜻이다.
따라서 uddhaṃpādaṃ 은 발이 위로 들린 상태를 말한다. 땅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상태를 표현 한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것이다. 더구나 독을 마시는 것 같고,
밧줄로 목을 매단 것 같고, 불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하였다.
절망이란 무엇인가?
근심, 비탄, 고통, 우울, 절망에서 마지막으로 절망에 대한 것이다.
절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대념처경에 정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upāyāso: yo kho bhikkhave aññataraññatarena
byasanena samannāgatassa aññataraññatarena dukkhadhammena phuṭṭhassa
āyāso upāyāso āyāsitattaṃ upāyāsitatt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upāyāso.
수행승들이여, 절망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저러한
불행을 만나고 이러저러한 괴로운 것에 접촉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진다. 이를 절망이라 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D2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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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ef

근심, 비탄, 고통, 우울, 절망에서 절망이 가장 나중에 설명 되어 있다.
이는 점차로 괴로움의 강도가 올라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절망에
대하여 빠알리어로 ‘우빠야사(upāyāsa)’라 한다.
Upāyāsa 는 ‘tribulation; grief’의 뜻이다. 시련, 고난, 슬픔, 재난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근심, 비탄, 고통, 우울, 절망은 모두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더욱 나중으로 갈수록 고통이 더욱 더 가중
되는 것을 말한다.
Upāyāsa 에 대하여 성전협과 초불연에서 모두 ‘절망’으로 번역하였다.
빅쿠 냐나몰리는 ‘despair’라 번역하였다. Despair 는 ‘절망하다
단념하다’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빠사야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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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울어 보아도 소용없고 뒹군다고 해도 해결 되는
것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Upāyāsa 에 대하여 빠알리 사전을 보면 ‘惱, 愁, 絶望’으로도
설명 되어 있다. 그래서 Upāyāsa 는 ‘번뇌’로도 번역된다. 이는
숫따니빠따 에서 “당신의 모든 번뇌는 소멸되었습니다.(stn542)”라
하였을 때 번뇌에 해당되는 단어가 Upāyāsa 인 것이다. 이는 Upāyāsa 가
upa + āyāsa 의 결합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Āyāsa 가 trouble; sorrow 의
뜻이므로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슬퍼할 것도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볼 수 있다.
절망에 대한 게송
이런 절망에 대한 게송이 있다. 청정도론에 소개된 절망송은 다음과
같다.

Cittassa ca paridahanā, kāyassa visādanā ca adhimattaṃ;
Yaṃ dukkhamupāyāso, janeti dukkho tato vutto
(Upāyāsa(절망),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So great the pain despair imparts
It burns the heart as with fever’s flame;
The body’s function it impairs
And so despair borrows from pain its name.
(Upāyāsa(절망), 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절망은 마음을 태우기 때문에
몸을 억압하기 때문에
극심한 괴로움을 더해가나니
그래서 괴로움이라 한다.
(Upāyāsa(절망), 청정도론 2 권 555p, 초불연 대림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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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
온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진도여객선 침몰사건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끊임 없이
일어난다. 과거에도 일어 났고 미래에도 일어 날 것이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은 사고가 언제 일어 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진도여객선 침몰사고와 같은 인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고성제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으로 설명된다. 이에 대한 대념처경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appiyehi sampayogo dukkho: idha yassa te honti
aniṭṭhā akantā amanāpā rūpā saddā gandhā rasā phoṭṭhabbā dhammā, ye
vā panassa te honti anatthakāmā ahitakāmā aphāsukakāmā
ayogakkhemakāmā, yā tehi saddhiṃ saṅgati samāgamo samodhānaṃ
missībhāvo, ayaṃ vuccati bhikkhave appiyehi sampayogo dukkho.
수행승들이여, 사랑스럽지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원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들, 소리들,
냄새들, 맛들, 감촉들, 사실들이 있거나, 또는 불행을 원하는 자들,
불익을 원하는 자들, 불편을 원하는 자들, 불안을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합류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사랑스럽지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D22,
전재성님역)

‘사랑스럽지 않는 것 (appiyehi)’과 만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과 만나면 불행하다.
‘사건’이나 ‘사고’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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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삐예히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원하지 않는 중생들이나
상카라들(行)이다”라고 하였다. 상카라들에 대하여 빅쿠 냐나몰리는
‘formations (inanimate things)’라 하였다. Inanimate 가 생명 없는
것을 뜻하므로 ‘사건’이나 ‘사고’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appiyehi)’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압삐예히에 대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Disvāva appiye dukkhaṃ, paṭhamaṃ hoti cetasi;
Tadupakkamasambhūta-mathakāye yato idha.
Tato dukkhadvayassāpi, vatthuto so mahesinā;
Dukkho vuttoti viññeyyo, appiyehi samāgamo
(사랑스럽지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The mere sight of an unloved thing
Brings firstly mental suffering.
And suffering of body too
Through touching it can then ensue.
And we therefore may recognize.
Since meeting the unloved gives rise
To either kind of pain, that
He decided pain its name should be.
(사랑스럽지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싫어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로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들의 행위로 생긴 괴로움이
그다음에 몸에도 일어난다.
이것은 두 가지 괴로움의 토대이기 때문에
대성자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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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럽지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청정도론 2 권 556p, 초불연
대림스님역)

사랑스럽지 않는 것과 만남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사물도 될 수 있고
현상도 될 수 있다. 사건이나 사고 역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만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괴로움이라 하였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슬픔
원하지 않는 만남으로 인하여 헤어지는 슬픔과 괴로움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랑스런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념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Katamo ca bhikkhave piyehi vippayogo dukkho: idha yassa te honti
iṭṭhā kantā manāpā rūpā saddā gandhā rasā phoṭṭhabbā dhammā, ye vā
panassa te honti atthakāmā hitakāmā phāsukakāmā yogakkhemakāmā mātā
vā pitā vā bhātā vā bhagini vā jeṭṭhā vā kaniṭṭhā vā mittā vā amaccā
vā ñāti sālohitā vā, yā tehi saddhiṃ asaṅgati asamāgamo
asamodhānaṃ amissībhāvo, ayaṃ vuccati bhikkhave piyehi vippayogo
dukkho.
수행승들이여,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원하고, 마음에 드는 형상들, 소리들, 냄새들,
맛들, 감촉들, 사실들이 있거나, 또는 행복을 원하는 자들, 이익을
원하는 자들, 편안을 원하는 자들, 안온을 원하는 자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형님, 아우, 친구, 동료, 친척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만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고 합류하지 못하고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라 한다.
(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 디가니까야 D22,
전재성님역)

청정도론에 따르면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중생들이나
상카라들에서 멀어지는 것이다.”라 하였다. 원하는 것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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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또 불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슬픔의 화살을 맞아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설명되어 있다.

Ñātidhanādiviyogā,
Sokasarasamappitā vitujjanti;
Bālā yato tato yaṃ,
Dukkhoti mato piyavippayogo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The dart of sorrow wounds the heart
Of fools who from their wealth must part or kin.
Which roughly should be grounds enough
For counting the loved lost as suffering.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친척과 재산 등을 잃어버려 근심의 화살에 맞아
어리석은 자들은 괴로워하나니
그래서 좋아하는 자들과 헤어짐을
괴로움이라 했다.
(사랑스러운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청정도론 2 권 556p, 초불연
대림스님역)

나의 소유,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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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열 두가지 괴로움에 대하여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그것은
“다섯가지 집착다발이 괴로움이다.( saṅkhittena pañcupādānakkhandhā
pi dukkhā. D22)”라 하였다. 다섯가지 집착다발이란 무엇일까?
집착다발은 우빠다나칸다(upādānakkhandhā)의 번역어이다. 이를
한자어로 취온(取溫)이라 한다. 우빠다나가 ‘grasping;
attachment’로서 ‘들러붙는다’는 뜻이고, khandhā 는 ‘bulk, the
trunk of the body’ 의 뜻으로 ‘무더기’의 뜻이다. 따라서
우빠다나칸다(upādānakkhandhā)는 무더기에 대한 집착이라 하여
취온이라 한다.
우리 몸과 마음은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 이렇게 다섯 가지
무더기 또는 다발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한자어로 ‘오취온(五取溫)’이라
한다. 이 오취온은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 등이 나의 소유, 나의
자아라는 유위법적 사유의 근본구조 속에서 나타날 때 성립된다. 이런
오취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오온중에 느낌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느낌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번뇌와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느낌의 집착다발이라 한다. (S22.48)”

여기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은 즐거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다.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도 있다. 이런 느낌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은 그 느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현상이 무상하듯이 느낌 역시 무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느낌에
집착하고 느낌에 목숨거는 것은 그 느낌이 자신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도 내가 기쁘고, 슬퍼도 내가 슬픈
것이다.
느낌이라는 것이 나의 느낌이 아니고 단지 조건지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기뻐도 조건이
기쁜 것이고, 슬퍼도 조건이 슬픈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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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은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그렇고, 지각도 그렇고, 형성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다. 어느 것
하나 연기의 작용에서 어긋 나는 것은 없다.

2014-04-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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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암기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불자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불자에도 종류가 있다. 무뉘만 불자인 사람, 정서적 불자인 사람,
기도만 하는 불자, 참선수행하는 불자 등 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불자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은 ‘수계’를 하였는지의 여부로
가를 수 있을 것이다.
수계를 한다는 것은 불자가 됨을 말한다. 수계하면서 연비를 하고
법명을 받으면 정식 불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불자가 되었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마하나마경’에서 마하나마가 “세존이시여, 어떻게 재가신도가
됩니까?”라고 묻자, 부처님이 “마하나마여,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S55.37, A8:25)”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오계준수 하는 것이 불자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충분조건’이라면 오계준수는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다. 오계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자가 된다는 것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자가 되면 오로지 불법승 삼보에 믿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다른 것에 의존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법승 삼보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르침(dhamma)’이다.
그런 가르침인 경전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다.
머리 속에 집어 넣어야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이 가득 실려 있다. 경전을 여는 순간 부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런 경전을 연다는 것은 부처님과 가르침, 이렇게
이보(二寶)와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전을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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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어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부니까야를 구입하면 책장에
가득한데 열어 보지 않으면 장식용에 지나지 않는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다. 책장에 꼽혀 있는 초기경전을 열어
보지 않으면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열어 보았을 때 그
책은 보배가 된다. 그런데 보배 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전을 열어 보았를 때만 가르침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머리속에 집어 넣으면 보배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과 가르침이 자신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경전은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다. 소설처럼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면 외게
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경전은 외워야 가치가 있다. 특히 가르침을
짧은 구절로 요약된 게송은 외위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르침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게송으로 요약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르침에 대한 핵심, 요즘 말로 엑기스만 모아 놓아 것이 법구경이다.
법구경은 423 개의 아름다운 게송으로 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주옥같은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일까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는
구족계를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법구경을 다 외운다고 한다.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음식은 씹어야 맛이 나고 경전은 독송해야 맛이 난다. 더 맛이 나게
하려면 외워야 한다. 그러나 외운다고 해서 가르침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가르침을 실천해야 ‘내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Bahum-pi ce sahitaṃ bhāsamāno,
바훔 삐 쩨 사히땅 바사마노
Na takkaro hoti naro pamatto,나 딲까로 호띠 나로 빠맛또
Gopo va gāvo gaṇayaṃ paresaṃ,
고뽀 가워 가나양 빠레상
Na bhāgavā sāmaññassa hoti. 나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소치기가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리. (dh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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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19 번 게송을 보면 외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단지
경전을 외는 것으로 그친다면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남의 소를 세는 사람은 다름아닌 ‘고용인’을 말한다.
오너와 고용인의 차이
회사에는 사장과 직원이 있다. 사장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오너(Owner)라 한다. 회사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은 월급생활자들로서, 요즘말로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고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월급쟁이들은 회사에 그다지 충성을 하지 않는다. 시간 되면 퇴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철저하게 쉰다. 그러나 오너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원들이 더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주길 바라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
주기를 바란다. 직원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자신의 것도 아닌데 굳이 늦게 까지 남아
일하고 더구나 주말근무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사장과 직원의 차이다.
진리의 맛은 어떤 것일까?
남의 소를 세는 목동은 요즘말로 하면 고용인이다. 낮에 소를 돌보는
목동은 아침에 일찍이 소들을 맡아서 저녁에 그들을 세고 하루의 임금을
받고 주인에게 돌려 준다. 그러나 목동은 우유 등 유제품을 즐길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전을 단지
외우는 것에 그친다면 진리의 맛을 모른다. 그런 진리의 맛은 어떤
것일까?
게송에서는 많은 경전을 외워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목동이 소의 숫자만 셀 뿐이지
소로부터 얻어지는 우유나 버터 등 유제품을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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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takkaro hoti naro pamatto :DhpA.I.158 에 따르면, 이들이 소의
주인으로서 유제품을 즐기는 진리탐구의 참여자가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계행을 지키고, 경전을 배웠지만,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새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새김을 잃고 사는 수행승에게
말한 것이다.
(각주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전재성님)

남의 소를 봐주는 목동은 소의 숫자만 셀 뿐이다.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자신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에서 나오는 유제품을
즐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전을 외우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유제품을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경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해야 함을 말한다. 다름 아닌
수행을 말한다. 수행을 통하여 선정에 들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통찰하였을 때 ‘도(magga)’와 ‘과(phala)’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주인이 넘겨 받은 소들로부터 유제품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실천하였을 때 ‘도(道)’를 이루어
‘열매(果)’를 맺어야 함을 말한다.
공부의 의무와 통찰의 의무
게송에서는 경전외우기 보다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게송의 인연담을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인연담에 따르면 ‘공부의 의무’와 ‘통찰의 의무’에 대한 것이 있다.
이는 무것을 말할까? 공부의 의무는 다름 아닌 경전을 배우고 외우는
것을 말한다. 통찰의 의무는 실천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연담에 따르면 두 의무에 대하여 대조적인 길을 가는 수행자를
소개 하고 있다. 한 수행자는 공부의 의무를 중요시하여 오로지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고 외우는 일에 전념한다. 또 한 수행자는 경전외우기
보다 바로 수행의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각자 다른 의무를 수행한 결과
두 수행자는 각자 최고의 지위에 올라 섰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두
가지 의무 중에 어느 것을 더 높이 평가하였을까?

262

부처님은 공부의 의무를 다한 수행자에게 첫번째 선정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막힘 없이 대답하였다. 이어서 두번째 선정을 비롯하여 여덟
가지 성취와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에 대해서도 묻자 역시 막힘 없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흐름에 드는 길’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통찰의 의무를 다한 수행자는 대답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찬사를 보냈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수행자가 통찰의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냈지만 모든 경전의
말씀을 외운 수행자에게는 찬사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한다. 설령 그가 사부니까야를 단 한
단어도 빠짐 없이 모조리 다 외웠다고 할지라도 통찰수행을 하지 않아
도와 과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경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게송과 인연담에 따르면 부처님은 ‘통찰수행’을 강조하였다. 가르침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여 도와 과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경전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고 가르침과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외는 것부터 시작 된다. 특히 부처님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요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침소리도 나지 않는 이유
부처님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필기구가 없었다. 오로지 들어서 아는 것
뿐이었다. 누군가 법문을 하였을 때 노트와 필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어야 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기억해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억한
가르침을 꺼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수행중의 하나이었을 것이라 본다. 부처님이 법문할 때 모두
주의 집중하여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초기경전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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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지마니까야 ‘훌륭한 가문의 우다인에 대한 큰 경(M77)’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일찍이 수행자 고따마가 수백 명의 대중에게 가르침을 설했다. 그 때에
그의 한 제자가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수행자가 무릎으로
살짝 건드리며, ‘존자여, 조용히 하라. 존자여, 시끄럽게 하지 말라.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가르침을 설하신다.’라고 말했다. 수행자
고따마는 수백 명의 대중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면, 그 때에 수행자
고따마의 제자들은 기침 소리나 헛기침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
대중들은 ‘세존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설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경청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으로 넘쳐 있었다.
(Mahāsakuludāyi sutta- 훌륭한 가문의 우다인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77,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수백명이 모인 대중 앞에서 가르침을 설하는 장면이다. 누군가
헛기침을 하였을 때 옆에 사람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수백명의 대중이 헛기침 하나 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세존께서 수백 명의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면, 세존의 제자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기침소리도내지 않습니다.(M89”라 하였다.
가능한 많이 기억하려고
이처럼 수백명의 대중이 기침소리 하나 없었다. 그런 분위기라면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기억’으로 설명된다.
부처님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노트도 없고 필기도 없었다. 더구나
검색만 하면 무엇이든지 찾아 낼 수 있는 인터넷도 없었다. 오로지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것 외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초기경전에서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나온다. 다음과
같은 아난다의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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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이 세상에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쌓아나가는 수행승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끝도 착하고,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추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청정한 삶을 설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언어로써 습득하고 정신으로 탐구하고 견해로써 통찰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경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부대중에게 원활하고 유창한
언어로써 가르침을 말합니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이러한 수행승이 이
고씽가쌀라 숲을 밝힐 수 있습니다.”
(Mahāgosiṅgasutta-고씽가 법문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32,
전재성님역)

아난다존자가 사리뿟따존자에게 한 말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모두 기억해서 저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비상한 기억력을 가졌다는 아난다는 고씽가 숲에 모인 부처님의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다.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찬탄이다. 이처럼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법문을
가능한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다.
부처님도 강조 하신 기억
부처님도 기억을 강조 하였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Katamañca bhikkhave satibalaṃ: idha bhikkhave ariyasāvato satimā
hoti: paramena satinepakkena samannāgato cirakatampi cirabhāsitampi
saritā anussaritā. Idaṃ vuccati bhikkhave satibalaṃ.
수행승들이여, 새김의 힘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면, 수행들이여, 이것을
새김의 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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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vitthatasutta -힘에 대한 상세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4,
전재성님역)

이 경과 동일한 내용이 상윳따니까야 ‘분별의 경(S48.10)’에도 실려
있다. 이는 오력중에 ‘염력(satibala)’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경에서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satinepakkena samannāgato)’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사띠(sati)’의 강력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
기억이 지혜와 결합되었을 때
경에서 “최상의 기억과 분별”이라는 말은 빠알리어
‘satinepakkena’를 번역한 것이다. 이를 초불연에서는 “최상의
마음챙김과 슬기로움”이라 하였다.
Satinepakkena 는 ‘Satinepakka + ena’로 분리 된다. Satinepakka 는
다시 ‘Sati+nepakka’로 분리 할 수 있다. Sati 는 ‘새김’ 또는
‘마음챙김’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Sati 의 제일의 뜻은
‘기억’이다. 이는 빠알리어 사전 PCED194 에 따르면 ‘memory;
mindfulness’로 되어 있어서 ‘memory(기억)’이 제일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이를 마인드풀니스의 의미인
‘마음챙김’으로 번역하였다.
Nepakka 는 prudence 의 뜻이다. Prudence 는 ‘신중, 현명함, 조심성’의
뜻이다. 한자로서는 ‘俊敏, 慎重, 慧’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Nepakka 가 Sati 와 결합하여 Satinepakka 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성전협의 각주를 보면 주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satinepakkena samannāgato : Srp.III. 234 에 따르면, ‘여기서 분별을
갖춤은 총혜인데 지혜를 언급하는 것이다. 왜 새김을 말하면서 지혜를
언급하는가? 새김의 강력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여기서는 강력한
새김이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혜와 결합되면 강력한 힘을
갖지만 분리되면 그렇지 못하다. 지혜와 결합된 새김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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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협 각주에 따르면 오력에서 언급된 사띠는 단순한 사띠가 아니라
한다. 그것은 지혜와 결합된 사띠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혜를
뜻하는 Nepakka 와 기억을 뜻하는 sati 가 결합되어 satinepakkena 라
하였는데, 이는 ‘지혜와 결합된 기억’을 뜻한다. 이처럼 지혜와
기억이 구족 되었을 때 알아차림의 힘이 강력해질 것이라 하였다.
마음은 챙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하는 대상
아직도 논란 중인 것이 번역어 ‘사띠(sati)’이다. 사띠에 대한
번역어로서 새김, 마음챙김, 마음집중, 알아차림 등 다양한 번역어가
소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띠의 제일의 뜻은
‘기억(memory)’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의 의미가 보이지 않은
번역어는 정확한 말이라 볼 수 없다.
왜 기억이 중요할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본다. 지금과 달리 부처님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필기구도 없고 더구나 인터넷검색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오로지
의지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가급적이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다.
제자들은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르침이 전승되어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띠번역어 대하여 마음챙김으로 번역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마음챙김이라는 말에 기억이라는 뜻이 전혀 들어 가 있지 않다. 물론
마음챙김에대한 별도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챙김이라는 말
자체에는 기억이라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매우 비불교적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챙겨야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행무상이라 하여 마음 역시 무상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은 챙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하는 대상이다.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관찰해야 함에도
이를 챙겨야 한다는 뜻의 마음챙김번역어는 아마도 두가지 이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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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진다. 하나는 영어의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를
‘마음챙김’이라 하여 ‘사전적’으로 번역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화두챙김’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가의 영향을 받아 마음을
챙겨야 할 대상으로 보아 ‘마음챙김’으로 번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새김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당위성
사띠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새김’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한
것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 5 권 해제글에서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김의 힘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문은
일반적으로 팔정도에서 정의되는 것과는 다른 정의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새김이 마음챙김이 아니라 새김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5 권 해제글, 전재성님)

전재성님에 따르면 사띠에 대하여 새김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사띠 본래의 의미인 ‘기억(memory)’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말
새김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런 새김은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억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만일 기억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것이다. 바로 이전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가지 못할 것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바로 이전의 행위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할 수
있는 뇌가 파괴 되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래 전의
일은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 될수록 점차 오래된 것도
잊어져 간다.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시작하여 점차 먼기억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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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 가는 것이다. 그러다 자식도 못알아 본다. 말기에 이르면 자신도
못알아 본다고 한다.
건망증이 있다.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를까? TV 에서 전문의의
설명에 따르면 건망증의 경우 기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기억한 것을 꺼내 올 때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스불을 켜
놓고 외출하였다가 갑자기 “아, 가스불!”하고 기억이 떠 오르는
것이다. 이처럼 저장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꺼내 올 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건망증이다. 그러나 치매는 아예 저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전에 한 행위나 말을 기억할 수 없다.
가르침을 저장하고 다시 되새기는 행위
만일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저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르침을 한쪽 귀로 듣고 바로 또 한쪽 귀로 흘려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수백명의 제자들이 숨을 죽이며 가르침을 모두 경청하고 있는데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이 단지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결코 지혜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뇌의 기억장치가 이상 없다면 가급적 가르침을
머리속에 저장하여 놓으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리고 저장된 가르침을
잊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가르침을 저장하고 다시 되새기는 행위가 사띠라 본다. 그래서
사띠는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사띠
번역어 중에 최상은 ‘새김’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공부는 외우는 것에서부터
기억을 해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억을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외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공부하는데 있어서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한글을 익힐 때도 외워야 한다. 또 구구단을 외워야 산수를 할
수도 있다. 영어 알파벳을 외워야 영어를 할 수 있고, 수학도 중요한
공식은 외워야 한다. 이렇게 모든 학문은 외는 것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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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 걸려 이해 할 것을 일주일 동안 외면
외우기와 관련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다. 뇌과학자로 잘 알려진
박문호박사의 강연에 대한 것이다. 박문호 박사는 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복잡한 도면을 보여 주고 있다.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해하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박문호 박사는 2012 년 전통불교문화원 강의에서 “실은 브레인이
이것 보다 백배 이상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축약한 것이 이 연결입니다. 2005 년도에 리스만이라는 기억을
삼십년동안 연구한 사람이 만든 도표입니다.(불교와 뇌과학 1)”라
하였다.

도표를 보니 매우 복잡하다. 도표만 이해하면 뇌의 구조는 물론 그 동안
베일에 쌓였던 뇌의 비밀까지 알 듯 하다. 하지만 박문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간단합니다. 스님들이 “좋아 반야심경에서도 색수상행식이 나오고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과학이 요즘 이렇게 힘이 세다는데 그러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도표 하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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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마음이 무어냐고 백날 질문하지 말고 저 도표를 이해 하시면
되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 하려면 십년걸려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도표를 암기 할려면 일주일이면 되요.
(불교와 뇌과학박문호 20120807 01, 박문호 박사)

요즘은 과학의 시대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밀려 한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업, 윤회, 내생, 육도
등 불교에서 말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학의 잣대를 대려 하는 것이다.
뇌과학도 일종의 과학이다. 의식, 마음 등 정신현상에 대하여
뇌과학으로 접근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반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뇌과학을 이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그렇게 힘이 세냐?”든가,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지 모른다.
이에 대하여 박문호 박사는 뇌에 대한 복잡한 도표를 보면서 “이
도표를 보면 정신현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표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십년가량 걸릴
것이라 한다. 십년간 도표를 보고 공부를 하면 뇌와 정신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외면 된다는 것이다.
도표를 외는데 있어서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도표를 한번
외워 놓으면 십년 동안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강력한 힘, 염력(念力, satibala)
박문호 박사는 십년 걸려 이해 할 것을 일주일 동안 외면 된다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기억의 힘이다. 오력에서 말하는
‘염력(satibala)’을 말한다. 기억(sati)과 지혜(Nepakka)와 결합 되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를 염력이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면, 수행들이여,
이것을 새김의 힘이라 한다. (A5.14, S48.10)”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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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직종의 사람들을 보면
모든 공부는 외는 것부터 시작 된다고 하였다. 또 모든 학문 역시 외는
것부터 시작 된다. 그래서 암기를 잘 하는 자가 잘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늘날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의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시험은 암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물론 이해력,
독해력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근본바탕은 암기에 있다. 특히
사법시험 같은 경우 교재를 거의 암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패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시험 역시 암기를 잘 해야 패스할 수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고급직종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고시에 패스하였기 때문이다. 모두 암기를 잘한
덕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암기한 결과일 것이다.
외우면 내것이 된다
암기는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이해하는 것은 단지 읽고 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다. 뇌의 구조에 대한 도표를 이해한다고 하였을 때
십년 걸리지만 이를 외워 버리면 일주일만에 아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사법시험이나 의사시험 역시 이해함과 더불어 암기를 요구한다.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 많은 경전이 있지만 단지 이해
차원으로 그친다면 십년이 아니라 삽십년이 다 가다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 게송이라도 외워 버리면 언제 든지
꺼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것이 된다.
이해하는 것은 내것이 아니지만 외우면 내것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외워서 지혜와 결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사띠는 기억과
지혜를 합한 것이라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되새김에 따라
현상에 대한 무상, 고, 무아의 통찰이 일어 났을 때 이것이 바로
사띠발라(satibala, 念力, 새김의 힘)이라 하였다.
“암기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뇌과학에 대하여 특강한 박문호 박사는 암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암기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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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암기를 하면 창의력이 말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정책은
정책은 잘못 된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발달 되는 것이 뇌라 한다. 그래서 총명해진다고
한다. 반대로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아둔해짐을 말한다. 특히 뇌과학자에
따르면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뇌내에서
뇌가 활동을 해야 뇌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 있다는 것이다.
외우기 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된다. 뇌가 활성화 되면
총명해지고 지혜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박문호 박사는 “암기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단언 하였다.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행하고”
법구경 19 번 게송은 경전외우는 것 보다 실천수행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것이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경전 외우기가 무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암기외에 의존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가르침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잊지 않기 위하여 ‘되새김’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부처님 가르침 전부를 다 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부니까야를 모두 한곳에 모아 놓으면 책장에 가득하다. 팔만사천에
달하는 부처님 말씀을 모두 다 외우고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일 가르침을 한평생 외우는 것에 보낸다면 한평생 외워도
극히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경전외우기에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르침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Appam-pi ce sahitaṃ bhāsamāno,
Dhammassa hoti anudhammacārī,
Rāgañ-ca dosañ-ca pahāya mohaṃ,
Sammappajāno suvimuttac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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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빰 삐 쩨 상히땅 바사마노
담맛사 호띠 아누담마짜리
라간 짜 도산 짜 빠하야 모항
삼맙빠자노 수위뭇따찟또

Anupādiyāno idha vā huraṃ vā,
Sa bhāgavā sāmaññassa hoti.

아누빠디야노 이다 와 후랑 와
사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경전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행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잘 마음을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집착 여의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리. (dhp20)

비록 조금 밖에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가르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함을 말한다. 그런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구차제정), 네 가지 청정으로 이끄는
계행, 열 세가지 두타행, 부정과 관련된 명상주제 등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외울 필요가 있는 근본가르침
경전은 외워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경전을 다 외울 수는 없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 사성제, 십이연기, 팔정도와 같은
근본 가르침이다. 이런 근본 가르침에 대한 것은 외울 필요가 있다.
사성제의 네 가지 진리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혜가 나지 않을
것이다. 또 팔정도의 여덟 가지 항목도 못 외우면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근본 가르침에 대한 것은 머리속에 암기 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된 가르침과 지혜가 결합되었을 때
게송에서처럼 “수행자의 삶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2014-04-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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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교는 왜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일까?

모처럼 기억에 남는 프로
오늘날 TV 를 보면 온갖 자극적인 화면으로 넘쳐난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먹거리’프로가 대표적이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임에도
말로써 “정말 맛있다”라거나, 엄지손가락을 올리면서 최고로 맛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먹거리 볼거리로 넘쳐 나는 TV 에서 모처럼 기억에 남는 프로를 보았다.
EBS 에서 심야시간대에 방영된
‘명사로세상을보는서양인,동사로세상을보는동양인(2014-04-15)’이라는
프로이다.
‘명사로세상을보는서양인,동사로세상을보는동양인’를 다시 보았다.
인터넷 검색결과 EBS 에서 2009 년 10 월 7 일에도 방영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이 프로에 대한 동영상은 널리 퍼져 있다.
확연히 차이 나는 사고방식
프로에서 본 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집합과 일체이다. 이에 대하여 나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인은 사물의 개체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체라는 개념도
서양인에게는 개체들이 모여서 집합(collection)의 의미이다. 그러나
동양인에게 있어서 전체란 개체성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와도 같은 상태
즉, 일체(one-ness)의 상태를 의미한다.
(명사로세상을보는서양인,동사로세상을보는동양인)

서양인들은 개체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개체가 모여서 된
전체도 개체들이 모여서 된 집합의 의미라 한다. 개인과 개성을
존중하는 서양인의 사고방식이다. 반면 동양인은 일체를 중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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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개체가 여럿 모여 집합이 되었을 때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라 하였을 때 서양인에게는
‘집합(collection)’으로 보고, 동양인은 ‘일체(one-ness)’로 본다고
하였다.
명사중심과 동사중심
그렇다면 서양인들은 왜 집합으로 보고, 동양인들은 일체로 보는
것일까? 이어지는 설명에 따르면 서양과 동양인의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 언어사용을 들
수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대로 서양인은 명사중심이고, 동양인은
동사중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나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시다’라는 언어차이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인 더
마실 것을 물을 때 차라는 명사를 사용하여 “More Tea?”라고 묻는다.
그러나 동양인은 ‘마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더 마실래?”라고
묻는다. 마시다라는 동사는 사람과 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표현 한다. 그러나 사람과 차가 서로 독립된 개체라고
믿는 서양에서는 ‘차’라는 명사를 통하여 질문의 의미를 표현한다.
(명사로세상을보는서양인,동사로세상을보는동양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서양인과 동양인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비행기를 타보면 알 수 있다.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 나온다. 커피를
마실 경우 외국인 승무원은 반드시 ““More Tea?”라고 묻는다. “커피
더 드실래요?”라는 말이다. Tea 라는 명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서양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내에서
한국승무원이 커피를 권할 때 “더 드실래요?”라고 말할 것이다.
프로에 따르면 동사위주의 언어사용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행복관
프로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인터뷰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한 표정’이 있다.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진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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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은 분리해서 보려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AeREgeZ8

그림을 보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활짝 웃고
있어서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화난 표정, 슬픈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 이에 대하여 질문자는 서양인에게 “Is
this person look happy?(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나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대부분 서양인들은 ‘행복해 보인다’고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임에도 서양인은 왜 행복해 보인다고
할까? 이에 대하여 “북미사람들은 그림속의 중심인물에만 초점을 맞춰
관찰하는 경향이 있다. 뒤 배경의 화만 표정이나 슬픈표정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동양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이
불행하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계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주변이 불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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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불행하다고 보고, 주변이 행복하면 자신은 더욱 더 행복하다고
보는 것이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행복관은 다르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은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막연하게 행복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에 대하여
단지‘행복’이라거나 ‘이고득락’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송이 꽃을 보고 있을 때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주변과 연계 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일까 프로에서는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시를 소개하고 있다.
시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서정주)

지금 한송이 꽃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단지 아름답다라는
느낌만 든다면 서양인 사고방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등 계절이 등장한다. 그리고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치고, 무서리가 내린다. 이렇게 온갖 자연의
조화에 의하여 마침내 한송이 꽃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화는
스스로 혼자 핀 것이 아니다. 주변환경과의 관계성에 의하여 꽃을
피워낸 것이다.
수 많은 원인에 대한 결과물로서
서양에서는 명사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반면 동양에서는 동사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개체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명사를
사용하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동사를 사용한다. 서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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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동양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사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로에서는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놀랍게도 연기법을 소개 하였다. 그래서 나레이터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인과관계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사물이 수
많은 원인에 대한 결과물로서 생겨나는 존재라는 뜻으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연기법을 자막으로 내 보내고 있다.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생기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잡아함경)

잡아함경을 근거로 하여 연기정형구를 소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기정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믈 것이다. 불교인들도 잘
모르는 연기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에서 연기정형구를 내
보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럼에도 프로에서 동양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연기정형구를 소개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양인 들의 동사사용은 연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어라이징(Arising)과 비잉(Being)
프로에서는 시종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명사와 동사, 관계성에 이어 이번에는 ‘존재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존재에 대한 서양인과 동양인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나레이터의 설명을 녹취하였다.

연기는 영어로 ‘어라이징(Arising)’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모든 존재를 ‘비잉(Being)’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고정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동양의 어라이징은 생겨난다는 뜻으로 동사적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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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양의 비잉은 존재한다는 뜻으로 고정적인 의미이다.
여기에서도 사물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명사로세상을보는서양인,동사로세상을보는동양인)

설명에 따르면 존재에 대하여 동양에서는
‘어라이징(Arising)’개념이라 하였고, 반면 서양에서는
‘비잉(Being)’개념이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연기법’과
‘존재론’에 대한 것이다. 이 프로의 하이라이트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연기법과 존재론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미 원리로서 확정 되어 있는 연기법
부처님은 연기법을 발견하였다. 부처님이 연기법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현하지 않거나 그 세계는 정해져 있으며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으며(S12:20)”라고 되어 있다. 연기법은 부처가 출현하든 하지 않든
이미 원리로서 확정되어 있는 법(dhamma)라는 것이다.
연기법을 발견한 자를 ‘부처’라 한다. 상윳따니까야에서는
‘과거칠불’이라 하여 모두 일곱분의 부처님이 소개 되어 있다. 모두
연기법을 발견하여 부처가 된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연기법을 발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상호의존적 연기와 조건발생적 연기
그런데 연기법은 철저하게 관계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호의존발생과 조건발생으로 설명된다. 이런 연기법을 제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정형구가 될 것이다.

imasmiṃ sati idaṃ hoti.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
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i.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이맛숩빠다 이당 웁빳자띠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 호띠
이맛사 니로다 이당 니룻자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若有此卽有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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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若生此卽生彼)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若無此卽無彼)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若無此卽滅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구절은 상호의존적 연기를 말하고,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구절은 조건발생적
연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若有此卽有彼)”라는 구절은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S21.65)”처럼, 식과 명색이
상호의존하여 발생함을 말한다. 또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若生此卽生彼)”라는 말은 조건발생연기로서,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S21.65)”와 같이 십이연기 정형구로 설명된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연기의 정형구는 상호의존연기와 조건발생연기 모두를
만족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이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논파
상호의존과 조건발생으로 설명되는 연기법에서 존재론은 설자리가 없다.
어느 것도 연기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으로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논파하였다.
그런데 명사 중심의 서양의 사고 방식은 철저하게 존재론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비잉(Being)’으로 설명된다. 비잉(Being)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를 뜻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존재론을 부정한다. 연기의 법칙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양인들은 만물에
대하여 왜 존재론으로 볼까? 그것은 서양의 종교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서양의 종교는 유일신교로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주가
만물을 만들어 냈다고 보기 때문에 존재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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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법에 따르면 창조론은 설자리가 없다. 어느 것 하나 관계속에서
상호의존과 조건발생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깟짜야나곳따경에서 “깟짜야나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S12:15)”라 하였다.
존재론에 입각한 번역을 보면
연기적 관계성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있다’는 ‘존재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초기불교 번역을 보면 존재론에 입각한 번역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Yaṃ bhikkhave, natthi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ahampi taṃ
natthīti vadāmi. Yaṃ bhikkhave, atthi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ahampi taṃ atthīti vadāmi.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현자들이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
(Puppha sutta-꽃 경, 상윳따니까야 S22:94, 각묵스님역)

초불연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없다’와 ‘있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빠알리어 ‘natthi’와 ‘atthi’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번역이 문제가 될까? 그것은 다름아닌 존재론적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이 있다(有)는 것을 분명히 긍정하고 계십니다”
초불연의 경을 보면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그러한 물질(色)이 있다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라 하였다. 이렇게 오온에 대하여 ‘있다’ 또는
‘없다’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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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꽃 경(S22:94)에서 보듯이 부처님께서는 세상{오온으로 구성된
고성제}이 분명히 있다(有)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있다(有)는 것을 분명히 긍정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적으로(세상의 일어남을 볼 때에는) 있다(有)도
긍정하시고,
조건적으로(세상의 소멸을 볼 때에는) 없다(無)도 긍정하시며, 이것을
{'중'의 견해 = 바른 견해(정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의 견해 = 바른 견해(정견)}는, 용수가
중론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주장하듯이 무조건, 있다(有)도
부정하고, 무조건, 없다(無)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묵스님, 출처 : http://cafe.daum.net/chobul/1AoB/1109)

각묵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부처님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엄연히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있다(有)는 것을 분명히 긍정하고 계십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존재론적인 번역이다.
빅쿠보디의 존재론적 번역 비판
존재론적인 번역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역자는 번역에서 여기서 인식론적으로 ‘이다’와 ‘아니다’를
사용하여 번역했으나 ‘있다’와 ‘있지 않다’로 바꾸어 존재론적으로
번역할 수 있음을 밝힌다.
Cdb.949 에서 존재론적인 번역을 택하고 Cdb.1085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책 12:15 의 경에서 이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보완적인
가르침을 제공한다. 세존은 모든 존재론적인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만 부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깟짜야나곳따경’이 중도적인 가르침이 존재와 비존재의
정태적이고 실체론적인 개념을 몰아내는데 비해 여기서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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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적인 가르침이 존재론적인 주제에 관한 결정론적인 견해를
화해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상한 과정으로서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에 대한 긍정은 세계에는 실재론적 존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환상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atthīti 와 natthīti 에 대한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은 atthīti 와 natthīti 에 대하여 ‘이다’와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식론적로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있다’와 ‘있지 않다’로 존재론적으로 번역한 빅쿠 보디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CDB 에서 빅쿠 보디의 설명에 따르면 “세존은 모든 존재론적인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만
부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무슨뜻일까?
경험가능한 것은 존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설령 그것이
연기적으로 무상하다고 할지라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하는 것으로 본다.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빅쿠보디의 견해에 대하여 “결정론적인 견해를
화해시키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결정론과 존재론에
바탕을 둔 서양의 데카르트적 사유와 화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빅쿠보디의 견해에 따르면 오온은 실재하는 것이 된다. 비록 오온이
연기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빅쿠보디의 존재론적 번역방식에 따르면
오온은 실체가 있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런 방식은 “실재론적 존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환상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라 하였다. 이는
무슨말일까? 예를 들어 유식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유식에서는 이 세상이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환영처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오온에 대하여 실재성을 부여하면 환상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실재성 부여는 자칫하면 ‘유아론’으로
흐르기 쉽다.
존재론을 인정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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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론은 무아론과 반대 되는 말이다. 자아, 개아, 영혼 등 실체가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나를 찾는 수행, 또는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존재의 근원을 찾다 보면 결국 궁극적
실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궁극적 실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산정상론’이다.
산으로 올라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이만 결국 정상에서 모두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름아닌 모든 종교가 궁극적 추구하는
진리는 모두 모두 같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다원주의자들은 존재의
근원을 ‘궁극적 실재(Reality)’라 보고 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실재는그리스도, 브라흐만, 비로자나, 불성, 참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궁극적실재에 열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기법에 따르면 그 어떤 실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이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 실재라고 할지라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왜그럴까?
연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온에 대하여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빅쿠보디의 존재론적 번역방식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초불연에서는 이런 빅쿠 보디의 견해를 존중하여 atthīti 와 natthīti 에
대하여 ‘있다’와’ 없다’로 존재론적으로 번역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조건적으로(세상의 일어남을 볼 때에는) 있다(有)도
긍정하시고”라고 설명하였다.
각묵스님이‘있다’와 ‘없다’라고 번역한 것은 존재론적 번역방식임에
틀림 없다. 또 존재론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서양인인 빅쿠보디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atthīti 와 natthīti 에 대하여 인식론적 번역과 존재론적
번역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를 비교해 보았다.

구 분
빠알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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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S22.94)
Yaṃ bhikkhave, natthi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ahampi taṃ natthīti

비 고
‘Natthi’
‘atthi’

초불연
각묵스님역

성전협
전재성님역

CDB
빅쿠보디역

vadāmi. Yaṃ bhikkhave,
atthi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ṃ ahampi
taṃ atthīti vadāmi.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현자들이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아니다’리고 여기는 것은 나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이다’리고 여기는 것은 나도 그것을
‘이다’라고 한다.
Of that which the wise in the world
agree upon as not existing, I too say
that it does not exist. And of that
which the wise in the world agree
upon as existing, I too say that it
exists-

‘없다’
‘있다’

‘아니다’
‘이다’

‘not
existing’
‘existing’

표를 보면 ‘Natthi’와‘atthi’에 대하여 번역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없다’와 ‘있다’라고 번역한 것은 ‘무(無)’와
‘유(有)’로 설명되는 존재론적 번역의 대표적인 예이다. 빅쿠보디는
‘Natthi’에 대하여 ‘not existing’이라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의 뜻으로 번역하였고, ‘atthi’에 대하여 ‘existing’이라 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번역하였다.
‘있다’와 ‘이다’의 차이는?
이런 존재론적 번역을 취하면 오온은 어떻게 설명될까? 경에서 물질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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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 that is impermanent, suffering, and subject to change: this
the wise in the world agree upon as existing, and I too say that it
exists.
(빅쿠보디역, 존재론적 번역)

2)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그러한 물질(色)이
있다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
(각묵스님역, 존재론적 번역)

3)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현자들은 물질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 ‘이다’라고 여기는데 나도 그것을 ‘이다’라고 말한다.
(전재성님역, 인식론적 번역)

오온은 무상한 것이다. 제행무상이라 하여 어느 것 하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번역하면 물질은 ‘있는
것(有)’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존재하는 것의 뜻으로
existing 이라 하였다. 초불연에서도 역시 무상하게 변하는 “물질(色)이
있다”라고 하여 ‘존재론적’으로 번역하였다. 반면 성전협에서는
무상하게 “물질이 변화한다”라 하여 ‘인식론적’으로 번역하였다.
“불교는 인식론이에요”
그렇다면 존재론과 인신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불교는
존재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식론이에요. 존재는 그 것 자체가
하나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사실 존재는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때의 인식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며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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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무아를 알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집착 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묘원법사,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2012 년 10 월 29 일자,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 지금은 수행시대 - 위빠사나 5:사대)

묘원법사에 따르면 불교는 존재론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일
불교가 존재론을 이야기 한다면 더 이상 불교라고 볼 수 없음을 말한다.
왜 그럴까? 불교는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종교가 아니고 존재의 근원과
합일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현상을 인식하고, 그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종교이다.
이렇게 ‘실체없음’을 강조하는‘무아’의 가르침인 불교에서
존재론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넌센스’라 볼 수 있다.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사유
그렇다면 존재론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묘원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철학은 존재론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이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 보았을 거에요. 그러나 이러한
존재는 지극히 사변적인 것이에요. 존재의 실재는 인식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념(개념)과 실재의 문제이에요.
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로 지수화풍이라는 사대입니다.
몸을 존재로 보면 관념으로 보는 것이라서 몸이 가진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식으로 보면 몸이 가진 성품을 보아서 사물을 바르게
통찰 할 수가 있습니다.
(묘원법사,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2012 년 10 월 29 일자,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 지금은 수행시대 - 위빠사나 5: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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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원법사는 존재론은 서양철학의 산물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1596-1650)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데카르트는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Cogito ergo sum)”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사유는 서양철학의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 사유로는 바른 성품을 볼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왜 그럴까?
사유는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생각에 그치는 개념일 뿐인
것이다.
“개념(관념)으로 말하지 말고 느낌을 말하세요”
개념으로는 실재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아픈 느낌이 왔을 때 “아,
아프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아픔’이라는 법이 실재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끼의 뿔’과 같은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념 내지 관념인 것이다.
개념이나 관념으로는 성품을 올바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념에 따른
존재론적 방식으로는 결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을 실현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수행처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개념(관념)으로 말하지 말고 느낌을 말하세요”라는 말이다.
좌선이나 경행 중에 일어 났던 현상을 인터뷰시간에 말한다. 그 때
사람들은 ‘느낌’에 대하여 말한다. 딱딱하다든가 부드럽다든가
뜨겁다든가 차갑다든가 하는 ‘느낌’이다. 그런데 누군가 ‘참나’나
‘불성’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참나나 불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마하야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식론에 바탕을 둔 위빠사나 수행처에서는 한낱 우스개 소리 밖에 되지
않음을 말한다.
다원주의자들이 열반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
불교에서는 존재론을 말하지 않는다. 존재론은 유일신교처럼 궁극적
실재를 가정하여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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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인식론으로 말한다. 인식론은 다름 아닌 연기법이다. 모든
현상이 상호의존하고 조건발생함을 말한다. 그래서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통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찰하였을 때 지혜가 생겨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그래서
결코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빅쿠 보디는 ‘꽃의 경(S22.94)’에서
‘Natthi’와‘atthi’에 대하여 ‘not existing’과‘existing’로서
존재론적으로 해석하였다. 빅쿠 보디의 견해를 존중하는 초불연에서도
‘없다’와‘있다’라 하여 역시 존재론적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사실상 부분적으로 존재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존재론적 사유는 결국 궁극적 실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어떤 궁극적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브라흐만, 비로자나, 불성, 참나 등 궁극적 실재를 인정하는
한 더 이상 불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산의 정상론을 설명하면서 열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브라흐만, 비로자나, 불성, 참나 등이
궁극적 실재의 다른 이름이라 하지만 열반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교가 무아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존재론은 궁극적 실재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유아’를
기반으로 한다. 브라만교의 브라만이 궁극적 실재이고, 아뜨만이 개아를
뜻하는 ‘유아’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부정하였다. 불교는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성립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궁극적 실재와
아뜨만을 부정한다. 그래서 불교는 연기법에 따른 열반을 추구한다.
이처럼 궁극적 실재와 유아를 비판하고 성립된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산정상론을 말하면서 열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것이다.
존재론에 근거한 유신견(有身見)
부처님은 존재에 실체가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것이 불교의
무아사상이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무아 즉, 실체가 없음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맛지마니까야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큰
경(M64)’에서 부처님은 존재에 실체가 없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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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마음은 존재의 무리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사로잡혀 존재의
무리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정복당하여 이미 생겨난 존재의 무리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존재의 무리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가 굳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장애이다.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큰 경, M64)

불교에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는 첫번째 조건이 있다. 그것은
‘유신견’을 타파하는 것이다. 그런 유신견은 ‘존재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유신견은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유신견이 있는 한 결코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존재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장애’를 가진 것과 같다고 하였다.
존재론은 번뇌의 온상
부처님은 결코 존재론을 설하지 않았다. 존재론은 결국 나를 찾는
수행을 말하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존재의 근원을 찾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한가?”라든가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등으로 의심하게 된다. 이런 의심은 한국의
간화선에서 “이뭐꼬?”라 하여 장려 되지만 부처님은 번뇌의 온상으로
보았다. 모든 번뇌의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한다.
그는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쓴다. -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나는 미래세에 없을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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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변할까? 또는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여섯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겨난다. ‘나의 자아는 있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
또는 이와 같이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생겨난다.
(모든 번뇌의 경, M2)

모든 번뇌의 경에 따르면 나를 찾는 수행 또는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는 것’이라
하였다. 한마디로 “쓸데 없는 짓을 한다”와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궁극적실재나 존재의 근원, 참다운 나를 찾는 수행은 결국
자신을 얽어 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견해의 심취,
견해의 정글, 견해의 험로,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결박(M2)”이라 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결박에 얾매이는 것에 대하여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M2)”라고 하였다.
왜 존재의 근원을 찾아서는 안되는가?
부처님은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말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말룽끼야뿟따경에서는 “내가 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한 삶과는 관계가 없으며, 멀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멈추고 삼매에 들고 올바로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M63)”라 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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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것은 넌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2014-04-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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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층층나무꽃이 필 때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 층층나무이다. 층층나무는 마치 하얀
시루떡을 층층이 올려놓은 것 것 같다. 이처럼 층층이 꽃이 핀다고 하여
‘층층나무’라 하는 것일까 지금 도심의 관공서 앞마당에는 층층나무에
하얀 꽃이 층을 이루어 피어 있다.

층층나무꽃을 볼 때 마다 품격을 느낀다. 커다란 잎을 가지며 한번
크게 피었다가 처참하게 지는 꽃과는 달리 층층나무꽃은 우아하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일까 궁궐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가
보다. 경복궁에 가면 층층나무를 볼 수 있다. 설명문에 따르면
‘말채나무(Cornus walteri)’라 한다. 작은 꽃이 다발을 이루어 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품위 있고 기품이
있어서 궁궐의 정원수로 심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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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나무꽃이 필 때 쯤이면 오월이다. 사월에 피는 꽃들과 달리 오월에
피는 꽃들은 잎파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꽃이 핀다. 이런 특징은 꽃이
먼저 피고 이어서 잎이 나는 벚나무꽃과 다르다. 이처럼 오월의 신록에
피는 꽃들은 꽃과 신록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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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에 대하여
오월의 공기는 싱그럽다. 그리고 상큼하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온도와
습도는 적당하다. 그래서 오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나 계절의 여왕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 그것은 ‘축복의
계절’이라는 말이다. 신록이 시작 되어 키높은 나무에서 꽃이 필 때쯤
되면 온세상에 생명이 충만하다. 그래서 오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라기 보다 축복의 계절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듯 하다.
오월은 축복의 계절이다. 그런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네이버사전에
따르면 축복에 대하여 “행복을 빎, 또는 그 행복”이라 되어 있다.
다음사전에 따르면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함, 행복하기를 빌거나 기뻐하여 축하하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모두 행복과 관련이 있다.
축복에 대하여 영어로 ‘블레싱(blessing)’이라 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번째 뜻은 ‘the formal act of approving’ 이다.
영어권에서 신의 은총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두번째 는 ‘a
desirable state’ 로서 ‘바라는 상태’라는 뜻이다.
축복에 대하여 네이버 사전을 보면 ‘1) 축복(의 기도), 2) 승인 또는
허락, 3) 다행스러운 것 또는 좋은 점’이라 설명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어의 블레싱은 현재 다행스럽고 미래에 행운을 바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레싱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행복’을
뜻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행복 플러스 알파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행복’일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행복 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축복일
것이다. 축복이라는 말은 행복을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단지 지금 여기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런 느낌임에 비하여, 축복은 행복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이다. 그 행복 플러스 알파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미래에도 지금 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식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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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결혼식일
하는 말은 “축하한다”라는 말이다. 이는
여기서도 행복하지만 미래에도 행복하기를
축복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대한 것이기
축복이다.

것이다. 이 때 많은 하객들이
다름 아닌 축복이다. 지금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행복을 아우르는 말이

행복경이 아니라 축복경
불교에도 축복이라는 말이 있다. 빠알리어 ‘망갈라(Maṃgala)’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망갈라숫따(Maṃgalasutta,
Sn2.4)’가 있는데 이를 ‘축복경’이라 한다.
망갈라숫따에 대하여 ‘행복경’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좋은 징조에 대한 뜻이
망갈라이다. 이는 단지 현재의 행복한 느낌을 뜻하는 ‘수카(sukha)’의
뜻과는 다르다. 만일 행복경으로 제목을 붙였다면
‘수카수따(sukhasutta)’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카수따라 하지
않고 망갈라숫따라 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망갈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빠알리어사전 PCED194 에 따르면 망갈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mangala
: means, in general usage, anything regarded as 'auspicious'
'lucky', or a 'good omen'. Against the contemporary superstitions
notions about it, the Buddha, in the Mahā-mangala Sutta (Sn., w.
258 ff.), set forth 36 'blessings' that are truly auspicious, i.e.
conducive to happiness, beginning with the 'avoidance of bad
company' and ending with a 'serene mind'.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Suttas in Buddhist countries, and a fundamental text on
Buddhist lay ethics.
(mangala, PCED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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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따르면 망갈라의 의미는 ‘auspicious(상서로운), lucky(행운),
good omen(좋은 징조)’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이는
‘pleasant(즐거운), happy(행복한); happiness(행복), pleasure(쾌락),
joy(기쁨), bliss(환희)’ 등의 뜻이 있는 수카와는 다른 것이다.
중국에서는 망갈라숫따에 대하여 ‘길상경(吉相經)’이라 번역하였다.
길상은 ‘운수가 좋을 조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망갈라의
뜻은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축복이라는 말이 적합해 보인다.
성전협 전재성님은 Mmahamaṃgalasutta 에 대하여 ‘위대한 축복의
경’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큰 행복 경’이라 하였고,
미산스님은 ‘최상의 행복경’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빠알리어 망갈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각묵스님의 ‘큰 행복경’과 미산스님의 ‘최상의 행복경’, 왜
오역인가(2013-04-22)’라는 제목으로 비판글을 올린 바 있다.
소니박사의 ‘Life's Highest Blessings’
Maṃgala 에 대한 PCED194 를 보면 뿌리가 maṅg 이라 하였다. 이는
‘lucky(행운)’의 뜻이다. 상서로운, 좋은 징조 등의 뜻이 있는
망갈라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경이 망갈라경(Sn2.4)이다.
PCED194 에 따르면 망갈라경에 대한 자료를 소개 하고 있다. Dr. R. L.
Soni 의 ‘Life's Highest Blessings’이라는 글을 참고하라고 하였다.
소니박사의 ‘Life's Highest Blessings’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망갈라경에 대하여 분석한 글인 ‘Life's Highest Blessings The Maha
Mangala Sutta’ 을 발견하였다. 부제로서 ‘소니박사가 해석하고
주석하였음(translation and Commentary by Dr. R.L. Soni)’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 자료는 꽤 긴길이의 글이다. 그래서 망갈라경에 대한
하나의 소책자와도 같다.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68 페이지 달하는 ‘Life's Highest Blessings’을 보면 망갈라경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망갈라의 뜻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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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ommentary, mangala means that which is conducive
to happiness and prosperity
(Dr. R.L. Soni, Life's Highest Blessings The Maha Mangala Sutta)

소니박사는 주석을 인용하여 망갈라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망갈라의
뜻은 “which is conducive to happiness and prosperity”라 하였다.
이는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문구가
망갈라의 뜻을 가장 적합하게 잘 표현 한 것이라 보여진다.
계정혜 삼학으로 분류된 38 가지 망갈라
소니박사의 해석대로 하면 망갈라라는 말은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의 뜻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큰 행복
경’ 또는 ‘‘최상의 행복경’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망갈라는 지금 여기서 행복한 느낌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이다.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그렇다면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소니박사는 모두 38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경에서 나열된 단어와
문구를 분류한 것이다.
소니박사가 38 가지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빠알리
원문과 전재성님의 우리말 번역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실었다.

No
1

빠알리어
Asevanā ca
bālānaṃ

계정혜 삼학에 따른 38 망갈라
영어
한글
Not associating
어리석은 사람을
with fools.
사귀지 않으며

2

paṇḍitānañ
ca sevanā
Pūjā ca
pūjanīyāna
ṃ

Associating with
the wise.
Reverencing
those worthy of
respec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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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사람에
가까이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게송
STANZA
II
(stn259)

계정혜
I. Siila:
moral
culture
(21
mangalas )
(계행계발)

4

Patirūpades
avāso

5

pubbe ca
katapuññatā

6

Attasammāpa
ṇidhi

7

Bāhusaccañc
a
(Bāhu)sippa
ñca
vinayo ca
susikkhito
Subhāsitā
ca yā vācā
Mātāpitū
upaṭṭhānaṃ
puttadārass
a saṅgaho
Anākulā ca
kammantā

8
9
10
11
12
13

14
15

Dānañca
dhammacariy
ā

16

ñātakānañca
saṅgaho
Anavajjāni
kammāni
Ārati
(papa)
virati pāpā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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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japānā
ca saññamo
Appamādo ca
dhammesu
Gāravo
nivāto
santuṭṭhi

Residence in a
suitable
locality.
Having made
merit in the
past.
One's mind
properly
directed
Profound
learning.
Proficiency in
one's work.
Well-learned
moral discipline
Gracious kindly
speech.
Giving support
to parents.
Cherishing wife
and children.
Business
pursuits,
peaceful and
free from
conflicts.
Acts of giving.
Conduct
according to
Dhamma.
Helping one's
relatives.
Blameless
actions.
shunning evil.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Abstaining from
evil.
Refraining from
intoxicants.
Diligence in
practice of what
is Dhamma.
Reverence.
Humility.
Contentment.

(악함을)멀리하고

STANZA
III
(stn260)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많이 배우고
(많이)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함에
혼란스럽지 않으니

나누어 주고
정의롭게 살고

STANZA
IV
(stn261)

STANZA
V
(stn262)

STANZA
VI
(stn263)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 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악함을 싫어하여

STANZA
VII
(stn264)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존경하는 것
겸손한 것
만족

VIII
(stn265)

II.

Samaadhi:
mental

25

kataññutā

Gratefulness.

26

Kālena
dhammasavaṇ
aṃ
Khantī
sovacassatā

Timely hearing
of the Dhamma

27
28
29
30

31
32

samaṇānañca
dassanaṃ
Kālena
dhammasākac
chā
Tapo

36

brahmacariy
añca
ariyasaccān
adassanaṃ
Nibbānasacc
hikiriyā
Phuṭṭhassa
lokadhammeh
i
ci
ttaṃ yassa
na kampati
Asokaṃ

37

virajaṃ

38

khemaṃ

33
34
35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culture
(9

mangalas )
(삼매계발)

Patience
Meekness when
corrected.
Meeting (seeing)
monks.
Discussing the
Dhamma at the
proper time.
Energetic selfrestraint.
Holy and chaste
life.
Insight into the
Noble Truths.
Realization of
Nibbaana.
A mind unshaken
by the ups and
downs of life.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Freedom from
sorrow.
Freedom from
defilements of
passion.
Perfect
security.

슬픔 없이

STANZA
IX
(stn266)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STANZA
X
(stn267)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III.

Paññā:
wisdom
culture
(8

mangalas )
(지혜계발)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STANZA
XI
(stn268)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소니의 분류에 따르면 모두 38 개의 망갈라가 된다. 또 38 개의 망갈라에
대하여 계정혜 ‘삼학’으로 분류 하였다. 계행의 계발에 대한 것이
21 망갈라이고, 삼매의 계발에 대한 것이 9 망갈라, 지혜의 계발에 대한
것이 8 망갈라이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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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박사의 계정혜 삼학에 따른 분류 방식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망갈라경에서 38 개의 축복에 대한 것이 정렬 되어 있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니박사는 “Their
arrangement is strictly logical and their sequence is natural and
progressive.”라 하였다. 이들 망갈라의 정렬이 매우 논리적이고 과정
또한 자연스럽고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무질서하게 나열
된 듯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
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니박사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 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점진적 단계별 분류방식
No
1

구
분
Suitable
associations

망갈라
M1 M2 M3

2

A good place to
live
Past merits
Right planning
Right training

M4

6

Basic
responsibilities

M11 M12
M13

7

Social obligations

M14 M15
M16 M17

8

Self-protection

M18 M19
M20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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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M6
M7 M8 M9
M10

우리말 번역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M1),
슬기로운 사람에 가까이
지내고(M2),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M3)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많이 배우고(M7),
(많이)익히며(M8),
절제하고
훈련하며(M9),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M10)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M11),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M12),
일을 함에 혼란스럽지
않으니(M13)
나누어 주고(M14),
정의롭게 살고(M15),
친지를 보호하며(M16),
비난 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M17)
악함을 싫어하여(M15),
(악함을)멀리하고(M18),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M20)

단 계
The
Preparation
(준비)

Wayfaring in
the world
(세상여행)

9

Conservation of
personal progress
Cultivation of
higher qualities

M21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M22 M23
M24 M25
M26

M27 M28

13

Spiritual
eligibility
Contact with
religious life
On the path

14

The fruit

M35 M36
M37 M38

존경하는 것(M22),
겸손한 것(M23),
만족(M24),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M25),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M26)
인내하고(M27),
온화한 마음으로(M28)
수행자를 만나서(M29),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M30)
감관을 수호하여(M31),
청정하게 살며(M32),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M33),
열반을 이루니(M34)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M35),
슬픔 없이(M36),
티끌 없이(M37),
안온한 것(M38)

15

Perfect
invincibility of
the person

16

Durable happiness

10

11
12

M29 M30
M31 M32
M33 M34

Spiritual
growth
(정신적
성장)

The
conclusion
of life
(삶의 목적)

정통바라문의 인생사주기와 유사하지만
표는 점진적 단계별 분류방식에 대한 것이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대하여 책의 내용을 보면 마치 여행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나그네가 있어서 마치 순례하듯이 인생여행을 통하여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네 가지 단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The Preparation(준비): 처음 세 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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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yfaring in the World(세상에 대한 여행): 다음 네 게송.
3) The Religious Life(종교적 생활): 다음 세 게송
4) The Highest Goal(궁극적 목표): 마지막 게송

소니박사가 분류한 네 가지 단계를 보면 마치 고대에서 인생 사주기를
보는 것 같다. 고대인도의 정통브라만교에서 인생사주기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4)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梵行期: Brahmacariya]
가정에서 결혼하여 생활하는 시기[家住期: Gārhasthya]
숲에서 수행하는 시기[林棲期: Vānaprastha]
유행하며 돌아다니는 시기[遊行期: Saṃnyāsin]

이처럼 브라만교의 인생사주기와 대비하여 망갈라경을 네 가지 점진적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하여 브라만교의
인생사주기와 똑 같은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소니박사의 책 본문에 세 번째 항 ‘The Religious
Life(종교적 생활)’에 대한 것을 보면 “it does not mean that
marriage is essential for all people at some period in life”라고
되어 있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 하였다.
망갈라경에서 부모를 모시고 아내를 부양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결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망갈라경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경이라기 보다 출가와
재가를 아우르는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경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남방 테라와다에서는 이 망갈라경이 재가를 위한 윤리적 교법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테라와다불교에서의 주요 예불문이기도 하다.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이 동등하다고?
망갈라경에서는 각 게송마다 공통적으로 “에땅 망갈라뭇따망(etaṃ
maṅgalamuttamaṃ)”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형화된 후렴구는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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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게송마다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 ‘더 없는’ 이라는 뜻이
uttama 이다. 이는 ‘highest; best; noble’의 뜻이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아내를 부양하는 것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지금
부모와 아내를 잘 부양하고 있다면 지금 행복해서 좋은 것이고 또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아내를 잘
부양하는 것은 좋은 징조이다. 그래서 축복이라 한 것이다. 현재와 미래
모두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망갈라에 대한 정의로 “which is conducive to happiness and
prosperity(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게송마다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고 하여 미산스님의 경우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이 동등하다는 뜻으로 법문하였다.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것(puttadārassa saṅgaho, stn262)”과 열반을
이루는 것(Nibbānasacchikiriyā, stn267 )”에 대하여 동급으로 본
것이다.
미산스님의 ‘동급론’은 적절한 설명이 되기 어렵다. 소니박사의
점증적 단계별 성장에 따르면 ‘열반을 이루는 것’과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것’ 더 없는 축복일지라도 ‘열반을 이루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열반이야 말로 불교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벌벌 떨어
망갈라경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majjapānā ca
saññamo)’도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 술마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재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조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축복은 어떤 것일까? 망갈라경에서 게송의 말미마다 “에땅
망갈라뭇따망(etaṃ maṅgalamuttama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라 하였는데 모두다 더 없는 축복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없는 축복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열반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뉴스에서는 갖가지
무너져서 사람들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불이나 수백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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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고소식을 전한다. 멀쩡하던 지붕이 갑자기
죽고,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는다. 하늘을 날던
전원사망하는 소식도 종종 들린다. 지하철에서
되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다. 이렇게 땅위에서

바다위에서 하늘위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 그럴 때 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 멀리 지구반대편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만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무감각하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또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등은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 날 때 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건과 사고, 재해가 일어나 죽어 나갈 때 마다
사람들은 커다란 슬픔에 잠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듯이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는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stn576)”라 하였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벌벌 떤다는 것이다.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
죽음이 닥쳐도 떨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열반을 성취한 자이다. 번뇌를
소멸하여 다시는 태어나지 않은 열반을 성취하였을 때 죽음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릴지 모른다. 그래서 테리가타에서는
“나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삶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고용된 사람이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Thag.606)”라 하였다.
아라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왜 그럴까?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큰 의미가 없다. 또 삶 또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삶도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지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받아 들이겠다는 것이다.
아라한에게 있어서 오온의 파괴는 죽음이 아니다. 단지 생명의 내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번뇌가 남아 있는 범부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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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죽음이라 부르지만, 번뇌다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불사(不死: amata)’ 라 하기 때문이다.
아라한은 자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아라한의 죽음이다. 그래서 ‘불사(不死: amata)’라 하였다. 그래서
범부의 죽음은 죽음이고, 아라한의 죽음은 불사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번뇌 다한 자의 죽음은 축복이다. 그래서 망갈라경에서도 열반을
이룬자에 대하여 “에땅 망갈라뭇따망(etaṃ maṅgalamuttama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열반을
이류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 중에서도 더 없는 축복일 것이다.
가장 애착이 가는 게송이 있는데
망갈라경은 모두 12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축복에 대한
것이 모두 10 개 게송이다. 이를 나열해 보면 38 망갈라가 된다. 이렇게
많은 축복에 대한 게송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게송이 있다. 그것은
열개의 망갈라게송 중에 가장 마지막번째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Phuṭṭhassa lokadhammehi
cittaṃ yassa na kampati,
Asokaṃ virajaṃ khemaṃ
etaṃ maṅgalamuttamaṃ.

풋탓사 로까담메히
찟땅 얏사 나 깜빠띠
아소깡 위라장 케망
에땅 망갈라뭇따망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8)
(Maṃgalasutta- 위대한 축복의 경, 숫따니파타 Sn 2.4, 전재성님역)

이 게송에서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쳐도(Phuṭṭhassa
lokadhammehi)”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세상살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살이에 대한 빠알리어가 ‘lokadhamm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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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담마에 대한 주석을 보면 하여 소니박사는 다 ‘primarily eight
‘이라 하여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여덟 가지항목을 보면 ‘gain and loss,
honor and dishonor, praise and blame, pain and joy’이다. 이는
‘얻음, 잃음, 명예, 치욕, 비난. 칭찬, 행복, 불행’ 이렇게 여덟
가지를 말한다. 이 여덟 가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저리 나부끼며
이 세상을 살다보면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다. 또 이
세상을 살다보면 명예로운 일도 있지만 수모나 망신 등 치욕적인 일을
겪기도 한다. 누군가 나에게는 칭찬해 주면 우쭐하고 비난하면 속상해
한다. 또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있지만 불행한 날도 많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하셨다.

Aṭṭhime bhikkhave, loka dhammā lokaṃ anuparivattanti, loko ca
aṭṭhalokadhamme anuparivattati. Katame aṭṭha:
Lābho ca alābho ca ayaso ca yaso ca nindā ca pasaṃsā ca sukhaṃ ca
dukkhaṃ ca, ime kho bhikkhave aṭṭhalokadhammā lokaṃ
anuparivattanti, loko ca ime aṭṭhalokadhamme anuparivattatī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제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제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세상 원리의 경 2, 앙굿따라니까야 A8.6, 전재성님역)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얻음, 잃음, 명예, 치욕, 비난.
칭찬, 행복, 불행’이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aṭṭhalokadhamme)’라 하였다. 이를 다른 말로 ‘팔풍(八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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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명예나 치욕 등 여덟 가지에 대하여 여덟 가지 바람이라 하는
것이다.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이 이리저리 나부끼기 때문이다.
바위처럼 끄덕 하지 않는다
‘얻음, 잃음, 명예, 치욕, 비난. 칭찬, 행복, 불행’에 대하여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라 하였다. 여기서 ‘세상의 원리’라는 말이
lokadhamma 이다. 이는 ‘세상살이’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누가 칭찬하였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누군가 비난하였다고 하여 낙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비난의 바람이 거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불행이 찾아 와도 바위처럼 끄떡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원리 또는 세상살이라 불리우는 ‘얻음, 잃음, 명예, 치욕,
비난. 칭찬, 행복, 불행’은 거센 바람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일 수 있다. 너무나 강력하여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거나 심지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강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바위산은 꼼짝 하지 않는다. 약한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힐지 모르지만 저 바위산에 아무리 핵폭탄급 태풍이 불어도 날아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바람과 바위를 대비시킨 게송이
보인다.

Selo yathā ekaghano
vātena na samīrati
evaṃ nindāpasaṃsāsu
na samiñjanti paṇḍitā

셀로 야타 에까가노
와떼나 나 사미라띠
에왕 닌다빠상사수
나 사민잔띠 빤디따.

아주 단단한 바위덩이가
비람에 움직이지 않듯 ,
이와 같이 현명한 님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
(법구경 Dhp8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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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vāto selaṃ va pabbataṃ, dhp8)”
이다. 마찬가지로 현자들은 그 어떤 비난이나 비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잃음, 치욕, 비난,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얻음, 명예, 칭찬, 행복’에 대해서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축복
망갈라경은 테라와다불교의 예불문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수경과
같은 생활경전이다. 그래서 늘 수지독송하는 것이 망갈라경이다. 그런데
망갈라경에 대하여 일부번역자들이 ‘행복경’이라 한다. 행복을 뜻하는
말이 수카(sukha)인데, 수카는 ‘pleasant(즐거운), happy(행복한);
happiness(행복), pleasure(쾌락), joy(기쁨), bliss(환희)’ 등의
뜻이어서 맞지 않는다. 망갈라는 말은 ‘auspicious(상서로운),
lucky(행운), good omen(좋은 징조)’의 뜻이기 때문에 축복경이나
길상경이라는 말이 적합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에땅 망갈라뭇따망(etaṃ
maṅgalamuttamaṃ)”이라 하여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라
하였을까? 이는 망갈라경 가장 마지막 게송에 그 답이 있다. 열두번째
게송을 보면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Sabbattha sotthiṃ gacchanti,
stn269)”라는 구문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이 설한 38 개의 망갈라에
대한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 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라고 하였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것에서 플러스 알파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망갈라는 ‘auspicious(상서로운), lucky(행운),
good omen(좋은 징조)’의 뜻이 된다.
이처럼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이 망갈라이다.
이를 잘 표현한 것이 주석에서 정의한 “mangala means that which is
conducive to happiness and prosperity”이다. “망갈라는 행복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망갈라경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위대한 축복에 대한 경이다.

2014-05-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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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생과 성도와 열반은 동급

테라와다 웨삭은?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으로 사월초파일이다. 그러나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일주일 후인 4 월 15 일이다. 이 날을
‘풀문데이(Full Moon Day)’이라 하여 ‘만월일’이라 한다. 우리말로
‘보름날’이다. 그런데 테라와다에서 4 월 보름날은 부처님의 출생 뿐만
아니라 성도와 열반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웨삭(Vesak)’이라 한다.
테라와다에서 웨삭은 탄생, 성도, 열반을 한꺼번에 기념하기 때문에
불교도의 최대 명절이다. 이는 탄생을 가장 큰 명절로 삼아 국가지정
공휴일로 정한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대명절이라
불리우는 부처님오신날, 성도절, 출가절, 열반절 중에 어느 것을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위인들의 경우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교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의 경우 예수가 태어난 날을
크리스마스라 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난 날 보다 깨달은 날에
더 비중을 두는 종교도 있다. 원불교의 경우 교주가 태어난 날 보다
성도한 날을 기념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 역시
태어난 날 못지 않게 깨달은 날의 비중을 높이 해야 할 것이다. 또
열반한 날 역시 태어난 날 못지 않게 중요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출가절은 제외된다. 출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깨달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태어난 날과 성도한 날과 열반한 날을
‘동급’으로 취급해야 할까?
탄생, 성도, 열반은 동급
테라와다에서는 탄생, 성도, 열반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사건에 대하여 한꺼번에 기념하고 있다. 사월 만월일을 웨삭이라
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 성도, 열반이 동급인 이유는
다름 아닌 불교의 정체성이라 본다. 특히 열반에 대하여 그렇다. 어느
종교이든지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만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경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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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탄생, 성도, 열반이 중요할까? 이 세가지
사건에 불교의 모든 것이 함축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경전에는 탄생, 성도, 열반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 되어 있다.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은 디가니까야 ‘비유의 큰경(M14)’과
맛지마니까야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M123)’에 상세히
기록 되어 있다. 또 성도에 대한 것은 상윳따니까야
초전법륜경(S56.11)과 ‘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S6.1)’ 등에 기록
되어 있다. 열반에 대한 것은 ‘완전한 열반의 큰 경(D14)’ 등에 기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초기경전에 자세하게 기록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 되어 있다. 마치 ‘일점회귀’
하듯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열’반을 향한다. 그래서
탄생이나 성도, 열반에 대한 기록은 결국 열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초기경전에서 열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초기경전의
내용 또한 열반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면 이해하기 쉽다.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던 일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던
일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입태에서부터 탄생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라 하며 소개 하고
있다.
아난다가 설명하는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난다여, 보살은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에서 지냈다.’라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살은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세존께 일어난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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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hariyabbhuta sutta-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
맛지마니까야 M123, 전재성님역)

아난다는 부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수행승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 그 첫번째는 보살이 하늘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라 하였는데, 이는 도솔천(Tusita)를 말한다. 부처님이
모태에 들기 전에 욕계 도설천에서 태어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은 도솔천에 머물렀다. 고따마 붓다도 과거불에
들어 감으로 역시 도솔천에 머문 것이다.
19 가지 놀랍고 예전에 없던 사건
경에서 소개된 놀랍고 예전에 없던 사건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No
1
2

구
분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남
보살이 도솔천에서 지냄

내
용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태어남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지냄

3

도솔천 무리와 지냄

4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옴

새김을
때까지
새김을
죽어서

5

자궁에 들었을 때
광대한 빛이 나타남

6

보살과 어머니를 해치지
못함

7

보살의 어머니는 오계를
지켰음

8

보살의 어머니에게
남자가 접근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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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목숨이 다할
지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도솔천무리에서
모태에 들어 옴

신들의 세계에, 악마들의 세계에, 하느님들의
세계에,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에,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남
보살이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왔을 때에 네 명의
하늘아들이 사방에서 그를 수호하였으므로 인간이나
인간이 아닌 자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보살이나 그
어머니를 해칠 수가 없었음
보살의 어머니는 본래 계행을 갖추고 있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삼가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가 있는 것을 삼갔음
보살의 어머니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남자에 대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고, 보살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남자라도 욕정을 즐기기 위해
접근할 수가 없었음

9

10

11

보살의 어머니는 다섯
가지 감각적쾌락을
향유함
모태에서 보살은 감관이
완전하였음

12

칠 일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도솔천에
태어남
보살을 서서 출산하였음

13

신들이 먼저 받음

14

보살은 땅에 닿지
않았음

15

보살은 청정하게
태어났음

16

찬물과 더운물로 보살과
어머니가 목욕함

17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

18

보살이 태어났을 때
광대한 빛이 나타남

19

여래에게는
자각적으로
자각적으로
자각적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지속되고
사라짐

보살의 어머니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얻게 되었으며,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얻고 부여받아 그것들을 향유했음
보살의 어머니는 어떠한 고통도 일으키지 않았고
보살의 어머니는 몸에 피로를 모르는 안락함을
즐겼고, 보살의 어머니는 모태를 통해서 보살이 모든
지체를 갖추고 감관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았음
보살이 태어난 지, 칠 일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태어났음
다른 여인들이 앉거나 누워서 출산하는 것처럼,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출산하지 않았음.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서서 출산하였음
보살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신들이 먼저 받았으며
나중에 사람들이 받았음
보살이 모태에서 나올 때에, 보살은 땅에 닿지
않았음.
네 하늘아들이 받아서 ‘왕비여, 기뻐하십시오.
그대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앞에 놓았음
보살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보살은 청정하여 물에
오염되지 않고 점액에 오염되지 않고 피에 오염되지
않고 고름에 오염되지 않고 어떠한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고 아름답고 청정하게 태어났음
보살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따뜻한 두 가지 물이 공중에서 쏟아져서, 그것으로
보살과 어머니가 목욕을 했음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위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일곱 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자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했음
보살이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에, 신들의 세계에,
악마들의 세계에, 하느님들의 세계에,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에,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것도 추가할 것을 말함

출처: 1) 디가니까야 ‘비유의 큰경(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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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맛지마니까야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M123)

보통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부처님에게는 있다. 그것을 경에서는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던 것(Acchariyabbhuta)’이라 하였다.
경에서는 총 19 가지 사건을 들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것은 부처님에게 아난다에게 “그대는 이와 같은 것도
여래에게 일어난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일로 새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여래에게는 느낌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지속되고 자각적으로 사라진다. 지각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지속되고 자각적으로 사라진다. 사유가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지속되고 자각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것도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자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험적이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과거에 탄생하였던 부처의 놀랍고 경이로운 이야기는 모두 18 가지이다.
이 중 우리나라 불자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도 있다. 보살이 도솔천에
머문 이야기나 보살이 입태한 이야기, 보살이 서서 출산한 이야기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 들이 여럿
있다. 보살의 어머니가 다섯 가지 감각적쾌락을 향유하였다는 이야기,
보살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신들이 먼저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초기경전을 보아야만 알 수 있다.
우두머리 선언
경에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17 번째 항목의 ‘우두머리 선언’이 그것이다. 고따마붓다를
비롯하여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태어날 때 일종의 탄생게를 말한다.
그런데 대승에서 말하는 탄생게와 다른 것이다. 대승에서는
‘천상천하유아독존삼계개고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 하여 “하늘 위와 하늘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게송을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는 이와 다르게 다음과
같이 선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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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o'hamasmi lokassa,
jeṭṭho'hasmi lokassa,
seṭṭho'hamasmi lokassa,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M123, D14)

부처님은 왜 태어나자 마자 이와 같이 선언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각각의 양상은 부처님 최후의 성취들의
전조로서 설명된 것이다.(Pps.IV.185)”라 하였다. 보살로서 삶을
끝내고 이 생에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다시는 나고 죽는 일이 없는 열반을 성취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태어나자 이런 선언을 한 것에 대하여 이후 전개 될 삶에 대한
‘전조’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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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선구적이고, 가장 훌륭한 님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한
것은 가르침이 퇴전 할 수 없는 수레 바퀴를 굴리는 것을 말한다.
(Pps.IV.185)”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런 선언 역시 전조에 속할
것이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무상정득각을 이루고 난 후 길에서 길로
길을 전법 하러 다녔기 때문이다.
선언에서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ayamantimā jāti)”라
하였다. 이는 남김이 없는 열반의 세계(무여열반)에 드는 것을 말한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의 탄생게를 보면 부처님의 일생이 압축 되어 있는
것 같다. 일체지자로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전법을 하고 생사 없는 열반에 듦으로서 따르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한 것이다.
대승의 탄생게
그러나 대승에서 탄생게는 이와 확연하게 다르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하여 “하늘 위와
하늘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하여
원담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석가모니 당신만 위대하고 홀로 잘 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하에서 제일 존귀한 생명입니다. 자신을 얕보거나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귀중하고 고귀한 인간으로서 삶을 얻었으니 의미 있게
사십시오. 속 좁은 자기 위주로 살지 말고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힌두’라는
범신론의 영적 전통을 급진적으로 개혁함으로서 신들의 무대 위에
과감하게 ‘인간’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주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의 주연배우입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인생만사 모든 선택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결정자(Decision maker)이면서
창조자입니다(Creator). 당신은 근원(Source)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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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발전소이며,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외부의 절대자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권위나
전통에 의지하지도 말고 당신의 지혜가 이끄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원담스님, 불기 2558 년 부처님 오신날 법문, 인터넷카페 ‘마음의
호숫가에서’ 2014-05-07)

인터넷카페에 올려진 글이다. 글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에 대하여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나
자신이 최고결정자(Decision maker)이면서 창조자이자 근원(Source)이라
하였다.
천상천하유아독존에 대하여 인간선언으로 본다는 것은 부처님 당시
혁명적인 발상이라 볼 수 있다. 브라흐마와 아뜨만으로 설명되는
고대인도 바라문교 전통에서 인간선언을 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을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올려 놓은
선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천상천하유아독존에 대하여 인간선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따르면 이 문구와 대응 되는 구절이 있다. 그것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라는 문구이다. 부처님
스스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선구적인 자라 하였다. 이런 세 가지
설명 자체가 아마도 천상천하유아독존에 해당 될 것이다.
그러나 초긱경전의 주석에서는 원담스님이 말한 인간선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 님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퇴전 할
수 없는 수레 바퀴를 굴리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신의 자리에
인간의 위치를 올려 놓는 천상천하유아독존 설명과 달리,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선구적인 자라 스스로 칭한 것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증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선구적인 자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의 탄생게와 초기경전의 탄생게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두 번째
구절이라 볼 수 있다. 대승에서 ‘삼계개고아당안지’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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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신 초기경전에서는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승의 탄생게와 초기불교의 탄생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믿거나 말거나 버전이라고?
대승불교전통에서는 불탄절에 탄생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때
마다 한역경전에 표현된 ‘천상천하유아독존삼계개고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게송에 대하여
매일 뉴시스에 글을 올리고 있는 하도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모든 게 ‘무아(無我)’이며 ‘공(空)’이라고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우리가 각기 존귀하다. 모든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우리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뜻을 ‘믿거나 말거나’ 버전으로 선포했다.
부처님께서는 내(부처님)게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가르침을 따르라고 한
분이다. 그런 분이 제자들에게 내 생일 잘 챙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임을 굳이 추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챙겨서도 안
되며 그런 시간에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고 마음 잘 닦아서 얼른
깨우치라고 하셨을 것이다.
([하도겸 칼럼]불교계 명절·생일잔치, 모두 ‘부처님오신날’에
한다면, 뉴시스 2014-05-05)

글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삼계개고아당안지’에 대하여 “‘믿거나
말거나’ 버전으로 선포했다”라 하였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 보여진다. 그래서일까 “부처님께서는
내(부처님)게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가르침을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
하였다.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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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탄생게와 관련하여 원담스님은 자신의 카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 다 같이 외칩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귀하나니,
삼계개고 아당안지!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세계를 내가 편안케 하리라.
우리 모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안락한 세계를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모든 것을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싯다르타(Siddhartha)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담스님, 불기 2558 년 부처님 오신날 법문, 인터넷카페 ‘마음의
호숫가에서’ 2014-05-07)

원담스님에 따르면 우리모두 삶의 주인이 되자고 하였다.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대승탄생게에 대하여 두 분의 해석을 보았다. 그러나 해석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일까 대승탄생게를 설명하는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이야기 또한 모두 다르다.
아라한선언
대승탄생게와 달리 초기불교의 탄생게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다.
그것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전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곳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것은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선언 하였다. 이 선언에 대하여 아라한선언이라 한다. 또 아라한송이라
한다. 누구나 가르침을 실천하여 번뇌를 소멸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올라 간다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도 아라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라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부처님의 깨달음이 입증 되는 것이다.
초기경전을 보면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로 시작 되는
아라한선언이 무수하게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 가르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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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목적이 바로 열반의 실현에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탄생게에서도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갖는다. 마치 일점으로 회귀 하듯이 모든 가르침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의 탄생게는 ‘믿거나 말거나’가 될 수 없다.
왜 열반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일까?
대승불교에서는 탄생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가장 크게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동급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기념하고 있다. 4 월 풀문데이(보름)에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이유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탄생이 없었다면 부처가 이땅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보살이 몸을 받아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었다면 법의 바퀴를
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 스스로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법의 바퀴는 더 이상 굴러 가지
않고 불교가 오늘날 까지 존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함으로 해서 가르침이 증명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까지 전승되어 온 것은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온 승가의 역할도
크지만 무엇보다 부처님이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그것은
자아를 가진 육체의 죽음이 아니다.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자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열반에 대하여 불사(不死:
Atama)라 한다. 이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아라한의 죽음이다. 그런
모습을 부처님이 보여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의 바퀴가 끊임 없이
굴러 온 것이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
그런데 그 법의 바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Rājāhamasmi s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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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하마스미 셀라

dhammarājā anuttaro,
Dhammena cakkaṃ vattemi
cakkaṃ appativattiyaṃ.

담마라자 아눗따로
담메나 짝깡 왓떼미
짝깡 압빠띠왓띠양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굴리신 법의 바퀴는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다고 하였다.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법구경에서 첫번째 게송을 보면 수레바퀴의 비유가 있다. 그래서
“수레바뀌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 (cakkaṃ va vahato padaṃ)”이라
하였다. 게송에서 바퀴라는 말이 짝까(cakka)이다. 그런데 셀라경에서도
부처님은 ‘짝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Dhammena cakkaṃ vattemi)”라 하였다. 말이 끄는
바퀴와 진리의 바퀴는 다르다. 그러나 고대인도에서 바퀴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
앞으로만 구를 수밖에 없는 이유
법구경 1 번 게송에서 ‘수레바뀌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이라 하였다.
이 말에대하여 단순하게 생각하면 황소가 수레를 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레의 원리를 보면 황소가 수레를 끈다는 것은 오로지
전진만 할 뿐 후진불가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주석에 따르면 “황소는 수레를 거꾸로 돌리거나 거기서 벗어 날 수
없다. 황소가 앞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멍에가 황소의 목을 조른다.
뒤로 벗어나려고 하면, 바퀴가 황소의 엉덩이 살을 도려 낸다.(DHP1 번
각주)”라고 되어 있다. 멍에를 지고 수레를 끄는 황소는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 갈 수밖에 없다. 뒤로는 절대로 바퀴를 굴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셀라경에서 부처님은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cakkaṃ appativattiyaṃ,stn556)” 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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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황소가 끄는 수레바퀴를 절대로 뒤로 되돌릴 수 없듯이, 부처님이
한번 굴린 진리의 수레바퀴는 절대로 뒤로 되돌릴 수 없다. 황소가 끄는
수레처럼 오로지 앞으로만 굴러 가는 것이 진리의 수레바퀴인 것이다.
이렇게 오로지 앞으로만 굴로 가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부처님이 굴렸다.
그 첫 번째 바퀴가 굴러 간 것이 초전법륜경에 묘사 되어 있다.
처음으로 깨달음이 증명되었을 때
부처님이 오비구를 모아 놓고 처음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꼰단냐에게서 진리의 눈이 열렸다. 이 장면에 대하여 경에서는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S56.11)”라고 설명 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불교역사상 최초로 법의 바퀴가 굴러간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S56.11)

꼰단냐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부처님의 깨달음은 증명 된 것이다.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땅의 신들이 안 것이다. 그래서 이를 세상에
알렸다. 어떻게 알렸을까? 땅의 신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진리의 수레바퀴는 마치 황소가 끄는 수레바퀴처럼 오로지 앞으로만
구를 뿐 절대로 후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왜 그럴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생노병사등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설하였을 때 누군가 누군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생노병사 등이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이 말씀 하신 사성제는 진리로서 받아 들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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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바퀴는 오로지 앞으로만 갈 뿐
뒤로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말한다.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만 굴러만 가는 바퀴
이렇게 꼰단냐가 이해 한 순간 진리의 바퀴는 움직이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만 굴러 갔다. 그렇다면 땅의 신을
비롯하여 하느님(브라흐마)까지 환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윤회를 종식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윤회를 종식하여 더 이상 나고
죽는 일 없는 열반을 실현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가 굴렀을 때 다음과 같은 감동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에 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S56.11)

이렇게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나타난 것은
초기경에 따르면 세 번 나타난다. 보살이 모태에 들었을 때와 보살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법의 바퀴가 굴러 갔을 때이다. 이렇게
본다면 탄생과 성도와 열반은 동급이라 볼 수 있다.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한날에 기념하는 웨삭
테리와다에서는 탄생과 성도와 열반 이렇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하여
한날에 기념한다. 웨삭이라 하여 음력 사월 달이 꽉 찼을 때인 15 일을
기념일로 삼는다. 이렇게 탄생과 성도와 열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유엔에서 지난 1999 년에 웨삭일에 대하여
공식으로 ‘성스러운 날(Holy day, 聖日)’로 지정하였을 것이다.

2014-05-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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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올바른 생활을 위한 네 가지 원리

뉴스 같지 않은 뉴스를 내 보내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다 되어 간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상중’에있던 것이나 다름 없었다. TV 에서는 연일 참사관련 뉴스가
나와서 이를 지켜 보는 사람들을 더욱 더 슬픔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 같다. 가장 먼저 공영방송에서 그런
느낌을 감지한다. 아홉시 메인 뉴스시간에 날씨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
하는 가 하면 뉴스 같지 않은 뉴스를 내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바다속에는 찾지 못한 주검이 있는데 뉴스에서는 애써 이를 피해 가는
것 같다.
불교적 해법은 무엇일까?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불교계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교계신문사이트
위주로 검색하여 보면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국민들은 슬퍼하는데 이에 대한 위로나 치유의 글은 드믈었다. 불교적
대책을 제시 하는 토론이나 글이 있긴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조계종의 교수아사리모임에서 토론된 내용을 보면 실망스러웠다.
종단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스님은 “그런 묘수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초기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스님은 “불교에는 해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회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성찰론을 들었다.
이외 교계신문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적 해법이나 사고발생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이를 헤드라인으로 본다면 한북스님은
“세월호는 대재앙의 전조”라 하였고, 법륜스님은 “이런 대형 사고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잘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원인이
복합돼 일어난 사고”라고 했다. 강병균교수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선장이하 승무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만 탈출함으로써 희생자를
크게 키운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을 하였다.
성법스님은 불교닷컴 특별기고에서 “한국불교가 어째서 눈앞에 벌어진
엄연한 현실에 대해 연기론적인 합리적 설명을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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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입니까?”라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연기법적으로 사고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성법스님의 과거글을 보면 단멸론적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연기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일 상호의존적 연기로만
설명된다면 성법스님의 견해 대로 “결국 질량보존의 법칙대로”라는
표현으로 보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단멸론적시각에 따른
견해라 볼 수 있다.
마성스님의 불교적 해법
이런 와중에 마성스님이 이번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기고를 하였다.
불교닷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을 보면 “직업윤리 부재와 기업주 탐욕이
원인”라 되어 있다. 기사제목으로 실려 있는 이와 같은 말은 방송에서
늘 듣던 말이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선박회사에 있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님은 이와 더불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적 해법을 제시 하고 있다.

노동의 객관적․외적 형식은 동일하지만, 그 윤리적․정신적 내용은 크게
다르다. 불교적 입장에서 본 노동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유전문(流轉門)의 노동’에서 괴로움의 소멸이 되는
‘환멸문(還滅門)의 노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단순히 금전을 끌어
모으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궁극의 목표인 니르바나(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마성스님, 2014-05-07)

마성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유전문(流轉門)의 노동에서
환멸문(還滅門)의 노동으로”라는 말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단지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행복추구를 위한 노동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땀흘려 일한다는 것
마성스님은 노동하는 것에 대하여 종교적 의미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에릭 포름(Erich Formm)의 말을 인용하였다. 노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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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또는 미래의 안전을 위하여 축적하는
개념이라기 보다 땀흘려 일하는 그 자체에 숭고한 의미를 두는 것이다.
땀흘려 일한다는 것은 불법이나 탈법, 불로소득을 배제한다는 말이다.
노동하는 것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승화 되었을 때 “열반은 이 세상을
떠나 저 멀리 피안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땀흘려 일하는 것에 대하여 현세의 행복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는 경을 근거로 말한 것이라 보여진다. 스님이
기고문에서 표현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 경에 있기 때문이다. 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ā ca vyagghapajja, ārakkhasampadā: idha vyagghapajja,
kulaputtassa bhogā honti uṭṭhānaviriyādhigatā bāhābalaparicitā
sedāvakkhittā dhammikā dhammaladdhā, te ārakkhena guttiyā sampādeti
'kinti me ime bhoge neva rājāno hareyyuṃ na corā hareyyuṃ na aggi
ḍaheyya na udakaṃ vaheyya na appiyā dāyādā hareyyunti. Ayaṃ
vuccati vyagghapajja, ārakkhasampadā.
디가자누여, 수호를 갖춤이란 무엇입니까? 디가누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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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자누여, 수호를 갖춤이란
이와 같습니다.
(Vyagghapajja-비야가빳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8.5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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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깍까라빳따라는 꼴리야인들의 도시에 있었을 때 말씀 하신
것이다. 꼴리야인 디가자누가 부처님에게 다가와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 저희를 위하여 현세에서의 이익과 현세에서의 안락과
미래에서의 이익괴 미래에서의 안락을 위해 가르침이 있도록 그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요(bhagavā tathā dhammaṃ desetu, ye ambhākaṃ
assu dhammā diṭṭhadhammahitāya diṭṭhadhammasukhāya samparāya hitāya
samparāyasukhāyāti. A8.54)”라고 요청함에 따라 부처님이 위와 같이
말씀 하신 것이다.
올바른 생활을 위한 네 가지 원리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며 살고 있는 세속인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였다. 경에서는 모두 네 가지로 표현 되어 있다. 1)
부지런함을 갖춤(uṭṭhānasampadā), 2) 수호를 갖춤(ārakkhasampadā), 3)
선한 벗을 갖춤 (kalyāṇamittatā), 4) 올바른 생활을
갖춤(samajīvikatā)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이 네 가지 원리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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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올바른 생활을 위한 네 가지 원리
분
실 천

결 과

1

부지런함을 갖춤
(uṭṭhānasampadā)

상업, 목축, 다른
기술과 같은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함

2

수호를 갖춤
(ārakkhasampadā)

3

선한 벗을 갖춤
(kalyāṇamittatā)

4

올바른 생활을 갖춤
(samajīvikatā)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방울로
정당하게 벌어들임
덕행,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갖춘
자와 사귐
사치스럽지도 않고
곤궁하지도 않고
균형 있게 삶을
영위함

거기에 유능하고
게으르지 않고
올바른 수단을
강구하여 그것을
완수함
왕이나 도적 등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

덕행,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갖춘
자에게서 배움
수입을 알고 지출을
알고 사치스럽지도
곤궁하지도 않고
균형 있게 생활함

이렇게 재가에서 네 가지 원리를 갖추었을 때 ‘지금
여기(diṭṭhadhamma)’에서 이익(hitā)과 안락(sukhā)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위에 언급된 구절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수호를 갖춤’에
대한 것이다.
팔뚝의 힘으로 벌고
부처님이 말씀 하신 네 가지 원리 중에 ‘수호를
갖춤(ārakkhasampadā)’이 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두
팔의 힘’과 ‘이마의 땀’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불법이나 탈법, 또는 불로소득으로 벌어 들이는 재화와 다른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팔뚝의 힘으로 벌고, 자신의 이마에서 흘린 땀방울로
벌었을 때 그 노동은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에릭 포름의 이야기와 함께 “불교에서의
노동은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뛰어넘어 종교적 의미로까지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라고 한 것이다. 노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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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단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승화 되었을 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2014-05-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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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법(正法)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불상 앞에서 비는 장면을 보면
몇 주전 ‘기황후’가 끝났다. 한 때 시청률 상위에 랭크 될 정도로
인기 있는 드라마 이었으나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되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 전개, 매번 똑 같은 인물들의 등장에
식상하였다. 더구나 궁중암투와 죽고 죽이는 일 등이 다반사로 벌어져서
회가 거듭할수록 막장드라마가 되어 갔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 기간에
‘슬픈 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드라마 기황후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이 있다. 그것은 ‘불상’에 절하는
장면이다. 궁중 법당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 불상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소원을 비는 장면이다. 이런 장면을 볼 때 부처님이 마치
유일신교의 신처럼 느껴졌다. 불상이 기도의 대상이 된 듯 하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비불자들이 보았다면 틀림 없이 기독교의 아류 정도로
생각할 것임에 틀림 없다.
불자들이 절에 가면 법당 불상 앞에서 삼배를 한다. 그리고 바라는
소원을 간절히 염원한다. 대게 건강, 사업, 합격 등 개인적인 소원에
대한 것이다. 이쯤 되면 불교에서 부처님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 주는
절대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과연 부처님은 중생들의
소원이나 들어 주기에 위하여 출현한 것일까?
부처님이 오신 것인가 출현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사월초파일에 대하여 ‘부처님오신날’이라 한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석가탄신일’이라 하나 불자들은 대부분
부처님오신날이라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오신 것일까?
우리나라와 달리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는 부처님오신날에 대하여
‘웨삭데이’라 한다. 그런데 웨삭데이는 탄생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탄생과 성도와 열반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웨삭데이가 반드시 탄생만 기념하는 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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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오셨다’라기 보다 ‘출현하였다’는 말이 더
적합할 듯 하다. ‘오셨다’와 ‘출현하였다’라는 말은 뉘앙스가
다르다. ‘오셨다’라는 말은 어디에서인가 왔다라는 말이다. 어디선가
왔다면 또 어디론가 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셨다’라는 말은
‘가셨다’라는 말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출현하였다라는 말은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말과 같다. 또 없는 곳에서
나타났다라는 뜻이 강하다. 마치 현생인류인 크로마뇽인이 출현하듯이.
잃어 버린 고리, 미싱링크(Missing Link)
인류사에 미싱링크(Missing Link)라는 것이 있다. 미싱링크는 잃어 버린
고리라는 뜻이다. 생물의 진화 계통을 사슬의 고리로 볼 때, 그 빠져
있는 부분으로 상정되는 미발견의 화석 생물을 이르는 말이다.
인류의 조상이 250 만년 전까지 올라가지만 현생인류라 불리우는
크로마뇽인이 출현한 것은 불과 몇 만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현생인류와 10 만년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을 연결하는 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생인류인 크로마뇽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크로마뇽인에 대하여 ‘출현’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다.
이처럼 연결 고리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출현’이다.
초기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부처님은 ‘오셨다’라기 보다
‘출현하였다’라는 말에 가깝다. 왜 그럴까? 그것은 기존 사상과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기존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마치 없던 것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도 비교할 수 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2000 년을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혁명이 있었다. 그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날로그방식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디지털시대에 적응 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도스(DOS)’버전 캐드프로그램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
윈도우환경으로 버전이 바뀌었음에도 사용하던 도스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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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을 계승한 것이
아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것이 디지털 방식이다. 마치 도스환경에서 캐드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윈도우 환경에서 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도스전문가라 하더라도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시
배워야 한다.
디지털 프로그램을 다루려면 처음부터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날로그방식만을 고집하면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단절 되어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은
근본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계승이 아니라 완전히 단절이다
부처님의 출현은 마치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뀐 것과 같다.
이는 다름 아닌 ‘단절’을 뜻한다. 계승이 아니라 완전히 단절 되는
것을 말한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 하는 것이다. 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출현이 마치 디지털시대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기존 방식과 단절을 뜻한다. 기존사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상을 부수고 새롭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처님가르침은 혁명적이었다. 마치 아날로그시대에
디지털시대로 바뀌면서 단절 되듯이 기존 사상과 단절이었다.
2600 년전 인도에서 부처님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은 기존 사상과 단절을
뜻한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자신의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느님(Brahma) 사함빠띠의 청원에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Kicchena me adhigataṃ
halandāni pakāsituṃ,
Rāgadosaparete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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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āyaṃ dhammo susambudho.

[세존]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차라리 설하지 말아야지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드네.
(Āyācanasuttaṃ-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6.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사함빠띠하느님의 청원에 뭇삶들이 진리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하였다. 세상에서는 탐진치로 살아 가지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불사의 문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어지는
게송에서 부처님은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Apārutā tesaṃ1 amatassa dvārā ye sotavante
pamuñcantu saddhaṃ, S6:1)”라고 하였다. 불사의 문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상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신조 등을
먼저 버려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들일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기존 사상과의 단절을
뜻한다. 마치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시대가 바뀔 때
프로그램이 단절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디지텉시대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아날로그 프로그램 대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듯이,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 역시 기존 사상이나 신념,
신조, 신앙이 남아 있는 한 받아 들일 수 없다. 깨끗이 비워 내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ye sotavante pamuñcantu
saddhaṃ)”라 한 것이다.

334

과거부처님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기존사상과 단절을 뜻하는 부처님의 진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부처가
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다. 상윳따니까야 2 권에 있는 ‘인연상윳따(Nidāna
Saṃyutta, S12)’가 그것이다.
인연상윳따는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다. 9 개품에 무려 390 페이지에
달한다. 이렇게 방대하게 설명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해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연기에
대하여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인연상윳따 시작 부분에서는 과거불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초반에
과거불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해제글을 보면
“고따마붓다를 비롯한 과거불들이 모두 연기법을 깨달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련의 경으로 시작한다(12:4-10)”라고 설명 되어
있다. 과거에 출현한 부처님들이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이라는 것이다.
일곱 분의 과거불이 깨달은 것이 모두 연기법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한 이유는 분명하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윤회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그 방법이 바로 연기법이다. 이런
연기법을 과거 부처님이 발견하였다. 이 연기법을 발견함으로서 부처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불이 깨달은 연기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존귀한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신 비빳씬 부처님께서 예전에 아직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새김을 확립하여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세상은 곤란함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죽고 사멸하고 다시
태어나면서도 그러한 늙고 죽음이라는 괴로움에서의 벗어남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참으로 언제 그러한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에서의 벗어남을
알겠는가?'
(Vipassisutta-비빳씬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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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칠불 중에서 가장 먼저 위빳시붓다가 등장한다. 61 겁전에
위빳시붓다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경에 따르면 ‘연기법’이다.
구체적으로 ‘십이연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인연상윳따에서는 과거칠불이 깨달았던 내용을 차례로 소개 하고
있다. 그런데 경을 보면 일곱분이 깨달았던 내용이 모두 똑 같다.
그래서 일곱개의 경이 있지만 사실상 이름만 달리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과거에 출현하였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았던 내용은
한결 같이 똑같은 내용임을 말한다. 이는 경에서 정형구로 표현 되어
있다. 동일한 문장을 놓고 과거불의 이름만 바뀌어져 있는 형태이다.
과거칠불을 보면
초기경전에서는 모두 일곱분의 과거불이 소개 되고 있다. 고따마붓다
이전에 출현하였던 과거 6 불과 고따마붓다를 말한다. 이들 과거칠불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았다. 이에 대하여 경전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었다.

과거칠불
위빠시(Vipassī)

출현시기
91 겁전

출신
왕족

성씨
꼰당냐

시키(Sikhī)

31 겁전

왕족

꼰당냐

웻사부(Vessabhū)

31 겁전

왕족

꼰당냐

까꾸산다(Kakusandha)

현겁

바라문

깟사빠

꼬나가마나(Koṇāgamana)

현겁

바라문

깟사빠

깟사빠(Kassapa)

현겁

바라문

깟사빠

고따마(Gotama)

현겁

왕족

고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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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팔만
세
칠만
세
육만
세
사만
세
삼만
세
이만
세
백 세
안팍

이표는 이전에 ‘스리랑카는 마음의 고향(2014-01-02)’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가져 온 것이다. 또 위 표는 디가니까야 ‘비유의 큰
경(D14)’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표에서 모두 일곱분의 과거불이 소개 되어 있다. 고따마붓다 역시
과거불에 해당 된다. 그러나 경에서는 부처님이 과거불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를 보면 가장 먼저 출현한 부처님이 위빠시(Vipassī)붓다이다. 무려
91 겁전에 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31 겁전에 시키(Sikhī)붓다,
역시 31 겁전에 웻사부(Vessabhū)붓다가 드문드문 출현하였다. 이후
현겁에 이르러 까꾸산다(Kakusandha)붓다, 꼬나가마나(Koṇāgamana)붓다,
깟사빠(Kassapa)붓다, 고따마(Gotama)붓다 이렇게 네 분의 부처님이
연달아 출현하였다. 그래서 현겁에 대하여 ‘행운의 겁’이라 한다.
‘비유의 큰 경(D14)’에 따르면 과거부처님들의 모든 것이 다 설명
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출신은 무엇이고, 성씨와 수명 등이
소개 되어 있다. 심지어 어느 나무에서 깨달았는지, 상수제자와 시자는
누구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놓았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과거칠불
위빠시
(Vipassī)
시키
(Sikhī)
웻사부
(Vessabhū)
까꾸산다
(Kakusandha)
꼬나가마나
(Koṇāgamana)
깟사빠
(Kassapa)
고따마
(Go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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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
빠딸리
pāṭali
뿐다리까
puṇḍarīka
살라
sāla
시리사
sirīsa
우둠바라
udumbara
니그로다
nigrodha
앗삿타
assattha

상수제자
칸다와 띳사
khaṇḍatissa
아비부와 삼바와
abhibhūsambhava
소나와 웃따라
soṇuttara
비두라와 산지와
vidhurasañjīva
바이요사와 웃따라
bhiyyosuttara
띳사와 바라드와자
tissabhāradvāja
사리뿟따와 목갈라나
sāriputtamoggallāna

시자
아소까
asoka
케망까라
khemaṅkara
우빠산따
upasanta
붓디자
buddhija
솟티자
sotthija
샅바밋따
sabbamitta
아난다
ānanda

위 두 표를 보면 과거칠불에 대한 대강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표현 되어 있으나 생략하였다. 그런데 경을 보면 과거칠불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행적이 똑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따마붓다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 한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
역시 똑 같다. 과거부처님들은 모두 연기법을 깨달아 부처가 된 것이다.
과거부처님들이 깨달은 연기법은 이미 원리로서 확정 되어 있는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라고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현하지 않거나 그 세계는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S12.20)”이라
하였다. 이처럼 자연의 이법으로서 이미 확정 되어 있는 진리에 대하여
과거부처님들이 출현하여 발견한 것이다.
과거에 28 분이 부처님이 출현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현한 부처님은 모두 28 불이라 한다.
니까야에서는 칠불까지만 표시 되어 있지만 주석서에 따르면 25 불까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검색을 하면 과거에 출현한 부처님은 모두
28 불이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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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처님
Taṇhaṅkara
딴한까라
Medhaṅkara
메단까라
Saraṇaṅkara
사라난까라
Dīpankara
디빵까라
Koṇḍañña
꼰단냐
Maṅgala
망갈라
Sumana
수마나
Revata
레와따
Sobhita
소비따
Anomadassi
아노마닷시
Paduma
빠두마
Nārada
나라다
Padumuttara
빠두뭇따라

출현

비고

燃燈佛

14
Sumedha
수메다
15
Sujāta
수자따
16
Piyadassi
삐야닷시
17
Atthadassi
앗타닷시
18
Dhammadassī
담마닷시
19
Siddhattha
시닷타
20
Tissa
띳사
21
Phussa
풋사
22
Vipassī
위빠시
91 겁전
과거칠불
23
Sikhī
시키
31 겁전
과거칠불
24
Vessabhū
웻사부
31 겁전
과거칠불
25
Kakusandha
까꾸산다
현겁
과거칠불
26
Koṇāgamana
꼬나가마나
현겁
과거칠불
27
Kassapa
깟사빠
현겁
과거칠불
28
Gautama
고따마
현겁
과거칠불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the_twenty-eight_Buddhas

디빵까라붓다(燃燈佛)와 수메다존자
과거 28 불의 명단에서 네 번째 ‘디빵까라(Dīpankara)’붓다가 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연등불(燃燈佛)의이다. 금강경 장엄정토분에서
‘如來在燃燈佛所於法實無所得(여래재연등불소어법실무득)’라는 구절이
있다. “여래가 옛적에 연등(燃燈)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었더냐?”라는 내용이다. 이때 연등불이 표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디빵까라붓다이다.
그러나 연등불이 언제 출현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아득한 과거에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도 우주가 성주괴공을 수 없이 되풀이
하였을 먼 과거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메다(Sumeda)라는
수행자가 디빵까라부처로부터 먼 미래에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예언)를
받았다는 이야기기 전해져 온다.
이런 수기이야기와 함께 전해져 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수메다존자가 물웅덩이에 몸을 던져 디빵까라붓다가 자신의 몸을 밝고
지나가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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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바닥에 던진 것에 대하여 오늘날 티벳불교에서의
‘전체투지(全體投地)’의 시초로 보고 있다.

디빵까라붓다(연등불)을 맞이 하여 물웅덩이에 전체투지(全體投地)하는
수메다존자
Ascetic Sumedha and Dipankara Buddha

왜 여러 부처들이 출현하였을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부처님이 여러 분
대한 것이다. 만일 과거칠불 중에 가장 먼저 거론 된
위빠시붓다의 정법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출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붓다가 출현한

출현하였을까?”에
61 겁 전의
다음 부처가
이유는 무엇일까?

위빠시붓다는 61 겁전에 출현하였다. 그런데 30 겁이나 지난 후인
31 겁전에 시키붓다가 출현하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정법’이 도중에 사라졌음을 뜻한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정법이
사라져 정법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한량 없는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부처가 출현한 것이다.
정법이 머무는 기간이 짧다고 한다. 고따마붓다가 출현한 이래 이제
2600 년이 흘렀지만 정법은 살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만년, 십만년
후에도 정법이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백만년후에 또는 천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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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정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라고 볼 수 있을까? 한량 없는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이 출현한 이유는 도중에 정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법이 변질되어 사라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현상에 대하여
‘무상-고-무아’라 하였으나, 후대에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상-락아-정’이라 한다면 정법이 사라진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제대로 전승되지 않고 도중에 변질이 되어 사라진 것이다.
정법이 사라진 시대는 암흑시대이다. 그런데 부처가 드문드문
출현하였다는 사실은 암흑속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반짝 불빛이 보이는
것 같다. 마치 깜박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정법이다. 그런
정법은 항상 원리로서 이미 확정 되어 있는 진리이다. 또 정법은 부처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하고 안정적이고 불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정법을
발견하였다는 말과 같다. .
부처님이 발견한 아름다운 고대도시
아득한 영겁의 시간속에서 불빛이 ‘점멸’하듯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정법이다. 정법시대가 오래 지속 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런데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정법시대가 다시 시작 되었음을
뜻한다. 이런 정법을 발견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아름다운
‘고대도시’의 비유를 들고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광야의 숲속에서 방황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거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가다가
정원을 갖추고 원림을 갖추고 연못을 갖추고 제방을 갖추고 분위기가
좋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옛 성과 옛 도시를 발견했다면, 그때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왕이나 왕의 대신들에게 ‘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광야의 숲속에서 방황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거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가다가 정원을 갖추고 원림을
갖추고 연못을 갖추고 제방을 갖추고 분위기가 좋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옛 성과 옛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도시를 다시
세우십시오.’라고 권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왕이나 왕의 대신들이 그 도시를 다시 세웠다면,
그 도시가 나중에 번영하고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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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져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전생의 올바로 깨달은 분들이 거닐던 옛 성과 옛 거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승들이여, 전생에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이 거닐던 그
옛 길과 옛 거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이것이
수행승들이여, 과거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이 거닐던 그 옛 길과
옛 거리이다.
(나가라경-Nagarasutta-도시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65(75),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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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다(Naranda)
주석에 따르면 ‘도시의 경(s12.65)’에 묘사 되어 있는 도시는
나란다(Naranda)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 ; 현장법사 방문 당시 나란다 전경을 묘사한 것임
사진출처: 玄奘大師 3/3 —在線觀看—佛學視頻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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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아름다운 고대도시를 발견한다. 여기서
나그네는 ‘부처님’을 말하고 아름다운 고대도시는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고대도시를 발견한 부처님은 안내자로서 부처님이다. 그래서
자신의 말대로 그 길을 죽 따라 가면 아름다운 고대도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그 도시에 이르는 방법, 즉 열반에 이르는 방법은 다름
아닌 ‘팔정도’라 한다.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짧다
붓다가 출현하여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극히 짧다고 한다. 공백기간은
한량없이 길고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영겁의 시간속에서
본다면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순간적인 ‘깜박임’에 지나지 않는다.
정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암흑이나 다름 없다. 그런 암흑시대가 한량
없이 계속 된다. 그러다가 누군가 연기법을 발견한다. 마치 나그네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고대도시를 발견하듯이 과거 부처님들이
깨달았던 연기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기법을 발견하였을 때
부처가 출현하였다고 한다.
부처가 출현할 때 나타나는 징조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초기경에서는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 하였다. 그래서 보살이 입태 하였을
때와 보살이 태어났을 때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M123,
D14)”라 하였다. 이처럼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난 것은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렸을 때도 나타났다. 이처럼
부처의 출현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다. 이런 감격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난다여, 보살이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
무리에서 죽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었을 때에, 신들의 세계에,
악마들의 세계에, 하느님들의 세계에,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에,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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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달도 태양도 그와 같은 커다란 신통력 그와 같은 커다란
위신력으로도 빛을 비출 수 없는, 어둡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심연의 감추어진 세계에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Acchariyabbhutta Sutta ,
맛지마니까야 M123, 전재성님역)

경을 보면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M23)”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S56.11)”이라는
표현과 일치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는 광대한 빛이 나타난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신들을 능가하는 광대하고 무량한 빛은 1)부처님이
모태에 들 때, 2) 부처님이 태어날 때, 3)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릴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가 출현할 때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광대한 빛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론자들은 ‘허구’라 할지 모른다. 누군가 후대에
‘소설’을 썼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에서 부처가 출현할 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표현이라
보여진다.
신들은 왜 환희 하였을까?
정법이 사라졌을 때는 오로지 ‘선정수행’만 있었다. 그래서
선정수행으로 올라 갈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비상비비상처정’이다.
그래서 8 만 4 천겁이라는 한량없는 ‘수명’과 ‘복’이 보장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명과 복이 다하면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해당되는 선정수행을 하였어도 윤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윤회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신들이 가장
반겼을지 모른다.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꼰단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 하고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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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고 진리의 눈이 생겨났을 때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안 것은 ‘땅의 신’이었다.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고 있던 장소는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이다. 이곳에서 땅의 신 ‘붐마데와(bhummā deva)’가 환희에
차 외쳤다.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S56.11)”라고 소리쳤다. 이런 외침이 즉시 바로 위 천상인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cātummahārājikā deva,
사대왕천)’에 전해졌다. 위로 전해지다 보니 마침내 ‘하느님의
세계(brahmalokā)’ 에 까지 소리가 미쳤다.
하느님의 세계(brahmalokā, 범천) 까지 전달 되었을 때
초전의 순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안 것은 신들이다. 땅의 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욕계천상의 신들이 차례로 알게 되었고, 색계천상과
무색계천상을 아우르는 개념인 ‘하느님의 세계(brahmalokā, 범천)’에
까지 전달 되었을 때, 이 감격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Itiha tena khaṇena tena muhuttena yāva brahmalokā saddo
abbhuggañchi. Ayañca dasasahassī lokadhātu saṅkampi sampakampi
sampavedhi. Appamāṇo ca uḷāro obhāso loke pāturahosi: atikkamma
devānaṃ devānubhāvanti.
이띠하 떼나 카네나 떼나 무훗떼나 야와 브라흐마로까 삿도 압붓간치.
아얀짜 다사사핫시 로까다뚜 산깜삐 삼빠깜삐 삼빠웨디. 압빠마노 짜
울랄로 오바소 로께 빠뚜라호시: 아띳깜마 데와낭 데와누바완띠.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에 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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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르면 초전의 순간에 대하여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들(Brahma,범천)까지 감격 하였을까? 그것은 ‘윤회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수명과 복이 보장 되는 하느님일지라도 공덕이 다하면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전의 순간을 반긴 것이다. 그래서일까 하느님
사함빠띠는 이제 막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알아 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세존께서는 진리를 설하여
주소서(S6.1)”라고 간청하였다.
한번도 빛이 도달하지 않았던 아비지옥에 이르기 까지
그런데 부처의 출현과 초전이 신들의 세계에서만 빅뉴스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지옥중생에게도 역시 빅뉴스이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그곳에 태어난 존재들은 그 빛으로 ‘벗이여, 다른 존재들도 참으로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일만 세계가
흔들리고 동요하고 격동하면서,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라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Acchariyabbhutta Sutta ,
맛지마니까야 M123,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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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aya
경에 따르면 아비지옥에 사는 존재들은 처음으로 빛을 접하였다.
그래서 그제서야 상대방의 얼굴을 알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벗이여, 다른 존재들도 참으로 여기에 태어났다.(M123)”라고 서로가
서로를 비로소 알아 본 것이다.

Nir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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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설명된 아비지옥은 ‘빛의 사각지대’이다. 그래서 그 어떤 빛도
비추지 않는다. 그럼에도 부처님이 출현 할 때는 빛이 비친다. 그래서
비록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일지라도 부처님이 출현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 보는 것이다.

Niraya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이제까지 한번도 빛이 도달하지 않았던
아비지옥에 이르기 까지 환하게 밝혔다. 이는 무엇일 말할까? 부모를
살해하는 등 중죄를 지어 비록 아비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존재라도 빛이
도달함에 따라 구원의 가능성이 제시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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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aya

하느님도 감격하고 지옥중생도 반긴 이유는?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다. 그것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 묘사 되어 있다. 그래서 보살이 입태에
들었을 때, 보살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초전이었을 때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빛은 이제 까지 한번도 비춘 적이 없는 아비지옥까지
미쳤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으나, 부처가 출현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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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과 윤회를 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도 감격하였고 지옥중생도 반겼다.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을 발견하였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과거에 수 많은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말은 정법시대가 오래 가지
않았음을 말한다. 만일 부처가 출현한 이래 정법시대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었다면 도중에 부처가 출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가 마치 영겁의 암흑속에서 점멸하듯이 드믄드문 출현하였다는 것은
정법이 도중에 사라졌다는 말과 같다.
한 부처가출현할 때는 또 다른 부처가 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 모든 부처님이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는 ‘연기법’으로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왜 붓다데이를 되새겨야 하나?
지금을 정법시대라 한다. 2600 년 전 고따마붓다가 출현하여 마치
아름다운 고대도시를 발견하듯 연기법을 발견 하여 정법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 정법시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빠알리 삼장)이 있고, 2)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수행을 할
수 있는 팔정도가 있고, 3) 깨달음을 통하여 열반을 성취한 성자가
있으면 정법시대라 한다.
현재 우리는 정법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법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정법이 앞으로 천년, 만년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불자들은 정법시대가 오래 유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부처의 탄생과
성도와 초전과 열반을 기념하고자 한다.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기념하는 날이 웨삭데이이다. 웨삭데이는
부처님의 탄생한 날이라기 보다 ‘부처님의 날(Buddh Day)’이다.
탄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을 생각함으로서 왜 부처가 이 땅에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 본다.

2014-05-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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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수성가(自手成家)와 일가견(一家見)을 이루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얼리버드’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 ‘Early bird’는 ‘이른 아침’의
뜻이다. 이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 또는 정각보다 일찍 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또 어학사전에 따르면 “재빨리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유리한 점을 얻는 사람”이라도 설명 되어
있다.

Early bird

얼리버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새벽형인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새벽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새벽같이 일어나다
보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여 뜻 밖에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임에 틀림 없다. 그런 사람을 ‘새벽형인간’이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새롭다. 더구나 잠을 잘 잤을 경우 그
상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컨디션이 최상이라 날아갈 듯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면 매우 효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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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늦잠을 자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더구나 무더위가 시작 될 때는 땡볕에 일을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게으른자는 이래 저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새벽같이 일아나는 자는 이른 새벽에 그날 할 일 을 다 해버린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자기계발을 한다. 그래서 새벽형인간이 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
얼리버드 게송
법구경 게송 중에 새벽형인간을 뜻하는 듯한 게송이 있다. 이름한다면
얼리버드게송이 될 것이다.

1.
Appamādo amatapadaṃ, 압빠마도 아마따빠당
pamādo Maccuno padaṃ,
빠마도 맛쭈노빠당
Appamattā na mīyanti,
압빠맛따 나 미얀띠
ye pamattā yathā matā.
예 빠맛따 야타 마따. (Dhp21)
(빠알리원문)

2.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Dhp21)
(전재성님역)

3.
つとめ励むのは不死の境地である。
怠りなまけるのは死の境涯である。
つとめ励む人々は死ぬことがない。
怠りなまける人々は、死者のごとくである。(Dhp21)
(나까무라 하지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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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것과 마찬가지다. (Dhp21)
(법정스님역)

5.
戒爲甘露道
放逸爲死徑
不貪則不死
失道爲自喪 (Dhp21)
(한역)

6.
Heedfulness: the path to the Deathless.
Heedlessness: the path to death.
The heedful do not die.
The heedless are as if
already dead. (Dhp21)
(Thanissaro Bhikkhu 역)

빠알리원문에 5 개의 번역을 실었다. 게송에서 키워드는 부지런함을
뜻하는 appamādo 와, 게으름을 뜻하는 pamādo 이다. 이를 다른 말로
‘방일하지 않음’과 ‘방일함’으로도 번역 되었다.
‘방일(放逸)하다’의 뜻은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방탕하게 놀다.”의
뜻이다. 게으름과는 뜻이 다르다. 나까무라하지메는 ‘怠りなまける’라
하여 “게으름을 피우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타닛사로빅쿠는
Heedlessness 라 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빠일리 pamādo 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pamādo 의 뜻은 Carelessness(부주의),
remissness(태만), indifference(무관심), sloth(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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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lence(게으름), delay(지연)’의 뜻으로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게으르다’는 뜻이다.
게송에서는 방일과 불방일에 대하여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고,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 없다고 하였고, 불방일자는 결코 죽지
않는 자라 하였다. 이처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는 극명하다.
게으름은 왜 죽음의 길일까?
게으름은 왜 죽음의 길일까? 그리고 부지런함은 왜 불사의 길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 설명 되어 있는 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방일함
pamādo
방일하지 않음
appamādo

길
죽음의 길
불사의 길

상
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
새김을 잃고 새김을 버린 상태와 같음
불사는 열반을 뜻함.
열반은 생겨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에 종속되지 않음

표를 보면 pamādo 와 appamādo 는 단순하게 게으른 것과 부지런 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길로 죽 갔을 때 결과는 천지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일한 것에 대하여 죽음의 길이라 하였다. 또
불방일한 것에 대하여 불사의 길이라 하였다.

게으른
사람은
고치기
결과는

자는 대체적으로 계속 게으른 경향이 있다. 매일 늦게 일어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한번 습관 들이면
힘들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대체로 평생 게으르게 살아간다. 그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이다.

게으른 자가 게을리 산 대가는 결국 죽음과 마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전재성님역)”라 하였다. 또 법정스님역도 “게으른 사람은
죽은것과 마찬가지다”라 하여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기정사실화 하였다. 또 타닛사로 빅쿠도 “already dead(이미
355

죽었다)”라고 하여, 역시 게으른자는 이미 죽은 상태임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처럼 번역에서는 게으른자에게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은 결국
죽음과 마주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게으른자는 이미 죽음 목숨
게으른자는 이미 죽음 목숨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Maccuno padaṃ : DhpA.I.229 에 따르면, 방일한 자는 태어남을 뛰어
넘지 못하고 태어나서 늙음과 죽음에 종속된다. 따라서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불린다. 죽음은 방일한 자에게 다가온다.
(각주 526,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죽음은 방일한 자에게 다가온다”라 하였다. 누구나
두려워 하고 맞닥뜨리기 싫은 죽음이다. 그런 죽음을 게으른 자가 피해
갈 수 없음을 말한다. 그것은 태어남을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죽음과 대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pamādo(방일)에 대하여 ‘죽음의 길(maccuno padaṃ)’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불방일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이 appamādo 이다. 게으르지 않는 것, 불방일 한 것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appamādo 에
대하여 ‘불사의 길(amatapadaṃ)’이라 하였다.
불사의 길은 어떤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불사는 열반과 동의어라
하였다. 그런데 왜 ‘불사(amata)’라 하였을까? 그것은 태어남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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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죽음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사(不死)’라 한
것이다. 따라서 불사의 길로 죽 가게 되면 결국 죽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 한다. 그래서 불방일자는 결코 죽지 않는 자가 된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Appamattā na mīyanti : DhpA.I.229 에 따르면, 방일하지 않은 존재, 즉
알아차리는 존재, 새김을 확립한 존재는 죽지않는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늙음과 죽음을 여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늙음과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는 없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윤회의 수레바퀴가 부서지지
않지만, 알아차리면, 윤회의 수레바퀴는 부서진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태어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죽는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계발시켜 알아차리는 자는 단시간에 길과 경지를
깨닫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삶에서 태어남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결코 죽지 않는다.
(각주 527 번, 전재성님)

알아차리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 죽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는
‘막가(magga, 道)’를 말하고, 열매는 ‘팔라(phala, 果)’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길’과 ‘경지’라 하였다. 이렇게 도와 과를
이룬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아라한이라면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도와 과를 이루어 예류자가 되면
적어도 일곱생 이내는 완전한 열반에 든다고 한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불사인 것이다. 따라서 늘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다.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자가 방일하지 않는
자이고 부지런한 자이다. 이를 게송에서는 아빠마도(appamādo,
불방일)라 하였다.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게송에서는 아빠마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노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빠마도가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각주에서는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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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yathāpi bhikkhave, yāni kānici jaṅgamānaṃ padajātāni, sabbāni
tāni hatthipade samodhānaṃ gacchati. Hatthipadaṃ tesaṃ
aggamakkhāyati yadidaṃ mahantattena.
Evameva kho bhikkhave, ye keci kusaladhammā sabbe te
appamādamūlakā, appamādasamosaraṇā.
Appamādo tesaṃ dhammānaṃ aggamakkhāyati. Appamattassetaṃ
bhikkhave, bhikkhuno pāṭikaṅkhaṃ ariyaṃ aṭṭhaṅgikaṃ maggaṃ
bhāvessati, ariyaṃ aṭṭhaṅgikaṃ maggaṃ bahulīkarissatī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떠한 걸어 다니는 뭇삶의 발자국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코끼리의 발자국에 들어가므로 그들 가운데 그 크기에 관한
한 코끼리의 발자국을 최상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고 방일하지 않음을 귀결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방일하지 않음을 최상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면,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라는 것은 자명하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는가?”
(Padasuttā-발자국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140, 전재성님역)

이 세상에서 코끼리발자국 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아마 공룡이 살아
있다면 그 지위를 물려 주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코끼리 발자국 보다
더 넓은 발자국은 없다. 그래서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내에 모두 들어 온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코끼리발자국 비유를 하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빠마도(불방일)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착하고 불건전한 법들은
모두 아빠마도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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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ye keci kusaladhammā sabbe te appamādamūlakā)”라고 하였다.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아빠마도’ 라는 것이다.
담마에 대하여 ‘것’으로 번역한 경우
전재성님의 번역을 보면 ‘kusaladhammā’에 대하여 ‘착하고 건전한
것’이라 번역하였다. 담마(dhamma)에 대하여 ‘것’이라 번역한
것이다. 이런 번역방식은 전재성박사의 번역특징이다. 담마에 대하여
가르침, 진리, 사실, 원리, 법, 것 등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문장과
문맥에 따라 달리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오로지 ‘법’으로만 번역한다. 빅쿠보디 역시
오로지 ‘dhamma’로만 번역한다. 그러다 보니 번역이 ‘경직’되기
쉽다. 경직 되기 쉽다는 것은 번역이 ‘딱딱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재성님의 경우 담마에 대하여 가르침, 진리, 사실, 원리, 법,
것 등으로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이 부드럽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번역자 마다 번역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벽의 비유
부처님은 모든 ‘착하고 건전한 법(kusaladhammā)’들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불방일이라 하였다. 그래서 코끼리발자국비유를 들었다.
꼬끼리발자국이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모두 포섭하듯이, 불방일이 모든
착하고 건전한 법들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타나는 새벽이다.
새벽이 되면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도 동녁하늘이 훤하다. 이를
아빠마도(불방일)로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명된 경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태양이 떠 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 생겨날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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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계행을 지키면,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라는 것은 자명하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닦고 여덟가지 고귀한
길을 익히는가?”
(Appamādasutta- 방일하지 않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54,
전재성님역)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 나기 전에 전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낌새를
알아 차린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전조가 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녁’이다. 새벽이
되면 해가 뜨지 않았지만 훤하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해가 떠
오른다.
경에서는 아빠마도(불방일)에 대하여 새벽으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팔정도에 대하여 태양으로 비유하였다. 태양이 떠 오르기 전에 새벽이
있듯이 팔정도 수행에 앞서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아빠마도(불방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빠마도는
새벽형인간에게 딱 들어 맞는다.
자수성가(自手成家)와 일가견(一家見)
자수성가(自手成家)라는 말이 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벌어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다는 뜻이다. 또 일가견(一家見)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관하여 일정한 경지에 오른 안목이나 견해를
뜻한다.
이처럼 자수성가 하고 일가견을 이룬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아마
공통적으로 부지런함이라 볼 수 있다. 게으른 자가 일가를 이루고
일가견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수성가 하고 일가견을 이룬 자에 대한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얼리버드라 볼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처리를 하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성공하는 근본 요인은
부지런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지런함이 다른 말로 불방일이라 하고
빠알리어로 아빠마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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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아빠마도는 새벽형인간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 태양이
떠 오르기 전 새벽이라는 전조현상이 생기듯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방일이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왜 얼리버드(Early
bird), 새벽형인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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