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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새해가 된지 7일째이다. 세월은 광속같다.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요일이고, 월초인가 싶

으면 월말이다. 이제 연초가 되었으니 연말이 금방 다가올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 아침인가 싶으면 저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는 어땠을까? 그때에도 세월이 무척 빨리 흘렀

다. 

 

흐르는 세월을 꽁꽁 묶어 놓고자 한다. 세월의 밧줄이 있다면 흘러가지 못하게 묶어 두

고 싶다. 그러나 세월은 인정 없는 것 같다.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가차없이 흘러 가기 때

문이다. 이런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세월을 꽁꽁 묶어 두고자 할 때 글쓰기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오래전에 써 놓았던 글

을 보면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하다. 세월 묶어 놓기에 성공한 것일까? 

 

올해 처음으로 서문쓰기 하고 있다. 이번에 쓰는 서문은 43번째 책이다. 일상에 대한 글

로서 2012년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록한 것이다. 모두 34개의 목차로 310여 페

이지에 달한다.  

 

목차를 보면 일상에 대한 글이다. 블로그 진흙속의연꽃에서 ‘진흙속의연꽃’ 카테고리

에 있는 것을 끌어온 것이다. 시절인연이 되어서 인터넷에 실려 있는 글을 책으로 만드

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목차 3번항을 보면 상윳따니까야 구입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를 ‘가보같은 쌍

윳따니까야 개정판 전7권을 구입하고’(2012-09-28)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현재는 통

합본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7권으로 된 것이었다. 

 

상윳따니까야 7권을 큰 마음먹고 구입했다. 책 값이 꽤 되었다. 그럼에도 구입한 것은 

나중에 가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책은 사 두면 남는

다. 음식이나 술과 같이 먹고 마셔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여 버

려야 하는 음식도 아니다. 일단 사 두면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남을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빠알리 니까야라면 ‘가보(家寶)’나 다름없

다.”(2012-09-28)라고 써 놓았다. 

 

상윳따니까야 구입한지 십년 되었다. 볼 때 마다 노랑 형광메모리 칠했다. 중요한 부분

은 포스트잇을 붙여 놓았다. 절대 낙서하지 않았다. 연필이든 볼펜이든 펜으로 글을 써 

놓은 것을 금한 것이다. 경전을 십년동안 거의 매일 열어 보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사가타상윳따(1권)는 너덜너덜 해졌다. 세월이 지나면 가보로 될지 모른다.  

 

목차 4번을 보면 안철수가 등장한다. 이를 ‘씨뿔뿔(C++)로 융합론을 설명한 안철수’ 

(2012-10-01)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십년전인 2012년 안철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안철수는 의사이자 프로그래머로서 이미지가 강하다. 나에게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때 당시 정계에 입문한 것에 대하여 최초로 엔지니어 출신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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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될지 모른다고 기대했었다.  

 

안철수의 강연을 듣고 후기를 작성했다. 그때 당시 안철수는 자신의 모교인 부산고에서 

융합론에 대하여 강연한 것이다. 그것은 사회융합론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사회융합론은 어떤 것일까?   

 

안철수는 컴퓨터 엔지니어답게 프로그래밍 언어 씨뿔뿔(C++)로 설명했다. 그래서 “프로

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인 씨(C)는 오로지 한 가지 방식의 길만 

아는 것과 같고, 씨뿔뿔(C++)의 경우 여러가지 방식의 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과 

같다.”(2012-10-01)라고 말했다. 

 

안철수의 융합론을 들었을 때 매우 공감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같았다. 더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씨뿔뿔을 이용하여 사회융합론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신선해 보

였다. 

  

현재 안철수는 구정치인이 되었다. 지난 십년동안 괘적을 보면 실망하기에 충분하다. 한

때 열렬한 안철수 지지자이기도 했으나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의 정치적 행보

에서 한계를 본 것이다. 극단적인 양당체제에서 완충역할을 기대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안철수는 이번 2022년 대선에 또 나왔다. 이번에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함에 따라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과연 안철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목차 34번 항을 보면 타이틀이 ‘비주류 B급 삼류정신을 지향하며’(2012-12-31)라고 되

어 있다. 글을 쓸 때 종종 비주류, 비급, 삼류라고 쓴다. 이는 대단히 자조적인 표현이

다. 그러고 보니 십년전에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감추려고 한다. 이미지를 좋게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글을 쓸 때 자조적으로 비주류, 비급, 삼류라고 쓴다.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썼

을까? 이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했다. 

 

비주류 정신을 지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기경전에 근거하여 글을 쓰다 보니 한국불

교에 대하여 실망한 것이 큰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류 불교는 17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불교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교이다. 실제

로 중국화 된 선불교가 주류불교이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대승보살사상과도 동떨어져 

있고 더구나 부처님 당시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2012-12-31)라고 써 놓았다. 이런 이

유로 비주류를 지향하고자 했다. 

 

나는 왜 스스로 비급이라고 했을까? 이는 한국불교가 스님불교가 된 것에 실망한 것이

다. 한국불교는 스님의, 스님에 의한, 스님을 위한 불교로 본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A급이라 볼 수 있고, 재가자는 B급이라 볼 수 있다.”(2012-12-31)라고 했다. 이런 지적

은 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재가자는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A급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비급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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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라고 한 것은 태생적 한계로 본 것이다. 스님이 일류라면 학자는 이류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삼류가 된다. 블로거가 쓰는 글은 스님의 법

문도 아니고 학자의 논문도 아닌 잡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쓰는 잡문은 가르

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삼류정신을 지

향한다고 써 놓았다. 

 

십년전에도 매일매일 글을 썼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글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어쩌면 세월을 묶어 두고자 한 것인지 모른다. 인정사정없이 흘러가는 세

월 속에서 삶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노력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나의 43번째 책 ‘43 진흙속의연꽃 2012 V’라는 타이틀의 책이다. 이런 것도 가보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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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목스님의 팔정도법문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지난 일요일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들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만 방송되는 이 

음악프로는 ‘정목스님’이 진행하고 있다. 불교음악을 포함하여, 명상음악, 심지어 

타종교음악까지 들려 주는 이 프로의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일까 이 프로의 시청자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비불자들도 많이 듣는 것 같다. 종종 청취자 사연에서 타종교인의 사연도 들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름청중을 몰고 다니는 스타스님 

  

이렇게 인기 있는 음악프로를 듣는 청취자는 매우 많은데, 그에 따라 이 프로를 

진행하는 정목스님의 인기 또한 매우 높다. 그래서 소위 ‘라디오 스타스님’으로 

불리운다. 그런 스타스님을 들라면 성전스님, 월호스님, 정목스님 이렇게 세 분의 

스님을 일반적으로 불교방송의 ‘스타스님’이라 부른다. 그래서 강연을 하면 

‘구름청중’을 몰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정목스님의 경우 불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아 전국을 무대로 강연회를 거의 매주 

열다 시피 하고 있다. 강연에 대한 공지는 마음으로 듣는 음악 프로 시간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법문예고도 방송으로 직접 고지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광고까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불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강연과 법문등으로 인하여 영향력도 매우 높은 스님의 

방송시간은 청취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따라 

청취자들이 울고 웃고 또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스님은 종종 방송에서 짤막한 

법문을 하기도 한다.  

  

스님의 목소리는 매우 호소력 있다. 또 또렷하고 분명한 발음을 특징으로 하는 스님의 

목소리는 파워가 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으로 받아 들이게 하는 마력이 

있다. 그런 스님의 한마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실려 있는데, 비록 짧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지라도 강하게 기억에 남게 한다. 이처럼 목소리가 좋은 스님의 입에서 

‘팔정도’에 대한 짤막한 법문을 들었다.  

  

“저건 아닌데~” 

  

스님은 방송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불성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 등 주로 대승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톡한 

화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치유의 기도문’이 대표적이다. “~하소서”로 끝나는 

치유의 기도문에 대한 출처를 알 수 없지만 방송을 듣는 시청자를 위하여 자신이 손수 

만든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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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스님이 팔정도 법문을 하였는데,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역시 스님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정견은 다음과 같다. 

  

  

이 정견이라는 것은 어느 대상을 볼 때 싫다 좋다 또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자기 방식의 견해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이 

바른 견해 정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목스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불교방송 2012-09-23 일자) 

  

  

팔정도의 정견에 대하여 ‘어느 대상을 볼 때 싫다 좋다 또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라고 자기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법문하였다.  

  

정견에 대하여 모르는 불자들은 스님의 말에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수긍이 갈지 모른다. 

그러나 정견에 대하여 아는 불자들이 들었을 때 분명히 “저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음에 틀림 없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正見)이 무엇이냐?” 

  

장선우 감독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몇 년 전 여기, 제주에서 불자들의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초기불전을 

공부하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正見)이 무엇이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모두 자신의 견해는 당연히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고 

안했는지도 모르죠. 

  

(장선우 감독,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 묻습니다) 

  

  

  

장선우 감독이 영화 ‘성냥팔이소녀의 재림’에 실패 하고 제주도로 귀양가듯이 

지내면서 초기불교를 접하였는데, 초기불교 모임에서 누군가 “정견이 무어냐”고 

물었다는 내용이다. 이 질문에 참석한 사람중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작 한다는 말이 “정견은  바른 견해 아니냐” 정도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불자들의 실상이다. 팔정도에 대하여 말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믈다는 말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정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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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은 무엇일까. 이는 빠알리 니까야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원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견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생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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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은 한마디로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팔정도에 대한 법문은 정형화 되어 초기경전 도처에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사성제와 더불어 팔정도는 매우 생소하다. 이는 스님들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선사들의 법문에서 팔정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암도스님의 정견 

  

우리나라 선사들은 팔정도의 정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 일부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암도스님의 이야기이다. 

  

  

팔정도의 근본이 뭐냐하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견해가 발라야 생각도 바르고 말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다, 그래서 정사, 정업 그러거든요.  

  

(암도스님, 선승에게 길을 묻다 , 제 1회 암도스님(마하무량사 회주) 불교 tv 2011-05-

03) 

  

  

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교육원장 까지 지낸 암도스님은 정견에 대하여 ‘바른견해’라고 

문자풀이 식 답변을 하였다. 정견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법륜스님의 정견 

  

다음으로 법륜스님의 정견에 대한 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정견, 바르게 봐라.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이말에요. 

착각해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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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 법륜스님에게 듣는 반야심경, 제 19 강 사성제, 불교 tv 2012-09-25) 

  

  

법륜스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 하였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견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법륜스님 역시 초기불교 경전에 근거한 법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승불교전통에서 초기불교 경전을 거들 떠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본래부처임을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선사들 중에 심지어 정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첫째가 정견(正見)이다. 지금 직면한 존재의 실상, 법의 실상인 본래부처를 사실대로 

보고 이해하는 견해가 바로 정견이다. 정견이 그대로 부처의 견해이다.  

  

(도법스님, 생명평화 운동과 대승불교의 수행, 불교평론 열린논단 2010-06-25) 

  

  

  

도법스님은 ‘본래부처를 아는 것’이 정견이라 하였다. 내가 본래 부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래 부처를 찾는 것이 수행이라 한다.  

  

선불교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한국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본래 부처를 아는 것이 

정답이라 본다. 이런 법문을 불교 tv 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설우스님도 정견은 

본래 부처를 아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본래부처를 찾기 위하여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 정견이 중요한가 

  

불교에서 정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바른 견해가 서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 하였으나 

선사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정견을 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불교 tv 에서 일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방향을 수행을 할 것인가는 정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견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신다면 수행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먼저 정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단계 단계를 밟으면서 

수행을 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정견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중구난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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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묵스님 특별법문 팔정도수행 바로알고 내려놓기, 제 2 회 팔정도란 무엇인가?, 

불교 tv) 

  

  

  

올바른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행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정견을 모른채 출발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는커녕 길을 잃고 헤매이기 쉽상이라는 것이다.  

  

문자풀이 수준의 법문 

  

정목스님이 방송에서 정견에 대하여 사정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팔정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어지는 방송에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사유는 바른 생각입니다. 정어는 바른 언어, 망어나 기어, 욕설하고 악담하는 것 

있죠. 그리고 이사람 한테 이말 하고 저사람한테 저말하며 이간질 하는 양설, 이런 

말들은 모두 바르지 못한 말들이지요. 정어는 바른 말, 바른 언어 입니다. 정업, 이것은 

바른 행위이지요. 살생하거나 투도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삿된 음행을 하는 것, 이것은 

바른 행위가 아닌 것이지요.  

  

(정목스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불교방송 2012-09-23 일자) 

  

  

스님은 정사유에 대하여 ‘바른생각’이라고 한자어 풀이 수준으로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 갔다. 그렇다면 정사유는 어떤 것일까. 부처님이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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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유를 행하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5.8,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정사유에 대하여 출리하는 사유, 악의가 없는 사유, 상해가 없는 사유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어, 올바른 언어 

  

다음으로 정목스님은 정어에 대하여 양설, 악구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천수경의 십악참회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빠알리 니까야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빠알리 니까야에서 정어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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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언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언어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정업, 올바른 행위 

  

정업에 대해서도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빠알리 니까야에 있는 정업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행위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정명이 생활의 질이라고? 

  

다음으로 스님은 정명에 대하여 꽤 길게 설명하였다. 

  

그다음에 정명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활인데, 바른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정업이 바른 직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정명은 바른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속에서 

수면도 질 높게 할 것, 식사도  질이 높게, 업무도 질이 높게, 운동도 질 높게, 휴식도 

질 높게 하는 것이 바로 정명입니다.  

  

(정목스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불교방송 2012-09-23 일자) 

  

  

정명이 바른 생활,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은 빠알리니까야와 일치한다. 그런데 

정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생활의 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삶의 질과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을 갖는 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라 본다. 

  

빠알리니까야에 정형구로 표현되어 있는 정명은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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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거룩한 제자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생활이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정정진과 관련된 놀라운 발언 

  

이어서 스님은 정정진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런데 스님은 정정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인데, 무엇에 대한 바른 노력인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 

육체적, 건강상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요. 모든 것에 바른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죠. 사실 바른 노력을 하려면 정견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바른 견해가 

뒤따라야 올바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올바른 견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바를 다 탓하게 되고 비난부터 하게 되지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종교인들을 다 싸 잡아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거 저거’ 이러면서.  

  

사실 본인에게 종교적인 생활을 해 보라면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타인의 삶을 뭉퉁거려 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뭉퉁거려 매타작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 바른 노력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정정진,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거죠. 이게 바른 노력이거든요. 

  

(정목스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불교방송 2012-09-23 일자) 

  

  

  

스님은 정정진을 바른 노력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런 바른 노력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 육체적, 건강상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정진과 관련하여 종교인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의 말을 하였다.  

  

정정진과 종교인을 비판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정정진에 대하여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방송을 통하여 정정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커녕 종교인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바른 노력이라 한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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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정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정정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정진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한 상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겨나게 하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하고, 이미 생겨난 악한 불건전한 상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진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근하고,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성만하게 

하여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하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정진이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정목스님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정정진이라는 

것의 골자는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하는 것이다. 경에서 말한 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한 상태들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겨나게 

하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함 

불선법을 억제 하기 

위하여 노력함 

이미 생겨난 악한 

불건전한 상태들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진함 

일어난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함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 

일으키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정근함 

선법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함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성만하게 하여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정진 

일어난 선법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함 

  

  

  

부처님은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들었다. 선법과 불선법,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선법이면 취하고, 불선법이면 버리는 것이 올바른 정진이라 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종교인들에 대하여 싸 잡아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며 이를 

바른노력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과연 방송을 듣는 이들은 스님이 말한 정정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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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이 무너지면 세상자체가 다 미쳐버립니다” 

  

이어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지막이 정념입니다. 바른 의식상태이에요. 정신을 온전히 가지라는 겁니다. 이 바른 

정신상태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는 거의 세상이 미친듯이 돌아가지요. 정념이 무너지면 

세상자체가 다 미쳐버립니다. 이상과 목적을 지혜롭게 가지런히 가지라 하는 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바른 의식을 지니도록 하라.  

  

(정목스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불교방송 2012-09-23 일자) 

  

  

스님은 마지막이 정념이라고 하였다. 정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념이 

마지막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스님이 말한 정념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바른 의식상태라 한다. 그리고 정신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 정념이라 한다. 또 이상과 목적을 지혜롭게 가지는 것이 정념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설명하며 정념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미쳐 버릴 것이라 한다. 

  

스님은 왜 사념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부처님은 정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새김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이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몸에 대하여 몸의 관찰을 행하고,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감수에 관해 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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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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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법에 대하여 법의 관찰을 행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새김이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올바로 알아차릴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 하고 

있다. 그것은 몸(身)의 관찰, 느낌(受)의 관찰, 마음(心)의 관찰, 법(法)의 관찰 이렇게 

네 가지이다. 이를 사념처라 한다. 신-수-심-법 네 가지에 대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정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 스님은 왜 사념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까. 사념처에 대하여 몰라서 

못한것일까. 알면서도 안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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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까 

  

팔정도의 마지막 항목이 정정이다. 그러나 스님은 이를 생략하였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랫는지 알 수 없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집중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이 감각적인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홀로 명상하며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사유와 숙고를 멈춘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과 무사유와 무숙고와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주의 깊고 세삼하게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고귀한 이들이 '평정하고 주의 깊고 행복하다' 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불쾌를 없애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주의 깊은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집중이라고 한다." 

  

(위방가경-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44.1.1.8, 전재성님역) 

  

  

정정은 삼매에 대한 것으로 네가지 선정의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가 

‘사유’와 ‘숙고’인데 이를 초선이라 한다. 두번째가 ‘희열’을 특징으로 하는 

이선정, 세번째가 ‘행복’을 특징으로 하는 삼선정, 네번째가 ‘평온’을 특징으로 

하는 사선정단계이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에 대하여 정정, 올바른 집중이라 하였다. 

  

메뉴얼대로 살라 하는데 

  

스님은 팔정도 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여덟가지의 바른 길 팔정도가 불교에서 삶의 원리를 이야기 한 것이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바로 부처님이 말씀 하신 메뉴얼이에요. 이 방식대로 살아 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저부터 라도 부처님이 일러 주신 이 매뉴얼대로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매뉴얼 대로 가면 되는데, 내 방식대로 가는 거에요.   

  

(정목스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불교방송 2012-09-23 일자) 

  

  

스님은 매뉴얼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팔정도는 매뉴얼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달리 

해석하면 안된다고 강조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가지 말자고 한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 보인다. 스님은 팔정도 법문을 하는데 있어서 경전대로, 매뉴얼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대로 이야기 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견해를 법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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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은 매뉴얼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경전에 쓰여 있는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S21. 1. 5. 1)”라고 하였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들어 보면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매뉴얼과 관계 없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전국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한 것이다.  

  

방송의 사유화와 권력화 

 

 

스님의 방송을 오래 전부터 듣고 있다. 방송이 시작된 지난 2004 년부터 지금까지 

틈틈이 듣고 있는데, 갈수록 ‘권력화’ 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방송을 

통하여 청취자 사연을 들려 주면서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려 주는 가 하면, 

혹시라도 자신을 비판하는 글이 있다면 방송에서 종교인을 비방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방송을 통하여 개인적인 강연일정이나 법회일정을 광고하기도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방송이 한 개인에 의하여 사유화 되고 또 권력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어느 방송에서도 자화자찬식 또는 개인일정에 대한 광고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독 ‘마음으로 듣는 음악’ 프로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 

  

한국불교의 수치인가 직무유기인가 

  

이와 같은 방송권력을 통하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전달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출한다는데 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팔정도 

법문 같은 것이다.  

  

스님은 팔정도 법문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견에 대하여 사성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정정진이나 

정념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정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님은 팔정도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설명을 못한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설명을 못해 준것일까. 만일 팔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른 채 법문을 하였다면 이는 

‘한국불교의 수치’라 본다. 반면 알면서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눈먼 장님이 장님들을 이끌 듯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athāpi nāma jaccandho,  야타삐 나마 잣짠도 

naro apariṇāyako;   나로 아빠리나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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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dā yāti maggena,  에까다 야띠 막게나 

ummaggenāpi ekadā.   움막게나삐 에까다 

Saṃsāre saṃsaraṃ bālo,  삼사레 삼사람 발로 

tathā apariṇāyako;   따타 아빠리나야꼬 

Karoti ekadā puññaṃ,  까로띠 에까다 뿐냥 

apuññamapi ekadā.   아뿐냐마삐 에까다 

Yadā ca ñatvā so dhammaṃ,  야다 짜 나뜨와 소 담망 

saccāni abhisamessati;  삿짜니 아비사멧사띠 

Tadā avijjūpasamā,   따다 아윗주빠사마 

upasanto carissatī ti.  우빠산또 짜릿사띠 띠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자가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 

어떤 때는 바른길로 어떤 때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듯 

  

윤회에 돌고 도는 어리석은 자는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 

  

어떤 때는 공덕이 되는 행위를 

어떤 때는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짓는다. 

  

법을 알고서 진리들을 관찰할 때 

무명은 가라앉고 고요하게 다닐 것이다. 

  

(청정도론 제 17 장 119 절, 대림스님역) 

  

  

  

  

  

눈먼자들의 도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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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못 보는 장님들의 행렬이 있다. 맨 앞에 선 사람도, 중간에 선 사람도, 맨 뒤에 선 

사람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장님 행렬을 이끌고 있는 사람 역시 

장님으로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매뉴얼 대로 살아가지 않은 불자들은 

장님과도 같다. 더구나 불자를 이끌어 가는 스님이 매뉴얼 대로 경전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대로 이끈다면 눈먼 장님이 장님들을 이끄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2012-09-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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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올 김용옥이 불교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 

  

  

  

막말하는 스님 

  

한국불교에서 스님에 대하여 ‘인천의 스승’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여래십호 

가운데 ‘천인사’와 같은 말이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의 부처님의 별칭을 

스님들에게 부여 하는 것은 가장 수승한 존재, 거룩한 존재, 성스런 존재라는 뜻에서 

붙여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종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 최근 법보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한 종회의원 스님의 막말과 욕설 사건은 지난 9 월 17 일 제 191 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일어났다. 정황은 이러했다. 당시 법제분과위원장 무애 

스님은 법제분과가 종헌종법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갖도록 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와 관련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법제분과의 월권을 우려하는 

동시에 법안 제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로 회의는 

좀처럼 진척이 없었고 40 분간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그러자 심우 스님이 법제분과위가 제출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의 본회 상정을 주장하면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님은 회의를 주관한 총무분과위원장 주경 스님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종헌종법특위위원장 법안 스님 등에 “아이 XX”, “왜 위원회 

활동을 막아, 싸가지 없게” “똑바로 하란 말이야” 등 막말과 욕설을 했다. 회의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고, 의원 스님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 X”라며 욕설을 덧붙였다. 이후에도 심우 스님은 “저 XX 원래 저래” “아이 

X” 등 비속어와 욕설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기자칼럼] 심우 스님의 욕설이 불편한 이유, 법보신문 2012-09-21)  

  

  

기자 컬럼에 따르면 중앙종회가 열리던 날 스님이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시정잡배들도 좀처럼 하지 않은 육두문자가 들어간 욕설을 퍼 부었다고 한다.  

  

문제를 일으킨 스님은 지난해에도 역시 막말과 함께 동료 의원을 폭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노스님을 폭행하여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그런 스님은 호법부장을 

지냈고 현재 종회의원으로서 지도급 위치에 있다. 

  

“거긴 깡패동네야, 말이 안통해, 잘못 건드렸다간 그냥 죽는거야.” 

  

그렇다면 승가에서 왜 이와 같은 폭언, 폭행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야 겠다는 마음까지 버리고 출가한 스님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이 나오고,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23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팔정도에서 정어와 정업을 강조 하고 있고, 천수경에서도 몸과 입과 마음의 짓는 죄업에 

대한 참회를 말하고 있는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스님은 과연 누구의 제자일까. 

  

최근 불교닷컴에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글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떴다. 도올 선생의 

글을 인용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귀국했을 초장이었다.…나의 스승이었던 어느 선생이 나에게 이와 같이 충고해 

주었다.  

  

‘용옥이 야소쟁이들은 까도 불교는 까지마! 거긴 깡패동네야, 말이 안통해, 잘못 

건드렸다간 그냥 죽는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판을 당해도 비판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오늘날까지 

교리와 교세의 형성이 자체 비판을 축적해오면서 커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판을 

해도 폭력으로 대처하진 않는다 말야.  

  

그런데 불교는 그런 힘이 없어. 그런 사회적 힘의 축적이 없어. 약자란 말야! 

약자일수록 우월의식이 강해. 우월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곧 열등하다는 증거야!  

  

약자에겐 발악밖에 없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는거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구.’  

  

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불교의 현실에 대해 일말의 

관심조차 갖기를 두려워한다.” 

  

( [취중잡설] 상식 밖의 조계종, 누가 멸빈자를 불렀나, 불교닷컴 2012-09-25)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김용옥 선생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 한다.  

  

김용옥선생은 우리나라에서 할말 못할말 가리지 않고 마구 내뱉는 스타일이다. 때로 

육두 문자까지 써 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종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보면 “과연 저렇게 해도 되나?”할 정도로 맹폭을 퍼 붓는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어떤 이는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불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 그런데 도올선생의 종교비판에서 불교에 대한 것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오로지 기독교만 비판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도올선생이 불교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야소쟁이들은 까도 불교는 까지마! 거긴 깡패동네야, 말이 안통해, 잘못 건드렸다간 

그냥 죽는거야.”라는 충격적인 말이다. 더구나 불교는 약자이어서 약자일수록 

우월의식이 강하다는데 그것은 역설적이라 ‘열등감’의 발로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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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겐 발악밖에 없어” 

  

보통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알게 모르게 사회에 대한 불만과 열등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장애인을 건들지마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한다거나 모욕을 준다면 

그들은 죽기살기로 달려 들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도올 선생의 불교관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충격 그 자체로 받아 

들여 진다. “약자에겐 발악밖에 없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는거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구”라는 말과 함께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불교의 현실에 대해 일말의 관심조차 

갖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비판과 비방은 다르다 

  

비판과 비방은 다른 것이다. 비판(批判)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다. 비방(誹謗)은 ‘남을 비웃고 헐 뜯어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 비난(非難)이 있는데 이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것이다.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잘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 위하여 건전한 

비판은 격려하고 장려 해야 할 사항이다. 만일 건전한 비판이 상실되고 용비어천가만 

부른다면 어느 조직이든지 금방 부패 하고 말 것이다.  

  

여당 대선후보를 맞이 하는 자리에 

  

비판이 없는 곳이 불교계이다. 특히 승가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 ‘발끈’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불교평론 폐간 사건에서 보듯이 분서갱유와 유사한 비상식적인 사건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렇게 비판이 부재한 불교계에서 몰상식적인 예가 하나 있다. 

그것은 대선후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9 월 24 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1994 년 종단사태로 멸빈된 의현 스님(서황룡)이 함께 했다. 종정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에서 이루어진 공식석상에 멸빈자가 종단의 최고 

지도자와 함께 여당 대선 후보의 인사를 받은 것이다.  

 

 

( [취중잡설] 상식 밖의 조계종, 누가 멸빈자를 불렀나, 불교닷컴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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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다. 상식을 벗어난 파격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여당 대선후보를 

맞이 하는 자리에 총무원장 스님과 종정스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도 어울려 보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 멸빈된 서의현 스님까지 앉아 있었다니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사진을 보면 

  

대체 조계종 최고위급 스님들과 멸빈자는 어떤 관계이길레 이와 같은 파격 내지 

몰상식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 불교신문 

  

  

사진을 보면 모든 것이 파격이다. 우측 오른 편에 앉아 있는 종정스님은 가사를 걸치긴 

걸쳤는데 조계종의 괴색가사가 아니라 가사 흉내만 낸 듯한 노랑색 가사이다.  

  

종정스님 옆에 앉아 있는 총무원장스님의 경우 가사를 걸치지도 않았다. 대선 후보를 

맞는 자리가 공식적인 행사인지 알 수 없지만 가사를 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경우가 맞는지 상식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 사진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조계종의 종정과 총무원장이 여당 대선 후보의 인사를 멸빈자와 함께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이 94 년 종단개혁이 한국불교를 바로 

잡는 개혁으로 보지 않고 그저 과거에도 있었던 종권 다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한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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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중잡설] 상식 밖의 조계종, 누가 멸빈자를 불렀나, 불교닷컴 2012-09-25) 

  

  

기사에 따르면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은 멸빈자와 함께 대선후보의 인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멸빈자는 서의현스님을 말한다.  

  

서의현스님은 

  

서의현스님에 대한 주간동아 기사를 보았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4 년 불교계는 물론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조계종 폭력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승적을 박탈당했던 ‘불교계 대부’ 서황룡(73·법명 의현)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1986~94 년 총무원장 재임 시절에도 서 전 원장은 재산 은닉, 장기 집권을 

위한 청부폭력 동원 의혹 등 스캔들의 중심에 자주 섰다. 임기 중 불교계 내에서는 서 

전 원장이 주먹과 돈의 힘을 빌려 종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여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사생활 시비도 계속 이어졌다.  

  

서 전 원장은 서울 봉은사 대난투극이라 불렸던 조계종 분규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간간이 모습을 보이다 

2005 년 11 월 국보급 문화재를 은닉하고 빼돌린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다시 잠적,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수배 중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자수 불교계 갈등의 불씨 되살아나나, 주간동아 2008-4-

29) 

  

2008 년 주간동아 기사에 따르면 서위현스님은 총무원장 재임시절에 삼선을 시도 하다 

불교계의 반발로 물러나 멸빈 되었다. 재산은닉, 은처, 청부폭력등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대선후보를 맞는 종정과 총무원장과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 불자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서의현스님의 주례사 

  

그런 서의현 스님이 또 다시 매스컴에 소개 되었다. 조선일보 사회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인구 5 만의 경북 청도군에 전국 '주먹' 1500 여명이 몰렸다. 15 일 오후 청도군 화양읍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J(51)씨의 결혼식에 원로 주먹과 전국의 폭력조직 

두목·조직원들이 줄지어 나타난 것이다. 

 

신랑 J 씨는 주먹계에서 활동하다 1994 년 구속, 15 년 6 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교도소에서 상해 등의 죄가 추가돼 무려 17 년 10 개월을 복역했다. 지난 3 월 출소한 

J 씨는 지인의 소개로 10 년 연하의 여성을 만나 이날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J 씨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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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허물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어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결혼식 1시간 전인 오후 2 시쯤부터 벤츠·BMW 등 수입 승용차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370 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순식간에 꽉 찼다. 모두 800 여대가 

들어왔고, 이 중 70%가 고급 수입차였다. 차에서 내린 하객들은 인상부터 특이했다. 

이들은 짙은 양복에 40~50 명씩 줄을 지어 '파'별로 입장했다. 맨 앞에 선 두목이 신랑 

J 씨와 악수하면 나머지 조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형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했다. 

 

J 씨는 폭력조직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전국 여러 교도소를 옮겨 다니면서 주먹계 

인맥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배들을 통해 전국 주먹계 선·후배들을 

챙겨왔다고 한다. 

 

주먹계의 걸출한 인물들도 눈에 띄었다. 맨손 싸움의 일인자로 알려진 원로 주먹 

조창조(74)씨가 나타나자 너도나도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또 부산 영도파 두목을 

비롯해 대구 동성로파·향촌동파·달성동파·원대동파, 경북 영천 팔공파 등 인근 지역 

폭력조직의 두목과 조직원도 대거 참석했다. 

 

청도 출신인 J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주먹계 외에도 친·인척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 각급 기관 관계자들에 600 여장의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탤런트 

박은수(60)씨, 청도에서 활동 중인 개그맨 전유성(63)씨, 조우만(56) 청도 부군수, 

이원우(49) 청도군의회 의장 등도 하객으로 참석했다. J 씨는 일부 인사에겐 직접 

찾아가 참석을 호소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45 ㎡(약 316 평)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꽉 찼다. 

 

축하 화환은 110 여개였다. 70 년대 서울 명동을 장악했던 신상현(78·별명 신상사)씨와 

부산 칠성파를 이끄는 이강환(68)씨를 비롯해 광주·마산·남원·포항·경주 등지의 

두목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 있었다. 

 

사회를 맡은 MC 조영구씨가 "이렇게 무서운 결혼식은 처음 와 본다"고 인사하며 

결혼식이 시작됐다. 불교에 심취한 J씨의 주례는 서의현(76)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았다. 주례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다. 

  

( [단독] 인구 5 만 청도에 주먹 1500 명 집결… 무슨 일이, 조선일보 1012-09-17) 

  

  

서의현스님이 조폭 두목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았다는 내용이다. 주례사에서 

서의현스님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당부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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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폭 두목의 주례도 서고 과거 각종 스캔들에 연루 되어 멸빈된 자가 버젓이 

대선후보를 맞이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한국불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불교종단 내부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비판의 부재 때문이라 본다.  

  

35 년전이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몰상식적인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 오마이뉴스에 여당 대선 후보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박근혜 후보의 20 대 시절의 새마음봉사단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기사의 일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우선 종교계에서는 불교계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1978 년 4 월 새마음갖기 국민운동 불교본부가 '뜨고', 이어 새마음갖기 대법회가 

열린다. 새마음운동의 '산파'가 최태민 목사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임에 

분명했다. 

  

( 박근혜에겐 감추고 싶은 '20대'가 있다?, 오마이뉴스 2-12-09-21) 

  

  

유신말기 1978 년에 20 대 중반의 박근혜가 새마음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최태민 목사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계통에서 만든 관제단체가 세를 얻어 

가자 불교계가 재빠르게 반응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오마이뉴스기사에서는 

‘아이러니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35 년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불교계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충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식훈련을 받는 스님들 

  

이렇게 유신시대 알아서 충성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다. 불교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종단의 중진 스님들은 승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병영에 입소해 사격훈련을 받았다. 

사찰이 향토 예비군으로 편성돼 예비군복을 입고 소총을 메고 문화재를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유명 포교사들은 전국을 돌며 안보강연회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정부의 유신 헌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불교인사는 불교신문에 월남참전의 부당성을 

논하는 칼럼을 실어 필화 소동을 일으킨 법정스님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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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동원한 강압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살생을 금하는 수행자가 군복을 입고 사람을 

죽이는 총검술을 연마하는데도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점은 지금껏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통합종단에서 개혁종단까지, 10월 유신과 불교계 협력, 불교신문 2011-03-30) 

  

   

  

  

  

 
  

  

군부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 스님들 모습을 보도한 1975 년의 불교신문. 

사진 : 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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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에 따르면 1975 년 월남이 패망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유신정권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듯한 불교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조계종 비구 비구니 중 17 세부터 60 세까지를 대상으로 평시에도 군대 조직처럼 

운영토록’ 하였고, 호국헌장을 만들었는데 ‘헌장은 총재에 종정, 호국단장에 

총무원장을 맡기는 등 총무원 체제를 전시와 같은 호국단 체제로 전환토록’하였다고 

불교신문은 전한다. 그래서 총무원과 32 본산체제는 군대조직처럼 바뀌었고 제식훈련과 

전술을 익히는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사격에서 좋은 점수를 낸 스님에게는 특등사수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이와 같이 스님들이 군부대에 들어가 제식훈련을 받는 등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1 일 병영체험은 동화사가 가장 먼저 실천했다. 당시 주지 의현스님을 비롯한 100 여명의 

동화사 소속 스님들은 인근 부대에 입소해 각종 훈련을 받았다. 사격에서 좋은 점수를 

낸 스님에게는 특등사수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불교신문은 ‘특등사수’를 인터뷰했다. 

이어 법주사 스님들 80 여명이 입소해 같은 훈련을 받았다. 법주사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내 기관장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스님들은 대한민국 스님으로서 유사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승공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선서를 했다.  

  

(통합종단에서 개혁종단까지, 10월 유신과 불교계 협력, 불교신문 2011-03-30) 

  

  

스님들이 병영에 들어가 각종 훈련 뿐만 아니라 사격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를 가장 

먼저 실천한 스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의현스님이라 한다. 1975 년 당시 동화사 

주지이었던 서의현스님이 100 여명의 스님과 함께 스스로 입소하여 사격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스님들이 부대에 입소하여 제식훈련을 받고 거기에다 

사격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오계중에 불살생 계율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격훈련을 

시키고 특등사수 호칭을 부여 하였다는 사실이 1970 년대 있었다고 한는데, 이는  그 때 

당시 한국불교계의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출가수행자보다 더 수행자다운 재가 수행자가 되었을 때 

  

고이면 썩는다고 하였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탁할 뿐만 아니라 온갖 오물로 가득차 

있다. 지난 과거의 불교역사를 보면 마치 고인물처럼 보인다. 이는 누군가 바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 것이다. .  

  

종회에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도박사건이 일어나 전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가 

하면, 논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잡지를 폐간하는 불교판 분서갱유가 일어나고, 

대선후보를 맞이 하는 자리에 불교계를 커다란 혼란에 빠뜨렸던 장본인과 함께 하는 것 

등 갖가지 이해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도 과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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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신시절 스님들이 병영에 들어가 제식훈력을 받는가 하면 사격까지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비상식, 몰상식이 상식화 되어 버린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비판이 부재한 탓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잘못된 

것을 잘 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몰상식한 일이 서슴없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용옥선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비판할 수 없는 풍토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은 “불교는 까지마! 거긴 깡패동네야, 말이 

안통해, 잘못 건드렸다간 그냥 죽는거야”라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만한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못한 것일까.  

  

개판치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자들에게 돌아간다. 

스님들이야 절에서만 살기 때문에 오직 불교만 있는 줄 알지만, 타종교인들과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불자들은 그 비판과 비난, 비방, 비아냥을 감수 해야 한다. 이럴 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심지어 ‘나는 불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스님들에게만 맡겨 놀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자들이 깨어 

나는 것이다. 어떻게 깨어 나야 할까. 그것은 스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치고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가수행자보다 더 수행자다운 재가 수행자가 되었을 때 

불교개혁은 자연스럽게 완수 되지 않을까.  

  

  

  

2012-09-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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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보같은 쌍윳따니까야 개정판 전 7권을 구입하고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불자들에게 있어서 의지처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담마에 의지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에서 그렇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먼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Attadīpā bhikkhave,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 
  

[세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앗따디빠경-Attadīpa suttaṃ , 자신을 섬으로의 경- S21. 1. 5. 1)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고 ‘자신에 의지 (attasaraṇā)’ 하고 ‘가르침에 

의지 (dhammasaraṇā)’고 하였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여 

  

최근 미디어붓다에서 제공하는 정각원 토요법회 동영상을 보았다. 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 법문중에 H 스님에 대한 법문이 있었다. 스님은 법문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스님은 처소에서 잠을 자다 처소가 벼락으로 인하여 처소가 무너졌다고 한다. 그리고 

물이 차서 갇히게 되자 죽을 지도 모른다는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그때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4 시간 동안 사투하다 시피 일념 염불한 

결과 살아 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생과 사의 위기기 닥쳤을 때 의지할 

것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등 원력보살이나 내세의 부처님일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다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공포와 두려움이 닥쳤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을까. 초기경에 다음과 같이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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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ññe rukkhamūle vā suññāgāreva1 bhikkhavo, 

Anussaretha sambuddhaṃ bhayaṃ tumahāka2 no siyā. 

No ce buddhaṃ sareyyātha lokajeṭṭhaṃ narāsabhaṃ, 

Atha dhammaṃ sareyyātha niyyānikaṃ sudesitaṃ. 

No ce dhammaṃ sareyyātha niyyānikaṃ sudesitaṃ, 

Atha saṅghaṃ sareyyātha puññakkhettaṃ anuttaraṃ. 

Evaṃ buddhaṃ sarantānaṃ dhammaṃ saṅghañca bhikkhavo, 
Bhayaṃ vā chambhitattaṃ vā lomahaṃso na hessatīti. 

  

[세존] 

“숲속의 나무 밑이나 빈집에서 수행승들이여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을 생각하라. 그대들에게 공포는 사라지리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최상이며 인간 가운데 황소인 깨달은 님을 생각할 수 없으면 

그때는 해탈로 이끄는 잘 설해진 가르침을 생각하라. 

  

만약에 해탈로 이끄는 잘 설해진 가르침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때는 최상의 복전이 되는 참 모임에 관해 생각하라. 

  

이와 같이 그대들이 깨달은 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을 마음에 새기면 

공포나 또는 전율이나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다작가경-깃발경-Dhajagg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1.1.3, 전재성님역)  

  

  

숲속이나 빈집등에서 홀로 머물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털이 곤두서는 듯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떨처야 할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한다.  

  

  

“ Itipi so bhagavā    이띠삐 소 바가와 

arahaṃ    아라항 

sammāsambuddho   삼마삼붓도 

vijjācaraṇasampanno   윗자짜라나삼빤노 

sugato    수가또 

lokavidū    로까위두 

anuttaro   아눗따로 

purisadammasārathi satthā   뿌리사 담마사라티 삿타 

devamanussānaṃ   데와마눗사낭 

buddho     붓도 

bhagavā”   바가와 



34 

 

  

“이처럼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지혜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날 때 여래 ‘진실로’ 여래 십호를 명호하면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 한다. 

  

그래도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잘 설해진 가르침을 생각하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스왁캇또 바가와따 담모 

sandiṭṭhiko     산딧티꼬 

akāliko     아깔리꼬 

ehipassiko     에히빳시꼬 

opanayiko     오빠나이꼬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 빳짯땅 왜디땁보 윈뉴히 

  

 “세존께서 잘 설하신 이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생각하면 털이 서는 듯한 공포나 전율, 두려움은  

역시 사라질 것이라 한다. 

  

이번에는 상가를 생각해야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상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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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수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Uj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우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Ñāya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냐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Sāmīci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사미찌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Yadidaṃ cattāri purisayugāni,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유가니 

aṭṭha purisapuggalā,     엣타 뿌리사뿍갈라 

e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에사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āhuneyyo      아후네이요 

pāhuneyyo      빠후네이요 

dakkhiṇeyyo      닥키네이요 

añjalikaraṇīyo     안잘리까라니요 

anuttaraṃ puññakkhettaṃ lokassā”  아눗따랑 뿐냐켓땅 로깟사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한다.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은 정직하게 실천한다.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은 현명하게 실천한다.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은 조화롭게 실천한다.  

  

이와 같은 세존의 제자들의 모임은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참 사람으로 이루어졌으니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 

  

  

이렇게 ‘진실로’ 성스런 상가를 생각하면 털이 서는 듯한 공포와 전율,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 하셨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불자들이 의지할 곳은 크게 붓다와 담마와 상가 이렇게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도 진실로 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에 의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자들이 

현실적으로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이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알려 

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이 그토록 경계하였던 다른 것에 

의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부처님이 가르침이 훌륭함을 안다면 불자들이 결코 다른 것에 

의지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 자료를 올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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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자료를 보시해 준 이가 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면서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우님으로부터 “요즈음은 연꽃님 

때문에 책값이 많이 절약됩니다.   더군다나 엑기스만을 뽑아주시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와 같은 글을 받았다.  

  

글에 대하여 공감하는 격려의 글을 올려 주신 것은 고맙지만 너무 인터넷에 의존하려는 

듯한 글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불자들이 될 수 있으면 번역된 

니까야를 많이 사 보아 경전 읽기가 생활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다. 단지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의지하여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다. 그래서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전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차츰 모든 경전을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상윳따니까야를 먼저 구입하기로 하였다. 

  

상윳따니까야를 구입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상윳따니까야를 구입하였다. 최저가를 표방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문제는 전권을 다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도서전문 

사이트에서 구매 하였다. 전재성박사의 쌍윳따니까야 개정판 전 7 권을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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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의 쌍윳따니까야는 신청한지 하루 만에 택배로 도착 되었다. 빨간색 하드 

커버에 두툼하고 무게가 나가는 책들은 보기에도 달라 보였다. 책을 열어 보았다. 

글씨체가 큼지막하다. 폰트사이즈 12 정도 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어 노안인 사람들도 

읽기 편한 명조체 글씨이다. 주석의 글씨체는 작아서 노안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돋보기가 필요하리라 본다.  

  

  

 
  

  

서문을 읽어 보니 

  

서문을 읽어 보았다. 그중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고귀한 부처님의 말씀을 역자가 번역하게 된 동기는 역자가 쓴 ‘거지성자’라는 

책자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25 년전에 돈연스님의 부탁으로 1991 년에 

초역한 이 <<쌍윳따니까야>>의 초고의 일부는 경전연구소의 화재로 영원히 분실되는 줄 

알았습니다. 숯더미가 된 화재의 현장에서 망연자실하며 헤매다가 불타다가 남은 원고를 

간신히 발견하였습니다. 그 원고를 다시 보완해서 주석을 달은 지 8 년 만에 실상사 

도법스님을 비롯한 여러스님들과 재가의 후원자의 도움으로 1999 년 출간을 시작해서 만 

3 년만인 2002 년 초에 완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역 전집에는 <<쌍윳따니까야>> 전 5 편을 초판본 한글판 11 권 전집으로 

엮어내어 순차적으로 낼 때만 하더라도 번역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나머지 교정진 조차 

없이 발간하는 바람에 많은 오타, 착간뿐만 아니라 간혹 오역도 발견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고귀한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훼손하지나 않았나 하는 

송구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책을 사랑하여주신 많은 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초판본 완간 

4 년 만에 2 년간의 교정과정을 거쳐 꼼꼼히 교정하고 편집을 새로 하고 주석을 증보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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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 쌍윳따니까야 머리말) 

  

  

구입한 책은 전 7 권으로 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머리말에 따르면 초판 11 권이 나온 

이래 일부 오류를 바로 잡고 2 년간의 교정 끝에 나온 것이라 한다. 

  

무엇이든지 처음 나온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무엇이든지 처음 나온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나중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렇다. 이는 책 뿐만이 아니다. 개발된 제품도 그렇다. 

  

제품이 개발 되어 시장에 뿌려 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사용자가 

사용중에 발견하는 오류도 있지만 현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필드에서는 개발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드에서 발생된 오류를 수집하여 다시 보완 작업에 들어 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보완하여 다시 필드에 뿌려 졌을 때 왠만한 문제는 해결되어 잘 팔리게 된다.  

  

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빠알리 니까야와 같이 방대한 번역서의 경우 초판에 오류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더구나 소승불교 서적이라 하여 한국의 주류불교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져 주지 못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또한 교정조차 보아줄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다 그렇듯이 책 역시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것이 된다. 전재성박사의 

쌍윳따니까야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 본다. 

  

‘가보(家寶)’나 다름 없는 빠알리 니까야 

  

책은 사 두면 남는다. 음식이나 술과 같이 먹고 마셔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여 버려야 하는 음식도 아니다. 일단 사 두면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남을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빠알리 니까야라면 

‘가보(家寶)’나 다름 없다.  

  

그런 가보를 하나 둘 씩 사 모을 예정이다. 번역된 모든 책을 사 모아 놓으면 책장에 

하나 가득 될 듯하다. 그래서 유리문이 달린 고급책장을 구입하여 책을 모셔 놓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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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taka 

  

  

  

책장 앞에 작은 부처님 상도 모셔 놓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 부처님 상 앞에 작은 

꽃을 올려 놓고 매일 공양올리는 것도 좋은 신행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12-09-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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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씨뿔뿔(C++)로 융합론을 설명한 안철수 

  

  

  

추석민심 

  

추석민심이라는 것이 있다. 추석명절날 친척 또는 인척이 모인 자리에서 이른 바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추석명절을 맞이 하여 해외로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 

특수한 계층의 이야기이고,  대부분 일가친척과 함께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밥상에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서 떠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에서는 

추석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촉각을 곤두 세우는 것이다. 

  

추석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제가 대선 후보에게 돌아 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대체적으로 한쪽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같다. 이는 모인 사람들의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단지 세대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층은 보수적이고, 주니어 층은 변화적이기 때문에 대선후보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3 인 가운데 단연 안철수 후보(이하 

존칭생략)의 인기가 가장 좋았다. 

  

안철수의 부산고 강연에서 

  

안철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서 안철수의 부산고 강연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이 강연에서 

안철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현대 전문가들은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수학자는 수학의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학자는 사회학의 전문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물학자는 생물학의 전문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런데, 융합은 안그래요. 융합은 180 도 반대, 무슨 뜻이냐 하면, 사회문제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전공이 필요한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를 필요에 따라 모아서 문제를 푸는 거에요. 

중심에 사람이나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야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철수 후보, [전체영상]안철수 후보 모교 부산고 강연, 오마이TV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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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인 부산고에서 강연하는 안철수 후보 

사진 : 오마이 TV 에서 캡처함 

  

  

  

안철수는 용모가 매우 준수하다. 더구나 착하고 성실하게 생긴 이미지에다 목소리까지 

부드럽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철학’이 담겨 있다.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 

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교인 부산고에서 학생들을 앞두 두고 한 강연을 보면 그의 

철학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날로그형 인간과 디지털형 인간 

  

부산고 강연에서 안철수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이 ‘융합적 사고’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말을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마인드’이었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아날로그형 인간’이라 볼 때 융합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디지털형 

인간’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문제해결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형의 경우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한다. 이는 마치 완고한 노인들을 보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인들의 경험에 따른다. 하지만 

이는 농경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 하였다. 노인들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름, 가을 등 절기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의 경험에 따른 말 한마디가 매우 중시 되었다. 

그래서 대체로 젊은이들이 노인의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거쳐 디지털시대가 된 요즘 노인들의 말은 그다지 잘 먹히지 않는다. 

노인들이 선전수전을 다겪고 그로 인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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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말을 그다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라면 노인의 경험에 따른 한마디가 먹혀 들어가지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노인의 한마디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이는 노인들이 옛날 농경사회에서나 있음직한 

마인드로 젊은이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은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하기 까지 한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른 말이다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면서 종종 지적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용어’에 대한 것이다. 

글이라고 써 본적도 없고 정식으로 글을 배워 본 적도 없는 블로거가 인터넷시대를 맞이 

하여 자신의 생각이 담긴 글을 썼을 때 문법이나 어법이 제대로 맞을 리 없다. 그러다 

보니 마구 쓰게 되는데, 그런 표현법 중에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않고 쓴 

경험이 있다.  

  

블로그 초창기 때 아무생각 없이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글을 썼었다. 그런데 

어느 네티즌이 지적해 주었다. ‘틀리다’라는 말을 쓴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 경우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아무생각 없이 글쓰기를 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이후 철저하게 ‘틀리다’와 

‘다르다’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틀렸다”와 “다르다”는 틀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다. 이처럼 ‘틀렸다’와 

‘다르다’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농경사회의 경험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완고한 

노인의 경우 요즘 돌아 가는 세태나 젊은이 들의 행태를 보고 “틀렸다”라가 “틀려 

먹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틀렸다’와 ‘다르다’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노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 등의 

보았을 때 상대방의 행위가 ‘틀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본다면 

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틀린 

것은 없다. 단지 ‘다름’만 있을 뿐이다. 

  

안철수의 융합적 사고 

  

안철수는 부산고 강연에서 ‘융합’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사고의 전환을 말한다.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가의 눈으로 본 다면 자신의 견해가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사회적 지위도 높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해 봐서 아는데” 하며 더욱 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된다. 완고한 노인의 경험에 

따른 주장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을 떠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 하나만을 놓고 각계 각층에서 

바라 보았을 때 이는 각계각층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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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안철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분야의 전문가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는 ‘융합적 사고’를 말하고 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씨 플러스 플러스 

(C++)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혁신적인 사고가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어지는 

부산고 강연에서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기 때문이다. 

  

  

혹히 컴퓨터프로그래밍하시는 분 계세요? 그 옛날 고전적인 씨(C) 하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씨 플러스 플러스 (C++)’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웃음). 기본적으로 한 

분야 한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익숙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잘 안되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한 분야 전문성만 있고 그걸로 평생 해 오신 분들은 융합적으론 

접근이 안되. 왜냐하면 자기 전문성이 먼저이지 그 사회문제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게 앞으로 융합적인 인재가 중요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 [전체영상]안철수 후보 모교 부산고 강연, 오마이TV  2012-09-26) 

  

  

안철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의사이자 교수이며 기업인이며 성공한 벤처 사업가이었다. 

또한 그는 ‘컴퓨터백신’ 개발로 유명하다.  

  

컴퓨터백신은 

  

사람의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약물이 투여 되듯이,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진화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버그’가 없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람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누군가 

심어 놓았을 때 온라인을 통하여 컴퓨터 또한 감염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현실에서 

전염병이 도는 것과 같다. 이때 백신프로그램을 투입하면 감염된 컴퓨터는 치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백신프로그램을 안철수가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안철수는 훌륭한 

‘컴퓨터프로그래머’이기도 하다. 

  

씨뿔뿔(C++)과 융합적 사고 

  

안철수는 강연에서 C와 C++ 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C++에 대하여 

프로그래머들은 ‘씨뿔뿔’이라고 편리하게 부른다. 정식명칭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씨 플러스 플러스 (C++)’라 하는데, 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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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연구소에서 1983 년에 발표한 프로그래밍언어이다. 이 언어의 특징은  C 언어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객체지향성이 더해진 C 언어의 확장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C 또는 C++ 이라는 용어는 이과 계통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문과 

계통이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용어를 알고 이런 프로그램을 접해 본 사람이라면 디지털 세대임임에 틀림 없다.  

  

이와 같이 디지털 세대라면 다 아는 씨뿔뿔에 대하여 안철수는 융합적 사고와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인 씨(C) 는  

오로지 한 가지 방식의 길만 아는 것과 같고, 씨뿔뿔(C++)의 경우 여러가지 방식의 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따라서 씨(C)는 농경사회에서 경험에 따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완고한 노인이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씨뿔뿔(C++)의 경우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세대들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세 명의 대선후보를 가지고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안철수의 경우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획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 

없다.  

  

비록 그의 책 ‘안철수 생각’을 읽어 보지 못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접한 안철수의 철학을 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융합적 사고에 대한 것이다.  

  

이런 사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명적인 발상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현상, 또는 문제에 대하여 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틀렸다” 

또는 “틀려 먹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 본다.  

  

  

  

 

2012-10-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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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스타일과 졸부스타일 

  

  

  

싸이는 4년전 시청앞에 있었다?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다. 싸이의 시청앞 공연이 있던 날 몇 개의 케이블 TV 

채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황을 중계해 주었다. 바로 그 다음 날 싸이의 춘천 군 

부대 공연에서 역시 YTN 등 몇 개의 케이블 TV채널이 중계해 주었다.  

  

시청공연이 있던 날 어느 파워 블로거는 싸이에 대하여 글을 올렸다.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싸이는 자신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운집한 시민들을 향해 “...4년에 한 번씩 와 봐서 

아는데요. 그 때 보다 (시민들이)더 많은 것 같아서 말도 안 돼...”라며 스스로 감격해 

하며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놀란 사람들은 촛불성지를 가득 메운 시민들과 

글쓴이가 아니었던 지. 

  

(내가 꿈꾸는 그곳 , 싸이, 촛불성지에서 자유를 노래하다, 2012-10-05) 

  

  

싸이는 4년전의 이야기를 하였다. 4년전의 시청앞 광장이라면 2008년도이다. 그해 봄에 

촛불시위가 한창 일 때이다. 싸이가 "...4년에 한 번씩 와 봐서 아는데요. 그 때 보다 

(시민들이)더 많은 것 같아서 말도 안 돼..."라고 말한 것은 촛불시위를 참여 하였거나 

보았다는 의미이다. 

  

강남스타일과 패러디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데 이는 유튜브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PSY - GANGNAM 

STYLE (강남스타일) M/V)의 경우 조회수가 375,790,262 에 달한다. 3억 7천만영이다. 

불과 이틀 전(10월 4일)에 열렸던 시청앞 공연(PSY Gangnam Style, 싸이 강남 스타일 

Seoul Concert for Fans. Seoul City Hall Korea) 도 조회수가 38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에 올린지 하루 만의 기록이다. 

  

이와 같이 경이적인 조회수를 기록하자 수 많은 패러디가 난무 하고 있다. 주로 

“~스타일”하는 식이다. ‘평양스타일’, 경찰스타일, 교회스타일, 한땐 강남 Mom 

Style  등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한다.  

  

이렇게 수 많은 패러디가 올려져 있는데,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 

영어버전(ENGLISH VERSION, PSY - "GANGNAM STYLE" (강남스타일) PARODY - ENGLISH 

VERSION)이 있다. 대부분의 패러디가 우리말로 되어 있으나 영어버전의 경우 영어로 

개사하여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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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이 인기 있는 이유 네 가지 

  

그렇다면 강남스타일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촬영된 

유튜브 동영상(미국을 뒤흔든 강남스타일! 그 인기비결을 파헤친다 (Gangnam Style 

Sensation)) 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기억하기 쉬운 노래(Catchy Song)라는 것이다. 

인터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디오가 너무 웃겼어요, 외우기 쉬웠죠. 

-외우기 쉬웠고 춤 출 수 있었어요. 

  

이에 대하여 평론가인 UCLA 대 교수는 “간단히 말해 외우기 쉬워요, 현재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다른 일렉트로닉 댄스음악과 같죠. 기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범주 

안에 잘 맞죠”라고 말한다. 그래서 운동경기장에서 들려 주기 좋은 음악인데, 실제로 

다저스 구장에는 싸이가 왔었다고 한다. 

  

다저스 구장에서 한국가요를 들려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 미식축구 

경기장 등 다른 경기장에서도 싸이의 노래를 들려 주었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재미 있는 춤( Funny Dance)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재미 있는 노래와 춤이었어요. 

-춤 추게 만들어요. 

  

이렇게 춤이 재미 있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 보니 대형쇼핑몰 등에서 플레시몹으로 

활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아주 우스운 비디오(Hilarious Video)라는 것이다. 이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뮤직 비디오로 평가 받고 있다. 대체적으로 잘 만든 

비디오이고, 눈길을 확 끄는 영상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 많은 패러디가 출현 

하였는데, ‘홍대스타일’을 만든 이에 따르면 친구들 끼리 ‘한 번 만들어 보자’하고 

올린 것인데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끌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네번째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호감가는 캐릭터(Likable Character)라는 것이다. 대부분 

싸이를 좋아한다고 한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싸이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TV 에 출연하여 그들과 농담하듯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오늘날 싸이를 월드스타를 만들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보여 진다. 싸이는 방송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로 “옷은 세련되게 춤은 

싸구려 티나게 춰야되요” 하며 웃긴다. 

  

왜 미국에서 먼저 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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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싸이의 음악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사회풍자적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대의 물질문화를 겨냥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돈과 외모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물질문명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먼저 인기를 

끈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물질적이고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곳중의 하나라 한다. 서울의 

강남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싸이가 그런 것을  콕 집어 웃음거리로 

만들고 다 같이 듣고 즐길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가사를 보면 메시지가 들어 있는데, 

이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런 강남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강남스타일에 대한 싸이의 자기비하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가 있다. 그것은 ‘고소영’과 ‘강부자’로 

대표 되는 풍자어이다. 왜 이와 같은 말이 유행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층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고, 또한 영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의 

아성이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미국을 마치 

제2 조국 처럼 여겨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친미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보수적이고 기득권층인 강남사람들에 대한 풍자가 

강남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뮤직 비디오를 보면 강남 그 자체를 비웃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뮤직비디오에서 싸이의 얼굴에 쓰레기가 날아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싸이의 '오빠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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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은 싸이에 대한 자기비하의 표현이다. 온갖 부와 향락을 누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남스타일의 멋진 외모를 가진 싸이에게 팬티등의 쓰레기가 날아오고, 

화장실이 등장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야한 장면 등,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장면은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 차린 것이다. 이미 알고 있기에 

단지 보고 즐기는 것이다. 비록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인들이 보아도 장면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대물질 문명의 모순과 위선에 대한 

자기비하의 표현인 것이다. 

  

강남스타일을 대표 하는 사람은?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철저하게 풍자적이다. 화면과 가사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분장하여 자기 비하를 함으로서 강남스타일에 대한 

모순과 위선과 거짓을 고발하는 것과 같다. 그런 강남스타일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다름 아닌 4년전 촛불시위를 촉발시키게 한 장본인인 MB 일 것이다.  

  

  

 
  

2008년 6월 촛불문화제 

  

  

  

MB 는 보수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철저하게 강남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 

갖가지 의혹과 수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MB 는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촛불저항에 직면하였다. 그 때 당시 시청앞에서는 연일 촛불행사가 

열렸는데, 이는 강남스타일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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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과 MB 스타일 

  

강남은 우리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질시의 대상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룬 

부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강남사람들은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향락에 몰두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따라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노래라고 볼 수 없다. 싸이로 대표되는 

강남스타일이 자기 비하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강남스타일이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등 전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의 

강남은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듯 하다. 

  

그런 강남은 강남스타일의 진원지이다. 그렇다면 진짜 강남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이는 

싸이가 미국에서 방송인터뷰에서 “옷은 세련되게, 춤은 싸구려 티나게 춰야되요”라고 

말한 것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여 부동산 

투기, 각종 불로소득 등으로 인하여 졸부가 된 강남부자는 옷은 세련되게 있었을지 

모르나 하는 행위를 보면 천박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강남스타일은 2008년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MB 스타일(오빤 MB 스타일 - 강남스타일 

패러디[시사티저 25편])’의 다름이 아닐 것이다.  

  

  

2012-10-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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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불카페’의 편협한 대응을 보고 

  

  

  

국내 최대 초기불교카페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실렸다. 

  

  

누구 번역본인들 어떠하랴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고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을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본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본 카페에서만은 초기불전연구원 번역본이 올려지고 읽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무시한다거나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초불 간부의 댓글, http://cafe.daum.net/chobul/19wJ/442 ) 

  

  

다작가경(깃발경, S11.1.3)과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 최상의 피난처라는 글이다. 그런데 어느 법우님이 초불카페에 다작가경을 올려 

놓았다. 그것은 전재성박사가 번역한 것이다. 그러자 초불카페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어느 간부법우님이 위와 같이 댓글을 단 것이다. 가급적이면 초불번역서를 

올려달라는 부탁의 말이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또 달았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지는 마시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으로 인해 본 카페나 초불동호회가 편협한 곳으로 오해될까 부담스럽습니다. 

편협한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초불 간부의 댓글, http://cafe.daum.net/chobul/19wJ/442 ) 

  

  

간부법우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글을 올림으로서 

회원들에게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은 올리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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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3 

  

  

  

초불번역물을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또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을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개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카페에 등록된 네티즌이라 하여 어느 특정 출판물만을 

고집한다면 댓글의 내용과 같이 매우 편협한 발상이다. 이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려진 글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은 삭제 되어야 마땅하다. 단멸론, 

우연론 같은 것들이다. 부처님 당시 브라만의 영원론, 육사외도의 유물론과 숙명론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외도의 사상을 방치한다면 카페는 엉망이 되고 말것이다. 실제로 

그런 예를 보았다. 

  

초기불교를 알리는 카페 중에 ‘홍사성의 불교사랑’이 있었다. 이 카페의 경우 

토론문화를 중시하여 회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자유로움이 너무 

지나쳐 단멸론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수 년간을 방치 하였는데, 결국 

카페 문을 닫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초기불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외도의 사상이 유입되는 

것은 초기단계부터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런데 초불카페의 경우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이 담겨 있는 전재성박사의 번역물 

조차 막고 있다.  

  

전재성 박사는 이미 4부 니까야를 세계 최초로 완역하였고, 쿳다까니까야 중 

숫따니빠따, 담마빠다, 우다나, 이띠웃까 등 수 많은 주옥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말로 옮겨 놓아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초불의 편협한 조치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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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초불 번역물이 잘 된 것이고 세상에 알릴 만 하다면 타 번역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될 것이다.  

  

  

2012-10-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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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도사상이 판치는 법문 

  

  

  

W 스님의 법화경 강의에서 

  

모바일로 불교 TV 를 종종 본다. 실시간 방송 (W 스님의 경전교실-법화경)에서 W 스님은 

부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 하였다. 그런 내용이 초기경에 실려 있다고 한다.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하여 불교 TV 사이트에 들어 갔으나 아직 올려져 있지 않아 어느 

초기경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에서 아버지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어느 경에서도 부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검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발견하였다. 

  

  

Pajāpati(sk . prajāpati): 

‘생류의 아버지’란 뜻이다. 창조주를 말하며 베다시대의 신이다. Srp.I.341에 따르면, 

빠자빠띠는 제석천과 동일한 수명을 가졌고 두번째 자리에 앉았고, 바루나와 이싸나는 

세번째와 네번째에 앉았다. 

  

(주석, 다작가경 -Dhajaggasuttaṃ -깃발의 경, S11.1.3 , 전재성님) 

  

  

다작가경 주석에 따르면 ‘빠자빠띠’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이라 한다. 그 

이름 자체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종교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은 주로 창조주에게 붙여 주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 날 유일신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W 스님은 법화경 강의에서 

부처님을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예불문으로 보면 삼계도사 사생자부(界導師 四生慈父)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애욕과 

집착을 끊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욕계를 비롯한 색계, 무색계의 삼계에 있어서 큰 

스승과 같고, ‘태-란-습-화’로 일컬어지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의 부처님을 말씀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아버지와 같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 창조주로서 부처님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이는 외도 사상일 

것이다. 

  

J 스님의 프로그램론 

  

‘부처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법문을 또 들었다. 불교방송에서 J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J 스님은 먼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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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그냥 건성 건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한 프로그램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구요, 그 위에 ‘업’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J 스님, J 스님의 지혜의 길, 불교방송  2012-10-08일자) 

  

  

J 스님은 불교방송 아침 법문에서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들 모두는 

프로그램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법성(불성)이 깔려 있다고 한다. 가장 밑바탕에 법성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아뢰야식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업의 프로그램 등이 깔려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을 깐 사람은 누구일까? 

  

뭐? 우리들이 프로그램된 존재라고? 

  

이렇게 스님은 우리들을 부처님에 의하여 프로그램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컴퓨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정말로 여러분이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컴퓨터 아시죠 그죠? 컴퓨터 기계 본체만 가지고 컴퓨터 역할을 합니까? 그 밑에 뭐가 

깔려야 되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깔리잖아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J 스님, J 스님의 지혜의 길, 불교방송  2012-10-08일자) 

  

  

  

  

programme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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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법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스님의 법문대로 우리들이 프로그램화된 존재라면 우리들은 모두 프로그램 대로 

동작되는 ‘로보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든 

이는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런데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이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  

  

스님의 법문을 들어 보면 부처님은 창조주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유일신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하듯이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처님 아버지 

  

스님은 마무리 법문에서 창조주로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하루 매일 매일의 삶을 부처님과 더불어 살면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정진하는 사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어떤.. 부처님이 다 지켜 보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무언고 하니 부처님의 손바닥안에 있다. 프로그램화된 그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시는 걸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J 스님, J 스님의 지혜의 길, 불교방송  2012-10-08일자) 

  

  

스님은 우리가 부처님에 의하여 프로그램화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처님이 

우리들 모두를 ‘지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 보았자 ‘부처님의 손바닥안’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법문이다. 초기불교를 접한 불자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과 전불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파를 타고 있다. 만일 이런 

법문을 유일신교에서 듣는다면 ‘유일신교의 아류’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이는 명백히 

창조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역술가들이 이 법문을 들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론, 숙명론, 그리고 창조론과 숙명론이 결합된 법문을 공영방송에서 듣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방송에서 외도사상이 판을 치고 있다! 

  

불교 TV 와 불교방송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중구난방’같은 인상을 받는다. 

모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전적 근거 없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하다 보니 듣고 있는 불자들은 어느 스님의 법문에 장단을 맞추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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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그런 스님들의 법문에 그 어디에도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이 그토록 경계 하였던 외도사상이 판을 치고 있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를 비판 하였다. 브라만교의 영원론, 창조론, 개아론 등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브라만교를 비판하여 

성립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의 육사외도를 비판 

하였다. 이는 초기경에 그대로 실려 있다. 유물론, 숙명론, 우연론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도사상을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모두 논파 하였다. 

깟짜나곳따경( S12.2.5)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브라만교를 비롯한 육사외도가 모두 삿된 

견해에 지나지 않고 거짓임을 밝혀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부처님이 그토록 경계하였던 외도의 사상을 버젓이 법문하고 있다. 

  

불교가 쇠퇴하는 이유 

  

그렇다면 스님들이 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듯이 외도의 사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법문하는 것일까. 이는 법문을 하는 스님들이 초기불교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 대하여 이해가 없어서 유일신교의 

교리와 하등의 다를 바 없는 ‘부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술가들의 

운명론적 업설과 다름 없는 ‘프로그램화 된 인간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 본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이는 다름 아닌 불교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교리와 별 차이가 없어졌을 때 불교는 서서히 소멸 되어 갈 

것이다. 대상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모호 해 졌을 때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하게 될 것이고,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불자라면 프로그램화된 인간이야기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 보다 역술가의 말에 더 솔깃할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가르침과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스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는 결국 이땅에서 

불교의 쇠퇴를 가속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과 불자들에 대한 배신행위 

  

방송에서 법문하는 스님들은 더 이상 비불교적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교의 교리나 다름 없는 부처님 아버지 이야기, 역술가에게나 도움을 줄 

법한 프로그램화된 인간 이야기를 법문 주제로 삼는다면 이는 ‘부처님과 불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따라서 방송에서 법문하는 스님들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반드시 경전적 근거를 들어 법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불자들은 이와 같은 비불교적 

법문에 대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블로그, 카페, 게시판, 각종 토론사이트에서 이슈화 

해야 한다. 그래서 비불교적 법문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의 쇠퇴를 막고 불교의 중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부처님이 신신당부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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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Attadīpā bhikkhave,    앗따디빠 빅카웨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위하라타 앗따사라나 안냐사라나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담마디빠 담마사라나 안냐사라나 

  

[세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앗따디빠경-Attadīpa suttaṃ , 자신을 섬으로의 경- S21. 1. 5. 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 (anaññasaraṇā, 안냐사라나)’고 하였다. 

‘자신에 의지 (attasaraṇā 앗따사라나)’ 하고 ‘법에 의지 (dhammasaraṇā 
담마사라나)’ 하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왜 이와 같이 신신당부 하셨을까. 아마도 오늘날 과도 같은 상황을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불교로 보일지 몰라도 내용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외도의 사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팔아 비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더구나 담마 아닌 것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을 것이라곤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 

없다. 그것은 빠알리 니까야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원음이다.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anaññasaraṇā, 안냐사라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사무치게 다가올까. 

  

  

  

2012-10-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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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교대상은 누가 받아야 하나 

  

  

  

음악 CD 를 만들었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불통되었다. 그럼에 따라 하던 일이 ‘올스톱’되다시피 하였다. 급한 

메일을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전화를 하여 고장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한지 두 시간 후에 기사가 도착하였다. 그런데 

기사도 헤매이고 있었다. 불통이 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통신사 직원들이 회선작업을 하면서 네트를 건드린 것이다. 그래서 네트가 엉켜 

불통이 된 것이다.  

  

기사는 어렵게 망을 복구 하였다. 해가 점점 짧아서일까 깜깜해질 때까지 작업을 마친 

기사 덕분에 인터넷은 원활하게 소통되었다. 젊은 청년기사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CD 한 

장을 주었다. 그것은 불교음악 CD 이다. 선물로 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다. 

  

  

  

 
  

  

몇 일 전 모임이 있었다. 지역내에 사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모임이었다. 어느 분이 

일로 인하여 아는 사람도 함께 나온다는 말을 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 놓은 

CD 몇 장을 준비하였다. 모임에서 처음 보는 이에게 CD 를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다시 모임이 있었는데 “혹시 그 CD 잘 듣고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 분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매일 듣는 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분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신의 딸에게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분의 딸 역시 그 음악 CD 가 마음에 들어 매장에서 CD 를 틀어 

놓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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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에 있는 음악은 블로그에 올려 놓은 음악들이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음악으로서 

자애송(자비송, The Chant of Metta) 등과 같은 불교음악이다. 표지를 디자인 하여 

‘비매품’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 소량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주로 거래처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법우님들에게 주고 있다. 특히 

법우님들에게 주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다.  

  

CD 를 받은 법우님들은 한결같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화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어느 법우님은 이제까지 천수경이나 금강경 테이프를 주로 들었지만 제공한 CD 를 

접하고 난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천수경이나 금강경 보다 자비송 등의 

불교음악을 더 즐겨 듣는 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공짜심리가 있다. 어느 것이든지간에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싫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교음악 CD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자작(自作)’한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음악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 

더구나 매일 듣는다고 하였을 때 CD 를 만든 보람을 느낀다. 특히 불교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불교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 불교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할 마음을 가졌다면 이는 ‘포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한 일을 보면 

  

우리나라는 불교가 다수인 나라가 아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천주교 이렇게 세 

개의 빅3가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 같은 

유일신종교로서 형제종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종교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유일신교 

인구가 불교인구 보다 훨씬 더 많은데 특히 전국민의 반절이 모여 산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불교 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서 불교는 소수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포교원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최근 불교관련 신문사이트에 포교원의 포교정책에 대한 비판성 기사가 실렸다. 도대체 

포교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새로 포교원장이 취임한 이래 만 

일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 벌여 놓은 일들이 포교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난 일년간 

추진 되었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Np 행사 내   용 

1 국태민안 기원 1만인 계룡산 

등반대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산악회를 출범시킴 

2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을 창립 청소년 포교를 이유로 내세운 사업이라 

함 

3 UN 평화사절단 -3억 원의 비용이 들어감 

-3억원의 경비 중 1억원을 방문단장 

수불스님(범어사 주지)이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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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는 신행단체 임원들이 500여 

만원씩을 부담하도록 함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포교 

SNS 를 활용해 누구를, 어떻게 

포교하겠다는 목표는 찾아보기 힘듬. 

5 ‘포교원 TV’를 개통 수요층 조사와 콘텐츠 확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출처 : 불교포커스, 포교종책 재정립 시급하다, 2012-10-16 

  

  

지난 일년간의 성과를 보면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여 주기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취임한 포교원장의 

개인적인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육지장사와 관련된 이야기 

  

임기 5년의 포교원장의 취임식이 지난해 열렸다. 그런데 매우 성대한 취임식이었다고 

언론에서는 전한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조계사 앞마당을 가득 매운 가운데 취임한 

‘지원스님’은 ‘육지장사’ 회주라 한다. 그런데 최근 포교원의 포교 행태와 관련하여 

육지장사와 관련된 기사가 법보신문에 실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포교원은 신도 단체 임원 등 100여곳에 추석 선물을 보냈다. 옥(玉) 온구 1팩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회주로 있는 도리산 육지장사가 판매 중인 상품이다. 포장 상자엔 

육지장사의 옥온구 안내장과 쑥뜸 온구 체험, 게르마늄 온구 체험의 효능이 빼곡히 적힌 

A4용지 3장도 동봉됐다.  

 

선물을 받은 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감사전화를 드리지 않는 이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건강하시라’는 원장스님 뜻이 육지장사 상품 홍보로 읽혀져서다. 포교원은 

이 같은 반응을 예상한 듯 ‘도리산 육지장사’라고 새긴 온구 팩 봉투 대신 아무 

문구도 쓰지 않은 것으로 바꿔 선물을 발송했지만 소용 없었다.  

  

육지장사가 1팩 5만원에 판매 중인 온구는 포교원 예산 중 원장스님 업무추진비로 

구매했다. 올림픽 출전 불자선수들에게 선물한 옥단주도 원장스님 사찰서 판매하는 

단주다. 원장스님은 ‘자신의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포교원장스님이 형편 어려운 신도 및 포교단체에 업무추진비를 보시한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법보신문, ‘환희와 감동 포교’는 어디에, 2012-10-17)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다. 옛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 고쳐 매지 않는다” 

라든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烏飛梨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인데 다른 일과 같이 일어나서 오해 받을 때 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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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원장 스님이 선물한 물품이 스님의 절인 육지장사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충분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품구매를 자신의 돈으로 해결 하였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 모두 시주자의 돈일 것이다. 시주자의 돈으로 생색을 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포교원 산하단체로 전락한 대불련 

  

이와 같이 취임한 지 일년도 되지 않아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보여주기 보다는 전시성 

행사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주는 포교원에서 추진한 또 하나의 사업이 있었다. 그것은 

‘신도단체 재등록’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간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요즈음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신도단체의 종단 재등록 추진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원래 포교원의 취지는 종단에 등록시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포교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의 신도단체들마저 종단을 멀리하게 만드는 

부정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지난 4월 16일 대불련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 산하단체식의 

신도단체 재등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한데서도 알수 있다. 

  

대불련은 기자회견에서 포교원이 ‘포교원 신도단체 재등록’을 추진하며 

△‘대한불교조계종’을 단체명칭 앞에 사용하게하고, △포교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하며, △조계종이 회장 임명권ㆍ감사 선임권ㆍ지도감독 권한을 갖겠다고 했다며, 이는 

명백히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주간불교, 신도단체 재등록 거부 파장, 2012-05-08) 

  

  

수 많은 불교 단체가 있다. 그 중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대학생불교연합(대불련)과 

대한불교청년회(대불청) 등이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대불련에 대하여 조계종 소속의 

포교원 산하단체로 재등록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신도단체에 주던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말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압박때문이서일까 지난 9월 결국 대불련은 조계종 포교원의 

산하 단체로서 재등록 되었다. 그래서 40여년의 역사를 자랑라는 대불련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학생불교단체가 아니라 조계종단 소속의 불교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불교에 조계종 밖에 없나?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부터 모든 신도단체를 조계종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현상에 대하여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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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한 일이다. 불교계에 불교는 없고 ‘대한불교조계종’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많다.(이하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을 말한다.) 

100여개가 넘는 많은 종단이 있고 불교계 대표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한 

종단만도 27개임에도 한국불교는 조계종만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불교 

언론을 보아도 기사의 80%이상이 조계종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방송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행단체나 시민단체도 그렇다. 태고종의 한국불교청년회나 나누우리, 진각종의 

사회복지재단과 문화복지연대, 천태종의 복지재단과 새터민ㆍ다문화 사업기구 등을 

제외하면 거의 다 조계종 성향을 지닌 단체이다. 딱히 조계종 소속이 아니라도 

신행활동을 조계종 사찰이나 단체에서 했고 연대나 지원활동도 조계종과 관련해 

진행되니 다른 종단은 안중에 없다. 

  

(법현스님, 종단편향부터 바로 잡자, 불교포커스 2011-11-24) 

  

  

태고종 소속의 법현스님은 불교계가 마치 조계종단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더구나 대불련, 대불청 등 조계종단 소속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조계종 소속으로 단일화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만을 모든 불교단체가 조계종 산하에 들어 가면 종교편향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이는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단체가 조계종 산하로 들어 갔을 때 성명서 하나로 족할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 

소속이 아닌 여려단체에서 동시에 여러 성명이 나온다면 이슈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어느 특정 종단 소속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단체의 규모가 작고 하는 역할도 적을지 모르지만 회초리를 

여려개 모아 놓으면 부러 뜨릴 수 없듯이 종교편향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조계종 총무원에서 대불련을 조계종단이라는 특정종단에 

그것도 포교원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이 모두가 

새로운 포교원장이 취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포교원장스님의 용퇴를  

  

이와 같이 지난 일년간의 조계종 포교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포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보여주기식의 전시성 행사에 치우친 느낌이 있고 더구나 각자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단체를 휘하에 둠으로써 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은 포교원의 행태는 새로 포교원장스님이 취임하면서 예견 된 듯 하다. 

불교포커스 기사에서 어느 불자가 올린 댓글이 이를 잘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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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포교원장 중에서 그처럼 거창한 취임식을 치른 분이 없었답니다. 

교육원장도 그랬고요. 

근데 

현 포교원장은 요란스럽게 취임법회를 치르고 

기자의 지적대로 대규모 산악회 행사를 펼치더니 

느닺없이 전국 사찰에 스카우트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더군요. 

그래서 

삭발염의자들이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스카우트 선서를 하는 꼴불견을 보이더군요. 

이렇게 하면 

지난 세월 조계종단이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예산지원을 했던 청소년단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뒤처지게 되어 있지요. 

포교원장뿐 아니라 거의 모든 소임자들이 비슷하고 

재가종무원들도 포교원으로 가는 것을 귀양이라도 가는 것으로 여겨 불편하게 여기고 

그래서 능력있는 종무원은 가능한 빨리 총무원이나 교육원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요. 

이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또 느닺없이 유엔평화행사를 하겠다며 몇 억 원을 쓴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돈을 어느 부자 스님이 댄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삼보정재 아니겠습니까? 

삼보정재를 이렇게 계획없이 마구 쓰면 안 되지요. 

어디 나서기 좋아하는 인물 한 명 때문에 포교원 전체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자기 절에서 나오는 물품 구입해서 팔아주고, 

스카우트인가에 정신을 뺏기고, 

거액을 써가며 효과도 없을 유엔평화행사인가를 펼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포교원장의 거취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장지육, 불교 포커스 ‘포교종책 재정립 시급하다’ 기사 댓글) 

  

  

댓글을 보면 현재 조계종 포교원의 행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하다. 

글에서 네티즌불자는 포교원장스님의 ‘용퇴’를 주장하였다.  

  

거창하게 취임식을 치룬 포교원장스님이 마치 취임식의 성대함을 이어가려 함인지 모든 

포교정책에 있어서 성대하고 거대한 행사를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포교원에 소속된 단체들은 포교활동을 하기 보다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총비용 3억을 들인 UN 평화사절단 행사의 경우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의 예비단계라 한다.  

  

기사에 따르면 포교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불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부산에서 

연인원 100만명이 참여하는 평화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명목은 ‘한국정전협정 

60돌 기념’이라 한다. 그런데 UN 평화사절단 파견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범어서 



64 

 

주지인 수불스님이 1억원을 쾌척 하였다고 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모두 

시주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다.  

  

불교에만 있는 포교원 

  

우리나라는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와 천주교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늘 

타종교을 의식할 수 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타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의 경우 매우 왕성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든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식이다. 특히 “예천불지”를 부르짖는 전도 방식은 짜증을 

유발하고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전도하는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신도들’이라는 

것이다. 목사 등 교역자 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 포교원이 있다. 이는 종단의 포교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총무원과 교육원과 더불어 3원 체제를 이루고 있는 포교원은 포교의 중요성 

때문에 만들어 졌을 것이다. 그러나 타 종교단체에서는 포교원이라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개교회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에서 한기총등과 같은 느슨한 연대 조직이 있지만 

포교를 담당하는 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천주교 역시 별도의 포교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불교에만 포교원이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 있어서 포교는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포교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개신교나 천주교 역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는 포교원이라는 별도의 포교기구가 존재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졌다고 본다. 출가수행자라면 수행과 포교가 

본분사인데 포교를 하지 않으니 포교를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본다. 더구나 

‘포교대상’이라는 상까지 만들어 놓아 포상을 하기도 한다. 

  

왜 스님이 포교대상을 받아야 하나? 

  

조계종에 포교를 전담하는 포교원이 있고 또 포교를 잘하는 이에게 주는 포교대상이 

있다. 그런데 포교대상 수상자를 보면 모두 스님들이다. 스님의 본분은 수행과 

포교인데, 포교대상까지 만들어 상을 주는 것은 불교밖에 없는 것 같다.  

  

이웃종교인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선교를 잘 했다고 하여 목사나 신부가 선교대상을 

탓다는 뉴스를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포교원이라는 별도의 

포교조직을 만들어 놓고 포교 잘하는 스님에게 포교대상을 수여 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 스님들이 수행은 열심히 하지만 포교에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교대상은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타서도 안된다. 포교는 

스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포교대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그렇다면 포교대상은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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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대상은 일반재가불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사성장군이나 유명연예인, 

유명스포츠스타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할 바를 다 하는 불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출가수행자들은 수행과 포교에 전력해야 한다.  

  

블로그를 만들어 글을 쓰길 

  

시대에 맞게 포교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시대를 맞이 하여 얼마든지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글을 쓰는 것이다. 출가 

수행자들이 개인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서 글을 쓰는 것이다. 매일 쓰면 좋고, 일주일에 

한 두편이라도 꾸준히 올린다면 길거리로 나서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글을 쓰긴 쓰되 반드시 경전에 근거한 이야기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초기경전, 

특히 빠알리 니까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원음을 소개한다면 더 좋을 듯하다. 법구경, 

숫따니빠따, 상윳따니까야 등에 실려 있는 게송 하나만 올려 놓아도 이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 질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수 억원이 들어 가는 이벤트성 행사에 몰두 하기 보다 관련 

스님들이나 종사자들이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글을 쓴다면 더 큰 포교효과를 보지 

않을까. 

  

  

  

2012-10-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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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계사와 함평의 아름다운 인연 

  

  

  

세미나참석 요청을 받고 

  

아는 스님으로부터 초청이 들어 왔다. 10월 19일 열리는 세미나에 참관해 달라는 

요청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서 종단출범 50주년을 맞이 하여 기념 

세미나를 여는데 시간이 되면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 

  

평일날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 비록 일인사업자라고 하지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발생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쳐야 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전화 하나에 의지하여 생계를 

꾸려 가는 입장에서 하루를 낭비 하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꽤 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의 내용을 보니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국불교에서 내로라 하는 스님들이 

발제하고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또한 치열하게 전개 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다음과 같다.  

  

  

시간 세미나 발제자 

10:00~11:00 계율과 불교윤리의 눈으로 

이 시대 한국불교를 말하다 

발제자: 자현 스님 

토론자: 적멸 스님, 명법 스님 

11:00~12:00 대승불교의 눈으로 이 시대 

한국불교를 말하다 

발제자 : 혜명 스님 

토론자 : 영석 스님, 정도 스님 

13:20~14:20 

  

선불교의 눈으로 이 시대 

한국불교를 말하다 

발제자 : 월호 스님 

토론자 : 정운 스님, 희철 스님 

14:20~15:20 초기불교의 눈으로 이 시대 

한국불교를 말하다 

발제자 : 각묵 스님 

토론자 : 일중 스님, 법상 스님 

15:30~16:30 참여불교의 눈으로 이 시대 

한국불교를 말하다 

발제자 : 금강 스님 

토론자 : 벽공 스님, 지관 스님 

16:30~17:30 종합토론   

장소: 불교역사문화기념관 , 2012-10-19 

  

  

  

  

발길을 돌리고 

  

오전에 두개, 오후에 두개의 세미나 있다. 이왕 세미나를 보는 김에 모두 보고 싶어 

첫번째 세미나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전철을 탓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몇 일전 

업체에 납품한 물건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통화하였는데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보낼 샘플인데 땜질식 처방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67 

 

전철이 시청까지 도달하였지만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무실로 되돌아 가서 

긴급조치를 취하고 급행으로 주문하여 사태를 수습하였다. 하지만 급행처리의 대가는 

무척 컷다. 평상시 보다 무려 세 배의 비용이 들어 간 것이다다.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로 연결로 된 것이다. 조금만 더 잘 보고 확인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결국 돈으로 때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었다. 에러가 이미 내재된 상태이었고 

조건이 맞아 발현된 것이다. 대충 건성으로 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어 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한시적 행복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 수 알 수 없다. 몸과 말과 입으로 지은 행위가 지금 발현 되지 

않을 지라도 조건만 맞으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당혹해 하고 

당황스러워 한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Pāpo pi passati bhadraṃ   빠뽀삐 빳사띠 바드랑 

~ yāva pāpaṃ na paccati,   야와 빠빵 나 빳짜띠 

 Yadā ca paccati pāpaṃ   야다 짜 빳짜띠 빠방 

~ atha pāpo pāpāni passati.   아타 빠뽀 빠빠니 빳사띠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 

(법구경, Dhp119, 전재성님역) 

  

  

첫 번째 구절은 주석에 따르면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과 같은 유해한 

행동에 말려든 사람도 예전의 선한 행위의 힘으로 생겨난 힘으로 생겨난 행복을 즐길 때 

비로서 즐거움을 체험한 한다. 하지만 이는 이 생에서나 저 세상에서 그의 유해한 

행동이 결과를 낳지 않을 때까지만 그렇다.”라고 되어 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불로소득 등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는데, 이는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지나면 악행에 대한 

과보가 기다리는데 그런 행복도 그때 까지만 이라는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물건이 나갔으니 돈이 들어 오고, 그 돈으로 흥청 망청 즐길 수 

있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당혹스럽기 그지 없을 것이다. 또 부도가 

난 줄도 모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가 

나기 전까지 한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 만들어진 물건, 잘 못 경영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을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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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구경 게송에서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 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 (Yadā ca 

paccati pāpaṃ atha pāpo pāpāni passati)”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그의 행위가 효과를 나타낼 때에 즉, 이 생에서의 흥망성쇠나 

비참한 운명 속에서 그는 유해한 것을 체험한다.”라고 되어 있다. 악행에 대한 과보는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말이 있다.  

  

다시 전철을 타고 

  

대충 건성으로 한 일에 대한 결과는 매우 쓰라렸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고 

당황 하였으나 결국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쓰지 않아도 될 

‘생돈’이 들어 갔다.  

  

그런데 일을 다 처리하고 나자 오히려 ‘홀가분’ 해졌다.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  

씁쓸하긴 하였지만 마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듯 한 느낌이다. 터질 것이 터져서 

이번 사건은 깨끗이 마무리 된 것이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되자 마음이 가벼워 졌다. 그래서 다시 전철을 탓다. 

오전에 두 세미나는 포기 하고 그 대신 오후에 세 개의 세미나를 보기로 하였다.  

  

조계사는 온통 국화천지 

  

12시가 조금 넘어 조계사에 도착하였다.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는 조계사 바로 뒷편에 

있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다.  

  

조계사에 도착하니 조계사 경내는 화사한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주로 노랑색 

위주의 국화꽃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마치 ‘꽃대궐’을 보는 듯 조계사 경내는 온통 

국화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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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9찬의 조계사 점심공양 

  

점심시간이어서 먼저 점심공양을 하기로 하였다. 공양을 하려면 식권을 사야 하는데, 

한장에 2천원한다.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면 좋으련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조계사 공양간의 식사는 어떤 맛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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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의 경우 다른 절집과 달리 그릇이 매우 크다. 커다란 그릇안에 밥과 반찬을 모두 

담아 주는데, 반찬이 8찬이나 되었다. 국까지 합하면 1식 9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밥이 ‘찰밥’이라는 것이다. 기름기 흐르는 찰밥은 무척 맛있었다. 반찬도 부드럽게 잘 

넘어 갔다. 그래서 남김 없이 깨끗이 비웠다. 

  

조계사는 축제분위기 

  

점심공양을 마치고 20분 동안 경내를 둘러 보았다. 온통 국화로 장식된 경내는 마치 

축제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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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빵도 팔고 

  

점심시간을 맞이하여 음악회도 열리고 있어서 신도들과 외국관광객, 주변 회사원 등 

매우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을 상대로 전통의상이나 다기, 국화빵을 파는 모습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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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국화나무’ 

  

조계사 전체를 국화로 장식하였는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커다란 ‘국화나무’이다. 

거대한 나무 밑둥에 노랑 국화다발을 올려 놓았는데,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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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코끼리상 

  

다음으로 볼 만한 작품이 코끼리상이다. 어미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 두 마리를 국화로 

장식하여 만든 것이다. 연등축제에서 코끼리 장엄등은 보았어도 국화로 만든 

코끼리국화는 처음 본다. 

  

  

  

 
  

  

 
  

  

  

다양한 국화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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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식물이 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국화장식 조형물을 볼 수 

있었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의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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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 두마리가 노니는 형상도 있고,  하트모양도 있고, 우리라나 지도 모양도 있다.  

  

이 형상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형상도 있다. 이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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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에 따르면 목탁을 형상화 한 것이라 한다. 둥그런 목탁이 있고 고리 안에 

막대기가 끼워져 있어서 목탁형상임을 알 수 있다. 

  

조계사에 왜 나비형상이 많을까? 

  

이렇게 다양한 형상에서 유독 ‘나비형상’이 눈에 많이 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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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천지 농특산품매장 

  

대체 이 나비형상과 조계사는 어떤 관계일까. 이는 경내에 설치 되어 있는 지역특산품 

매장과 관계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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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특산매장이다.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군에서 조계사 경내에 특산품 

매장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특산품을 파는 분에게 물어 보니 이번 조계사 국화축제가 함평군과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 한다.  

  

조계사와 함평의 아름다운 인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명품 함평 국화가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주지 

도문스님)에서 선보인다. 

 

함평군은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안병호 함평군수, 양규모 군의회의장, 도문 조계사 

주지스님과 관계자, 불자, 관람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화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국화전시회는 오는 26일부터 함평에서 개최하는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함평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해 

관람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코끼리모양 대형국화 조형물에 아기 코끼리까지 더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아치, 나비곤충 등 각종 국화조형물과 국화분재, 국화동산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랬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조계사를 찾은 관람객에게 함평나비쌀과 잡곡, 양파 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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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서 함평의 국화와 

농특산물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계사를 찾는 불자와 

관람객들에게 함평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문 주지스님은 "조계사와 함평의 아름다운 인연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늦가을 정취에 맞는 대형 기획 작품과 명품 국화 분재 등 다양한 국화 작품전시 

및 체험행사로 마련된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 

동안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끝) 

 

출처 : 함평군청 보도자료 

  

(형형색색 함평국화 조계사를 물들이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2.10.17 16:31) 

  

  

10월 17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함평군에서 함평국화를 홍보 하기 위해서 조계사 

경내에 국화를 제공하였다고 전한다. 조계사에서는 매년 이맘 때 국화축제가 열리는 

올해의 경우 함평군에서 제공하는 국화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한다.  

  

전형적인 시골된장 

  

그래서일까 함평군의 특산품 매장을 볼 수 있는데, 함평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볼 수 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먹거리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된장이 눈에 띄었다. 전형적인 시골된장이다. 약간 검은 빛깔이 나는 

노랑 된장인데 본 김에 하나 샀다. 상표가 ‘용천골’ 된장이라 하는데 1KG 에 15,000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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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는 국화축제중 

  

온통 국화로 뒤덮히고 더구나 눈길을 끄는 갖가지 형상의 조형물 까지 있어서 조계사는 

마치 축제분위기이다. 세미나실로 들어 가기 전에 본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 나는 

조계사는 활력으로 넘친다. 지금 조계사는 국화축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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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끈을 삼킨 나무, 생명현상과 네겐트로피(Negentropy) 

  

  

  

장한가(長恨歌)에서 

  

장한가(長恨歌)에 ‘연리지’라는 말이 나온다. 장한가는 당나라 시절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리지에 대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上天願作比翼鳥   상천원작비익조 

在地願爲連理枝  재지원위연리지 

  

하늘에선 날개를 짝지어 날아가는 비익조가 되게 해주소서 

땅에선 두 뿌리 한 나무로 엉긴 연리지가 되자고 언약했지요 

  

(백거이, 장한가) 

  

  

뿌리가 다른 두 개의 나무가 가지가 엉켜 하나의 몸체처럼 보이는 것을 

‘연리지(連理枝)’라고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뜨거운 사랑을 맹세할 

때 쓰는말이다. 또 연리지와 함께 사용되는 말이 ‘비익조(比翼鳥)’이다.  

  

장한가에 따르면 비익조는 날개를 짝지어 날아 가는 새로 묘사 되어 있다.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되어 있는데, 한쪽 날개는 수컷의 날개이고 또 한쪽의 날개는 암컷의 날개로 

되어 있는 새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서 두마리가 한몸이 되어야만 날아 갈 수 있는 새를 말한다.  

  

이렇게 장한가에서 연리지와 비익조를 언급한 것은 땅에서는 연리지가 되고,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어‘영원한 사랑’을 하자고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연리지처럼 보이는 온은사의 느티나무 

  

종종 연리지에 대한 사진을 볼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서로 붙어 있는 나무를 

사진을 볼 수 있다. 사진을 보면 합성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신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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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은사의 느티나무 

  

  

과천 ‘온은사(穩穩舍)’에 가면 연리지처럼 보이는 오래된 나무가 있다. 온은사는 절이 

아니라 ‘객사’인데, 정조가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 하러 갈 때 머물던 곳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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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이 수 백년 된 듯한 느티나무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가 붙은 것처럼 보인다. 

가까이 가보면 한 뿌리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중간이 붙어 있어서 연리지처럼 보이는 

것이다. 

  

대흥사의 사랑나무 

  

그런데 서로 다른 나무가 밑둥에서 붙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를 보았다. 해남 대흥사에 

있는 느티나무가 그것이다. 

  

  

  

 
  

대흥사의 사랑나무 

  

  

  

사진을 보면 서로 다른 나무가 밑둥과 뿌리 부분이 엉켜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에 

따르면 좌측의 나무가 암나무이고 우측에 있는 나무가 수나무라 한다. 이렇게 

암수나무가 엉켜 있다고 해서 ‘사랑나무’라 부른다고 한다. 

  

바위를 먹는 나무 

  

사찰순례를 다니다 보면 오래된 나무를 많이 보게 된다. 주로 느티나무로서 수령이 

수백년 됨직하다. 사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어 보이는 나무를 보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런 나무 중의 하나가 바위를 먹는 나무 일 것이다. 

  



89 

 

사찰순례중에 바위를 먹는 나무를 많이 보았다. 바위 옆에서 나무가 자라면서 바위를 

삼켜 버리는 것이다. 강화 정수사 입구 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나무가 대표적이다. 

  

  

  

 
  

  

  

 
 강화 정수사 입구길에서 

  

  

마치 바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월의 힘과 무게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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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나무 

  

이렇게 바위를 먹고 있는 듯한 나무를 천년고찰에서 볼 수 있는데, 하동 대원사 입구에 

있는 나무를 보면 신기하다 못해 엽기적으로 보인다. 

  

  

  

 
  

하동 대원사 입구길에서 

  

  

  

커다란 나무 밑둥이 마치 바위를 싸 듯이 있고 바위 위에 나무가 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이 되기 까지 백년이상 걸렸을 것으로 보여진다. 

  

담을 먹고 있는 나무 

  

이와 같이 나무가 바위를 먹은 듯이 보이는 모습은 외국의 사찰에서도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사원에서 사원을 감싸고 있는 나무가 유명하지만 

스리랑카에서도 볼 수 있다. 아깍까소(Akakkaso)비구가 스리랑카 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수백년 되는 나무가  사원의 담장을 삼키고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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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깍까소(Akakkaso)비구의 포토스트림에서 

  

  

  

나무와 바위가 만났을 때 

  

나무와 바위는 어떤 관계일까. 바위와 나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부분 

나무가 바위를 삼키는 형태로 발전한다. 바위는 고정 되어 있고 나무는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바위 바로 옆에 나무가 있다면 바위를 싸고 먹어버리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결국 바위가 

깨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바위가 너무 클 경우 좀 다르다. 안양 염불암 가는 길에 보는 

바위와 나무가 그렇다. 

  

  

  

 안양 염불암 입구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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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바위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바위나 나무나 색깔이 비슷하고 

형태도 유사하다. 마치 까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를 바꾸는 것처럼 바위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전체상을 취하면 확연히 구분된다. 

  

  

  

 
  

  

  

  

  

안양 염불암 입구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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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천년고찰이 있는 산사 주변에서 바위를 먹고 있는 듯한 나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볼 때 마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뭐든지 먹어 치우는 듯한 나무를 도심에서도 발견하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집과 일터를 오가다 보면 항상 같은 길로 다니게 된다. 최근 수년동안 늘 같은 길을 

다니면서 주변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음을 느꼈다. 올드타운(old town)이라 불리우는 

구시가지의 어느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텅비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앞만 보고 다니던 길이 있는데 어느 날 고개를 돌려 보니 동네가 텅텅 비어 있었다. 

동네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나 둘씩 이사갔고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텅빈 동네가 된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사진이 잘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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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는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하다. 특히 밤이 되면 불빛하나 없어서 

그야말로 ‘유령의 도시’같다. 그런 가운데 무심하게 꽃은 피고 진다. 모두 떠난 

마당에 꽃이 피고 과일이 익어 간다. 

  

  

  

 
  

  

 
  

무심하게 꽃은 피고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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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는 마치 폐허 같다. 더구나 비바람이 부는 날의 경우 

을씨년 스럽기까지 하다. 더 을씨년 스럽게 하는 것은 나부끼는 플레카드이다. 

  

  

  

 
  

개발반대 플레카드 

  

  

  

개발을 반대하는 플레카드이다. 동네 이곳 저곳에 나부끼는 플레카드의 문구를 보면 

섬뜩하다. “단결하자” “박살내자”등 과격한 문구가 폐허화 된 동네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듯 하다. 

  

  

노끈을 심킨 나무 

  

이렇게 폐허의 거리를 지나가다 어느 빈 아파트 앞 은행나무에 눈길이 멎었다. 그것은 

평소에 보지 못하였던 희안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눈길을 머무리게 한 것은 나무에 달려 있는 ‘노끈’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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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끈을 씹은 나무 

  

  

  

나무에 노끈이 달려 있다. 자세히 보니 나무가 노끈을 먹은 듯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구멍을 뚫어 밀어 넣은 것도 아니다. 아마도 나무가 자라면서 노끈을 삼켜 버린 

듯하다. . 나무의 가지가 두개로 갈라지기 전 노끈이 있었는데 세월과 함께 노끈을 삼켜 

버린 것이다. 이를 더 자세하게 근접촬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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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보아도 인위적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가 시작 될 때 은행나무가 

심어졋다면 아마도 30년 이상 된 듯이 보인다. 수십년에 걸쳐 나무가 자라면서 노끈을 

삼킨 것이다.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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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끈과 같이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은 좀처럼 썩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바위나 

쇠붙이와 달리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노끈을 보면 마치 새것처럼 전혀 

변화가 없다. 바로 지금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을 듯 하다. 그런데 나무에 씹힌 노끈을 

보면 세월의 무게와 무상함을 느끼게 해준다. 

  

  

 
  

노끈이 앞뒤로 관통하고 있다. 

  

  

  

생명과 네겐트로피(Negentropy)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행무상이라 한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됨 없이 영원불멸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화에 있어서 두가지가 눈에 

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신도시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두가지 

차이를 목격하게 된다. 아파트단지는 갈수록 낡아져 가는데, 이와 반대로 조경수들은 

갈수록 우거져 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나무로 뒤덮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왜그럴까. 다름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 볼 수 있다.  

  

생명이 없는 아파트는 갈수록 낡아져 간다. 이는  ‘엔트로피(Entropy)’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잉크방울을 비이커에 넣으면 잉크가 골고루 퍼지듯이, 향수 뚜껑을 열어 

놓으면 향수가 모두 증발 되듯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 되는 것이다. 반면 아파트 

단지가 갈수록 우거져 가는 것은 나무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한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 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현상을 ‘네겐트로피(Negentropy)’라 한다. 

네겐트로피는 엔트로피와 정반대 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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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아파트가 세월에 따라 낡아져 가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서서히 낡아져 간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급격하게 나빠져 간다. 재개발구역에서 

보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좋은 예이다. 마찬가지로 나무가 지금은 무성하지만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역시 급격하게 분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생명이 끊어진 몸의 경우 24시간이 경과하면 썩어 문드러지고, 36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한다. 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부정상 (不淨相, asubha nimittassa)수행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17.  

또한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묘지에 던져져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 지나 부풀어오르고 푸르게 

멍들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시체를 보듯이,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도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이와 같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교한다. 

  

(사띠빳타나경-Satipaṭṭhānasuttaṃ-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염처경, 맛지마니까야 M10, 

전재성님역) 

  

  

  

부정상 (不淨相, asubha nimittassa)수행에 대한 것이다. 사띠빳따나경에 따르면 부정상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시체는  

  

1)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 지나 부풀어오르고 푸르게 멍들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시체  

  

2)까마귀에 먹히고 매에게 먹히고 독수리에 먹히고 개에게 먹히고 승냥이에게 먹히고 

여러 가지 벌레에게 먹히는 시체, 살점이 있고 피가 스며든 힘줄로 연결된 해골, 살점이 

없고 피가 스며든 힘줄로 연결된 해골, 살점도 피도 없이 힘줄로 연결된 해골, 연결이 

풀려 사방팔방으로, 곧 어떤 곳에는 손뼈, 어떤 곳에는 발뼈, 어떤 곳에는 정강이뼈, 

어떤 곳에는 넓적다리뼈, 어떤 곳에는 골반뼈, 어떤 곳에는 척추뼈, 어떤 곳에는 

갈비뼈, 어떤 곳에는 가슴뼈, 어떤 곳에는 팔뼈, 어떤 곳에는 어깨뼈, 어떤 곳에는 

목뼈, 어떤 곳에는 턱뼈, 어떤 곳에는 이빨뼈, 어떤 곳에는 두개골뼈가 흩어진 해골로 

이루어진 시체 

  

3)조개빛처럼 흰뼈, 일년 이상 쌓인 뼈, 썩어 가루가 된 뼈로 이루어진 시체 

  

이렇게 세부분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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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에 따르면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 먹힌 것,흩어져 

있는 것, 난도질당하여 뿔뿔히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 이렇게 10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열가지 죽은 자를 대상으로 

부정관수행을 할 수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다. 

  

부정상수행을 하는 이유 

  

이와 같은 부정상수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몸의 안팍을 관찰하고 

몸의 생성과 소멸을 관찰함으로서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따라서 부정상 수행을 함으로서 감각적 

욕망과 쾌락을 포기 할 수 있는데,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는 전도된 인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생명이 있는 것은 늘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나무가 

생명이 없는 바위나 담장 심지어 사원을 삼키는 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노끈까지 씹어 버린 나무도 본 것이다. 그렇게 되기 까지는 수십년에서 

수백년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엔트로피와 반대 되는 네겐트로피 때문이다. 

  

  

  

2012-10-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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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용출수 

  

  

  

산길을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를 방송에서는 ‘피톤치드’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주로 편백나무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산길을 걷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일요일 오후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산길을 걸었다. 늘 다니는 산길로서 일종의 

산책코스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가벼운 차림으로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산길은 관악산과 연결되어 있다.  

  

산길에서 보니 저 멀리 관악산 남사면이 보인다. 죽 걷다 보면 관악산까지 이르게 된다. 

가을이 깊어 감에 따라 산록에는 울굿불긋 단풍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낙옆을 밞으며 관악산 산림욕장 입구를 목표로 걸었다. 일년 사계절 춘하추동 늘 다니는 

길로서 가다보면 자그마한 비구니 사찰을 지나게 된다.  

  

그  사찰은 개발제한 구역에 있어서 일반 주택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몇 해전 불사에 

대한 현수막이 나 붙었다. 여법한 도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000일 기도까지 

하였는데 끝내 불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건축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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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뒤로 하고 계속 산길을 걸어 갔다. 평소 다니는 길에서 약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 들었는데, 도중에 자그마한 샘을 발견하였다. 

  

  

 
  

  

  

샘이라고 해 보았자 두 손바닥의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것도 소리를 내며 힘차게 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좀 특히 하였다. 솟아 

오르긴 오르는데 물이 고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솟아 올랐다가 가라앉는 것이다.  

  

혹시 온천수가 아닐까 생각하여 손으로 만져 보았으나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보통물이다. 그런데 물은 힘차게 용출하고 있고 고이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는다.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라는 말이 있다. 원래 수의 단위이지만 불교에서는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나 가르침을 뜻한다.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특히 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을 보았을 때 

‘불가사의 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깜냥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용출수도 마찬가지이다. 솟아오르기를 반복하면서 고이지도 흐르지도 않는 현상이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곳에서만의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보여 진다. 지구과학이나 

지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12-10-29 

진흙속의연꽃 

 

 

 



103 

 

12. 수행포교의 가능성을 보여 준 마가스님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일요일 오후 동네 주변 도로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보았다. 하나 또는 둘, 

또는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나 담배꽁초, 낙엽 등을 준비된 쓰레기 

봉투에 주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파란 어깨띠를 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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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파란 어깨띠를 자세히 보니 성당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동네성당의 이름이 적혀 있는 파란 어깨띠를 두르고 마트 앞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는 전에 없던 일이다. 종종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과일이나 과자, 사탕 

등을 나누어 주면서 전단지를 주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처럼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  

  

교회에서 주민총회가 

  

서울과 수도권은 유일신교의 아성이나 다름 없다. 어디를 가나 거대한 성당과 

구멍가게보다 더 많은 크고 작은 교회를 보게 된다. 그러다보니 이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된 듯 하다. 

  

어느 동네의 경우 낡고 오래 된 건물이 많아 재개발지역으로 고시 되었다. 고시 되면 

추진하는 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갈린다. 그럴경우 주민총회 형식으로 모임이 열리는데 

그런 모임 장소는 어디일까. 다음과 같은 플레카드가 잘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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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주민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동네에 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규모가 가장 큰 

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주민총회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가 실시 될 때 투표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 교회는 

지역에서 어떤 성격일까.  

  

교회공동체 

  

동네에서 교회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방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공부방, 노인들에게 무료급식과 무료 이발 봉사 등 지역주민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해 놓고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공동체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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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의 십자가 

  

이러다 보니 지역의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어느 

빵집의 경우 입구에 보란 듯이 십자가를 걸어 놓고 있다.  

  

  

 
  

  

십자가에 예수가 걸려 있는 것을 보니 천주교를 믿는 빵집임에 틀림 없다.  

  

식당에서도 

  

예수가 있는 십자가를 일반 식당에서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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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파는 지극히 평범한 식당이다. 십자가 형상을 보아 천주교을 믿는 식당임에 

분명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가게에서 바이블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하는 빵집이나 식당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주문에 단청하였다고 

  

이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유일신교가 당연히 받아 들여 지는 듯 하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몇 해전 재개발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동시에 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절이 하나 

생겨 났다. 재개발 당시 주택형으로 된 자그마한 절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일까 건설사에서 정문입구 요지에 절을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 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문 건립에서 발생하였다. 입주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 되었을 

때 절에서는 일주문을 만들었는데, 아파트 입주민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구에 울긋불긋 단청한 일주문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각종 플레카드가 난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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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알박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울굿불긋 단청까지 하여 아파트 

이미지를 떨어 뜨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소지가 있어서 일주문 건립 취소는 

물론 절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은 후 일주문 단청문제는 정상화 되었다. 더 이상 플레카드도 나 붙지 

않았고 단청된 모습의 일주문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겉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어느 절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도회와 천도재를 알리는 플레카드가 붙어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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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안되고 유일신교는 되는 것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주문에 단청하는 것 까지 문제삼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 만일 절 입구에 관세음보살그림이나 불상이라도 모셔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미신행위와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유일신교는 어떠할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보이는 것이 십자가이다. 성당의 경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예수상도 볼 수 있다. 구멍가게 보다 더 많다는 교회를 보면 십자가와 함께 예수그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커다란 유리창문에 모자이크 식의 그림이 있는가 하면 벽면 

전체를 예수그림으로 표현 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예수상 또는 예수그림과 함께 바이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우상숭배라 하여 지적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유일신교가 34-37%로서 3명 중 1명이 유일신교도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불교의 경우 고작 13-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일주문에 단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세음보살상이나 불상을 밖에 안치 한다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꿈도 꾸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도시에서, 

사람사는 곳에서 사찰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여도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성당이나 교회의 경우 선교목적일지라도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성당이나 교회의 예수상은 허용이 되고 불상은 내비쳐 보지 못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사람 사는 곳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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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생에서 갚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 

  

미디어붓다에서 제공하는 동국대정각원 토요법회를 보았다. 마가스님의 자비명상에 대한 

법문 (2012년 9월 8일 정각원 토요법회) 이다. 법문에서 마가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던 나쁜 놈을 그래도 절에서 받아 줘 가지고 여지껏 30년 동안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준 부처님, 또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천원, 이천원 모아 주신 

것, 그 복전함에 넣는 그 돈들이 스님들 의식주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제가 집에서 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들이 천원, 이천원 모아 주신 그것으로 

이렇게 옷도 해 입고, 수행도 하고, 그 인연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이 고마운 것을 갚지 않으면 다음 생에 지옥에 갈 것 같에. 얻어 먹고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뭔가 주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단지 목탁만 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슴속에 들어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싶어 가지고 자비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게 가장 뜨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됐어요. 

  

(마가스님, 2012년 9월 8일 정각원 토요법회)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한 때 자살까지 시도하였던 마가스님이 불교와의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얻어 먹고만 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 생에서 갚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가스님의 자비명상 프로그램 

  

마가스님의 자비명상은 불교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07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되는데, 초기불교의 자애수행과 연민수행을 합하여 놓은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스님의 자비명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명하다. 불교관련 

인터넷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마가스님이 진행하는 중앙대 교양학부 선택과목 ‘내마음 바로보기’(3학점)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열기가 매우 뜨겁다. 이 과목은 자비명상 전문가 마가스님이 8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중앙대 최고의 인기강좌로 자리매김했다. 학교와 사찰을 오가며 

수업하는 이색수업으로 수많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취재하고 있는 수업이기도 하다.  

  

마가스님의 명상수업은 10주 출강과 2박3일 템플스테이를 거치면서 ‘자기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임을 깨우쳐가는 수업이다. 그동안 이 수업을 거쳐 간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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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이 넘는다. 수업내용은 ‘지금 이순간 내마음은?’ ‘마음의 노예? 주인?’  

‘일체 유심조’ ‘부모은중경’‘  ‘수처작주 입처개진’ 등이다. 불교적 내용이지만 

스님 특유의 교수법으로 알기쉽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한다.  

  

(중앙대, 마가스님 강좌 인기 ‘불티’, ‘내마음 바로보기’ 720명으로 확대, 

미디어붓다 2010-03-11) 

  

  

스님은 2003년 ‘내마음 바로보기’라는 강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우수 강사로 뽑히기도 하였는데, ‘내마음 

바로보기’ 강좌는 최고의 인기강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스님의 강좌는 다름 아닌 수행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수행지도를 하고 

이를 템플스테이와 접목시켜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수행을 통한 

포교활동이라 볼 수 있다. 수행포교를 말한다. 

  

세상과 소통을 거부한 결과 

  

도시에서, 사람사는 곳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지역주민과 소통에 실패 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불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 가혹하게 

말하면 ‘스님들이 세상과 소통을 거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한국불교는 

산중불교, 스님불교가 되었다. 그렇다면 보통불자의 눈에 비친 불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선방불교와 단물불교라 보여 진다. 

  

선방불교 

  

불교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인천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스님은 “하다 

안되면 선방에 들어가면 되요”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선방에 들어 

간다는 말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다. 도시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재정문제, 인간관계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쉽게 걸망을 꾸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 보여 

진다. 갈곳은 선방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선방은 스님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것 같다. 어느 토론회에서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등으로 성공적으로 주지직을 수행하고 있는 M사 K 스님은 ‘때로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고 보면 선방이라는 곳이 스님들이 가장 큰 

안식처이자 피난처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방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다. 어느 토론회에서 K스님은 하안거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 대신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호스피스 봉사 같은 것이다.  

  

단물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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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단물불교가 있다. 이는 도시에 있는 사찰이나 일반사찰을 말한다. 왜 

단물불교인가. 지난 2011년 ‘조계종 자정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에서 주최한 특강이 있었다.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한국불교는 종교로서 해야 할 작업인 세상을 인도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안 돼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한국불교는 종교 본연의 일은 뒷전이고 세상에 붙어 세상에서 떨어지는 

단물을 빨아먹고 부산물을 챙기는데 더 바쁜 형국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불교포커스 2011-10-04, 절 밖은 21세기, 절 안은 19세기) 

  

  

특강에서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는 한국의 사찰에 대하여 불자들로부터 단물만 빨아 

먹는다고 혹평을 하였다. 49재나 천도재 같은 것이다. 불자들을 제도하기 보다 죽은 

자를 위한 불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일상화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스님들은 산중에서 선방에 머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부를 

하고 있고, 신도들이 왕래 하는 절에서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마치 단물만 빨아 먹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의 불교가 선방불교, 단물불교라는 

것이다. 

  

백전백패하는 이유 

  

선방불교, 단물불교로는 유일신교와 대적할 수 없다. 특히 도시에서, 사람사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라거나 천도재 등으로 단물을 빨아 먹으려 한다면 백전백패이다. 

아무리 관세음보살이 영험하기로서니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믿는 창조주에 대한 

기복신앙을 이겨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사람사는 곳에서 불교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수행불교로 향하는 것이다. 수행불교야말로 가장 불교다운 불교이고, 유일신교에서 따라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수행불교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분이 

마가스님이라 보여진다.  

  

수행포교의 가능성을 보여 준 마가스님 

  

마가스님은 도시에서, 특히 학교에서 젊은층에게 포교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행포교’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된 원동력은 시은(施恩)에 대한 갚음이라 

보여 진다.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마가스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을 합송케 

함으로써 법문을 마쳤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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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 같은 나의 참마음 일세. 

  

  

  

2012-10-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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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님의 밥상 

  

  

  

2012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불교 TV 사이트에서 사찰음식과 관련된 프로를 보았다. 봉녕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2012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에 대한 것이다.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불교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간소하고 겸허한 자세로 

제작되 무엇을 먹는가 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더 큰 의미를 둔 사찰음식”이라 

한다. 나레이션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박한 밥상이라도 주위와 함께 나누는 자비의 음식이다. 자연의 맛을 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낮아 지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찰음식이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고 있다. 

( <특집>2012 수원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불교 TV 2012-10-29) 

  

  

사찰음식에 대한 소개를 보면 가장 간소한 음식, 소박한 밥상임을 강조 한다. 그런 

밥상은 가장 낮은 자세의 마음을 줄 것이라 한다. 그런 사찰음식은 어떤 것일까. 

불교 TV 화면에서 디카로 촬영한 사찰음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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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을 보면 나레이션의 설명과 달리 화려하고 다양하고 푸짐함을 알 수 있다. 마치 

잔칫집 음식을 보는 듯하고 웰빙부페에 와 있는 듯하다. 승가의 스님들은 이와 같은 

진수성찬을 매일 먹는 것일까. 

  

사찰에서 먹는 비빔밥 

  

팀을 이루어 사찰순례를 다니다 보면 사찰 공양간에서 점심공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제공되는 사찰음식은 어떤 것일까. 위 그림에서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진귀한 

음식들일까. 사찰 공양간에서 신도들에게 제공 되는 사찰음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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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H 사 

  

  

  

  

 
  

충북 제천 D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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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M 사 

  

  

  

  

  

 
  

충북 영동 Y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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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경북 봉화 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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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신도들이 절에서 먹는 사찰음식이다. 그리고 쟁반차림의 경우 스님들도 함께 

먹는 메뉴이다. 단체로 공양 하였을 때 보시금을 내고 먹는다.  그런데 

사찰음식대향연을 보면 스님들은 별도로 먹는 것 같아 보인다. 공양도 스님의 빕상과 

신도의 밥상이 따로 있는 것일까? 

  

사진을 보면 비빔밥 아니면 쟁반차림이다. 특히 비빔밥은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풀 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영문판 위키피디아를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음식이 ‘비빔밥’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사찰음식 전문 비구니스님 

  

이렇게 비빔밥이나 쟁반차림이 전부인 사찰음식이 어떻게 호화진수성찬으로 바뀌었을까. 

이에 대하여 사찰음식전문가로 알려진 비구니 S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에 보면 모든 음식은 약과 의약재로 다루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한테 약과 의약이 

될려면 제철의 음식이어야 되고, 약이 되지 않는 재료를 빼고 약이 되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사람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건 음식이니까 부처님 말씀 하신 

자연의 음식, 제철의 음식, 약이 되는 음식과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 심사를 했습니다. 

  

( <특집>2012 수원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불교 TV  2012-10-29) 

  

  

스님의 설명을 들으면 사찰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되는 것 처럼 보인다. 더구나 

경전적 근거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떤 경전에 근거한 것일까.  

  

경전적 근거를 보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사찰음식’과 ‘S 스님의 이름’을 키워드로 하여 조회 하여 

보았다. 검색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전 <사분율>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식품 모두가 약이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식생활을 권하셨다.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식생활은 아침은 죽식, 점심은 딱딱한 음식, 저녁은 과일즙 

등이다. 아침에는 뇌가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먹기 위해 죽식을 권장하셨다. 

이는 소식(小食)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낮에는 딱딱한 음식(시약)을 권하셨는데 

활동량이 많을 뿐 아니라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식을 하거나 잠자기 두시간 전에 먹는 음식은 독약과 같다’며, 저녁에는 과일즙을 

먹으라 하셨다. 이는 저녁 늦게 먹는 음식이 신장이나 간을 상하게 하기 때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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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과일즙을 마심으로써 그 안의 섬유질이 아침에 먹는 죽과 낮에 먹는 딱딱한 

음식의 배설을 돕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식생활, S 스님)  

  

  

스님은 사분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분율에 따르면 “부처님은 일상의 식품 모두가 

약이라며 네 가지 식생활을 권하셨다”다고 한다. 즉, 1)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2)제철의 음식을 먹어라,  3)골고루 섭생하라,  4)과식은 금하고, 육식은 절제하라 , 

이렇게 네 가지라 한다.  

  

하지만 이는 음식을 섭취하는데 있어서 자세와 방법등 일반적인 사항이다.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은 경전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불교가 각 지역으로 전파 되면서 

사찰 내에 후원을 두고, 식재료를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특히 

중국 등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파 되면서 조리가 허용된 것이다. 

  

로히니가 사문을 좋아하는 이유 

  

초기경전에 따르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로히니경이 있다. 

수행녀가 되기 이전 로히니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재물을 창고나, 단지나, 바구니에 저장하지 않으며 

완전히 조리된 음식만 탁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83) 

  

그들은 동전이나 금과 은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탁발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84) 

  

(테리가타, 로히니 비구니,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에서) 

  

  

  

로히니가 사문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완전히 조리된 음식만 탁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식재료를 거처에 쌓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날 그날 탁발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해 가며 살아가는 출가수행자에 대한 찬탄이다.  

  

지금도 남방 테라와다불교전통에서는 탁발정신이 살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전에 탁발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사찰에 부엌이 없다고 한다. 걸식이나 청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찰음식의 진수를 보여 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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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남방전통과 달리 북방불교의 경우 기후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식재료를 

저장하여 놓고 취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음식을 보면 너무 호화롭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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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tv 에서 한상 잘 차려진 스님의 밥상을 보면 탁발정신이 실종된 듯 하다. 기후등 

환경적 요인으로 취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찰음식이 진화되면 어디까지 

발전하는 것인지 ‘사찰음식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것 같다. 

  

감각기관을 수호하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눈, 귀, 코, 혀 등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초기경전 도처에서 강조 

하였다. 그런 감각기관은 출입문과 같은 것이다.  

  

출입문을 단속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나 들어 올 것이다. 그 중에 도둑놈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감각대상이 되는 형상, 소리, 맛 등에 대하여 도둑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감각기관을 잘 못 다스렸을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indriyesu asaṃvutaṃ, 

Bhojanamhi amattaññuṃ,  

kusītaṃ hīnavīriyaṃ, 

Taṃ ve pasahati Māro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  



123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 

  

(법구경, Dhp7, 전재성님역) 

  

  

‘아름다움에 탐닉한다(Subhānupassiṃ viharantaṃ)’라 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원하는 대상을 명상주제로 삼는 것을 말한다. 즉, 아름다운 손톱과 

손가락, 손과 발,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와 배, 가슴과 목, 입술과 치아, 입과 코, 

눈썹과 이마, 머리카락과 몸털, 피부와 안색과 몸의 윤곽을 말한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을 ‘부분상’이라 한다. 그리고 

‘여자다’ ‘아름답다’ 등 개념적으로 관심을 취하는 것을 ‘전체상’이라 한다. 

이렇게 부분상과 전체상을 취하면 감각기관의 문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게으른 생활을 한다면 악마(Māra)가 쓰러뜨린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오취온, 오염, 윤회의 지속으로 이끄는 경향, 죽음, 

하늘아들로서의 악마 이렇게 다섯가지를 말한다. 

  

맛에 탐착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감각기관을 잘 못 다스렸을 때 결국 윤회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맛에 탐착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먹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삽바사와경(모든번뇌의 경, M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미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미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삽바사와경-Sabbāsavasuttaṃ -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수호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설명하면서 미각을 잘 다스리라고 

하였다. 맛에 탐착하면 탐착할수록 번뇌만 증장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음식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맛에 따른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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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거나 등에,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을 막거나 수치스러운 곳을 가리기 위하여 의복을 

수용한다.  

  

또는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연회를 위하거나 만끽을 위하거나 장식을 위하거나 

허례를 위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거나 건강을 지키거나 상해를 

방지하거나 지나간 고통은 소멸되고 새로운 고통은 일어나지 않고 허물이 없고 안온한, 

청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음식을 수용한다. 

  

(삽바사와경-Sabbāsavasuttaṃ -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음식을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단지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지키는 정도에 

의존하라고 한다. 그래야 청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13가지 두타행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한 삶이라는 것은 출가정신을 말한다. 좋은 옷 입고 잘 먹기 

위하여 출가한 것이 아니라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무소유와 

청정한 삶을 강조 하였는데, 이는 두타행이 대표적이다.  13가지 두타행은 다음과 같다. 

  

  

(1) 분소의(糞掃衣)를 입는 수행  

(2) 삼의(三衣)만 수용하는 수행  

(3)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  

(4)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5)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6) 발우의 탁발음식만 먹는 수행 

(7)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8) 숲에 머무르는 수행 

(9)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10) 노천에 머무는 수행 

(11)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12)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13) 눕지 않는 수행 

  

  

두타행을 보면 음식과 관련 된 것이 13가지 4가지나 된다. 그 중 가장 핵심은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식재료를 쌓아 놓고 조리해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봉녕사의 탁발행사 

  

초기경전을 보면 도처에 탁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두 탁발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프로에서도 탁발행사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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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녕사의 탁발행사를 보면 비구니스님들이 발우를 들고 봉녕사 경내를 돌아 다닌다. 

그러면 행사에 참여한 신도들이 발우에 무언가를 넣는다.  

  

  

  

  

  

발우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발우안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돈이었다. 돈봉투가 

발우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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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히니경에서 로히니가 사문을 좋아 하는 것은 그들이 동전이나 금, 은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데 봉녕사 탁발행사를 보면 돈봉투를 받고 있다. 돈봉투는 부처님 

당시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이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 

  

탁발행사를 추진한 목적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의 모습을 체험해 보자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1회 때부터 매년 한차레씩 탁발행사를 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당시의 복장을 하고 저자거리로 나가서 탁발하는 

것이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등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우안에는 돈봉투가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받는 것이다. 

  

탁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탁발의 전통이 없는 한국불교에서 탁발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런 탁발은 

어떤 의미일까. 상윳따니까에서 부처님은 탁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탁발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다. 이 세상에서 '그대는 바루를 들고 유행한다' 는 것은 

저주이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한 아들들은 '결코 왕이 강요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강도가 강요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는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에 떨어졌다. 괴로움에 떨어져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다. 적어도 괴로움의 다발들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타당하고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한 삶을 영위한다. 

  

(삔돌야경-Piṇḍolya suttaṃ- one Going For Alms Food-걸식경, 상윳따니까야 

S21.2.3.8, 전재성님역) 

  

  

탁발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라 하였다. 그래서 발우를 들고 유행하는데, 이렇게 

탁발을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에 의하여 하는 것이라 

한다. 다름 아닌 해탈과 열반을 살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보는 탁발행사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그것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금과 은 즉,  돈봉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찰음식 대향연 부작용 두 가지 

  

사찰음식은 템플스테이와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자리메김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종단에서는 시범음식점을 여는가 하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있다. 

더구나 뉴욕, 파리등 고급 레스토랑과 체임점 계약도 추진하고 있어서 템플스테이처럼 

한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지 않을 수 

없다.  



127 

 

  

첫째로 승가사회가 ‘호의호식’하는 공동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가자의 

본업이 수행과 포교임에도 불구하고 본업은 멀리 한 채 부업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한국불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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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메스컴에 소개 되고 있는 사찰음식은 ‘비불교적’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조리를 한다는 것은 탁발정신에 

어긋 나는 것이고, 더구나 맛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욱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눈, 귀, 코, 혀 등 감각기관의 문을 단속하라고 하였는데, 맛에 

탐착하는 것은 미각이라는 도둑놈을 허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음식을 혐오하는 수행 

  

그래서 청정도론에 따르면 음식을 혐오하는 수행이 있다. 마하시사야도 법문집의 

주석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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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혐오하는 인식(āhāre-paṭikkūla-saññā)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āhāre-paṭikkūla-saññā)은 「청정도론」(Vis.Ⅺ.1)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1) 탁발 가는 것,  

(2) 음식 찾는 것,  

(3) 먹는 것,  

(4) 분비물,  

(5) 저장되는 곳,  

(6) 소화되기 전,  

(7) 소화된 후,  

(8) 먹고 난 결과,  

(9) 배출하는 것,  

(10) 묻은 것 

  

의 열 가지 형태로 음식의 혐오스러움을 반조하는 수행이다. 이러한 수행을 닦으면 

수행자는 맛에 대한 갈애 없이 오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식이라 번역되는 아하라(āhāra)는 āhārati(가져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문자적으로 ‘강하게 지탱하는 상태로 떠받쳐 준다’는 의미이다. 이 음식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1) 단식(段食, kabaḷīkāra-āhāra):  
덩어리로 된 먹는 음식을 말하며 육체적인 몸을 지탱해준다. 

  

(2) 촉식(觸食, phassa-āhāra):  

세 가지 느낌을 가져오는 감각접촉의 음식을 말하며 느낌을 지탱해준다. 

  

(3) 의사식(意思食, manosañcetana-āhāra):  

삼계에서 재생연결을 가져오는 의도의 음식을 말하며 삼계에 태어나는 것을 지탱해준다. 

의도는 업이며 업은 재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4) 식식(識食, viññāṇa-āhāra):  
재생연결의 순간에 정신과 물질을 가져오는 식의 음식을 말하며 정신과 물질의 합성체를 

지탱해준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단식은 네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물질적인 현상을 지탱해주고, 

나머지 셋은 그 각각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현상을 지탱해준다. 단식은 

물질이므로 무기(無記, avyākata)이고 나머지 세 가지 정신적인 음식은 선(善, kusala), 

불선(不善, akusala), 무기(無記, avyākata) 셋에 다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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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모음,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āhāre-paṭikkūla-saññā) <위빠사나 수행의 기초> 2. 

사마타와 위빠사나 5번 주해)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맛에 대한 갈애 없이 오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음식에 대하여 혐오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탁발 가는 것 등 10가지를 반조 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한 혐오수행을 하였을 때 맛에 대한 갈애와 탐착이 없어질 것이라 

한다.  

  

스님의 밥상 

  

한국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듯 하다. 사찰음식 대향연을 보면 

온갖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님의 밥상에는 듣도 보도 못한 

웰빙음식으로 풍성하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수행이 더 잘 되는 것일까. TV 에서 보는 것처럼 스님들은 

호의호식하는 공동체일까. 사찰음식 대향연을 보면서 스님의 밥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2012-11-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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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절정의 도시단풍 

  

단풍이 절정이다. 산에서는 단풍이 끝물일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단풍은 지금이 

절정이다.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벗나무가 많은 도시의 가로에서 울긋불긋 단풍이 

한창인데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잎도 수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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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아침이다. 비로인하여 바닥에는 잎이 가득하다. 바람까지 

분다면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된다. 지금 단풍이 절정일지 몰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겨 놓을 것이다. 

  

환상적인 해질녘 단풍 

  

해질녘 황혼에 보는 단풍은 환상적이다. 서서히 지는 햇빛에 반사 된 나뭇잎을 보면 

마치 호수물이 햇볕에 반사 되어 출렁이는 것처럼 황홀하기만 하다.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절정의 단풍을 보면서 동시에 서글픔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모두 질 것이기에 때문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무상함을 

느낀다. 자연에서 보는 무상함을 보면서 동시에 인생도 그와 같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함께 하였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90세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그 분의 갑작스런 죽음은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nimittamanaññātaṃ    아니밋따마난냐땅 

maccānaṃ idha jīvitaṃ, 맛쭈낭 이다 지위땅 

Kasirañca parittañca   까시란짜 빠릿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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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ñca dukkhena saññātaṃ. 딴짜 둑케나 산냐땅 

 

 

Nahi  so upakkamo atthi  나히 소 우빡까모 앗티 

yena jātā na miyare,  예나 자따 나 미라예 

Jarampi patvā maraṇaṃ  자람삐 빠뜨와 마라낭 

evaṃdhammā hi pāṇino.  에왕담마 히 빠니노 

  

Phalānamiva pakka naṃ  팔라나미와 빡까 낭 

pāto patanato bhayaṃ,  빠또 빠따나또 바양 

Evaṃ jātānamaccānaṃ   에왕 자따나맛짜낭 

niccaṃ maraṇato bhayaṃ. 닛짱 마라나또 바양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있습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뭇 삶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살라경- Salla 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사람은 

‘업대로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경에서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niccaṃ maraṇato 
bhayaṃ)”라고 표현 하고 있다.  

  

수명이 다하면 낮은 세계로 

  

이렇게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지만 공덕을 많이 

쌓아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수명이 보장 되어 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은 

‘수명대로 산다’고 한다.  

  

그런 수명도 천상마다 모두 다 다른데 인간 바로 위에 사대왕천에 사는 존재의 수명은 

500천상년이라는 수명이 보장 되어 있다고 한다. 백세를 사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무려 9백만년을 수명대로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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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 사는 존재는 비상비비상처에 사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무려 8만4천 대겁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수 없이 성주괴공, 즉 우주가 생겼다가 깨졌다를 반복하는 

기간이라 한다. 

  

하지만 수명대로 오래 사는 천상의 존재들도 수명이 다하면 다시 태어 나야 한다. 

주석에 따르면 천상의 존재들이 수명을 다하면 ‘낮은 세계로’ 돌아 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랜 수명이 보장 되어 있는 세계를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삶과 

죽음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악마의 덫(maccupāsa)’에 묶이는 것으로 본다. 

  

낙엽을 보는 두 가지 눈 

  

단풍이 절정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질 날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무상함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서글퍼 진다. 특히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절실하리라 본다. 그 때 슬픔 감정은 누가 느끼는 것일까.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수의 감정을 느꼈다는 그것은 내가 느끼기 쉽상이다. 

슬퍼도 내가 슬프고, 기뻐도 내가 기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낙엽을 보면서 감상적이고 우울해지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상에다 고와 무아를 추가 하여 무상, 고, 무아를 본다. 이런 점이 

보통사람들과 부처님 제자들이 단풍과 낙엽을 보는 다른 눈이라 볼 수 있다. 

  

낙엽에 대하여 무상이 아닌 무상, 고, 무아의 눈으로 본다면 더 이상 감상적이거나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 단풍이 되어 낙엽이 되는 것이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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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커다란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불교방송 ‘BBS 초대석’에서 

  

일요일 아침 불교방송 프로에 ‘BBS 초대석’이 있다. 스님이나 불교와 인연이 있는 

명사들을 초청하여 대담하는 프로이다. 주로 스님들이 많이 출연한다. 그런데 이 프로의 

특징중의 하나가 반드시 ‘출가이유’를 물어 본다는 것이다.  

  

출연한 모든 스님들에게 “어떻게 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어 

보면 스님들마다 갖가지 출가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랏타팔라경에서 “마치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청년이건 노인이건, 몸이 부수어지면 떨어지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출가했습니다”와 같이 호연지기 넘치는 출가이유는 드믈다.  

  

또 사회자가 물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깨달음’에 대한 것이다. 14안거를 했다는 

스님에게 사회자가 “한소식 들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을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 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족계의 의미는? 

  

스님들은 구족계를 받아야 정식스님이라 볼 수 있다. 행자와 사미를 거쳐 수백가지나 

되는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구족계라 한다. 

그런데 구족계를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뜻도 된다.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깨달은 

자만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다섯 수행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담마의 바퀴를 굴릴 때 꼰단냐가 깨달았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진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수다원의 깨달음이라 말한다.  

  

이렇게 진리의 눈이 열리자 꼰단냐는 부처님에게 구족계를 받기 원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오너라 비구여 (Ehi Bhikkhu).!” “법은 잘 설해졌다. 와서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계율 집중, 지혜의 출세간의 수행을 닦도록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런 초대 말씀 자체가 구족계를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구족계는 깨달은 자에게만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깨닫지 

못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이 때 깨달음은 열반으로서 수다원의 

열반이나 아라한의 열반은 모두 같은 것이다. 다만 번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번뇌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초기경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고 난 다음 수행을 해야 한다.  그 과정이 사다함과 

아나함이다. 그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룬 수다원의 도에 대하여 ‘견도’라 하고, 

사다함과 아나함의 도에 대하여 ‘수도’라 하고, 번뇌 다한 아라한의 도에 대하여 

‘무학도’라 한다. 깨달음은 오로지 하나이지만 단계적 수행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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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반적으로 ‘돈오점수’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돈오점수에 따른 

가르침이다.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선사들은 선방에서 보낸다. 일년, 

삼년, 십년, 이십년, 삼십년, 평생을 보내기도 하는데 깨달았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더구나 구족계를 받고 나서도 깨달음을 찾아 선방에서 평생 보낸다고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나를 찾는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나를 찾는 수행은 번뇌만 일으킬 뿐이라 하였다. 또 나를 찾는 다는 것은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초기경 도처에서 말씀 하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신견’ 

때문이다.  

  

유신견은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영원한 존재를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체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타파 해야만 진리의 흐름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수다원이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유신견 타파이고, 이 유신견이 타파 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의 

외침에서 알 수 있다. 

  

수다원의 오도송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는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 진리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다원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짤막한 게송이 이를 말한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양 낀찌 사무다야담망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삽반땅 니로다담만띠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수다원이 깨닫고 나서 외친 것은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매우 짤막한 문장이다. 이를 수다원의 깨달음이라 하여 ‘수다원 의 

오도송’이라 한다. 

  

수다원의 오도송을 보면 제행무상인 것만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것이다. 형성된 것은 무엇이든지 변하기 마련이고, 변해서 괴로운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상의 행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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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깨달아서 모든 번뇌가 소멸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남이 없는데 이를 열반이라 

한다. 이와 같은 열반은 수명대로 사는 천상의 존재 보다 더 행복 한 것이라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Tapo ca brahmacariyañca           따뽀 짜 브라흐마짜리얀짜 

ariyasaccānadassanaṃ,              아리야삿짜나닷사낭 

Nibbānasacchikiriyā ca              닙바나삿치끼리야 짜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망갈라경-Maṃgalasuttaṃ-행복경-위대한 축복의 경, 숫타니파타 Sn 2.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 하였다. 그런 열반은 수다원 

오도송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열반이 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 하셨다. 

  

  

Aniccā sabbe saṅkhārā       아닛짜 삽베 싱카라 

uppādavayadhammino,         웁빠다와야담미노 

Uppajjitvā nirujjhanti      웁빳지뜨와 니룻잔띠 

tesaṃ vūpasamo sukho.       떼상 우빠사모 수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의 적멸이야말로 지복일세. 

  

諸行無常 제행무상 

是生滅法 시생멸법 

生滅滅已 생멸멸이 

寂滅爲樂 적멸위락 

  

(난다띠경-Nandatisutta-기뻐함의 경, 상윳따니까야 S1.1.12, 전재성님역) 

  

  

늦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늦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감상이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이는 무상만 알 

뿐이지 괴로움과 무아인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철저하게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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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상, 고, 무아임을 안다면 감상에 젖거나 우울한 나는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 조건에 따른 일시적인 임시적인 나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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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수행과 자비의 분노, 깨달은 자의 조건은? 

  

  

  

멈춤수행과 관찰 수행 

  

두 가지 수행방법이 있다. 하나는 사마타(samatha)이고 또 하나는 

위빠사나(vipassanā)이다. 사마타의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마음(心一境性, 

cittassa-ekaggatā)으로 정의한다. 마음이 한끝으로 집중되어서 마음의 떨림이나 동요가 

가라앉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고요함(사마타)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자어로 

지(止)로 표시되며 멈춤수행이라 한다. 

  

반면에 위빠사나수행은 정신과 물질의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힘과 정확한 겨냥을 얻게 되면 마음은 어떤 법칙을 따라서 항상 변화하는 

정신과 물질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집중되는데 이것은 사마타의 근접집중에 필적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한자어로 관(觀)이라 표시되고 관찰 수행이라 한다. 

  

이와 같이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행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두 수행 모두를 다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마타만 

닦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마타만 닦았을 경우 

  

사마타수행만 하였을 경우 오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탐욕(rāga), 성냄(dosa), 

어리석음(moha)으로 대표되는 근본 번뇌들을 꿰뚫을 수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마타란, 마음과 대상이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밝고 맑고 고요함에 억눌려서 이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의 상태를 풀면 다시 

이러한 번뇌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에서 본 놀라운 문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대표되는 번뇌는 뿌리 뽑지 못하면 언제든지 발현한다. 

그럴경우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화를 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특히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문구가 있다.   

  

  

復次若人唯修於止   부차약인유수어지 

則心沈沒 或起懈怠   즉심침몰 혹기해태 

不樂衆善 遠離大悲   불락중선 원리대비 

是故修觀    시고수관 

  

다시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오직 지(止)만을 닦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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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마음이 침몰하여지고 혹은 게으름을 일으키어  

뭇 착한 행위를 즐겨 행하지 않으므로 대비심을 멀리 여의게 된다.  

그러므로 관(觀)을 닦아야만 한다.  

  

(대승기신론) 

  

  

 
Zen 

  

  

  

대승불교의 사상적기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논서인 대승기신론에서 오직 사마타 수행만 

하였을 때의 폐단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오직 사마타 수행만 하였을 경우 자비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법수행, 즉 위빠사나 수행도 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도 지관쌍수를 강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불교에서는 

화두선이라는 사마타수행 일색이다. 나를 찾기 위하여 선방에서 3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평생 공부하는데, 이런 결과 스님들에게 자비심을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한다.  

  

큰 스님이라는 분들도 걸핏하면 불 같은 화를 내었다는 말을 스님들의 법문에서 듣기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혹자는 이에 대하여 큰스님의 자비의 

가르침이라고 미화 하지만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스님의 이야기는 다르다.  

  

선수행만 하는 스님들의 성정 

  

미디어붓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국대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도정스님은 오로지 

선수행만을 하는 스님들의 성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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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타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지랄같아요. 아주 괴팍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뽀시락 거리고 불편하게 하면 

고개를 획 처다 보고 ‘아, 그거 인간 못됐네’ 욕설을 하고.. 아주 성질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그러죠. 

. 

. 

현재 우리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은 맑고 초롱초롱하고 

날카롭긴 하지만 자비심이 없어요.(웃음) 조금만 뭐 이야기 하면 벼락호통을 치고..” 

  

(도정스님, 2012년 4월 21일 정각원 토요법회, 초기불교의 수행법, 미디어붓다 2012-05-

16)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정신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사마타 

수행에서 누군가 방해 하는 요인이 생겼을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 관련 계산에 열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건다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다.  

  

오장애를 억압할 수 있지만 

  

이는 무엇을 말할까. 사마타수행이 대상에 대한 집중을 함으로서 일시적으로 ➀ 감각적 

욕망(kāmāchanda), ➁ 악의(vyāpāda), ➂ 해태와 혼침(thīna-middha), ④ 들뜸과 

후회(uddhacca-kukucca), ⑤ 회의적 의심(vicikichā)의 다섯 가지 장애(五蓋, pañca-

nīvaraṇa, 오장애)를 억압할 수 있지만,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는 다시 현실로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고 화를 내는 것이다. 

  

이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대표되는 번뇌가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빠사나 수행을 하여 물질과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뿌리 뽑혔을 때 그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특히 성냄과 관련된 

반대되는 마음은 무엇일까. 

  

자애의 마음으로 

  

초기경을 보면 부처님이 화를 내었다는 말이 없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부처님이 보살로 

수행을 하였을 때 사지를 갈기 갈기 찢었을 때도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성냄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냄이 소멸된 그 마음 자리에 

어떤 마음이 자리잡고 있을까. 

  

부처님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네 가지 거룩한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정형화 

되어 있는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So mettāsahagatena cetasā ekaṃ disaṃ pharitvā viharati. Tathā dutiyaṃ. Tathā 

tatiyaṃ. Tathā catutthiṃ. Iti uddhamadho tiriyaṃ sabbadhi sabbattat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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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āvantaṃ lokaṃ mettāsahagatena cetasā vipulena mahaggatena appamāṇena averena 
abyāpajjena pharitvā viharati.  

  

그는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왓투빠마경-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Vatthūpamasuttaṃ- The Simile of the Cloth-, 
맛지마니까야 M9, 전재성님역) 

  

  

자애(mettā)에 대한 정형구이다. 동서남북과 상하등 모든 방향으로 자애의 마음을 

가득채우면 ‘악의(byāpajjana)’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정형구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 (四無量心, appamaññā)인 멧타(자애, 慈, mettā)와 함께 까루나(연민, 悲, 

karuṇā), 무디따(기쁨, 喜, muditā),, 우뻭카(평정, 捨, upekkh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 사무량심이라 한다.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렇다면 사무량심을 닦으면 어떤 마음이 없어질까. 마하라훌로경(M6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Mett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Mett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vyāpādo so pahīyissati. 

  

Karuṇ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Karuṇ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ā vihesā sā pahīyissati.  

  

Mudit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Mudit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ā arati sā pahīyissati.  

  

Upekkhaṃ rāhula bhāvanaṃ bhāvehi.  

Upekkhaṃ hi te rāhula bhāvanaṃ bhāvayato yo paṭigho so pahīyissati. 
  

라훌라여,  

자애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자애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성냄이 끊어질 것이다.  

  

라훌라여,  

연민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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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적의가 끊어질 것이다.   

  

라훌라여,  

기쁨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기쁨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불쾌가 끊어질 것이다.   

  

라훌라여,  

평정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평정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무릇 혐오가 끊어질 것이다. 

  

(마하라훌로와다경-Mahārāhulovāda sutta-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62, 

전재성님역) 

  

  

경에서 닦아야할것과 닦음에 따라 끊어지는 것이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닦아야 할 것 끊어지는 것 

Metta 자애 vyāpāda 성냄 

Karuṇa 연민 Vihesā 적의 

Mudita 기쁨 arati 불쾌 

Upekkha 평정 paṭigha 혐오 

  

  

자애를 닦으면 성냄이 끊어지고, 연민을 닦으면 적의가, 함께 기뻐함을 닦으면 불쾌가, 

평정수행을 하면 혐오가 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로 만들어 보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행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왓투빠마경 (M9)의 주석을 참고 

하여 네 가지 거룩한 마음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량심 설   명 비   고 

자애 (Metta)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차별도 없이 중생을 

사랑하는 보편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실천한다. 

까라니야멧따경(S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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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 (Karuṇa) 근심과 번뇌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갖는다. 

둑가따경(S15:11) 

수키따경(S15:12) 

기쁨 (Mudita) 다른 사람의 성공, 복지, 행복을 

축하하고 그것에 공감한다. 

  

평정 (Upekkha) 인생의 모든 파란과 곡절에서 

침착과 평정을 유지한다. 

쭐라깜마위방가경(M135)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듯이 

  

자애의 마음을 내려면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듯이 내라고 한다. 이는 숫따니빠따의 

까라니야멧따경(자애경, Sn 1.8)에 근거한다. 까라니야멧따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Mātā yathā niyaṃ puttaṃ  마-따- 야타- 니양 뿟땅  

āyusā ekaputtam anurakkhe   아-유사- 에까뿟당 아누락케 

Evam pi sabbabhūtesu   에왐 삐 삽바부-떼수 

mānasam bhāvaye aparimāṇaṃ   마-나삼 바-와예 아빠리마-낭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까라니야멧따경-Karaniya Metta Sutta- 자애경, 숫따니빠따-Sn 1.8, 전재성님역) 

  

  

자애의 마음을 낼 때는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량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낼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마음은 자식을 낳아 키워 본 부모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마음 가짐을 가지고 “모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삽베 삿따 바완뚜 수키땃따)”라는 자애의 마음을 낸다면 자애의 마음을 

계발 할 수 있는데, 그결과로서 ‘성내는 마음 (vyāpāda)’이 소멸할 것이라 한다.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때 

  

가난하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다. 또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 것이 불법과 탈법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머지 않아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불행에 처한 사람은 한시바삐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지금 행복한 이들은 이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런 바램은 결국 번뇌를 야기 하고 

괴로움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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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가난하고 불행에 처한 사람과 부유하고 행복에 가득찬 삶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자만심이란? 

  

지금 여기 지하철 입구에 걸인이 앉아 있다고 하였을 때 대부분 동정심을 낸다. 연민의 

마음이다. 그러나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걸인의 마음은 어떨까.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임에 

틀림 없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크게 훼손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정하는 자는 ‘우월감’을 느끼고, 동정받는 자는 ‘열등감’을 느낀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월감 뿐만 아니라 열등감도  ‘자만심’이라 

하였다. 잘난자는 잘 났기 때문에 우월감이라는 자만심이 있고, 못난자는 잘난자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자만심이 있다고 한다. 그런 자만심은 

동등감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 동등감은 모두 자만심으로 

보는 것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가난하고 불행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Yaṃ bhikkhave, passeyyātha duggataṃ durupetaṃ, niṭṭhamettha gantabbaṃ:  

'amhehipi evarūpaṃ paccanubhūtaṃ iminā dīghena addhunāti'.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둑가따경-Duggatasutta-불행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1(2-1),전재성님역)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한 때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조 

하라고 한다. 기나긴 윤회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때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조하면 연민을 보내는 자의 우월감과 연민을 받는 자의 열등감이 

없을 것이라 한다.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부유 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상이다. 그런 마음 은 

열등감으로서 자만심에 해당된다. 이는 상대방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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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ṃ bhikkhave, passeyyātha sukhitaṃ sajjitaṃ, niṭṭhamettha gantabbaṃ  

"amhehipi evarūpaṃ paccanubhūtaṃ iminā dīghena addhunā"ti. 

  

수행승들이여,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수키따경-Sukhitasutta-행복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2(2-2),전재성님역) 

  

  

‘우리도 한 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반조하는 것이다. 한량 없는 세월을 

윤회하면서 분명히 부유하고 행복하던 때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민수행의 실패와 성공 

  

이와 같이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자, 불행한 자를 

보아도 연민의 마음은 낼 지언정, 그 사람의 앞일에 대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민수행이 실패 하는 요인이 연민을 넘어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관조 하면 연민의 마음은 유지하지만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는다. 또 나보다 더 나은 자에게 대해서도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관조 하면 적대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연민수행을 하면 

‘적의(Vihesā )’가 끊어진다고 하였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Mudita)’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 복지, 행복을 축하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라 하였다.  

  

만일 누군가 보시를 하였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로 갈릴 

것이다. 하나는 칭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라고 칭찬하였을 경우 보시자의 보시금액에 해당 되는 공덕을 

쌓게 된다고 한다. 이를 한자어로 ‘수희공덕’이라 한다. 그러나 “무엇하러 그렇게 

많이 보시하였습니까?”라고 깍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보시자의 보시행위에 

대하여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보시에 의해서도 수행에 의해서도 

계행을 지키더라도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공덕이란 없으며 또한 그 공덕의 

과보도 없다”라고 말하는 유물론자의 견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타인의 성공과 복지와 행복에 대하여  ‘불쾌한 마음이 끊어지는 것이라 

한다. 

  

살다 보면 별 일을 다 겪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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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Upekkha)의 마음을 내는 것은 인생의 모든 파란과 곡절에서 침착과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슨말일까. 

  

살다 보면 별 일을 다 겪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큐프로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몹시 당황스러워 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른다. 더구나 그런 일이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였을 경우 자포자기 하거나 

신에게 모든 것을 떠 넘겨 버릴 수 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초기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Kammasakkā māṇava,    깜마삭까 마나와 

sattā kammadāyādā    삿따 깜마다야다 

kammayoni     깜마요니 

kammabandhu     깜마반두 

kammapaṭisaraṇā.    깜마빠띠사라나 

Kammaṃ satte vibhajati   깜망 삿떼 위바자띠 

yadidaṃ hīnappaṇītatāyāti.  야디당 히납빠니따따야띠 

  

뭇 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뭇 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쭐라깜마위방가경-Cūḷakammavibhaṅga suttaṃ-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5,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이 세속에서 바른 견해라고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 이를 ‘업자성정견’이라 한다.  

  

업을 의지처로 하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몹시 당황스런 일이 

일어 나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허둥거리게 된다.  

  

그렇다면 업을 의지처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경의 주석을 보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의지처로 삼듯, 선한 업을 쌓지 못해 저열한 세계에 

태어 났을 때 고통은 심각하므로 진정한 질병의 치료는 자신의 치유력이듯 우리의 

진정한 귀의처는 선업에 관해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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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분노? 

  

흔히 불교에 대하여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 한다. 이는 무슨 뜻일까. 지혜는 어리석음과 

반대 되는 말이다. 자비는 자애와 연민의 복합어이다. 그런 자비는 성냄과 반대 되는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 성냄이 소멸하면 그 자리에 

자비가,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 자리에 지혜가 자리 잡는다. 남는 것은 탐욕이다. 

탐욕이 소멸하면 그 자리에 관용이 자리 잡는 다고 한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깨달은 자라 하여 관용과 자비와 지혜가 넘쳐 난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혜와 자비의 종교는 깨달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지혜와 자비가 넘쳐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큰스님이 벌컥 화를 

내었다면 어떻게 볼까. 이를 ‘자비의 분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자비와 성냄은 

상극이므로 맞지 않는 말이다. 화를 내었다는 사실 자체는 성냄을 소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자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깨달은 자는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깐죽거리며 방해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 성을 

버럭 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선에 열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부스럭 거린다면 신경이 

거스릴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럴 경우 화를 낸다고 한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선정수행만 해 가지고는 자비심을 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관법수행도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관쌍수를 말한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마타수행이 아니라 위빠사나 수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마타수행의 

바탕위에 위빠사나 수행을 하여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깨달은 자는 

지혜롭기도 하지만 자비롭기도 하기 때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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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Daum)의 치졸한 광고정책 

  

  

  

전화 한통화 걸려 오지 않아 

  

요 몇 일 전화 한통화 걸려 오지 않는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전화 한통화 

없다 보니 할 일이 없어졌다. 이럴 경우 글쓰기에 딱 좋다.  

  

일이 없으면 불안하다. 글을 써도 일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것은 긴장강도가 다르다. 일이 있을 경우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지만 일이 없는 경우 

남는 것은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강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일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는 막연한 불안을 참을 수 없다. 그런 경우 글쓰기가 오히려 긴장의 끈을 

늦추어 준다.  

  

왜 일이 없을까? 

  

왜 일이 없을까? 월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은 늘 일거리에 확보에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안절부절 하게 된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일이 준비 되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아 다녀 보았자 별 소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리 저리 전화를 걸어 본다. 대부분 전화를 

받는 여직원 단계에서 차단이 된다. 설령 담당과 연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이 준비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돌아 다니는 것도 전화질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광고이다. 

  

온라인 광고를 하고 

  

몇 년 전부터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키워드 광고’이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포털에 키워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쳐 

넣으면 화면 상단에 스폰서링크, 프리미엄링크 순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노출 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를 쳐 넣으면 꽃배달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링크 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키워드 광고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당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한단어로 이루어진 키워드 보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키워드를 주로 사용한다. 비용이 절감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하면 전화가 걸려 온다. 대부분 필요에 따른 전화이다. 문의 

전화가 대부분이지만 필요해서 전화 한 것이기 때문에 일과 연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작정 방문하는 것이나 전화통에 의존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요 며칠 전화 한통화 걸려 오지 않는다.  

  

글쓰기는 일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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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일이라는 것이 언제 몰아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하고 일이 없으면 노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쓴다. 물론 

일이 있어도 글을 쓴다. 글쓰기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월급생활자이었을 때는 글쓰기를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근무시간에 글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근무가 끝난 후라고 해도 글을 쓴다는 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시간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개발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하면 일하는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점이 

일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런 글쓰기는 시간낭비가 아니라 취미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블로그가 매년 진화함에 따라 

  

일인사업자가 되면서 꾸준히 글을 써 왔다. 2005년에 블로그를 만들고 2006년부터 써 

왔으니 꽤 오래 되었다. 그 결과 글쓰기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글쓰기와 

지금의 글쓰기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쓸 때 짤막한 이야기 위주 이었다. 그러다 디카를 사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게 되어 글과 사진이 함께 있는 글이 되었다. 이후 동영상도 올리고 음악도 

곁들였다. 포털의 블로그가 매년 진화함에 따라 추세에 맞춘 것이다. 그런 진화과정에 

있어서 산물중의 하나가 음악동영상 제작이다. 

  

불교음악동영상 만들기 

  

블로그에 수 많은 불교음악을 소개 하고 있다. 주로 중국사이트에 있는 것들이다. 그런 

음악 중에는 빠알리어로도 된 경이나 게송이 있다. ‘라따나경’이나 

‘자야망갈라가타’ 같은 것이다. 이들 음악은 모두 빠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빠알리자막이 들어간 음악동영상을 만들고 싶었다. 블로그를 방문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불교음악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툴이 필요하다. 우연하게 ‘알씨’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집파일’과 그림파일 

편집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메뉴를 보니 도구에 ‘동영상만들기’가 있었다. 시험삼아 만들어 보았다. 정지화면을 

이용하여 동영상 효과를 내게 하는 ‘유사동영상’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 번 만들다 

보니 요령이 생겼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악동영상을 만들기로 하였다.  

  

우선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장의 사진이 필요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간단히 해결 

되었다. 그동안 촬영해 놓은 사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쳐 사찰순례나 

각종행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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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곡의 분위기 맞는 사진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빠일리어 자막을 넣어 

음악동영상을 만들었다. 그런 대표적인 곡이 라따나경과 자야망갈라 가타이다. 현재 

라따나경은 조회수가 4,720회에 달하고, 자야망갈라타는 5,693회에 달한다.  

  

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을 발견하고 

  

수 년간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수 많은 동영상을 올렸다. 주로 디카로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제작한 음악동영상도 상당수 된다. 그런데 최근 올린 동영상에서 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을 발견하였다. 올린 동영상 말미에 광고가 딸려 나오는 것이었다! 

  

동영상을 올린 다음 반드시 플레이를 해 본다. 그런데 말미에 광고가 실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다. 잘못 된 것 같아 지우고 다시 올렸다. 역시 

마찬가지이었다. 그런 광고는 무려 세편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한편당 30초로 보면 1분 

30초간 광고방송이 나가는 것이다. 그것도 음성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 것이다. 광고 

내용을 보니 ‘삼성 GALAXY S III’에 대한 이미지 광고 이다.  

  

  

  

 
  

삼성 갤럭시 S Ⅲ 동영상광고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매우 의아해 하였다. 그래서 미디어 다음에 문의 

하였다. 광고문제와 관련하여 미디어 다음의 블로그 담당자와 통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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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전에 없던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광고를 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영상에 광고를 넣은 것은 미디어 다음의 정책이라 하였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한다.  

  

그래서 결정권자의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동영상에 광고를 

넣은 것은 미디어 다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게 되었는지 묻자 금년 10월 

18일 부터라고 한다.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다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 블로그를 이용하여 수 년 동안 글을 쓰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블로그를 방문하는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그 중 음악동영상은 많은 불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받는다. 음악동영상을 

보고 들으면 신심이 절로 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개편된 다음의 정책에 따르면 이제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보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광고를 들어야 한다. 그런 광고를 보고 들으면 불교명상음악을 듣고 난 후 

평화로웠던 마음이 광고로 인하여 찬물을 끼얻는 듯한 기분이 들것임에 틀림 없다.  

  

이런 점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불과 몇 주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인데, 다음의 정책에 따라 다음의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꼼짝 없이 광고를 들어야 한다.  

  

담당으로부터 해명 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티즌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꼴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항의에 대하여 문서로 해명해 줄 것을 담당에게 요청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고객센터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동영상 광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Daum 에서는 tv 팟 플레이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게재하신 경우 동영상이 모두 

플레이 된 후 광고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상담에도 안내 드렸듯이 해당 광고는 10월 18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동영상이 모두 플레이 된 후 광고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감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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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분에게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전에 고객님께서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하신 것과 같이 해당 광고를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고 적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부분이 쉽지 않을뿐 아니라 tv 팟 

광고의 경우 이전부터 여러 형태로 제공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게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용자나 영상에 대해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하는 

부분 또한 시스템 구축, 광고 노출 형평성 등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광고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광고주와 타 부서 등과 다소 민감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간 내 변경이 어렵습니다.  

 

저희 Daum tv 팟 동영상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님의 편리와 즐거운 

인터넷 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너그러운 양해 부탁 드리며, 광고 

노출에 대한 불편함이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을지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 고객님의 마음은 항상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um 고객센터 <web-master@daum.net> 

2012-11-08 (목) 15:08:52 

  

  

보내 온 해명 메일에 따르면, 동영상 말미에 광고를 싣는 것은 회사정책이기 때문에 

‘변경불가’라는 것이다. 다음에서 블로그이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삽입하여 회사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말이다.  

  

매우 치졸한 다음(Daum)의 광고정책 

  

수 년간 다음에서 제공한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방문하는 이들과 소통해 왔다. 

그런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수익을 내기 위하여 동영상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당연한 투로 말하고 있다.  

  

다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미디어 다음이 

오늘날과 같이 커 나온 것은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많은 네티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일 네티즌들이 다음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포털을 사용하였더라면 

다음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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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매우 

치졸한 방식이라 본다. 경쟁상대이자 우리나라 포털 1위인 네이버에서는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에다 광고를 내 보내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하였기 때문이다. 

  

  

  

2012-11-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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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기불전연구원 4부 니까야 완역봉헌법회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초기불전연구원의 4부 니까야 완역 봉헌법회에 참석하였다.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법회는 2시에 시작 되었는데, 약 10분 늦게 도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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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맞은 편에 있는 그랜드 볼룸의 규모는 꽤 크다. 입장하여 보니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다. 나중에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가장 뒷줄에 앉을 수 있었다. 

  

  

 
  

  



157 

 

예정참석인원이 500명이라는데 훨씬 넘어 보였다. 주로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다.  

  

   

  

 
  

  

 
  

  

  

  

각묵스님의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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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행사는 3시에 시작하였다. 그래서 2시에서 3시에 각묵스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각묵스님은 특유의 열정적인 화법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꽉 들어찬 참석자들의 열기 

때문일까 그 어느 때 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 갔다. 

  

각묵스님은 초기불교가 한국불교에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여섯가지로 설명하였다. 여섯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불교는 종손의 역할이다. 

둘째, 초기불교는 맏형의 역할이다. 

셋째, 초기불교는 막내의 역할이다. 

넷째, 초기불교는 도덕불교의 역할이다. 

다섯째, 초기불교는 봉사하는 불교의 역할이다. 

여섯째, 초기불교는 우리말, 우리 글 불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섯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이중 세 번째 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종손론과 맏형론을 말하였는데 보수적인 불자가 듣는다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가장 늦게 들어온 초기불교가 종손, 맏형이라니 대체 어떤 내용일까? 

  

초기불교 맏형론 

  

각묵스님은 불교에 대하여 여덟가지로 나누었다. 일본 불교학자 아키라 교수가 분류한 

방법에 따르면 불교역사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불교. 

둘째, 아비담마 불교 

셋째, 반야중관 불교 

넷째, 유식불교 

다섯째, 대승불교 

여섯째, 여래장불교 

일곱째, 밀교 

여덟째, 선불교 

  

  

이렇게 여덟개의 불교가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불교의 역사와도 같다. 이들 여덟개의 

불교를 ‘여덟형제들’이라고 본다면 초기불교가 종손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맏형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막내가 될 수밖에 없다.  

  

각묵스님은 강연에 따르면 초기불교가 종손의 역할만을 강조하면 원리주의지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맏형론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는데, 맏형이 다른 

일곱명의 형제들을 다독이듯이 초기불교가 다른 일곱개의 불교를 ‘자비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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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껴안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초기불교도 OK 이고 한국불교도 OK 라 한다. 

또 소승불교라는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라 한다.  

  

  

초기불전연구원의 향후계획 

  

이어서 각묵스님은 향후 초기불전연구원의 계획을 밝혔다. 윤문팀과 미디어팀, 전법팀, 

봉사팀 이렇게 네 개의 팀을 발족할 것이라 한다.  

  

윤문팀의 경우 번역한 것 중에 오자, 탈자 등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용어 등에 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문장을 부드럽고 유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디어팀의 경우 

번역물을 카페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강연내용을 MP3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스마트 폰에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 한다. 전법팀은 초기불교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초기불교대학’을 건립할 것이라 한다. 봉사팀은 호스피스 활동 등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사부대중의 모임이 될 것이라 한다. 

  

각묵스님의 사회로 

  

각묵스님의 열정적인 강연과 향후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후 본행사에 들어 갔다. 

각묵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는 여느 법회와 마찬가지로 삼귀의로 시작 되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반야심경 독송 등 대승불교의 법회의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귀의에 이어 ‘큰행복경(망갈라경, Sn2.4)’를 합송하고 행사 마지막에 

서홍서원을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가장 존경하는 , 가장 아끼는 

  

각묵스님은 참석한 귀빈을 소개 하였다. 주로 비구, 비구니 스님 위주이었다. 가장 먼저 

소개한 분은 월명암의 일오스님이었다.  

  

다음으로 도법스님을 소개 하였는데 각묵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라는 말을 덧 

붙였다.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교육부장 법인스님을 소개 하였다.  

  

봉암사 함현스님을 소개 하였는데 인도로 유학가게 한 장본인이라 하였다. 성호스님은 

푸나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스님이라 하였고, 제정스님은 가장 아끼는 후배스님이라 

하였다.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을 소개 하였다.  

  

대구 보현사 지우스님을 소개 하였는데, 초기불교를 전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칭찬하였다. 더구나 대구에서 스님과 신도들 80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제따와나 선원의 일묵스님을 소개 하였는데 역시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후배스님이라 

하였다. 일묵스님을 소개 할 때 박수 소리가 컷는데 이는 제따와나에서 단체로 대거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불교라 칭하는 ‘한국테라와다불교’에서 혜조스님을 비록하여 4-5명이 

참석하였다고 하였다. 



160 

 

  

비구니 스님으로는 대구 세등선원의 수인스님이 참석하였는데 초기불전연구원 원장인 

대림스님의 은사스님이라 한다. 운문사의 전 주지이자 강주인 일진스님과 청암서 주지 

지영스님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특히 청암사에서 40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재가불자의 경우 김규칠 BBS 불교방송사장을 대표로 소개 하였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이다” 

  

이어서 초기불전연구원의 지난 10년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002년에 

설립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아미담마길라잡이와 청정도론을 발간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 두 논서를 기반으로 하여 4부 니까야를 완역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완역된 

4부 니까야는 모두 19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세간에서 “이것은 기적이다”라는 

찬사가 있었지만 초불에서는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이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공로패와 감사패 

  

이어서 시상식이 있었다. 공로패 1인과 감사패 6인이다. 공로패는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황경환거사가 수상하였다. 감사패의 경우 김톨환이 불자가 많은 후원을 

해서 받았고, 김선명불자와 정영숙불자는 8년간 교정과 윤문을 한 공로로 받았고, 

김영민불자와 조영자불자는 10년간 후원한 공로로 받았고, 이미선불자는 외국에서 많은 

정재를 희사한 공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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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보다 두려움이…” 

  

다음으로 초기불전연구원 원장인 대림스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스님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선다고 하였다. 번역과정에서 탈역이나 오역 등으로 부처님의 원음을 

손상시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라 한다. 그래서 윤문팀을 가동하여 완성된 형태로 고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4부 니까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카페에 올릴 것이라 한다. 

완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은사스님이라 하였고 

마음속으로 삼배를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친다고 하였다. 

  

도법스님의 미안함과 부끄러움 

  

이어서 도법스님의 축사가 있었다. 스님은 몇몇분의 노고로 대작불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도법스님은 각묵스님에게 미한함과 부끄러움에 

대하여 말하였다.  

  

미안한 것은 각묵스님의 불사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는 종단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말한다. 

  

부끄러운 것은 각묵스님의 초지일관의 자세에 대한 것이다. 도법스님은 회의와 방황으로 

갈팡질팡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각묵스님의 일관된 역경불사에 대한 자세를 보면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도법스님은 초기불전에서 “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에 감명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승불교경전에 대하여 누구나 현실에서 검증될 수 

있는 바람직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종단에서 알아서 후원할 때가 되었다” 

  

이어서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축사가 있었다.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 있어서 

‘대작불사’임을 치하하였다. 그러나 종단안에서 도와 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으로 회향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스님은 2011년부터 승가대학에서 초기불교에 대한 교과과정에 포함 되었음을 말하였다. 

스님은 종단에서 역할도 못했고 후원요청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세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단에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채를 바탕으로 23권이 더 

남은 번역불사에 종단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또 앞으로 종단에서 알아서 후원할 때가 되었다고 

하자 또 큰 박수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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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다사” 

  

이렇게 축사가 끝나고 다음으로 4부 니까야 헌정식이 있었다. 헌정식 전에 초기불교행사 

답게 “나모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다사”를 세 번 합송하였다. 

   

  

“거룩한 상가에 귀의 합니다” 

  

4부 니까야 헌정 발원문 낭독은 황경환 선임연구원이 하였다. 발원문에 앞서 삼귀의를 

하였는데, 한글 삼귀의와 다른 것이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이라는 말 

대신 “거룩한 상가에 귀의 합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발원문을 마무리 할 때는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이라 하며 끝 맺었다. 

  

19권 헌정식 

  

헌정식은 19권의 책을 한권씩 헌정하는 것인데, 모두 19명이 단상에 올라 왔다. 

디가니까야의 경우 세 권인데 각묵스님, 지우스님, 일묵스님이 맡았다.  

  

  

축하연주회와 ‘오솔레미오’ 

  

헌정식이 끝난후 사홍서원을 끝으로 공식행사를 모두 마쳤다. 이어서 축하연주회가 

있었다. 서울앙상불오케스타라의 연주와 노래이다. 노래는 오솔레미오를 테너가수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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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게 번호표를 받았는데 

  

늦게 참석하였으나 행사진행 전과정을 모두 기록 하였다. 작은 취재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었는데 잘 들리지 않은 말도 있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이에게 물어 보기도 하였다. 

그런 인연이어서일까 축하연주시간에 음료를 마시지 않겠느냐고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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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가져다 준 것이 고마워 가지고 있는 CD 를 한 장 주었다. 음악 CD 로서 

선물용으로 만든 것이다. 그랫더니 “혹시 기자 아니세요?”라고 묻는다. 노트에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참석자가 무척 많았다. 통로까지 서 있을 정도로 가득하였는데, 이렇게 많이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도 책때문으로도 보인다. 참석자 500명에게는 맛지마니까야 

첫번째 권을 증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참석자들을 위한 좋은 법보시로 

보여진다. 그래서 옆에 앉은 이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책을 다 줄 수 

있을까요?”하며 의문을 하였다. 그랫더니 일찍 온 사람들 순으로 번호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늦게 와서 번호표가 없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초면에 단지 옆에 앉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7번이라고 쓰여 있는 번호표를 준 것이다!  

  

  

  

  

자신의 번호표를 주면 책을 탈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자신은 이미 탓다고 하였다. 

초불회원의 경우 책을 탈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번호표를 가지게 

되자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나머지 CD 4장을 더 주었다.  

  

준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늦게 도착하여 번호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책이 

한 권 생겼다.  

  

  



166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뜻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은 작은 선물에서 비롯되었다. 음료를 

가져다 준 호의에 CD 를 주었고, CD 를 주자 번호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것이 고마워 

CD 를 추가로 4장 더 준 것이다.  

  

무언가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또 받게 된다면 더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많이 베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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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하하하하! 월호스님의 힐링선(healing 禪) 

  

  

  

  

“이것이 무엇인고?” 

  

불교방송에 불교강좌시간이 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40분간 인천 Y선원의 S선사의 

법문이 방송되고 있다.  

  

선사의 법문은 전형적인 간화선에 대한 것이다. 산중에서 스님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간화선을 시민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사의 법문을 듣고 있으면 현재 

한국의 주류 수행법인 간화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스님의 간화선은 어떤 것일까. 녹취한 것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뭐꼬,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어. 마치 

차가 혼자 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사가 있어 가지고 운전을 함으로 해서 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듯이, 이 육체도 이 주인공이 있는 것이여. 전부가 주인공의 지시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이 몸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닌 것이여.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아무게야” 하고 

부르면 “예”하고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성낼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희로애락의 생각도 주인공이 일으키는 감정의 표현이다 그말이여. 

진여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심성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이름은 많지만 그것을 가리켜 이것이라 하고, 대관절 이것이 무엇인고 하며 

항상 참구를 하는 것이여.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이뭐꼬~’ 

그렇게만 해 나가는 것이여. 교리적으로 따지거나 철학적으로 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뒤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이뭐꼬~’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 그 주인공을 

찾는거여.  

  

보통 의심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 이론을 총동원 

해가지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아하, 이런 것이 아닌가?” 하며 

차츰차츰 알아들어 가는 것인데, 이 화두는 참선공부는 이론으로 따져 가면 잘못한 

거여. 그런 것은 참다운 참선도 아니고 30년을 따지고 100년을 따지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따져들어가가지고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구는 이치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지고 더듬어 들어 가는 것이 아니야. 꽈~앙 

막혀서 아~알 쑤 없는 의단으로 ‘이-뭐꼬~’ 해갈수록 알 수가 없어져야지, 해감으로서 

무엇이 보인다거나 알아지는 거나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사람은 참선을 잘못하는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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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어록이나 전등록이나 또는 염송 같은 것, 요새 화두를 의리로 따져서 나오는 책도 

나와서 읽어 보면 재미도 있고 공안에 대해서 간암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소견이 

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참선을 하려면 바르게 해야 돼. 

책나부래기 읽어가지고 공안을 따져서 알아 보았자 그것을 어디다 쓸것이냐 말이여.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여. 생사윤회에 빠져 지옥에 가는데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불법까지 망하게 하는데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소용이 없는 것이여.  

  

10년, 20년, 참선을 해도 암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알아지는 

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원래 바른 참선은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까지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공안을 타파하여 확철대오를 해서 자기의 본래면목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알아지고, 얻어지고, 보이는 것능 부러워 할 필요 없어. 

‘이-뭐꼬~’ 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이-뭐꼬~’. 

  

마지막 죽을 때 까지도 확철대오도 못하고 암것도 얻은 바가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깔딱깔딱 넘어 갈라고 할 때도 늘 화두를 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진을 잘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지자 마자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태어나거나 또는 좋은 곳에 인도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 정법을 만나서 내생에는 

일찌감치 젊어서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십년을 해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진즉 딴 공부를 했으면 

내가 꽤 얻어진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을 텐데 괜히 참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활구참선에 대하여 잘못 아신 겁니다. 여기 참석하신 도반 여러 

형제자매들은 그런 분이 안계시겠지만 전혀 그런 염려는 하실것이 없습니다.  

  

(S 선사, 인천 Y선원, BBS 불교방송 불교강좌 ‘S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이야기’2012-

11-20일자) 

  

  

S 선사의 방송법문은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Y 선원의 법회에서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 주는 것이다. 그것도 오래 전의 것이다. 그런데 법문을 듣다 보면 

매번 똑 같은 법문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반복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지만, 선사의 법문 역시 매번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다. 위 녹취한 선사의 법문은 

어느 날자 것이든지 거의 유사하여 법문이 정형화 되어 있다. 그런 법문의 주된 

이야기는 이뭐꼬 화두에 대한 것이다. 

  

“책나부래기 읽어가지고” 

  

선사는 이뭐꼬 화두를 드는데 있어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뭐꼬 하라고 한다. 

참선이라는 것이 이치를 알아 따져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꽉 

막혔을 때, 그 상태가 공부가 잘 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교리나 이치에 대한 경전 

등을 보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말한다. 오히려 “책나부래기 

읽어가지고” 이치를 따진다면 생사윤회에 빠져 지옥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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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는 또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뭐꼬 화두를 놓지 않고 있으면 죽어서 도솔천 

내원궁이나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이뭐꼬 화두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선사는 갑자기 한문 게송을 구성지게 읊는다. 

  

선사의 법문에서 또 빠짐 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정법문중’과 ‘최상승법’이라는 

말이다. 조실스님으로부터 전승된 가르침이 정법이고 이를 이어 받은 Y 선원이 

정법문중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뭐꼬 화두로 대표되는 간화선 수행만이 

최상승법이라고 늘 말한다. 그래서 간화선은 소승이나 대승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수승한 최상승법임을 항상 강조한다. 그런 간화선은 과연 최상승법일까? 

  

간화선은 최상법일까? 

  

지난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단 50주년 기념 

교수아사리 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선불교의 눈으로 본 오늘의 

한국불교’라는 제목으로 월호스님이 발제한 논문이 발표 되었다. 논문에서 월호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오로지 간화선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 하였고 

공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간화선이 한국불교사상의 일부가 될지언정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에서 왜 간화선에 대하여 최상습법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 때문이라 한다. 

  

  

“간화선은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자리에서 사작하는 선법이기에 어떠한 체제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 

  

  

간화선에 대하여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보아 버리기만 하면 깨달아 

버리고 성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월호스님은 의문을 제기 한다. 간화선은 화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차제’를 거치는 것이고, 이는 조사선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라 한다.  

  

월호스님은 회산계현의 말을 빌어 오히려 조사선에서 퇴보한 것이 간화선이라 고 

하였다. 간화선 이전의 조사선에서는 차제를 설정하는 것 없이 한마디 말이나 방편으로 

즉각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으나, 간화선의 경우 화두라는 차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퇴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간화선은 조사선의 발전된 형태로 보기 보다 

시대적 변용에 불과하고 오히려 조사선에서 퇴보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간화선에 대하여 최상승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안케 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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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스님은 세미나에서 간화선이라는 것이 최상승법도 아니고 최하승법도 아니라고 

하였다. 단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잘 살려진 하나의 수행방법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비록 선불교의 전통이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제행무상의 이치에 입각하여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월호스님에 따르면 선의 본래기능은 ‘안심법문(安心法門)’이라 한다. 이는 선의 

초조인 보리달마와 2조 혜가사이의 대화에서 유래 한다. 다음과 같은 문답이다. 

  

  

달마대사에게 혜가가 물었다. 

“부처님의 법인(法印)을 들려주십시요.” 

  

달마가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혜가가 다시 물었다. 

“저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소서.” 

  

대사가 답하였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안케 해주리라.” 

  

혜가가 답하였다. 

“마음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달마가 답하였다. 

“그대의 마음을 벌써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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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가는 이곳저곳 가르침을 찾아 다녔지만 궁극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달마대사의 “마음을 가져오너라”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다. 다만 불안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실제로 

불안한 마음은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보리달마의 가르침을 

‘대승안심지법(大乘安心之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보리달마의 가르침을 보면 마치 위빠사나 수행에서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림(sati)하는 것과 같다. 원인과 조건에 따른 마음만 있을 뿐인데, 별도의 불안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마음을 찾는 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런면으로 본다면 보리달마의 안심법문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과도 같은 

것이다.  

  

번뇌를 야기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와 같이 초기불교적 성격의 안심법문으로 대표되는 참선은 보리달마 이후 육조혜능을 

거쳐 간화선 이전까지 조사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발전되었다. 그러나 간화선이 

등장하면서 이전의 조사선과 구별이 되었는데, 이는 화두라는 차제를 둔 것이다.  

  

화두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최상승법이라 

하는데, 화두를 참구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의심이 생기고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 없다.  

  

더구나 삽바사와경(모든 번뇌의 경, M2)에 따르면 나를 찾는 수행이라는 것이 번뇌을 

일으키는 요인이라 하였고,  또 상가라바경(S46:55)에 따르면 의심이라는 것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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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처럼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화두라는 차제를 이용하여 

주인공, 진여불성, 참나를 찾는 나를 찾는 수행이 번뇌를 야기할 수 밖에 없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보리달마의 안심법문에서 한참 비켜 난 것이다. 그래서 월호스님은 간화선이 

최상의 수행, 최상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고, 그 대신 보리달마의 안심법문을 

특징으로 하는 조사선에 더 방점을 둔 것이다.  

  

월호스님의 힐링선(healing 禪) 

  

월호스님에 따르면 안심법문은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는 것이라 한다. 먼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심 즉, 마음을 편한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참선이라 한다. 그래서 참선은 ‘안심법문’이고, 

이를 지도하는 선사는 ‘심성치료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월호스님은 

힐링선(healing 禪)을 주창하였다.  

  

월호스님의 주장은 참으로 신선하고 놀라운 것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보리달마의 안심법문이라는 선의 본래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가 요청한 것이고 또 조사선의 장점을 잘 살린 것이라 

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힐링선의 제창자인 월호스님은 다음과 같은 호쾌한 게송으로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돌 咄! 

휘영청 달이 밝아 강산은 고요한데 

한바탕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겠네. 

우하하하하! 

  

  

  

  

2012-11-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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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길거리 전도사 퇴치법 

  

  

  

늘 궁금한 것 하나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툭 던지며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파트와 주택이 골고루 섞여 있는 동네에서 종종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그들은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인지 

알았을까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는 것일까. 

이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선교행태이다. 그러나 

대상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잘 차려 입는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장차림이 

보통이다. 그런 그들이 예배가 끝나고 바이블을 옆구리에 끼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의 일부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툭 던지며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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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선교의 대상은 불특정다수라기 보다 허름한 옷차림이 되기 쉽고, 또한 자신 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쉬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쪽집게 처럼 집어 내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았다. 

  

처음 한 두번 들었을 때 그러려니 하였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니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연이어 들었을 때 더욱 그러 

하였다.  

  

“예수님 믿으십시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꼭 물어 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침 기회가 왔다. 두 번이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툭 던지며 지나가던 초로의 

신사와 마주친 것이다. 지난 번과 같이 힐끗쳐다 보며 기습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툭 던지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뒤쫒아 갔다.  

  

뒤쫒아가서 “만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물어 보았다. 

그런데 그사람의 대답은 의외이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걸렸을 경우 아니면 말고식 

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의외로 그 답은 “복 받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복 받는 것이지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예수님 믿으세요”를 남발하는 기독교인 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는 크리스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적 믿음에 기인 한다.  

  

크리스천 친구의 말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툭 던지며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될 불쌍한 존재로 벌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것이기 때문에 복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치원 동화를 보는 듯 

  

유일신교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불쌍하게 본다. 지옥에 갈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쌍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일신교도들을 바라보는 불자들은 그들의 행태를 이해 하지 못한다. 

오히려 어리석게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호진스님의 글 ‘불교인인 본 기독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불교인들에게 신과 인간의 창조문제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신이 인간을 

만든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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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불교인들에게는 신이 존재하는가 않는가라는 

것은 아예 문제로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 

  

(호진스님, 불교인인 본 기독교) 

  

  

유일신교에서는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으나 이는 그들의 믿을 일 뿐 

불자들은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 불자들은 이를 일체유심조라 하여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체도 없고 실재하지도 않은 개념 또는 관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에 대하여 허구로 보기 때문에 창조론, 원죄론, 종말론, 

구원론 등에 대하여 일종의 신화 또는 동화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유일신교의 기적이란 

  

호진스님은 신의 창조문제, 구세주로서의 예수, 기독교의 사랑, 예수의 기적과 부활 등 

불자들의 시각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비판 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인터넷시대에 

안티 사이트에 들어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교들이 

더욱 더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을 보면 이해 할 수 없다. 그래서 호진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불교인이 놀라는 일은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나 부활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이와같은 보잘것 없고 허황한 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창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인류문화와 세계역사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기독교의 기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가 행했다는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위에 말한 바로 이점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진스님, 불교인인 본 기독교) 

  

  

기독교인들의 기적에 대한 것이다. 바이블을 보면 예수가 여러가지 기적을 연출하였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인들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 교리 즉, 

창조론, 원죄론, 종말론, 구원론 등과 같은 동화 같은 교리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였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된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에서 

갈수록 교세가 확장되고 사회 전분야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종교가 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다. 

  

깟짜나곳따경(S12:15)에서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일신교의 교리는 동화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신교의 창조론 등의 교리의 허구성에 대한 예를 낱낱이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가 왜 허구인 것인가에 대하여 불교 교리로 논파할 수 있는 불자들은 

드믈다. 이는 대승불교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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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경에 따르면 창조주를 특징으로 하는 유일신교가 왜 허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처에 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창조주를 특징으로 하는 영원주의 종교를 논파 하였을까.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말해 준다. 

  

  

Dvayaṃ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Lokasamudayañca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세존]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有]나 비존재[無] 두 가지에 의존한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2:15(2-5), 전재성님역) 

  

  

이 경의 실려 있는 짤막한 문구가 창조론으로 대표되는 영원주의와 단멸론으로 대표되는 

허무주의를 논파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영원주의 논파 

  

영원주의 논파에 대한 문구가 ‘세상의 소멸 (Lokanirodhaṃ) 을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형성된 존재들이 조건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 마음이 있다. 그런데 마음은 날씨가 매일 변하듯이 매번 변한다. 즐거운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어두운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는 보는 것, 듣는 것 또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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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것 등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사라지면서 조건을 남기기 때문에 또 다음 마음이 연이어 일어난다. 그런 

마음은 통제가 안된다. 내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무아라고 한다. 그런데 영원론자들은 마음이 내마음이라고 한다. 

또 그런 마음은 영원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죽어 천국에 태어나면 영원히 살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마음이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듯이 영원한 마음, 영원한 나, 

영원한 세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경에서 부처님이 말힌 세계의 소멸은 역관적 조건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sammappaññā) , 즉, 올바른 통찰의 지혜(觀智, vipassanapaññā)와 올바른 길의 

지혜(maggapaññā)로써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끊임없이 무상하게 소멸해 가는 것을 

관찰하면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상주론)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허무주의 논파 

  

허무주의 논파에 대한 문구는 ‘세상의 발생 (Lokasamudayañca)’을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조건의 소멸 없이 스스로 단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경에 따르면 세계의 발생은 순관적 조건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sammappaññā) , 즉, 올바른 통찰의 지혜(觀智, vipassanapaññā)와 올바른 길의 

지혜(maggapaññā)로써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업(kamma),무명(avijja), 갈애(tanha) 때문에 끊임 없이 생겨나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현세의 존재에게 더 이상 내생이 없다는 허무주의(단멸론)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마음은 뒤이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내생이 없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아라한이 되어 번뇌가 다 소멸 되어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은 이상,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로 인하여 재생의 마음이 일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멸론이 논파 되는 것이다.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연기법으로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가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논파 

하였는데 그 중심에 조건이 있다. 따라서 연기법은 조건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건에 따라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유나 절대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Sabbamatthī'ti kho kaccāna,  

ayameko anto. Sabbaṃ natthī'ti ayaṃ dutiyo anto.  

Ete te kaccāna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ṃ deseti 

  

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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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12:15(2-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절대유(atthita, 영원주의)와 절대무(natthita, 허무주의) 양극단을 

연기법으로 배제하였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도라 하는데, 그런 중도가 다름 아닌 

연기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로 시작 하여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라고 끝나는 12연기법을 설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보는 영원주의와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몸이 파괴되고 단멸하고 소실하여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허무주의를 연기법으로 논파하여 거짓임을 증명한 것이다. 

  

길거리 전도사 퇴치법 

  

길거리에서 전도사들이 극성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하다. 그런 전도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믿으세요”라고 툭 던지며 지나간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던지는 말은 불쾌를 유발한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내 뱉는 것이다.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시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행위는 대단히 무례하다. 단지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가 가장 좋다는 우월감의 발로로 본다. 그런 

유일신교의 전도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단지 마음속으로 동화 같은 교리정도로 무시하는 

것이 불자들의 일반적인 행태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교리가 허구임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먼저 불교교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그것도 초기불교 교리를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논파하였다. 

따라서 길거리 전도사를 퇴치 하기 위해서는 연기법으로 논파하여야 한다. 단지 그들의 

교리가 동화에 불과하고 일체유심조에 지나지 않다고 여기기 보다 연기법으로 그들의 

교리가 허구인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려 주고 그들을 

신의 족쇄로부터 해방 시켜 주어야 한다. 

  

  

  

2012-11-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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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넷상에서 알게 된 디라왐사 빅쿠 

  

  

  

이 세상의 동량이 되기 위하여 

  

모바일로 불교 TV 법문을 듣다가 기억에 남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리산에 있는 어느 

선원에서 어느 선사가 대중스님들을 모아 놓고 선수행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왜  

스님들은 심산유곡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은채 도를 닦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선사는 선어록에 실려 있는 말을 인용하여 ‘동량’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불교의 동량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동량이 되기 위하여 깊은 산중에서 도를 

닦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하지만 이는 부처님 당시 수행자의 모습과 다르다. 초기불교경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착하고 건전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최상의 평화를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면서 마침내 우루웰라 근처의 쎄나니가마에 도착했다. 거기서 

나는 고요한 총림이 있고 아름다운 둑에 싸여 맑게 흐르는 강물이 있고,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마음에 드는 지역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고요한 총림이 있고, 아름다운 둑에 싸여 맑게 흐르는 강물이 있고,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이 지역이 마음에 든다. 이곳은 정진을 바라는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정진에 집중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이다.’ 

나는 ‘이 곳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앉았다. 

  

(아리야빠리예사나경-Ariyapariyesanasuttaṃ- 고귀한 구함의 경, 맛지마니까야 M26, 

전재성님역) 

  

  

맛지마니까야 아리야빠리예사나경(M26)에 따르면, 부처님이 알라라 깔라마와 웃따까 

라마뿟따로부터 더 이상 원하는 가르침을 배울 수 없었다. 웃따까 라마뿟따에 대한 것을 

보면, 부처님은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지(비상비비상처정)에 머무는 한, 그의 가르침은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홀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 대상이 된 곳이 우루웰라 

세나니가마라는 마을이다.  

  

왜 마을 옆으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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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에 따르면 수행처를 정한 조건 중의 하나가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다. 식재료를 싸 가지고 깊은 숲속이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인근 

숲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수행자들이 머무는 곳은 마을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탁발하기에 좋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 가까이에 수행처를 

잡은 것은 무엇일까. 이는 수행자들이 철저하게 탁발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무소유와 

청정한 삶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유와 청정을 실현 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가까이 수행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상하기 어렵다. 

절은 심산유곡에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가하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의 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경에 따르면 출가수행자는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탁발로 알 수 

있다. 그런데 탁발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무소유정신이야말로 청정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계청정, 마음청정을 이루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탁발의 전통과 함께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복장’이다. 

  

아랫가사(antaravāsaka), 윗가사(uttarāsaṅga), 중복가사(saṅghāṭi) 
  

스리랑카와 태국, 미얀마 등 테라와다 불교국에서는 아직도 부처님 당시의 탁발의 

전통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탁발에 의존하고 복장 또한 부처님 당시의 가사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랫가사(antaravāsaka, 안따라와사까), 

윗가사(uttarāsaṅga, 웃따라상가), 중복가사(saṅghāṭi, 상가띠)로 이루어진 세 개의 

옷인데, 이런 가사를 입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겠다는 염원으로 

보여진다.  

  

  

 
  

출처 : http://www.payer.de/mahavamsa/chronik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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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아시아 불교의 승복을 보면 테라와다전통의 복식과 다르다. 수백년전의 

전통복식에다 가사를 걸친 형태이기 때문이다. 소매가 길고 두루마기 형식의 긴옷의 

승복위에 걸친 가사를 보면 단지 가사를 입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가사를 걸칠 때는 예불이나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테라와다불교 전통에서는 승복따로 가사따로가 아니라고 한다. 가사자체가 

승복이고, 생활복이고 잠옷이어서 항상 걸치고 다닌다고 한다. 이는 수행따로 삶따로가 

아니라 수행과 삶이 분리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처님 방식대로 살겠다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가사는 어떤 것일까.  

  

부처님도 비단 옷 등을 버리고 분소의를 입으셨거늘 

  

청정도론의 두타행에 따르면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마라의 군대를 항복받기 위해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는 

전쟁터에서 갑옷으로 무장하나 왕족처럼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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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두타행, 대림스님역)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에 대하여 갑옷으로 치장한 왕족처럼 빛난다고 하였다. 더구나 

왕족이었던 부처님도 비단옷을 버리고 누구도 입지 않는 분소의를 입었다고 하였다. 

  

분소의가 발전하여 오늘날 가사가 되었다. 그런 가사는 세 벌로 되어 있는데, 

수행복이자 생활복이라 한다. 이는 무소유와 청정함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여 먹지 않고 탁발에 의존하며 세 벌의 옷으로만 살아가는 

수행자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불교에서 탁발에 의지하거나 세 벌의 가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행자를 보기 어렵다. 출가수행자들이 심산유곡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식재료를 

저장하여 조리 해 먹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는 곧 세상과의 단절을 위미한다. 또 

승복의 경우 가사를 입는 다는 것 자체가 예불 등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만 입기 때문에 

수행따로 삶따로 임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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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따로 삶따로 

  

수행따로 삶따로의 모습은 우리나라 스님들에게서 볼 수 있다. 중국 선종의 백장청규에 

따르면‘일일부작 일일부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하루 동안 

일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식사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인도불교와 달리 동아시아 불교는 기후등으로 인하여 탁발을 할 수 없어서 식재료를 

쌓아 두고 조리해 먹는데, 더 나아가 농사까지 지어서 생활을 유지 한다.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표현된 것이 백장청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부업을 

갖는 것으로 변질 된 것 같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스님들은 부업을 가지고 있다. 달마도나 탱화 같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스님’이 있고, 여러 장의 음반을 내고 산사 음악회 등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스님’이 있다. 또 춤을 잘 추는 ‘무용스님’이 있고, 사찰요리를 

잘 하는  ‘조리사스님’도 있다. 더구나 사주와 관상 등을 보아 주는 

‘운명감정스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죽은 자를 천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관스님도 있다.  

  

한편 어떤 스님은 역경작업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글을 써서 책을 내는 스님들도 있다. 

이렇게 시(詩), 서 (書), 화 (畵), 다(茶)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지는 스님들도 

많다. 

  

이렇게 다양한 부업을 가진 스님들이 많은데 때로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본업인 수행과 포교를 멀리 한 채 부업에 열중하는 스님을 볼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승복은 변화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출가자들은 부처님 당시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일까. 동아시아 

불교에서 탁발하는 전통이 없다고 할지라도 탁발정신만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정신의 발로가 세상속에서 함께 하는 불교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사는 곳에 불교가 없다. 이는 탁발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다보니 재료를 싸 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사는 것이라 본다. 탁발정신이 살아 

있다면 사람 사는 곳에 불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세상과 소통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국불교의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복식 또한 옛날 전통을 그대로 고수 하고 있다. 매우 긴 소매와 치렁치렁한 

긴옷을 특징으로 하는 승복을 보면 수백년전의 승복 그대로이다. 세상이 급속하게 

바뀌어도 승복만큼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승복도 예불 등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가사를 걸치고 그 외 시간에는 가사가 없는 

승복을 입고 있다. 그래서일까 수행따로 삶따로가 되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만드는 등 수행따로 삶따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초기불교가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승복은 변화 할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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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테라와다불교가 도입되었는데 

  

초기불교가 유행하고 있다. 초기불교경전인 빠알리니까야가 번역되어 나왔고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불리우는 위빠사나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 남방테라와다 불교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원래 ‘전래’와 ‘도입’은 다른 말이다. 전래는 문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도 마찬가지이었다. 중국에서 초기에 불교는 전래 된 

것이었다. 수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문명국가이었던 중국이었지만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전래’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으로 불교의 전래는 주로 서역이나 인도승려들이 직접알려 주었다. 또한 그들은 

원전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불교가 중국의 주도적인 문화로 자리잡는데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고 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중국인들은 불교를 

직접 배우기 위하여 인도로 떠났다. 현장스님 같은 분들이다. 그 때 배워 온 불교는 

전래라 하지 않고 ‘도입’이라 부른다. 이는 불교문화가 중국에 정착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의 발로라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 역시 남방불교국가에서 테라와다불교를 배워 오고 있는데, 이는 

전래가 아니라 ‘도입’이라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도입은 지난 2008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테라와다불교가 최초라 볼 수 있다.  

  

기존 대승불교전통과 다른 테라와다불교가 한국에 뿌리내렸다는 것은 한국불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사건이라 본다. 비록 탁발에 의존하는 등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부처님 당시의 전통을 따르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복장이다. 

테라와다 불교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의 테라와다불교 비구들 역시 부처님 당시의 가사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넷상에서 알게 된 디라왐사 빅쿠 

  

넷상에서 알게 된 테라와다 비구가 있다. 디라왐사 빅쿠이다. 언젠가 글을 남겨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스님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보였다. 

  

  

밖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힘을 키워야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왜 블로그를 시작하느냐 하면, 

왜 네이버가 아닌 다음에서 블로그를 만들었느냐 하면, 

진흙속의연꽃, http://blog.daum.net/bolee591/(이 고뇌의 강을 건너) 이란 분의 다음 

블로그의 글을 읽고 자극 받아, 

또한 그 글들을 구독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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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왐사 빅쿠, 다음 블로그를 시작하며... ) 

  

  

스님이 블로그를 만들게 된 동기를 적어 놓고 있다. 그러나 스님은 지금 한국에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곳에 글은 적어도 3년은 지나야 글을 남기게 될 것이다.  

미얀마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접속해 본다.  

3년 동안 내가 미얀마에 홀로 수행을 하는 동안,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 

블로그도 역시 홀로 있겠지... 

  

생명있는 모든 존재가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디라왐사 빅쿠 , 2011년 7월 3일 오전 12:17) 

  

  

한국테라와다불교 소속의 비구인 디라왐사 빅쿠는 미얀마로 수행하러 떠난다고 하였다. 

3년후에나 돌아 올 것이라 한다.  

  

“붓다의 성스런 삶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스님이 남긴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소유와 성취의 시대에 무소유와 포기의 기쁨을 가르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저건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빡빡머리다. 번쩍번쩍! 섹-쉬한데~" 

탁발하는 중에 짓궂은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가는 나를 보며 한 말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본다. 

  

아이 : 우와! 맨발이야.  

엄마 : (못들은 척하며)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원은 공부는... 

아이 : 저 사람 맨발로 다녀...  

엄마 : 응. 그래,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원은 공부는... 

아이 : 엄마, 저 사람 왜 맨발로 다녀? 

엄마 :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원은 공부는... 

아이 : 맨발... 

엄마 : 공부는... 

아이 : 맨발... 

엄마 : 그래, 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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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부모와 목소리 큰 아이 간의 대화가 내 귀에 들려지면 이와 같은 방식의 

대화가 이루어 진다. 

아이들은 빡빡머리에 진갈색천을 온통 두르고 맨발로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낯선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계속 부모에게 물어보는데, 엄마는 아이의 호기심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하던 말, 하고 싶은 말에 아이가 집중하기를 요구한다. 

  

그나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어주는 부모는 내 모습을 

'고행'이라는 낱말로 설명한다. 

그러면 아이는 고행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설명을 듣게 

된다. 

(놀이터에서 나에게 직접 물어보는 꼬마에게 나 역시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낱말만 

말했던 경험이 있다.) 

  

아이들에게 왜 맨발로 다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 고행이 아닌 무소유의 행복을 

어른과 아이의 수준에 맞게 바르게 알려 준다는 것...  

붓다께서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정말로 경배받고 공양받아 마땅한 위대한 

스승이신지, 

그러한 분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러한 분의 가족이 되어 출가 빅쿠로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없는 붓다의 성스런 삶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이와 부모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디라왐사 빅쿠, 소유와 성취의 시대에 무소유와 포기의 기쁨을 가르친다는 것) 

  

  

  

 
  

디라왐사 빅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님들의 이미지는 회색이다. 소매가 길고 치렁치렁한 

전통복장형식으로 된 회색승복을 입은 스님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갑자기 

진갈색천을 온몸에 두루고 그것도 맨발로 걸어가는 전에 보지 못하던 스님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아이의 질문에 엄마가 답하기를 ‘고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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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걷는다는 것과 부처님 당시와 비슷한 가사를 입은 것 그 자체가 부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고 부처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디라왐사 빅쿠는 부처님방식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떠 올리게 한다.  

  

  

여분의 옷에 대한 갈애를 버리고  

저장을 피하는  

삼의만 수용하는 지혜있는 수행자는  

지족과 행복의 맛을 안다. 

  

그러므로 날개와 함깨 날아가는 새처럼 

진정한 수행자는 삼의만으로 [산다],  

행복을 원하는 이는 옷의 절제에 기뻐할지어다. 

  

(청정도론, 제2장 두타행, 대림스님역) 

  

  

비록 넷상으로 만난 스님이지만 몇 편 되지 않은 글 속에 진한 부처님의 향기가 베어 

있다. 3년 후 돌아 온다고 글을 남겼는데 1년 3개월이 지났으니 앞으로 1년 9개월 후가 

되면 스님의 글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를 기대해 본다. 

  

  

2012-11-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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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륜스님의 즉문즉설과 무유정법(無有定法) 

  

  

  

300회를 끝으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卽問卽設)’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일반 

공중파방송에도 소개 되었고 인터넷에서도 잘 알려짐에 따라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알게 되었다. 특히 ‘희망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무대로 

순회강연을 함에 따라 널리 알려 졌는데,  11월 29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300회 서울대강연으로 대단원 막을 내린다고 한다.  

  

카페에서 제공된 일정표(법륜스님 가을100회 강연일정-11월15일수정)를 보니 거의 매일 

열리다 시피 하고 있다. 하루에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두 차례 열린 날도 많다. 특히 

금년의 강연 일정을 보면 대도시나 거점도시 보다 중소도시와 군단위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국을 샅샅이 누비고 다닌 스님의 강연장에는 언제나 만원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안양강연(“그 인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 법륜스님의 

안양투어)에서도 확인 한 바 있다.  

  

  

 
  

법륜스님의 안양 강연회(2010-05-01) 

  

  

  

“그 인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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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TV 에서 법륜스님의 강연이 방송되고 있다. 질문자가 묻고 스님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온 갖 이야기가 오가지만 주로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것이 가장 많다.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등이다. 이런 가족간의 갈등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한다.  

  

이럴 때 스님은 어떤 처방을 내어 놓는 것일까. 안양투어 당시 스님의 이야기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중에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다는 내용이 있었다. 자식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사는데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툭하면 그만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쌓여 간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스님이 하는 말은 이혼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괜찮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혼을 선택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혼을 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생각 하지 않는 다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쥐가 쥐약인줄 모르고’ 덥석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반면에 살기는 사는데 남편이 ‘이것만 고쳐 주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을 고쳐서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면 ‘나만 피곤한’ 일이라 한다.  

  

그럴 경우 ‘현재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혼을 하지 않고 이왕 살겠다고 결정 

하였다면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어차피 같이 

살 바에는 그 방법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좋은 면을 생각 하라고 한다. 만일 기도를 한다면 

108배 하면서 남편을 생각 하면서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내서 기도 하면 좋아 

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이 하는 말은 “그 인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 하고 되묻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첫째로 내가 마음이 편해 지고, 남편이 그 기(氣)를 받아서 살아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편의 기를 살려 주면 ‘죽을둥 모를둥’노력하는 것이 

남자라는 것이다. 

  

(“그 인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 법륜스님의 안양투어, 2010-05-01) 

  

  

스님은 내 생각을 먼저 바꾸라고 한다.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 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108배를 하라고 말하면서 “그 

인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라고 반문한다. 이것이 법륜스님이 

제시하는 해법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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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스님은 갖가지 질문에 대하여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 그런 불교적 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런데 300회 대회향을 앞두고 스님은 불교 TV의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불교적 해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대담자가 “즉문즉설의 해답이 

금강경이었나요?”라고 묻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꼭 금강경이라기 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핵심은 중도사상이라고 말 할 수 있고, 

대승불교에 오면 공사상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금강경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소위 ‘무유정법’의 사상이 즉문즉설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 불교 TV <특집>BTN 특집대담 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 2012-11-27)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의문이 풀렸다. 스님의 불교적 해법의 기반은 

‘무유정법’이라는 말에 있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 실려 있는 무유정법은 무슨뜻일까.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무엇인가?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금강경 공부를 해 보았을 것이다. 불교교양대학에서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난 다음 이어서 경전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 거의 대부분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된다. 교재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글씨의 한문과 이를 

설명한 한글이 작게 표기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금강경 공부는 강사들이 한문으로 읽고 뜻 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한문으로 된 문장만으로 내용을 이해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한글로 풀이 된 해석을 본다고 해도 뜻을 알기 어렵다. 이는 금강경이 한문으로 된 

뜻 글자이어서 해석이 난해 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고도로 축약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佛說般若波羅蜜卽非般若波羅蜜是名若波羅蜜) 라는 문장이 있다. 이런  

문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A 는 A 가 아니라 그 이름이 A이다”라는 식의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공사상을 바탕으로 한 금강경에서 그 어느 것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무유정법이라 볼 수 있다.  

  

무유정법이 들어 있는 문장은 금강경 제7분에 ‘무유정법 명아뇩다라삼먁삼보리 

(無有定法 名阿耨多羅三藐三菩提)’에 나온다. 해석하자면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라는 뜻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한 것으로 한자어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 한다. ‘위 없이 평등원만한 바른 깨달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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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이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정등각자(正等覺者)’라는 칭호를 붙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무유정법에 대하여 

‘명(名)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한 것은 ‘무유정법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이름(名) 붙일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무유정법이야말로 최상의 깨달음과 동등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무유정법의 뜻풀이는 ‘특별히 정해진 법(定法)’이 ‘있는 것이 

아니다(無有)’라는 의미이다. ‘무엇이든지 특별하게 정해진 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법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는 말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의 

‘법공(法空)’과 같은 의미이다.  

  

‘내 뜻대로’하려다 보니 

  

이와 같은 무유정법의 사상에 입각하여 법륜스님은 즉문즉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던 그 것을 미리 정해 놓고 답을 정해 놓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한쪽 생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 하도록,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법륜스님, 불교 TV <특집>BTN 특집대담 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 2012-11-27) 

  

  

즉문즉설 강연에 무유정법의 논리를 적용한 예를 말하고 있다. 대부분 질문자가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 또는 “틀려 먹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문답과정을 

통하여 치우친 생각을 깨닫도록 유도 한다는 갓이다.  

  

더욱 더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들어 설명한다. 

  

  

이를 테면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쪽에서 보면 동산이라 하고, 딴사람은 서산이라고 

한다,  ‘저 사람 미친사람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 한다면 그 사람의 위치를 

저쪽 마을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 가고, 남편이 아내의 돌아 보고, 부모가 자식입장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대화 중에 관점을 바꾸어 줌으로 해서 스스로 ‘아, 그래 이런 문제도 있구나’ 



194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사람이 나를 해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사람은 

자기나름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는데 그게 내가 상처를 입었구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기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법륜스님, 불교 TV <특집>BTN 특집대담 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 2012-11-27) 

  

  

역지사지(易地思之) 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보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자는 것이다.  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보자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금강경의 공사상이고, 

무유정법사상이라고 법륜스님은 말한다. 

  

왜 사람들이 몰릴까 

  

법륜스님이 강연 하는 곳은 어디든지 만원이다.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서서 듣거나 

문밖의 보조 의자를 듣고 경청하기도 한다. 

  

  

 
통로에서 경청하는 사람들(법륜스님의 안양 강연회, 2010-05-01)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스님의 즉문즉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안심법문(安心法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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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스님의 불교적 해법이 바로 공사상에 입각한 무유정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별히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매우 단순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을 적용하면 

비록 스님이 결혼한 적이 없고 자식을 가져 본 적이 없지만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간의 갈등을 훌륭하게 해결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무유정법임을 알 

수 있었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라는 무유정법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를 고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 뜻대로’라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스님의 법문은 다름 아닌 ‘안심법문(安心法門)’과도 같다. 지금 상대방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상황 그 조건에 따른 마음이기 때문에 조건만 달리 해주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져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청중이 몰린다고 볼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마음의 안정을  

  

스님의 전국 순회강연도 이번 300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어디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할까. 그것은 초기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 빠알리니까야에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수 많은 가르침이 

있다. 예를 들어 법구경 의 아무 게송이나 펼쳐서 보아도 마음은 편안해지고 안정된다. 

그런 법구경 게송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누구든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원망의 얽힘에 매이나니,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하는  

오만하고 방일한 자들, 

그들에게 번뇌는 늘어만 간다. 

  

(법구경, Dhp291-292, 전재성님역) 

  

  

초기불교 경전은 어디를 떠 들어 보아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읽다 보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준다. 그런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차림’이 된다. 

  

“그러려니”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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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 차린다면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음이 편해 진다. 그래서 수행처에서 늘 하는 말은 “그러려니”하라고 

말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그렇네”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려러니’ 하는 

마음 가짐을 갖는 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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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말 디가니까야를 구입하고 

  

   

디가니까야을 구입하였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가 역주한 책이다. 

1500여페이지 달하고 한권으로 되어 있다. 사부니까야 중에 가장 늦게 번역된 이 책은 

2011년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불과 1년전에 출간 된 책이다. 상윳따니까야가 

1989년에 최초로 출간된 것과 비교 하면 무려 12년만이다. 맛지마니까야가 2003년 출간 

되었고, 앙굿따라니까야가 2008년에 출간됨에 따라 사부니까야를 한사람의 힘으로 

완역한 것이다.  

  

  

 
  

   

 
  

  

혼자 번역해서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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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최초라 한다. 그렇다면 한사람의 힘으로 완역된 

경전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어느 법우님이 댓글을 남겨 주셨다.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공동작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넘 피상적으로 들리네요. 가령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는 히에로니무스가 혼자서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오류가 꽤 있지만, 지금까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저는 독일에서 전재성 

박사를 지근에서 뵌 사람으로 그 분의 학문적 깊이를 잘 알고 있기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 법우님, 2012.11.19 08:41, “탄광의 광부가 석탄을 캐는 심정으로…”전재성박사가 

번역한 책들) 

  

  

니까야 공동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글이라 볼 수 있다. 가톨릭의 경우 라틴어 

바이블을 ‘히에로니무스’가 혼자서 번역하였다고 한다. 공동번역이 아닌 홀로 번역한 

것일지라도 현재 라틴어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히에로니무스는 누구인가 

  

히에로니무스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았다. 위키백과에 다음과 같이 소개 되어 있다. 

  

  

에우세비우스 소프로니우스 히에로니무스(라틴어: Eusebius Sophronius Hieronymus, 

348년 - 420년 9월 30일)또는 예로니모(Jeronimo), 제롬(영어: Jerome)은 4세기 수도원 

운동이 낳은 위대한 성직자이다.[1].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초대교회 신학자이자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으로서 성경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이름은 라틴어로 ‘신성한 사람’을 뜻한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다. 교회박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축일은 9월 30일. 흔히 상체를 벗은 

은수자로서 펜을 들고 저술에 몰두하거나 돌로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상징물은 십자가·해골·모래시계·책·두루마리이며, 

학자·학생·고고학자·서적상·순례자·사서·번역가·수덕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호 

성인이다. 

  

(히에로니무스, 위키백과) 

  

  

히에로니무스는 로마제국 당시 국경부근의  달마티아(구 유고연방)근처에서 태어 났다고 

한다.  373년 예루살렘을 순례한뒤 헬라어를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랍비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워 라틴어 바이블을 번역하는데 매진 하였다고 한다. 그 때 당시 여러 

종의 라틴어 바이블이 있었지만 뛰어난 외국어 학식에 바탕을 둔 그의 번역이  인정됨에 

따라 교황 다마소 1세의 후원을 받아 교회에서 인정된  유일한 라틴어 바이블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불가타역 바이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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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뛰어난 번역 능력으로 인하여 정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 

  

구마라즙과 현장법사 

  

현재 금강경, 법화경등 주요 대승불교 경전은 서역승 구마라즙(鳩摩羅什, Kumarajiv, 

344-413)이 번역한 것이다. 또 삼장법사로 잘 알려져 있는 현장법사(602-664) 역시 

자신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경장, 율장, 논장 삼장을 번역하는데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주요 대승경전의 경우 번역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는 홀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 번역한 경우 용어와 문체 등 역자만의 독특한 번역방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왜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였을까 

  

빠알리니까야의 경우 아직까지 한역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말로 바로 번역 된 것은 

전재성박사의 쌍윳따니까야가 최초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말로 풀어져 있다는 것이다. 

가급적 한자용어를 배제하고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 

한다. 이에 대하여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역자는 학창시절 고아원야학 선생을 하다가 버려진 고아들에게도 이해가 가능한 불경을 

번역해야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전 자체가 주는 문맥상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야 하고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역자의 주관적인 선입견이 반영되었겠지만, 그러한 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역자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인 번역본을 모두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빠알리어를 

서구적인 번역어가 깊이 침투해 있는 우리의 일상용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에서 어느 

정도 왜곡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왜곡을 치유하려면, 독자들은 빠알리 

원전을 직접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빠알리어 자체는 철학적으로 고도로 정밀화된 추상적 사유체계와 개념적 연결관계를 

갖고 있어 번역에서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역자는 

번역된 우리말 문맥 속에서 난해한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쌍윳따니까야 해제, 전재성박사) 

  

  

상윳따니까야 해제글에 따르면 전재성박사는 이미 대학시절부터 번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당시 야학교사로 있었는데 어려운 한문경전을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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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교양대학에서 배우는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모두 한문경전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한글로 번역되어 있을지라도 강사의 설명이 없다면 한 줄도 나아 갈 수 없다. 

하물며 청소년들이 한문경전을 이해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틀림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빠알리 니까야 역시 매우 심오한 내용의 경우 우리말로 번역 되어 있더라고 

번역 방식에 따라 읽기가 난해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래 된 한자용어까지 곁들여 있다면 

먼저 한자용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읽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예에 대한 

것을 디가니까야 해제에서 보았다.  

  

영역과 독역, 그리고 일역 

  

디가니까야의 경우 영어와 독일어, 일본어로 번역 되어 출간 되었다. 로마나이즈화된 

빠알리 원전은 리스 데이비스(T. W. Rhys Davids)와 카펜터(J. Estin Carpenter)에 

따른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태국의 원전을 비교하여 교열이 이루어진 로마자 빠알리 

원전의 첫권이 1890년에 나온 이래 번역이 이루어 진 것이다.  

  

영역의 경우 1886년 리스 데이비스에 의하여 최초로 나온 후 45년후 완간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라서 적지 않은 번역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독역의 경우 칼 오이겐 노이만(K. E. Neumann)에 의하여 번역 되었다. 

빠알리 문법학적으로 탁월한 번역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흐름에 든 자’를 뜻하는 

‘예류자(Sotapanna)’에 대하여 ‘경청하는 이’ 등으로 번역하여 많은 오역이 발견 

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기무라다이켄등 유명한 학자들이 각각 경전의 

일부를 맡아 번역하였다고 한다. 1935년과 1936년에 세권이 ‘장부경전’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고 한다.  

  

고어(古語)사전이 없으면 읽을 수 없는 번역 

  

그런데 번역을 보면 언어선택에 있어서 현대적 일상언어가 아닌 ‘고어(古語)’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고어사전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에서 최근에 ‘디가니까야’신역이 나왔다. 남전대장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등이 번역한 ‘장부경전’이 현대적 일상어가 아닌 고어로 

번역되어 오늘날 고어사전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전의 종교적 권위를 

보전하려고 했던 대정신수대장경간행회의 의도였지만, 진정한 권위는 가르침 자체가 

갖는 진리성에서 나오며, 그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전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디가니까야 해제, 전재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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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디가니까야 신역이 나온 것은 2006년이라 한다. 1936년에 번역된 우이 

하쿠쥬(宇井伯壽)의 번역이 매우 어렵고 난해한 한문투의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읽기 

힘든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 한다.  

  

어렵고 난해하게 번역한 이유는 그 때 당시 대정신수대장경간행회의 의도 때문이었다고 

한다. 종교경전이 어렵고 난해해 보어야 종교적 권위가 살아나는 것으로 본 그 때 당시 

종교기득권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보여진다. 

  

바이블 구역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바이블을 보면 옛날에 번역된 구역이 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은 

구한말의 언어와 한자용어 투성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매우 난해하다. 신역이 있지만 

지금도 교회에서는 구역이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그렇게 어려운 구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종교적 권위 때문이다. 종교경전은 내용이 어려워야 종교적 

권위도 살고 성직자의 권위도 높아 질 것이다. 이는 한문경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으로 독송해야 맛이 난다고 

  

불자들이 많이 보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대부분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본다. 5,249자로 

이루어진 한문금강경 그 자체를 이해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독송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한글로 된 금강경을 읽으면 독송하는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독송해야 맛이 나고, 

비록 뜻은 모를지라도 더 신심이 나고 더 공덕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도들이 무지 할수록 

  

이렇게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이든지 대부분의 경전의 내용은 읽기가 어렵다. 이를 다루는 

성직자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신도들이 많이 알고 

이해 하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가 더 올라 가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알 수 없는 게송을 읊고, 알 수 없는 방언을 함으로써 

종교적 권위를 세워 나간다. 신도들이 무지 할수록 자신들의 권위는 커지고 또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장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일본에서 1930년대 번역된 디가니까야의 일역에 한문투의 번역이 많다는 것도 종교적 

권위 때문이라 한다. 기존 대승불교경전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1000년 전 죽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종교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 번역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재성 박사는 해제글에서 가장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고 한다. 

‘브라흐마(brahma)’를 종래대로 ‘범천(梵天)’이라 번역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번역한 것이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를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로 번역한 것은 한글만 보아도 바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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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래십호에서 아라한을 ‘거룩한 님’이라든가, 정등각자를 ‘위없이 높으신 

님’, 불(佛)을 ‘깨달은 님’등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달리 불교용어 사전을 찾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급적 순수 우리말로 풀어 번역한 것은 경전자체가 주는 문맥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경전의 문장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한자 용어를 써 놓고 이에 대하여 주석을 통하여 상세하게 

해설하는 방식 보다, 문맥속에서 난해한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승복의 권위 

  

종교적 권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승복의 권위가 있다. 성직자들의 

승복을 보면 ‘가운’형식으로 된 것이 많다. 대학졸업식에서 총장이나 교수들이 입는 

가운은 권위를 상징한다. 이런 가운은 법정에서도 볼 수 있다. 판사들이 입는 가운 

자체가 법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도 가운을 볼 수 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매가 넓고 발끝까지 닿는 긴 가운과 모자는 

종교적 권위를 상징한다. 이는 불교에서도 볼 수 있다. 

  

불교 TV 에서 어느 종단의 창종행사에 대한 특집 프로를 보았다. 신규종단 창종식에서 

종정은 금빛 가사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역시 금빛으로 빛나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긴 소매와 긴 가운을 특징으로 하는 성직자의 복장은 보통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종교적 권위이자 승복의 권위라 볼 수 있다.  

  

경전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마찬가지로 경전 역시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 하기 어려운 글씨로 가득하다. 그렇게 쓰여 

져야만 심오한 내용처럼 보이고 여 경전의 권위가 올라가 보여서 일 것이다. 그래서 

신도들이 내용을 모르면 모를수록 성직자의 권위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번역된 빠알리 니까야를 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문맥의 난해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면 경전의 권위, 승복의 

권위, 종교의 권위는 사라질 것이다. 진정한 권위는 어려운 한자용어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글로 된 경전일지라도 ‘가르침 자체가 갖는 

진리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012-12-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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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신보다 사랑스런 것은 없다 

   

  

  

한자어 법명(法名) 

  

법명(法名)이 있다. 계를 받으면 법명을 받게 되는데, 남자재가신자의 경우 법진, 성공 

등과 같이 두 글자이고, 여자재가신자의 경우 법보행, 법성화 등과 같이 세 글자가 

보통이다. 그런데 수계인원이 많을 경우 비슷한 이름의 법명이 많다. 심지어 전 기수에 

주었던 법명을 부여 받게 됨에 따라 동명이인의 법명도 수두룩 하다. 또 어느 법우님은 

법명이 두 개, 세 개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곳, 저곳 에서 수계를 받다 보니 법명이 

많아 진 것이다.  

  

이렇게 두 글자 또는 세 글자의 한지식 법명을 가진 불자들은 어떻게 호칭할까. 법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실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 법우님들의 경우 

법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남자법우님들의 경우 실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빠알리어 이름 

  

초기불교가 소개 됨에 따라 초기경전을 읽는 불자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불자들도 있고,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불자들도 있다. 이는 빠알리니까야의 번역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렇게 초기불교에 

대하여 공부하는 불자들 중에 빠알리어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빠알리어 이름이 유행하는 것은 초기불교의 확산과도 매우 밀접하다. 이는 빠알리니까야 

속에 등장하는 수 많은 빠알리어 용어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공덕을 뜻 하는 뿐냐, 

과거불 중의 하나인 수마나, 경전속의 재가불자의 이름인 위사까 등인데, 이런 용어나 

이름을 스스로 자신의 필명으로 삼기도 하고 수계로 인하여 부여 받기도 한다.  

  

빠알리 경전속에 수 많은 이름이 있다.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여성 이름이 있다. 

향내를 내는 꽃 이름인 ‘재스민(Jasmine)’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리까(mālika)’가 그것이다. 말리까는 빠세나디 왕비의 이름이기도 하다. 동시에 

지혜로운 여성불자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일까 여성불자들에게 빠알리어 

법명으로 인기가 높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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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재스민(영어: jasmine ← 페르시아어: yasmin, "신의 선물"이라는 뜻)은 

재스민속(Jasminum)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이다. 한자로 말리(茉莉)라고 하며, 

산스크리트 의 말리카(mallikā)가 어원으로, 원래는 말리화(茉莉花)라고 불렀다.(위키 

백과) 

  

  

“자신보다 사랑스런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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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윳따니까야에 말리까경(mālikasutta,S3:8)이 있다. 제 3상윳따인 꼬살라상윳따에 실려 

있는데,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꼬살라국의 국왕 빠세나디는 다음과 같이 왕비 말리까에게 묻는다. 

  

  

[빠쎄나디] 

 “말리까여,  

그대에게는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이 있소?” 

  

[말리까]  

“대왕이시여,  

나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전하께서는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말리까경- mālikasutta, 상윳따니까야 S3:8(1-8),전재성님역) 

  

  

경에서 말리까 왕비는 자주 나온다. 주석에 따르면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자따까에 실려 

있다. 자따까에 따르면, 그녀는 꽃다발을 만들어 파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다. 16세 때에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께 유미죽 공양을 드렸다고 한다. 부처님은 그녀가 왕비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는 말리까가 현세에 빠세나디를 만나는 것은 전쟁 

때문이었다. 빠세나디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다니다가 그녀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일의 왕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말리까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빠세나디 왕은 자신이 가난한 소녀를 

왕비로 만들어 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사랑스럽소”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 본 것이다.  

  

그러나 말리까의 대답은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었다. 말리까는 현명하였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신보다 사랑스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물어 본 빠세나디 왕 

역시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은 없소.(S3:8)”라고 

말한 것이다. 

  

삐야경(S3:4)과 삐야자띠까경(M87) 

  

말리까경에서 왕과 왕비의 대화를 보면, 왕비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왕비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왕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남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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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상윳따니까야에서 빠세나디왕과 

부처님의 대화를 담은 삐야경(Piyasutta, 사랑스런 이의 경,  S3:4)이고, 또 하나는 

빠세나디왕과 말리까왕비의 대화에 대화를 담은 삐야자띠까경(Piyajatikasutta, 

M87)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삐야경(S3:4)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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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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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삐야경-Piyasutta-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1-4), 전재성님역) 

  

  

빠세나디왕과 부처님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빠세나디왕이 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자 부처님이 추인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경에서 ‘자기 자신(atta)’은 절대적 자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업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신을 말한다. 관습적 의미로서의 자아로서 오온의 복합체로서의 개인을 말한다.   

  

경에서는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한다. 삐야(piya, 사랑하는)와 

아삐야(apiya,사랑하지 않는)이다. 이 두 용어는 능동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수동적 

의미(사랑받는, 사랑받지 않는)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신구의 

삼업을 짓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를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악한 자는 자신이 믿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신의 적이다. 선한 

자는 반대로 자신의 친구이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자신을 친구로 할 것인가 적으로 할 것인가 



207 

 

  

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piyo atta)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apiyo atta)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을 짓는 자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짓는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친구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의 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 자로서, 자기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일삼기 때문이며, 이는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말리까 부인이 “나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어서, 빠세나디 왕도 사랑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였을 때 

  

하지만 나 자신 보다 상대방만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맛지마니까야 

삐야자띠까경(Piyajatikasutta, M87)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말리까]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빠쎄나디] 

“말리까여,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리까]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변고가 생기고 이변이 생기면, 

당신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 생겨납니까?” 

  

[빠쎄나디] 

“말리까여,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변고가 생기고 이변이 생기면,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 생겨납니다.” 

  

[말리까] 

“대왕이여, 아는 님, 보는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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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삐야자띠까경-Piyajatikasutta-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87, 전재성님역) 

  

  

  

이 번에는 말리까왕비가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빠세나디왕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는 삐야경에서 

말리까왕비의 대답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말리까왕비가 빠세나디왕 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다. 

말리까왕비는 빠세나디왕 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배우고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비는 나 자신 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였을 때 닥칠 재난을 이야기 

한다. 필연적으로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을 불러 올 것이라 한다.   

  

“내 외아들아, 어디에 있느냐?” 

  

초전법륜경의 고성제에 따르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piyehi vippayogo)’도 

괴로움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것에서 기인한다.  헤어지고 난 

다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때 어떤 장자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외아들이 죽었다. 그 죽음으로 그는 일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묘지로 가고 또 가서 ‘내 

외아들아, 어디에 있느냐? 내 외아들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통하게 울었다. 

  

(삐야자띠까경-Piyajatikasutta-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87, 전재성님역) 

  

  

 장자의 외동아들이 죽자 장자는 마음의 통제를 벗어나 거의 착란지경에 이르렀다. 죽은 

자식을 찾는 장자의 비통함을 보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장자여, 그것은 이와 같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다.” 

  

(삐야자띠까경-Piyajatikasutta-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87, 전재성님역) 

  

  

이렇게 부처님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말씀 하셨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터 생겨 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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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장자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자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환희와 쾌락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환희와 쾌락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납니다.” 

  

(삐야자띠까경-Piyajatikasutta-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87, 전재성님역) 

  

  

부처님으로부터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한 장자는 비웃었다. 그리고 도박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이야기 하자, 도박꾼들은 부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환희와 쾌락이 일어난 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느낀다. 애인이 

생기거나 자식이 생기거나 무언가 사랑스런 대상이 생길 때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전도된 인식이다.  

  

욕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괴로움의 씨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젠가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식 등이 죽었을 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말리까왕비는 빠세나디왕에게, 사랑하게 됨에 따라 일어나는 재난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집착’을 경계한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욕구의 대상으로 또는 신체의 일부만을 사랑하였을 때일 것이다. 

특히 애정관계에 사이에 더욱 더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것은 집착이다. 신구의 삼업에 따른 

불건전한 사랑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랑은 필연적으로 변고나 이변의 발생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절망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사랑하는 자와 오욕락 

  

그래서 법구경 삐야왁가(Piyavagga, 사랑하는 자의 품)에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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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ā piyehi samāgañchī    마삐예히 사마간치 

appiyehi kudācanaṃ,     압뻐예히 꾸다짜낭       

Piyānaṃ adassanaṃ dukkhaṃ,   삐야낭 아닷사낭 둑캉 

appiyānañ-ca dassanaṃ.   압삐야난짜 닷사낭 

  

사랑하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만나지 못함이 괴로움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만남이 괴로움이다. 

  

(법구경, Dhp210, 전재성님역) 

  

  

법구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piyaggahi)는 뭇삶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고 형성된 것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욕락’을 말한다.  

  

삐야(piya)와 멧따(metta) 

  

빠알리어 삐야(piya)는 ‘사랑’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자애(loving-kindness), 

우정(friendly)을 뜻하는 멧따(metta) 와 다른 것이다. 삐야는 육체적이고도 세속적인 

사랑에 대한 것으로  ‘dear; amiable; beloved. (m.) the husband. (nt.) a dear 

thing.’로 영역된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에서 삐야경(S3:4)이라 하여 ‘사랑스런 이의 경’ 으로 이름 지어 

졌고, 맛지마니까야에서 삐야자띠까경(M87)이라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에 대한 경’이라는 긴 이름으로 명명 되었고, 법구경에서는 삐야왁가라 하여 

‘사랑하는 자의 품’으로 이름 지어 졌다.  

  

안보면 보고 싶고 보면 시큰둥하고 

  

게송에서 “사랑하는 자도 갖지 말라 (Mā piyehi samāgañchī).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갖지 

말라 (appiyehi kudācanaṃ).”라 하였다. 이는 한 순간이라도 그것이 뭇삶이건 형성된 

것이건 사랑스러운 것과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다음 문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는 만나지 못함이 괴로움이요(Piyānaṃ 

adassanaṃ dukkhaṃ),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만남이 괴로움이다(appiyānañ-ca 

dassanaṃ)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DhpA.III.275에 따르면 사랑스런 자(뭇삶)나 사랑스런 것(형성된 것)과 헤어져,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가까이 있어서, 

보아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Dhp210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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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이건 무엇이든 간에 한 번 인연을 맺어 놓으면 괴로움의 뿌리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안보면 보고 싶고, 보면 시큰둥하거나 화나는 그런 대상을 말한다. 

애증의 관계를 말한다.  

  

탐욕과 분노를 여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게송이 이를 잘 말해 준다.  

  

  

Tasmā piyaṃ na kayirātha,  따스마 삐양 나 까이라타 

piyāpāyo hi pāpako,   삐야빠요 히 빠빠꼬 

Ganthā tesaṃ na vijjanti   간타 떼상 나 윗잔띠 

yesaṃ natthi piyāppiyaṃ.  예상 낫티 삐얍삐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없는 

그 님들에게는 참으로 속박이 없다. 

  

(법구경, Dhp211, 전재성님역) 

  

  

사랑하는 자를 만들었을 때 필연적으로 헤어져야 한다. 연인이 되었건, 부부가 되었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던 간에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 마치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잃은 장자처럼 묘지로 가고 또 가서 “내 외아들아, 어디에 있느냐? 내 외아들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통하게 울 것과 같다는 것이다. 좋아 하는 물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귀하게 여기는 골동품이 깨졌을 때 아까운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랑는 자를 만들지 말라 (Tasmā piyaṃ na 

kayirātha)”라고 하였다. 자신에게 사랑스런 자나 사랑스런 그 무엇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속박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 속박은 탐욕에 매인 신체적 

속박과 분노에 매인 신체적 속박을 말한다. 탐욕과 분노를 여의면 나머지 속박도 버려질 

것이라는 말이다. 

  

삐야(piya,사랑)가 아니라 멧따(metta, 자애) 

  

삐야(piya)라는 말은 사랑으로 번역되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 추구에 

대한 것이다. 이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스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데, 반드시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초전법륜경의 고성제에서 언급된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piyehi vippayogo , 愛別離苦)'이 이에 해당된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필연적으로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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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모든 고통과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말리까왕비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운명적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 자애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사랑이라는 말은 

오욕락을 바탕으로 하는 삐야(piaya, 사랑)의 번역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애라는 

말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뭇삶들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까라니야멧따경(자애경, Sn1.8)에 따르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로 표현되어 

있다.  

  

자애명상에서 남녀간의 애정관계나 죽은 자에 대한 것은 제외 된다. 따라서 자애의 

마음은 아무리 많이 방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량없이 무한하게 방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자기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말리까왕비가 “나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삐야(사랑)’가 아니라 

‘멧따(자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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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홉 번째 송년법회  

  

  

‘식스센스’의 반전을 보는 듯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그런 나무를 보면 마음까지 벌거벗은 듯 하다. 

더구나 하늘은 잔뜩 찌뿌려 있고 비바람까지 불면 그야말로 가슴은 더욱 더 헤어지는 듯 

하다.  

  

낙엽이 진 늦가을 날씨는 계절중의 최악이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된다. 마치 영화 

‘식스센스’에서 반전하는 장면을 보듯, 한 순간에 바꾸어 버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눈(雪)’이다. 

  

  

  

 
  

  

  

눈이 내렸다. 겨울의 입구에서 처음 내린 눈은 교통을 마비시키고 여러모로 불편을 

주지만 최악의 계절을 단번에 바꾸어 놓는다. 눈내린 산하대지를 보면 더 이상 나목이 

아니다. 하얀눈꽃으로 다시 태어난 나무를 보는 듯 하다.  

  

눈내린 길을 걷다 보면 앙상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준다. 더구나 눈내린 밤에 

걷는 기분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하다. 이렇게 겨울은 삭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 받은 마음을 치료 해 주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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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모임의 송년회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례 행사가 있다. 송년회이다. 유일한 종교모임의 송년회 역시 

매년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 벌써 아홉 번 째를 맞이 한 송년회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모임을 유지한 것은 총무를 맡고 있는 법우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송년회 장소는 동일하다. 대공원역 바로 옆에 있는 

‘작은행복’이다. 카페를 겸한 레스토랑이다. 아래 기수 법우님이 운영하고 있어서 

벌써 수 년 째 이용하고 있다.  

  

  

  

레스토랑 작은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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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을 표시 하는 방법 

  

다섯 시부터 행사가 시작 되었다. 이십여명이 참석하였다. 해마다 참석 인원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법우님들은 정겹다. 보면 반가이 맞이 

하는데, 대부분 두 손을 맞잡는다.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악수가 가장 일반적이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악수를 함으로 인하여 친밀감을 유도 하는 것이다. 친밀감을 표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손을 맞는 방식이 있다. 이는 친근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런 행위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포옹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매우 친근한 관계나 허물 없는 사이일 

때 주로 발생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법우님들이 대부분 두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것을 

보면 그 만큼 익숙해서 일 것이다. 

   

  

  

눈꽃 세상 

  

불교모임 송년회이므로 식순에 따라 진행 되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시작 되었고, 마무리는 사홍서원과 산회가를 부름으로서 끝을 맺었다.  

  

송년회가 열리는 장소는 동그란 공간으로서 단독 홀로 되어 있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마치 벌판 한 가운데 있는 듯 보이는 ‘작은행복’ 레스토랑의 주변은 온통 하얀 

세상이다. 주변의 나무 가지에는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 붙어 눈꽃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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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속의 집 같은 ‘작은행복’ 

  

  

행사가 열리는 돔형 작은 행복 레스토랑 역시 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동화속의 집을 

연상시킨다. 

  

   

  

 
  

돔형 레스토랑 작은행복 

  

  

  

오후 다섯시부터 열시 가까이 있었지만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다. 여주인이 후배 

기수이고 또 수 년 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큼은 외딴 곳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부담 없이 보내기에 딱 좋은 장소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었다. 돔형 

홀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창측에 앉으면 발이 시릴 정도이다. 올해 들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첫 추위 때문이다. 

  

추운날씨 만큼이나 얼어 붙은 경기 

  

오랜만에 만난 법우님들과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 

어렵다고 한다. 일정한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에 의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불경기를 호소 한다. 예년과 달리 올해 들어 유독 경기가 안좋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수입이 뚝 떨어지고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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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는 이곳 작은행복 여주인도 마찬가지라 한다. 5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예년과 

같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다들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밖의 추운날씨 만큼이나 얼어 붙은 

경기가 풀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강남스타일’을 부르겠다고 

  

돔형 홀이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를 느꼈지만 분위기 만큼은 따뜻했다. 준비된 음식을 

들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작은행복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 듯하다.  

  

매번 음식메뉴는 똑 같다. 간단한 양식으로 준비 되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나오기 

이전에 여로 모로 보시를 잘하는 어느 법우님이 굴무침을 해 왔다. 싱싱한 굴에 양념을 

하였는데 모두들 감탄한다. 또 작은행복 여주인은  무공해로 재배하였다는 자칭 

‘웰빙김치’를 테이블 마다 듬뿍 올려 놓았다.  

  

이럴 때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없지 않을  수 없다. 테이블을 돌아 다니며 음료를 

권하는 것이다. 그것도 무리하게 권함에 따라 탈이 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띄우려 노래를 신청하였는데, 놀랍게도 ‘강남스타일’을 부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래방기기에 없었다.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에센스만 4곡 선정하여 

  

법우님들을 위해서 음악 CD 를 준비하였다.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외국불교음악 중에 

에센스만 4곡 선정하여 만든 것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법우님들에게 준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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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잘 듣고 있는지 물어 보면 대부분 잘 듣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아 매일 듣고 있다고 한다. 내용이 무언지 모르지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작은행복 주인에게도 준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없는 날 쉬는 때 

하루 종일 크게 놓는다고 한다. 그런면으로 보아 잘 만들어진 한편의 불교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대승불교 비판에 불편해 하는 법우님 

  

또 오랜만에 만난 법우님에게 블로그의 글을 읽어 보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법우님에게 필명을 가르쳐 주고 검색하여 찾으라고 알려 주었는데, 물어 보니 카페에서 

보고 있다고 하였다. 블로그에서 글을 접한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글을 접한 것이다.  

  

그런데 카페에 실려 있는 글 중에 대승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것 같았다. 대승불교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 법우님이 대승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글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것이다.   

  

세월이 빨리 흘러 간다고 

  

대부분 세월이 빨리 흘러 간다고 말한다. 월요일이 되었다싶은데 고개를 돌려보니 

금요일이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하여 연령대에 곱하기 2의 속도라 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흘러 가는 

이유는 그 만큼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 한다. 세상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경우 세월이 더디게 흘러 가는 듯한 느낌이 이를 증명한다.   

  

시간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가는 것은 달력을 보면 알 수 있다. 달력 넘기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특히 경기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암울하기 그지 없다. 

앞으로 엘(L)자형 경제가 될 것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경기라는 말은 매년 되풀이 해서 듣던 말이다.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산업화 이전의 농촌공동체의 

기억을 떠 올리게 된다. 

  

방 한켠에 쌓아 둔 고구마 더미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짓고 난 다음 곡식을 광에 쌓아 두었다. 광이 넘칠 경우 방 

한켠에 쌓아 두기도 하였다. 수수대 등으로 역은 차단막안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은 

고구마이었다.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길고 긴 겨울날 저장된 구구마를 

먹고 버티고, 다음 농사의 수확이 있을 때 까지 쌓아 놓은 곡식으로 연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 내린 긴겨울날 광에 곡식이 가득하고, 방 한켠에 고구마가 쌓여져 있다면 

마음이 뿌듯하였으라고 본다. 그런 작은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었다.  

  

누구나 바라는 작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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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도 이와 같은 작은행복을 볼 수 있다. 숫따니빠따에서 소치는 다니야는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치는 다니야] 

  

“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고,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다니야의 경- Dhaniya sutta, 숫따니빠따 Sn1.2, 전재성님역) 

  

  

소치는 다니야의 작은 행복을 엿볼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 겨울에 고구마를 방 

한켠에 쌓아 놓고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농부를 연상시킨다. 먹을 것이 있어서 걱정이 

없고, 더구나 아내와 가족이 있고, 불켜진 가족이 살집도 있어서 무엇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가 얼마든지 내려도 좋다는 것이다.  

  

집착을 여읜 큰 행복 

  

이런 ‘작은행복’에 대하여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을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Akkodhano vigatakhīlo hamasmi  

Anutīre mahiyekarattivāso,  

Vivaṭā kuṭi nibbuto 'gini  
Atha ce patthayasi pavassa deva. 

  

[세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다니야의 경- Dhaniya sutta, 숫따니빠따 Sn1.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소치는 다니야처럼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아내와 가족도 없고, 물셀틈 없는 

집도 없다. 그러나 비가 와도 걱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비가 내릴려면 내려라고 

말한다. 이는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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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 따르면 마음의 황무지는 탐욕의 황무지, 성냄의 황무지, 어리석음의 황무지를 

말한다. 그래서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가 사라졌을 때 어느 것 하나 집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집착으로 얻을 수 있는 작은행복 보다 집착을 여읜 큰행복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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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생3기에서 해야 할 일 

  

  

  

질리지 않는 강좌 

  

초기경전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빠알리니까야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말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와서 보라 (ehipassika, 에히빳시까)”고 하였다. 스승의 움켜진 주먹처럼 비밀스런 

가르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것은 현세적인 가르침이고, 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 TV 에서도 그런 질리지 않는 강좌를 

보았다.  

  

모바일로 불교 TV 를 보고 있다. 주로 법문이나 강좌에 대한 것이다. 법문의 경우 100% 

스님이 진행 하고 있고, 강좌의 경우 비스님인 경우가 반 정도 된다. 특히 법문의 경우 

대승불교의 대승경전과 선불교의 선어록이 주류이이서 현실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법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문과 강좌를 두 번 이상 보는 경우는 드믈다. 그런데 이런 법문이 불교 TV 프로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99.9%가 재가불자인 현실에서 재가불자를 위한 법문이나 강좌는 매우 드믈다. 

그런 중에 눈의 띄는 강좌가 있다. 김송호박사가 진행하는 노후 강좌이다. ‘21세기 

행복한 노후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초 방영 된 프로그램이다.  

  

  

 
  

김송호박사의 노후 특강(불교 TV) 

  

  

  

모두 24회에 걸쳐 방송된 이 프로를 두 번째 보고 있다. 이는 그만큼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강좌를 보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의미가 있어서 다시 되새기는 의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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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네 단계로 나누면 

  

인생 백세시대이다. 김송호 박사는 이를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25세, 50세, 75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 4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령 0~25 26~50 51~75 76~100 

구분 배움 일(직장) ? 마무리 

  

  

25년 주기로 하였을 때, 1단계의 경우 배움의 단계이고, 2단계는 일하는 단계로서 주로 

직장에 다닐 때이다. 4단계는 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있어서 마무리 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애매한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인 51-75세에 이르는 

25년간이라 한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주어진 인생 3기  

  

2단계 시절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는 시기이다. 크고 안정된 직장의 경우 정년이 

보장 되는데 58세 정도이다. 직급에 따라 더 늘어 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삼십년 전에는 65세에서 70세 정도 되면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은퇴하여 불과 5년 내지 10년 정도 살다 저 세상으로 가는 것으로 

가정하여 은퇴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가정은 3단계가 없는 것이다. 일만 하다 은퇴하여 조금 살다가 곧바로 4단계인 

마무리 시대로 곧장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삼십년 전에는 은퇴후, 노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이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 따라 3단계(51~75세)가 새롭게 생겨 난 것이다.  

  

인생3기는  정년이 보장 되는 경우 60에서부터 시작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년이 

보장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 하다. 그래서 ‘사오정’이라는 말이 생겨 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이유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생 3기가 새로 형성된 

것이다. 이를 김송호 박사는 ‘덤’이라 하였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주어진 삶으로서 

덤으로 사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인생3기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 

  

인생3기의 경우 일하는 시기라 볼 수 있는 2기의 25년과 같고, 또 마무리 하는 시기인 

4기의 25년과 같다. 25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 시기를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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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돈이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해서 이 시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대부분 노후대책으로 돈을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착같이 벌어서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생3기가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정년과 함께 노후 대책으로 마련해 놓은 돈으로 5년 내지 10년 살다 

저 세상으로 가면 그만 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기대수명도 길어 졌을 뿐만 아니라 정년이 보장 되지 

않는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삼십년 전의 프로그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인생3기는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고정수입을 기대할 수 도 없다. 그렇다고 벌어 놓은 

돈도 많지 않다. 설령 노후대책으로 벌어 놓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과 다르게 인생 

4기가 있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2기(25~50세)에 벌어 놓은 돈으로 인생3기와 인생4기의 50년 동안 그 돈을  빼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옛날의 2기와 4기 방식대로 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3기를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라는 

것이다. 

  

음양오행으로 본 인생 4단계 

  

이 인생3기에 대하여 김송호 박사는 앞서 덤의 시기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중에 

다시 규정하였다. 덤의 시기가 아니라 ‘행복의 시기’라는 것이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다. 

  

인생3기에 대하여 행복의 시기라고 재설정한 김송호 박사는 인생4주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절과 음양오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음양오행으로 본 인생 4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령 0~25 26~50 51~75 76~100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행 木 火 金 水 

음양 양 양 음 음 

  

  

봄을 나무기운이라 볼 수 있고, 여름을 불의 기운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을 생(生)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불의 기운은 쇠붙이로 표현된 금의 

기운의 가을과 상극이라 한다. 불은 쇠붙이를 녹여 버리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단절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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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쇠붙이에서 물의 기운으로 표현된 겨울은 또 생(生)이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봄(木) 과 여름(火)은 양이고, 가을(金) 과 겨울(水)은 음이다.  

  

또  양에서 음으로 넘어 가는 시기가 인생3기이다. 이 시기는 또 불의 기운에서 

쇠붙이의 기운으로 넘어 가는 시기로서 인생2기와 상극이다. 이렇게 상극인 두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흙(土)의 기운을 밝고 가라는 것이다. 바로 가면 상극이지만 흙을 

토대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 한다. 인생이 부드럽게 돌아 갈 것이라 한다. 그런 

흙(土)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흙은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고 한다. 목, 화, 금, 수로 표현된 계절에 속해 있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품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절기’와 같은 것이라 한다. 인생으로 말한다면 갱년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절기나 갱년기는 몸이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2기에서 

3기로 이행과정 역시 흙의 기운을 밝고 가는 것으로 본다.   

  

바라문의 인생4주기와 비교해 보면 

  

김성호박사가 제시한 인생 4단계를 보면 고대 인도에서의 바라문 생활을 떠 올리게 

한다.  

  

고대 인도에서 바라문은 네 가지 주기를 가지고 생활 하였다. 범행기(梵行期), 

가주기(家住期), 임서기(林棲期) 그리고 유행기(遊行期)를 말한다. 이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유행기에 해당되는 것이 부처님 당시 비바라문적 사상을 가진 사문들이 선택한 

수행생활의 형태 이었다.  

  

바라문들의 인생 4주기와 김성호 박사가 제시한 인생 4단계와 비교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바라문 인생4기 김성호박사 인생4단계 

1 학생의 시기(梵行期) 

'베다' 수학의 시기 

배움의 시기 

0~25세 

2 가주기(家住期) 

집에서 세속의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행하는 시기 

일(직장)하는 시기 

26~50세 

3 임서기(林棲期) 

가정생활을 버리고 고행 또는 사색에 

전념하는 시기 

행복의 시기 

51~75세 

4 유행기(遊行期) 

이들 세 시기를 통해 인생의 필요한 

수행과 의무를 다했을 때 그들은 

마무리 하는 시기 

76~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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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깍고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와 물통을 차고 목에는 

두타(頭陀) 주머니를 걸고 몸을 

운수(雲水)에 맡기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생활로 

들어가는 시기 

  

  

표를 보면 바라문의 경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유행기에서 오늘날 사문들과 같은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을 이루어 자신의 할 바를 다 한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 

수행자로 살아 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대 인도에서 재가자 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비바라문적 사문의 출현에 따라 가정을 이루지 않고 곧바로 바라문 4기에 해당되는 

유행기로 들어 가게 된다.  

  

김송호박사가 주장하는 인생 4단계는 재가자를 위한 것이다. 4단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간이 바라문의 임서기에 해당되는 행복의 시기(51-75세)이다. 이는 브라만에 

있어서 가정생활을 버리고 고행 또는 사색에 전념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나누고 봉사하는 시기 

  

인생3기는 계절로 따지면 가을에 해당되어 수확하는 시기라 한다. 2기에서 벌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3기에서는 내 놓는 시기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 놓아 하는가.  

  

대부분 돈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 놓을 만한 것은 많다고 한다. 이제까지 

축적되었던 지식이나 경험 등을 내놓는 것이다. 반드시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를 ‘나눔’ 또는 ‘봉사’라 말 할 수 있다. 내려 놓고, 비우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이 인생 3기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흙(土)의 의미라 한다. 

그렇다면 인생3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왜 사세요?”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일과가 시작 된다. 일이 있는 자는 직장으로 달려 

가고, 일이 없는 자는 일거리를 찾아 헤메인다. 그런 삶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왜 

사는 것일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왜 사세요?”라고 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 “자식 때문에 

살지” 라는 등의 대답이 대부분이라 한다. 심지어 “죽지 못해 살지”라고 답하는 경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사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행복하기 위하여 살지요”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 한다. 이는 당연한 말이라 한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226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그렇다면 지금 행복한 상태라고 물어 보면 무어라 답할까. 대부분 머뭇거릴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돈’에 있다고 

본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 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한다.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 놓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많이 소유하려 한다. 

소형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중형차를 타면 행복해 질 것 같도, 지금 평수 보다 더 넒은 

평수로 이사 가면 역시 행복해 질 것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때 뿐이다. 또 다시 더 

큰 차를 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더 넓은 평수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 

  

행복지수 공식 

  

김송호박사는 불교 tv강의에서 ‘행복지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행복지수는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이다. 식으로 표시 한다면 ‘행복지수=가진 것/원하는 것’ 이렇게 될 

것이다.  

  

행복지수 공식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자인 ‘가진 것’을 

높이는 것과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인 분모를 낮추는 방법이다.  

  

아흔 아홉을 가진 사람이 

  

먼저 전자의 경우,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 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보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소유에 비례하여 욕구가 높아 지는 것이 보통이다. 아흔 아홉을 가진 사람이 백을 

채우기 위하여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듯이,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높아 질수록 

원하는 것 또한 높아 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를 행복지수 공식에 대입해 보면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소유한 그 순간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꼈지만 그 때 뿐이라는 것이다.  

  

욕구를 낮추는 삶을 

  

후자의 경우, 원하는 것을 낮추었을 때 행복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분자가 어느 

것이 되었든지 상관 없다. 분자를 고정시키고 분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소유에 대한 욕구를 

낮추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3기에 있어서 행복추구는 바로 욕구를 낮추는 것이라 한다. 인생3기는 

인생2기와 달리 소유를 높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이룩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욕구를 낮추는 삶을 살아 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3기 뿐만 아니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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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에 있어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 최상의 

행복은 어떤 것일까? 

  

사대필수품 

  

행복지수 공식 ‘행복지수=가진 것/원하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낮추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였다. 그런 행복은 가진 것이 무엇이 되든지 상관 없다. 가진 것이 

하나이거나 열이거나 간에 그것을 고정시켜 놓고 원하는 것 즉 욕구만 낮추면 

행복지수는 무조건 올라 가게 되어 있다. 그런 예를 수행자에게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행자는 ‘무소유’를 추구한다. 특히 불교 수행자가 그렇다. 무소유이어야 

청정할 수 있고, 이는 해탈과 열반의 실현의 기본이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무소유가 될 수 없다.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은 공급해 

주어야 하고, 추위를 피할 옷이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플 때 

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사대 필수품’이라 한다.  

  

이런 사대 필수품은 재가로부터 보시 받아 소유 하기 때문에 사대필수품에 한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출가수행자의 가진 모든 것이다. 이 가진 것을 분자로 

하여 원하는 욕구를 최소화 시켜 나가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없네. 텅 빈 창고 앞에서 

열렬히 춤추는 쥐들이 없으니 오 바라문이여, 나는 행복하네. 

  

 (바후디뚜경-Bahudhītusuttaṃ-많은 딸들의 경, 상윳따니까야 S7:10(1.10), 

전재성님역) 

  

  

부처님과 바라문과의 대화이다. 부처님 당시 지배계층인 바라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근심과 걱정이 생긴 것이다. 누가 가져 가지나 

않을까, 쌓아 놓은 곡식을 쥐가 뜯어 먹을까 하는 걱정 등이다. 이는 소유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소유하지 않는 부처님은 가진 것이 없으니 행복하다고 

하였다. 

  

버려 지는 것과 얻어 지는 것 

  



228 

 

사대필수품 외 원하는 것, 즉 욕구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렇다면 

수행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읨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번째 선정에 

든다.” 

  

(자나빈냐경- Jhānābhiññāsutta-선정과 곧바른 앎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9(1-

9),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선정삼매에 들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선정삼매에 들면 일반적으로 다섯가지 장애가 버려 진다고 한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kāmarāga), 분노(byāpāda), 해태와혼침(thīnamiddha), 

흥분과회한(uddhaccakukkucca), 회의적 의심(vicikicchā) 이렇게 다섯가지를 말한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 이런 장애는 버려지고 그 대신 얻어지는 것이 있다. 희열 (pīti)과 

행복(sukha)이다. 따라서 선정수행을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지수=∞ 

  

이와 같이 소유 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수행을 통하여 희열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는 소유로 인한 행복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한 행복, 

진정한 행복, 궁극적 행복은 어떤 것일까. 행복경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Tapo ca brahmacariyañca   따뽀 짜 브라흐마짜리얀짜 

ariyasaccānadassanaṃ,   아리야삿짜나닷사낭 

Nibbānasacchikiriyā ca   닙바나삿치끼리야 짜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망갈라경-Maṃgalasuttaṃ- 행복경-위대한 축복의 경, 숫타니파타 Sn 2.4, 전재성님역)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이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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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여겼던 것이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것임을 알면 집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현상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무아임을 알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대표 되는 번뇌를 뿌리 뽑았을 때 다시 태어남이 없는 열반을 실현 할 것이라 한다.  

  

이런 행복은 분자가 무엇이든 간에 분모인 욕구가 제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무한대 즉, “행복지수=∞”가 되어 진정한 행복, 최상의 행복을 실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00세 수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대선은 세대간의 대결양상이 될 것이라 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야권성향이 강하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여권성향이라 하는데, 점차 심화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세대별 인구의 변동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십대를 기준으로 이삼십대는 줄어 

들고 오륙십대는 늘어난 초유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한다. 이와 같은 항아리형 인구 구성은 심각한 노후문제를 야기한다.  

  

100세 수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노년의 인구 비중이 늘어 날 경우 노년의 삶의 질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50세부터 시작 되는 인생 3기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50년간 빼 

먹을 돈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노후준비를 철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일이십년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50년 가까이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드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노후 보장제도가 있지만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다 

2.5배가 더 받는 공무원연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마당에 

50년 동안 연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면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면으로 본다면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인생3기에서 해야 될 일 

  

김성호박사의 불교 TV강의는 행복한 노후에 대한 것이다. 25편에 달하는 강의에서 

강조한 것은 노후 특히 인생 3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노후 

공동체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는데, 이를 ‘행복한 시니어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별적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 함께 생활하며 

노후를 보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기금등의 고갈에 따른 황혼고독과 

고독사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험단계에 불과하지만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공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생3기를 행복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대신 욕구를 최소화 시켜 행복지수를 

올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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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 동안 벌어 놓은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보시하고, 돈이 없으면 그 동안 경험과 

지식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렇게 소욕지족의 생활과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 

인생3기에서 해야 될 일이라 한다.  

  

  

  

  

2012-12-10 

진흙속의연꽃 

 

 

 

 

 

 

 

 

 

 

 

 

 

 

 

 

 

 

 

 

 

 

 

 

 

 

 

 

 

 

 

 

 

 

 

 



231 

 

26. 팔정도를 형상화한 법륜 

  

  

  

크리스마스 점등탑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을 발견하였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가운데에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탑이 점등되었기 때문이다. 성탄이라고 쓰여진 큰 글씨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문구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그리고 점등탑의 꼭대기에는 하얀 빛깔의 십자가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발하고 있다. 

  

  

  

 
  

  

2012년 크리스마스점등탑(안양 비산사거리) 

  

  

  

부처님오신날 점등탑 

  

같은 장소에서 지난 봄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탑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점등탑과 비교하면 소박하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인다. 네모난 사각 기둥에다 단지 

연등을 매달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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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탑(안양 비산사거리) 

  

  

종교의 상징물 

  

두 개의 탑을 보면 여러모로 비교된다. 크리스마스탑은 지역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되어 있고, 부처님오신날 탑은 지역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되어 있다.  

  

크리스마스탑의 경우 컬러풀한 조명과 함께 갖가지 형태로 깜박임을 보여 즌다. 빠른 

속도로 점멸하는가 하면 마치 파도 타기 하는 모양도 보여준다. 프로그램대로 되어 

점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조명은 화려 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 

탑을 보면 단지 연등에 전구를 넣어 불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의 상징물이다. 크리스마스 점등탑의 경우 중앙에 

십자가를 유난히 강조한 것임에 반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탑의 경우 탑 위에 아무것도 

없다. 불교를 상징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일까 아니면 있으면서도 하지 못한 것일까. 

  

조계종의 삼보륜 

  

불교를 상징하는 심볼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만(卍)’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교의 상징이다. 그러나 만자를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를 ‘삼보륜’이라 한다. 삼보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삼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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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륜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상징으로, 삼보의 신앙과 

선교양종의 조계종의 이념을 담았으며, 사부대중의 화합 그리고 신앙과 포교를 통한 

불국토를 의미합니다. 

  

(삼보륜, 조계종 홈페이지) 

   

 
  

  

조계종 삼보륜 로고 

  

  

  

삼보륜 로고가 조계종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한다. 색깔은 금색으로서 순금의 변화지 

않은 성질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가운데 점 세 개는 불법승 삼보를 표현한 것이라 

한다. 왜 이와 같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일까. 아마도 만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 

본다.  

  

만자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불교에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만자는 점집이나 무속인들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인지 아닌지 구별이 모호 하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어느 

목사는 절을 ‘큰 집’이라 하고, 무속하는 곳을 ‘작은 집’이라고 폄하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만자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다 보니 차별화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계종 

로고를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일까 요즘 조계종의 사찰 지붕에는 만자 가 아닌 

삼보륜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 

  

스와스티카(Swastika)는? 

  

불교를 나타내는 수 많은 상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만자이다. 그러나 만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불교를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인 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았기 때문이다. 

  

  

스와스티카는 인디아로부터 유래 된 것으로 행운의 심볼로 잘 알려져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또한 서양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나치가 그들의 메인 심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스와스티카는 잘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 한다. 

불교도들의 전통에 따르면 스와스티카는 부처님의 발이나 발자국이 형상화 된 것이라 

한다.그리고 종종 글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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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불교에서는 옷의 장식에 사용되고 있다. 불교가 널리 퍼짐에 따라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교의 상징으로 사용 되었고 오랫동안 가장 인기 있는 상징이었다.  

  

(GENERAL BUDDHIST SYMBOLS , THE SWASTIKA) 

  

  

설명에 따르면, 만자는 스와스티카(Swastika)라 불리우는데, 나치에서도 사용하던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불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  

  

만자 문양의 경우 현재 인도에서 힌두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장부나 

문지방, 문을 열 때 그리고 공양할 때 표식으로서 사용된다고 한다. 이 경우 오른 쪽 

방향으로 도는 스와스티카라 한다. 왼쪽으로 도는 경우 칼리(Kali)와 마술(magic)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이나교에서도 만자를 사용한다고 한다. 설명에 따르면 그들의 일곱번째 

티르탕카라(Tirthankara) 엠블렘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티르탕카라는 다음과 같다.  

  

  

 
  

자이나교 티르탕카라(Tirthankara) 엠블렘, 위키백과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만자 심볼이 불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 해 

보인다. 서양에서도 부정적이미지가 강하고 또 인도에서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상징으로서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한 불교상징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불교관련 사이트 viewonbuddhism 에 따르면 다양한 불교에 

대한 상징을 볼 수 있다. 만자(스와스티카)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상징이 있는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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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Spoked Wheel(법륜) 

Bodhi Tree(보리수) 

Buddha's Footprints(부처님 발자국) 

Empty Throne(빈왕좌) 

Begging Bowl(바루) 

  

  

이렇게 다섯가지이다. 이 외에도 사자 Lion(사자), Buddha's eyes(부처의 눈),  

Deer(사슴), Stupas(수투파), Lotus(연꽃) 등이 있다. 

  

이 중 실질적으로 가장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보리수와 법륜일 것이다. 먼저 보리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리수는 신앙의 대상 

  

보리수는 영어로 보디트리(bodhi tree)또는 보트리(bo tree) 라 한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 한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uruvelāyaṃ viharati najjā nerañjarāya tīre 

ajapālanigrodhamūle paṭhamābhisambuddho.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우루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아자빨라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브리흐마야짜나경-Brahmāyācanasutta-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6:1(1-

1), 전재성님역) 

  

  

보리수 이름이 아자빨라(ajapāla)나무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보리수는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다. 특히 부처님 당시의 보리수를 볼 수 있는 스리랑카에서 

그렇다. 스리랑카의 성지를 순례한 아깍까소(Akakkaso) 비구가 웨삭행사를 보고 남긴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스투파와 보리수(사실상 모든 사원에 하얀 스투파와 보리수가 

있다)에 꽃 공양을 하거나 작은 오일그릇에 불이 켜진 그릇을 들고 보리수 주위를 

돌기도 하였다. 

  

(악깍까소(Akakkaso)비구, the Vesak ceremonies o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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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깍까소(Akakkaso)비구 의 포토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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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깍까소 비구의 글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경우 보리수 신앙이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사원이든지 보리수가 심어져 있어서, 보리수 앞에서 꽃공양을 한다고 한다. 또 

기름불이 켜진 등을 들고 보리수 주위를 돈다고 한다.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보리수 자체가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보리수 나무 뿐만 아니라 보리수 잎자체가 또한 불교의 상징처럼 되었다. 

   

  

  

  

  

  

보리수 잎 (bodhi tree leaf) 

  

  

  

팔정도를 형상화 한 법륜(Dhamma-cakka) 

  

불교를 상징하는 것 중에 법륜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여덟 개의 바퀴살을 가진 

바퀴모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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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Dhamma-cakka, Dhamma-wheel) 

  

  

  

여러 불교 상징 가운데 가장 불교적이라 볼 수 있는 법륜은 팔정도를 형상화 한 것이다. 

여덟 개의 바퀴살이 팔정도의 여덟가지 실천덕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바퀴심볼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 되었는데, 아소카 왕의 석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담마짝까(법륜)심볼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브라흐마(범천, 하느님)의 청원에 따라 

  

viewonbuddhism.org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브라흐마 사함빠띠가 부처님에게 진리를 

설해 주기를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경전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싸함빠띠]  

“일찍이 오염된 자들이 생각해낸  

부정한 가르침이 일찍이 마가다 인들에게 퍼져있으니, 

불사(不死)의 문을 열어젖히소서! 

그들이 듣게 하소서! 청정한 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산꼭대기의 바위 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굽어보는 것처럼, 

현자여, 널리 보는 눈을 지닌 님이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르소서. 

슬픔을 여윈 님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생사에 고통받는 뭇삶을 보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거니소서. 

캐러밴의 지도자여, 허물없는 님이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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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흐마야짜나경-Brahmāyācanasutta-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6:1(1-

1), 전재성님역) 

  

  

이와 같은 브라흐마(범천, 하느님)의 청원에 따라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함께 고행하였던 다섯명의 수행자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였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자 그 중 꼰단냐에게서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법안이 열렸다. 이것이 최초로 법의 바퀴가 굴러 간 순간이다.  

  

앞으로만 굴러 가는 바퀴 

  

그런 법의 바퀴는 어떤 것일까. 초전법륜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굴린 법의 바퀴는 멈출 수 없는 것이라 한다. 한 번 구르면 계속 구를 수 밖에 

없고,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오로지 앞으로만 굴러 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법의 바퀴를 굴리는 부처님은 숫따니빠따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Rājāhamasmi sela    라자하마스미 셀라 

dhammarājā anuttaro,   담마라자 아눗따로 

Dhammena cakkaṃ vattemi  담메나 짝깡 왓떼미 

cakkaṃ appativattiyaṃ.  짝깡 압빠띠왓띠양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부처님 굴린 법의 바퀴는 절대로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런 법의 바퀴를 

굴린 부처님은 ‘법왕(dhammarājā, 담마라자)’으로 표현 되어 있다.  

  

법륜심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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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불교심볼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상징을 들라면 단연 

담마짝까(법륜)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심볼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륜심볼(Dharmacakra,  위키백과) 

  

  

  

그림을 보면 여덟개의 바퀴살은 팔정도를 의미한다. 가운데 3개의 회전표시는 

삼보(붓다, 담마, 상가)를 나타낸다. 또 바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축(hub)와 

바퀴살(spokes)과 테두리(rim)이다. 이는 축은 계율(계)을 의미하고, 바퀴살은 

지혜(혜)를, 테두리는 삼매(정)를 의미 한다.  

  

십자가 못지 않은 불교의 상징 

  

이와 같이 팔정도 법륜은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모두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불교적인 상징을 들라면 단연 법륜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의 

십자가 못지 않은 불교의 상징이다. 그래서일까 법륜이미지는 컴퓨터 유니코드(Unicode) 

에도 ‘☸(U+2638)’라는 심볼로 등록 되어 있다. 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조계사 경내에도 팔정도 법륜의 조각상이 있다. 그렇다면 불교의 상징으로서 당연히 

법륜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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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의 경내의 법륜조각품 

  

  

  

점등탑에  빛을 발할 그날이 오기를 

  

팔정도마크를 사용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팔정도법륜마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팔정도법륜심볼이 점등탑 

꼭대기에서 빛을 발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2-12-12 

진흙속의연꽃 

 

 

 

 

 

 

 

 

 

 

 

 

 



242 

 

27. 스승의 발아래 엎드려 

  

  

  

국민들의 반은 멘붕상태 

  

오늘도 하루가 시작 되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내일이 어제 같은 

날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일상에서 국민들의 반은 ‘멘붕’상태가 되었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젊은 층의 

실망감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세대별 대결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은 보수기득권세력에 패배했다.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의 나이 든 세대와 가진 것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 세대의 대결에서, 젊은세대가 패한 것이다. 그에 따라 또다시 깊은 

좌절을 안겨 주었다.  

  

국민통합 

  

기득권층의 승리로 막을 내린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남녀평등시대에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같다. 비록 

보수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여성대통령이지만, 여성이 대통령이 됨에 따라 일정부분 

국민통합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함으로서 흑인대통령시대가 계속 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미국국민들은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소수자라서 늘 차별만 받아 오던 

흑인이 대통령이 됨으로서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백인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은 의례 백인 중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식아닌 상식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미국이 흑백갈등이 심하다면 우리나라는 지역갈등이 심하다. 그런데 지난 1997년 

대선에서 최초로 호남출신 대통령이 당선 됨으로서 지역갈등이 일정부분 해소 되었다. 

마치 흑인처럼 차별받는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옴으로서 국민통합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다. 또 2002년 대선의 경우 고졸출신 대통령이 출현 함으로서 학력콤플렉스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의 경우 사기 등 

전과14범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지켜 보아야 했다. 

  

이번 2012년 대선의 경우 여성출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차별과 

학력콤플렉스의 해소에 이어 이제 성차별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여성도 남성과 

똑 같은 인간이고 똑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역사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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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남녀평등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유신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단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능력에 관계 없이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격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남측이나 북측이나 핏줄에 따라 최고 통치자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 같은 ‘국격’을 가진 나라일 것이다. 

  

전과14범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이다. 또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을 뽑아 주는 나라이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격이나 다름 없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나라를 통치 할 수 있을까. 

  

불교의 이상적인 군주상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이상적인 군주상을 가지고 있었다. 전륜왕이 그것이다. 전륜왕은 

빠알리어러 라자짜까와띠(rāja-Cakkavatti)라 한다. 

rāja(왕)+cakka(바퀴)+vatti(굴리는)의 합성어로 ‘바퀴를 굴리는 왕’이라 직역할수 

있다. 이를 중국에서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 옮겼고, 영어권에서는 Universal 

monarch 라고 한다. 고대 인도에서 이상적인 제왕상이다.  

  

불교에서는 우마리야 왕조의 아소까(Asoka, 기원전 265년경 ~ 기원전 238년)왕을 

전륜왕으로 칭하고 있다. 아소까는 무력을 포기 하고 담마에 정복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전륜왕이 되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륜왕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맛지마니까야 

‘셀라경(M92)’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쎌라] 

‘깨달은 분이란,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성전에는 서른두 가지의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전수되고 있다. 그들 모든 특징을 성취한 

위대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명밖에는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재가에 있다면, 전륜왕으로서 정의로운 법왕으로서 사방을 정복하여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고 일곱 가지 보물을 성취한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보물, 즉 

수레바퀴의 보물, 코끼리의 보물, 말의 보물, 구슬의 보물, 여자의 보물, 장자의 보물, 

일곱 번째로 대신의 보물이 생긴다. 또한 그에게는 용맹하고 영웅적이어서 적군을 

부수는 천 명 이상의 자녀가 생긴다. 그는 대륙을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으로서 정복한다.  

  

그러나 만약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덮개를 제거하는 

거룩한 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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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천 이백 오십명의 제자들과 함께 앙굿따라빠 지방을 유행하다가 바라문의 

지도자 셀라와 대화 하였다. 셀라는 삼백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세 가지 베다 

등에 통달한 바라문이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셀라는 먼저 삽십이상에 대하여 말한다. 자신들의 성전에 따르면 삼십이상은 

전륜성왕이나 깨달은 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삼십이상을 가진 

자가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라 한다.  

  

또 전륜성왕이 되면 일곱가지 보물이 생긴다고 한다. 윤보(輪寶), 상보(象寶), 

마보(馬寶), 보배보(寶貝寶), 여인보(女人寶), 장자보(長子寶), 주장신보(主藏臣寶)의 

칠보(七寶)를 말한다. 그래서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으로 사대주를 정복한다고 한다.  

  

32가지 신체적 특징 

  

이렇게 전륜왕과 부처가 될 자는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셀라가 

부처님을 보자 30가지의 특징을 눈으로 확인 하였다. 부처님이 출가하였으므로 32가지 

상만 갖추고 있으면 부처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성기의 특징과 혓바닥의 특징이다. 참고로 전륜왕이나 부처가 될 자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락카나경(D30)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발바닥이 편평하다.  

(2) 발바닥에 바퀴들이 있다. 

(3) 속눈썹이 길다. 

(4) 손가락이 길다. 

(5)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6)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막이 있다.  

(7) 발꿈치가 발의 가운데 있다.  

(8) 장딴지가 사슴 장딴지와 같다.  

(9) 꼿꼿이 서서 굽히지 않고도 두 손바닥으로 두 무릎을 만지고 문지를 수 있다.  

(10) 음경이 감추어진 것이 마치 말과 같다.  

(11) 몸이 황금색이어서 자마과 같다.  

(12) 살과 피부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는다.  

(13) 각각의 털구멍마다 하나의 털만 나있다.  

(14) 몸의 털이 위로 향해 있고 푸르고 검은 색이며 오른쪽으로 돌아 있다. 

(15) 몸이 넓고 곧다.  

(16) 몸의 일곱 군데가 풍만하다.  

(17) 윗몸이 커서 마치 사자와 같다.  

(18) 어깨가 잘 뭉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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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니그로다 나무처럼 몸 모양이 둥글게 균형이 잡혔는데, 신장과 두 팔을 벌린 

길이가 같다.  

(20) 등이 편평하고 곧다.  

(21) 섬세한 미각을 가졌다.  

(22) 턱이 사자와 같다.  

(23) 이가 40개다.  

(24) 이가 고르다.  

(25) 이가 성글지 않다.  

(26) 이가 아주 희다.  

(27) 혀가 아주 길다.  

(28) 범천의 목소리를 가져 가릉빈가 새 소리와 같다.  

(29) 눈동자가 검푸르다.  

(30) 속눈썹이 소와 같다.  

(31) 두 눈썹 사이에 털이 나서, 희고 가느다란 솜을 닮았다. 

(32) 정수리에 육계가 솟았다.  

  

  

감추어진 성기와 혓바닥 

  

이와 같이 32가지 특징 중에 셀라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성기의 특징(10)과 

혓바닥의 특징(27)이다. 이는 옷과 몸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부처님은 

어떻게 보여 주었을까. 경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바라문 쎌라가 세존의 감추어진 성기의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발휘했다. 또한 세존께서는 혓바닥을 내어 양쪽 귀의 구멍에 닿게 하고 양쪽 

콧구멍에 닿게 하고 앞이마를 혓바닥으로 덮었다. 

  

(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이렇게 보여 주자 셀라는 비로서 부처님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을 확인하고 

부처가 틀림 없음을 확신한다.  

  

  

  

“고따마여, 왕 중의 왕으로서, 인간의 제왕으로서 통치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게송으로서 알아 

보려고 한다. 경에 따르면 ‘깨달은 자들은 칭찬받을 때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한다. 

그래서 셀라는 다음과 같은 시로서 부처님을 찬탄한다. 

  

  

[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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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puṇṇakāyo suruci sujāto cārudassano 
Suvaṇṇavaṇṇosi bhagavā susukkadāṭhosi viriyavā 
  

당신은 몸이 완전하고 탁월하게 빛나며 

훌륭하게 태어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용모는 금빛으로 빛나며 치아는 아주 흽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정진력을 갖춘 분입니다. 

  

  

Narassa hi sujātassa ye bhavanti viyañjanā 

Sabbe te tava kāyasmiṃ mahāpurisalakkhaṇā. 
  

참으로 태생이 좋은 사람이 

갖추는 특징이 

모두 위대한 사람의 상호로서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 

  

  

Pasannanetto sumukho brahā uju patāpavā, 

Majjhe samaṇasaṅghassa ādiccova virocasi. 
  

맑은 눈, 잘생긴 얼굴 

훤칠하고 단정하고 위엄 있어 

수행자들 속에서도 

마치 태양처럼 빛납니다. 

  

  

Kalyāṇadassano bhikkhu kañcanasannibhattaco, 
Kinte samaṇabhāvena evaṃ uttamavaṇṇino 
 

 

보기에도 선한 수행승이 

황금빛 같은 피부와 

이렇듯 빼어난 용모를 지니셨는데 

수행자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Rājā arahasi bhavituṃ cakkavattī rathesabho, 

Cāturanto vijitāvī jambusaṇḍassa issaro 
  

전륜왕이 되시어 

전차 위의 정복자 

사방에 승리하는 

세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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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ttiyā bhogi rājāno anuyuttā6 bhavantu te, 

Rājābhirājā manujindo rajjaṃ kārehi gotama. 

  

왕족이나 지방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고따마여, 왕 중의 왕으로서, 

인간의 제왕으로서 통치하십시오.” 

  

(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이렇게 바라문 셀라는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을 찬탄한다. 신체적 특징으로 전륜왕이나 

부처의 조건을 갖우었기 때문이다. 먼저 셀라는 부처님에게 전륜왕이 될 것을 요청한다. 

신체적 특징으로 보아 재가에 있으면 전륜왕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수행자로 살아 가는 

것 보다 왕중의 왕이자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한다.  

  

위없는 가르침의 왕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한다. 

  

  

[세존] 

  

Rājāhamasmi selā'ti dhammarājā anuttaro, 

Dhammena cakkaṃ vattemi cakkaṃ appativattiyaṃ 

 

 

쎌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수레바퀴를. 

  

(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자신을 왕이라 하였다. 그런데 ‘담마라자(dhammarājā)’라 한다. 가르침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것도 ‘위없는(anuttaro)’ 가르침의 왕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라한이나 정득각자가 칭찬 받을 때 스스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담마의 왕으로서 부처님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바퀴라 한다. 부처님의 바퀴는 오로지 앞으로만 굴러 간다는 뜻이다.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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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처님이 자신이 부처임을 말로서 드러내자 셀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쎌라] 

  

Sambuddho paṭijānāsi dhammarājā anuttaro. 
Dhammena cakkaṃ vattemi iti hāsasi gotama.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선언하시니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라고 

고따마여,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Ko nu senāpati bhoto sāvako satthuranvayo, 

Ko te imaṃ anuvatteti dhammacakkaṃ pavattitaṃ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굴려진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누가 그대의 뒤를 이어 굴릴 것입니까?” 

  

(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셀라는 부처님이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라고 말함으로서 

부처임을 안다. 만일 가르침의 왕이라면 장군도 있고 제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장군(senāpati)은 누구냐고 묻는다.  

  

법의 사령관 사리뿟따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세존] 

Mayā pavattitaṃ cakkaṃ(selāti bhagavā) dhammacakkaṃ anuttaraṃ, 

Sāriputto anuvatteti anujāto tathāgataṃ. 

 

 

  

쎌라여, 내가 굴린 위없는 바퀴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싸리뿟따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여래의 계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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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사리뿟따(Sāriputta)가 장군이라고 말한다.  사리뿟따 존자가 법의 바퀴를 

굴릴 계승자라고 한다.  

  

초기경전에서 사리뿟따는 목갈라나와 함께 부처님의 수석 두 제자(상수제자)이다. 

그런데 사리뿟따를 칭하는 또 다른 말이 ‘법의 사령관’이다. 북방불교에서는 

사리뿟따를 사리불로 부르는데 ‘지혜제일’ 또는 ‘법왕자’로 호칭한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렇게 사라뿟따가 법의 계승자임을 선언하고 난 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신다. 

  

  

[세존] 

  

Abhiññeyyaṃ abhiññātaṃ bhāvetabbañca bhāvitaṃ, 

Pahātabbaṃ pahīnaṃ me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Vinayassu mayi kaṅkhaṃ adhimuccassu brāhmaṇa, 
Dullabhaṃ dassanaṃ hoti sambuddhānaṃ abhiṇhaso. 
 

 

바라문이여, 나에 대한 의혹을 없애고, 

나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분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Yesaṃ ve dullabho loke pātubhāvo abhiṇhaso, 
Sohaṃ brāhmaṇa sambuddho sallakatto anuttaro.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결코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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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문이여, 나는 올바로 깨달은 자. 

위없는 자, 화살을 뽑아버린 자입니다. 

  

  

Brahmabhūto atitulo mārasenappamaddano, 

Sabbāmitte10 vasī katvā modāmi akutobhayo. 

  

비길 데 없는 하느님으로서,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셨으며, 

모든 적을 항복시켰으므로 

어떠한 곳에서도 두여움 없이 기뻐합니다.” 

  

(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알아야할 것’과 ‘닦아야할 것’과 ‘버려야할 것’을 실현하여 

부처(Buddha)가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알아야할 것은 abhiññatā 를 말한다. 위대한 지성 또는 초월적 지식을 말한다. 

이를 초월지 또는 신통지라 한다. 닦아야할 것은 bhāvita 를 말한다. 멈춤과 관찰을 

통한 수행이다. 버려야할 것은 pahīna 로서,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갈애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야할 것과 닦아야할 것과 버려야할 것을 실현 하였을 때, 이를 붓다라 하였다. 

  

이와 같은 깨달은 자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이고 

화살을 뽑아 버린 자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일반적으로 탐욕의 화살, 성냄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 자만의 화살, 사견의 화살 이렇게 다섯 가지 화살을 말한다. 

  

더구나 부처님은 하느님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Brahmabhūta)은 범천의 

존재를 말하지만, 불교적 의미로는 최상의 존재, 성스런 존재, 청정한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하느님으로서 부처님은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수고 모든 적을 항복 시켰다고 

하였다. 여기서 모든 적은 오온으로서 무더기, 오염, 위작, 사신, 하늘아들, 악마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선언은 정각을 이루고 난 다음 최초로 만난 우빠까에게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 일체를 아는 자. 모든 상태에 오염되는 것이 없으니 일체를 

버리고 갈애를 부수어 해탈을 이루었네. 스스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M26)”라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스승의 발아래 엎드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 하시자 바라문 셀라는 더 이상 재가의 전륜왕이 되어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세속의 전륜왕은 고작 사대주를 평정하는 것에 그치지만 부처님은 오온, 

악마 등 모든 적을 모두 때려 부수었기 때문에 세속의 전륜왕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라문 셀라는 그 자리에서 부초님에게 귀의하고 출가하게 된다. 그를 

따르는 제자 삼백명도 역시 함께 부처님의 교단에 출가하게 된다.  



251 

 

  

귀의 한지 여드렛날이 되었을 때  셀라는 대중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한다. 

  

  

Bhikkhavo tisatā ime tiṭṭhanti pañjalīkatā, 
Pāde vīra pasārehi nāgā vandantu satthuno'ti. 

  

이들 삼백 명의 수행승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시여, 발을 뻗쳐 주십시요. 

용들이 스승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셀라경-Sela sutta, 맛지마니까야 M92, 전재성님역) 

  

  

바라문교를 믿다가 부처님의 제자로 개종한 셀라를 비롯한 삼백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는 장면이다. 게송에서 셀라와 삼백명의 비구들은 자신들을 용이라 

하였다. 용은 빠알리어로 나가(nāgā)라 한다.  

  

나가라 불리우는 용은 초기경전에서 그다지 좋은 뜻이 아닌 부정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마치 못된 용과 같았던 예전의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발아래 엎드려 예배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영웅이시여, 발을 뻗쳐 주십시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전륜성왕을 기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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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 대통령이 출현할 수는 없는 것일까. 수다원장관은 나올 수 없는 것일까.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담마에 의한 통치는 할 수 없는 것일까.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속적인 통치자의 원형으로 삼고 있는 전륜왕을 늘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전과 14범도 최고통치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구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서울시장에 됨으로서 서울시를 자신의 신에게 바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됨으로서 나라를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불교계는 또 한번 추악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주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하는가 하면, 조계종 종정스님은 

정치적 발언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지지하였다. 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주요 종단의 

직책을 맡은 스님들이 대거 지지선언을 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을 전륜성왕으로?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만화라고 하여 후보를 마치 선덕여왕에 비유한 책자를 사찰에 

대거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만화책자에서 

전륜성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또 책자에서는 “국부로 칭송받는 박정희 대통령에게서는 전륜성왕의 덕과 지혜, 용맹을 

배웠으며, 자비심이 많았던 육영수님에게서는 관세음보살의 온화함을 배웠다”고 

극찬했다. 

  

(“박근혜, 선덕여왕처럼 될 것” 신천지 이오 불교 불법 홍보책자 파문) 

  

  

인터넷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책자에 따르면 박정희대통령을 전륜성왕으로 보고 

있다. 또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보살로 비유되어 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온화한 

이미지의 수월관음 그림과 박후보 이미지를 위아래로 하여 매칭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계에서는 독재자(dictator)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박대통령에 대하여 

전륜성왕이라 하고, 독재자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후보에 대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부여 하고 있다.  

  

어리다고 깔보아서는 안될 네 가지 

  

우리나라에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남자만 대통령이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자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남녀평등의 시대가 실현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 대통령을 대하는 불교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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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사는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행적과 너무나 다른 것이다. 부처님 당시 꼬살라국에 

빠세나디왕이 있었다. 빠세나디왕과의 대화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대왕이여,  

어리거나 작다고 깔보거나 어리거나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될 네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존재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왕족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뱀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불은 작다고 깔보거나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수행승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이 네 가지 존재는 어리거나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다하라경-Daharasutta-젊은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1-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네 가지 깔보아서는 안될 것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있다. 이 중 네 번째인 

수행승에 대한 이야기는 계행을 지키는 수행승에 대한 이야기이다. 계행을 지켜 

청정하게 되었을 때 해탈하게 되면 ‘복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최고통치자의 관계 

  

이렇게 부처님이 빠세나디왕에게 설법하자 왕은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빠쎄나디]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눈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재가신자로서 저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다하라경-Daharasutta-젊은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1-1),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과 함께 가장 강했던 꼬살라국의 빠세나디왕이 부처님에게 귀의 

하는 장면이다. 재가신자로 받아주면 목숨바쳐 귀의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최고통치자의 관계이었다. 오늘날 부처님의 제자들과 정치권력자들과의 관계와 

비교 되는 대목이다. 

  

여성전륜성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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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세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된 것 같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스님들이 

앞다투어 여성후보자의 치마폭에 감싸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에서도 독재자라고 일컫는 박대통령에 대하여 전륜성왕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그의 딸에 대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부여 하였다. 그렇다면 여성대통령이 

탄생된 지금 선덕여왕을 넘어 여성전륜성왕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왕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었으니 선덕여왕의 모델 보다 정의로운 법왕으로 칭송되는 

전륜성왕처럼 담마(진리)에 의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란다. 

  

  

  

2012-12-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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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빚 없는 행복 

  

  

  

7080라이브카페 

  

7080라이브카페가 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추억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다. 마치 

추억을 먹고 사는 듯이 소품등이 온통 그 때 당시의 것으로 채워져 있고 노래 또한 그 

시절 유행하였던 음악이다. 그런 7080은 TV 에서도 볼 수 있고, 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런 7080도 엄밀히 말하면 칠공(70)과 팔공(80)으로 나누어진다. 

  

50대의 반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50대가 일을 냈다고 한다. 투표율이 무려 89.9%에 달하고 여당 

후보에 몰표를 몰아 주다시피 한 것이다. 참고로 이번 50대의 지지율은 여당이 

62.5%이고, 야당이 37.4%로서 여당에 몰표를 주었다. 그런 50대는 20대나 30대 보다 

인구수가 많아 40대 다음으로 두 번째라 한다.  

  

  

 
  

  

18대 대선 새대별지지율(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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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는 7080으로 따졌을 때 칠공(70)에 해당된다. 70년대에 20대를 보낸 것이다. 그 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로서 진보성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화 되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에게 몰표를 주다 시피 하였다. 왜 

50대는 반란을 일으킨것인가. 왜 50대는 진보개혁세력을 ‘배신’ 하였을까.  

  

집값 떨어질까봐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이겼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집’문제라고 한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보수정당에게 표를 주었다는 것이다. 만일 진보정당의 정권이 들어서면 부자감세가 

철회되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보수정당에게 

투표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보수당으로 정권이 승계된 이 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 값의 하락률이 멈추고 상승반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불교방송에서 김송호박사의 강의에 향후 아파트 값 추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김송호박사가 진행하는 행복한 노후특강에서 ‘제4회 노후행복 2단계(2) :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강의이다. 이 강의에서 김송호박사는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이라 한다. 이는 30%인 선진국과 매우 다른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렇게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을 묻어 둔 것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폭등에 따라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엄밀히 말하면 불로소득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의 부동산 폭등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가격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크게 4차로 

나눌 수 있다. 

  

1차 부동산 폭등시기: 1965-1969,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따른 땅값상승 

2차 부동산 폭등시기: 1975-1979, 중동 오일쇼크에 따른 유가인상 

3차 부동산 폭등시기: 1988-1990, 올림픽에 따른 개발열풍 

4차 부동산 폭등시기: 2001-2008, 일반시민과 서민들이 투기열풍을 주도 

5차 부동산 폭등시기: ? 

  

이렇게 네 차례의 폭등시기가 있었는데 주기가 10년내지 15년이다. 그렇다면 향후 5차 

폭등시기가 올 수 있을까? 김송호 박사에 따르면 그런 시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 한다. 

오히려 거품이 꺼지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 한다. 왜 그렇게 전망하는 것일까.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징은 거품이 잔뜩 끼여 있다고 한다. 언제터지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터지고 말 것이라 한다. 단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연착륙을 유도 하고 있지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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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한다. 따라서 부동산 5차 폭등은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 요인에 대하여 김송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인구요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1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4년부터 줄어들 

것이라 한다.  2010년 인구가 5,000만명이라면 40년 후 2050년이 되면 3,400만명으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가 줄어듬으로서 가구수가 줄어 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둘째, 주택보급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12년 118%라 한다. 

적정주택보급률이 120%이기 때문에 거의 다 보급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주택대출이다. 2001년 주택대출은 94조이었지만 4차 폭등시기를 거치면서 300조가 

되었다고 한다. 폭등시기에  대부분 은행대출을 하여 집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빚을 얻어 산 아파트가 계속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2억 

대출 받아 구입하였는데,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다면 은행에서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3억으로 떨어지면 대출한 2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원금을 기필코 회수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산사람들은 5억에서 

3억이 되더라도 빨리 팔려고 한다. 은행에서 2억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월급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파트 값의 거품은 얼마나 될까. 

  

거품은 어느 정도인가 

  

김송호박사의 강의에 따르면 “그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GDP 지수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인 나라가 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거품이 6배에 달하고, 일본은 3배에 달한다. 그런데 일본도 6배나 

된 적이 있었다. 그 때 당시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 다는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거품이 50%가 빠져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의 거품은 일본과 비교하면 50%가 거품이고, 미국과 비교하면 80%가 

거품이라 한다. 

  

 미국의 경우 몇 년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품을 터뜨려 버렸다고 

한다. 이는 일부사람들만 투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품을 

터뜨릴 수 없다고 한다. 만일 터뜨린다면 80%가 파산할 것이라 한다. 이는 4차 

부동산폭등기(2001-2008)에 일반시민과 서민들이 너도나도 빚을 내서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1차에서 3차까지의 폭등기의 경우 주로 기업들이 투자해서 문제가 없었으나, 4차 

폭등기의 경우 은행 대출을 받아 일반사람들이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빚갚을 여력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0%가량 투자하였다면 부동산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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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여도 그다지 충격이 덜하지만, 서민의 경우 자신의 전재산과 거기에다 빚을 내서 

투자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모두 파산하고 말 것이라 한다.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 

  

앞으로 부동산 폭등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인구감소, 주택보급률 등 여러 

요인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제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 

한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유에서 임대로 개념이 

바뀔 것이라 한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도 없어질 것이라 한다. 예전에는 

전세를 안고 집을 샀었으나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 대형에서 소형평수로 바뀌고, 신도시가 몰락할 것이라 한다. 

  

신도시의 몰락 

  

비관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신도시는 몰락할 것이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가 

좋은 예라 한다.  

  

신도시 몰락의 이유는 일본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 도쿄 

도심에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8억으로 떨어 졌다면, 도쿄 외곽의 신도시의 경우 

10억에서 80%가 빠진 2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셀러리맨이 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20년 전 10억짜리 집을 자신의 돈 2억을 넣고 구입하고 나머지 8억에 대하여 

대출받아서 구입하였다면, 20년 동안 8억에 대한 이자를 넣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10억짜리가 2억이 되었으니 다 까먹은 셈이 된 것이다. 

  

4차 부동산 폭등기에 빚을 내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가격이 오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하여 가격상승기대는 고사하고 이자내기도 벅차고, 팔려고 내 놓아도 팔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폭등기에 너도 나도 아파트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격이 한 없이 오르기를 

기대해서 일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불로소득을 바래서 일 것이다.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다. 또 잘 먹고 잘 살아 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불로소득을 바랄 경우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투기는 일정부분 탈법과 불법을 동반한다. 그런 투기는 

불로소득을 바라기 때문이다. 힘들여 일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이고, 심지어 남의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이다. 그런 불법과 탈법,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처님은 

무엇이라 말씀 하셨을까. 부처님은 촌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촌장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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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어떤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자는 정의롭지 못하며 폭력으로 재산을 구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며 폭력으로 재산을 구하여 자신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 못합니다. 

  

(라시야의 경-Rasiyasytta,상윳따니까야 S42:12(1-1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의 재산 형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며 폭력으로 재산을 구한다는 것은 요즘말로 하면 불법과 탈법 등의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려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기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공덕을 쌓을 

수도 없을 것이라 한다.  

  

부동산 폭등기에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어 보려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긴 

샀는데 상투를 잡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속이 까맣게 타 들어 갈 것이다. 월급에서 30%이상 이자를 내긴 하지만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드니 남 도와 주는 것은 생각도 못환다. 아무런 

선행공덕을 쌓을 수 없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공덕을 쌓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 가야 할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촌장이여,  

이 세상에 어떤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자는 정의롭게 비폭력으로 재산을 구합니다.  

정의롭게 비폭력으로 재산을 구하여 자신을 안락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즐기긴 하지만 그것에 탐착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아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위험을 보고 여읨을 압니다. 

  

(라시야의 경-Rasiyasytta,상윳따니까야 S42:12(1-12), 전재성님역) 

  

  

재산을 구하는 행위는 감각적 쾌락을 즐기기 위한 욕망으로 본다.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게 있어서 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자신을 안락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의롭게 비폭력적’으로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형성된 재산은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려만 하지 않는다. 남에게 도움을 줄 여유도 있는 것이다. 선행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팔뚝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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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살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보시공덕도 쌓으려면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어떻게 

벌어야 할까. 부처님은 재가자를 위하여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 하셨다.  

  

먼저 소유하는 행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 한다.” 

  

(아나나경-Aṇanasuttaṃ -빚 없음 경, 앙굿따라니까야-A4:62, 대림스님역) 

  

  

재산을 ‘법답게(dhammikehi)’ 모으라는 것이다. 불법이나 탈법 등으로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이를 ‘팔의 

힘으로(bāhābalaparicitehi)’라고 하였다.  

  

빠일어 ‘bāhābala ‘는 ‘power of the arm(臂力, 비력)’을 말한다. 팔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노동으로 번 돈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육체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자신의 팔의 힘으로, 팔뚝의 힘으로 벌어들인 

돈을 말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팔의 힘으로, 땀을 흘려서 노동으로 법답게 번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 

하였다. 이를 소유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빚 없는 행복 

  

다음으로 빚 없는 행복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나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빚 없는 행복이라 한다.” 

  

(아나나경-Aṇanasuttaṃ -빚 없음 경, 앙굿따라니까야-A4:62, 대림스님역) 

  

  

부처님은 적건 많건 간에 빚이 없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 하였다. 만일 빚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빚진 자들의 반란과 빚 없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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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굿따라니까야 이나경(Iṇasutta, 빚경, A6:45)에 따르면 재가자가 세상을 사는데 

있어서 괴로운 것은 ‘가난한 것’과 ‘빚 내는 것’이라 하였다. 가난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어 쾌락을 즐기면 어떠할까.  

  

술집에서 외상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갚아 주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 듯이 

괴로움을 야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 하듯이 불로소득을 바라보고 은행에서 거액의 빚을 내어 

투기대열에 동참하였을 때, 집값이 오르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 

이자 내는 것은 외상술값을 갚는 것 보다 더 억울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요즘 세태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수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부자감세가 철회 될까봐 두려워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에 대거 표를 몰아 준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 마치 부처님은 오늘날의 현실을 예견한 듯이 

보인다. 

  

  

“빚 없는 즐거움을 얻고 난 뒤에 

소유하는 행복을 기억할지라.” (A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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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락경목사의 ‘기통찬’이야기 

  

  

  

  

휴심정사이트에 임락경목사의 글이 실렸다. ‘기통찬 휴심정 송년모임’이라는 글이다. 

다종교인 우리나라에서 휴심정사이트에 글을 올린 다양한 종교인들의 송년모임인 

것이다. 사진을 보니 스님도 보인다. 그런데 상을 보니 놀랍게도 막걸리, 맥주, 

소주병이 그득하다. 

  

  

 
  

 사진 : 기통찬 휴심정 송년모임 

  

  

임락경목사의 글에서 

  

글을 쓴 임락경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종교인들 송년모임에 대한 글을 

올렸다. 목사의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올 모임은 지난해보다 참석자가 더 늘었다. 지난해는 글의 주제를 기싸움으로 정했었다. 

모인 이들 모두가 기가 넘치는 이들이었다. 꼭 기싸움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같았다. 

수신(修身)은 기본이고 제가(齊家)는 가정이 있는 이들은 잘하고 있고, 가정이 없는 

승려 귀신애비(神父)들은 일찍이 치국(治國)을 논하고 있었다. 

  

그 때 내가 쓴 ‘기싸움’ 글에 어떤 불심이 강하신 불자께서 댓글을 달았다. 임락경 

목사의 글은 휴심정에 싣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한동안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 

불자님이 내 글을 잘못 이해했다. 내 글을 다시 읽어 주시고 오해는 풀고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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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락경목사, 기통찬 휴심정 송년모임, 휴심정 2012-12-21) 

  

  

글에 따르면 지난해 모임에 대한 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지난해 ‘기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처음 모인 각종교 필진의 종교인들의 모임에서 마치 

자신의 종교의 기를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에서 어느 불자의 

댓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해 임락경목사의 기싸움에 대한 글을 읽고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두 편의 글을 

올렸다. 하나는 “종교전문기자의 힘과 종교명망가들 16인의 

송년모임(2011.12.12)”이고, 또 한편은 “임락경목사의 글 ‘기(氣)싸움’을 

읽고(2011.12.13)”라는 글이었다.  

  

첫번째 글에서는 임목사의 글만 믿고 글을 썼다. 그런데 이상했다. 임목사가 쓴 글을 

보면 참석한 종교인 중에 불교의 유명스님이 다수 있는 것이다.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도 있고, 조계종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도법스님’도 있고, 더구나 저 

먼 인도땅 다랄살라에 주석하는 ‘청전스님’도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필진들의 송년 모임에 일부로 이들 스님이 참석한 것일까? 그러나 사진을 보면 이들 

스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글에 따르면 술과 고기이야기가 나오고, 모두들 

막걸리잔을 채우고 건배하였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막걸리 두 상자를 

비웠다고 한다. 그런데 글을 쓴 임목사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술을 마지지 

않았다고 써 놓았다.  

  

막걸리 파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유명스님들이 술과 고기를 먹었다는 것일까? 만일 스님들이 

술을 마셨다면 계를 어기게 된 것이라 본다. 여러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임목사는 작년 

자신의 글에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신성한 모임에 불청객이 아닌 청객은 청객이었다. 그 모임에서 나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아닌 군학 일계(軍鶴一鷄)였다. 다 알고 있듯이 복장을 보나 

잘생긴 것 빼고는 학력도 경력도 없고 무식하고 예의 없기로 유명한 돌팔이, 촌놈, 

농사꾼이다. 자칭, 타칭 그렇다.  

 

 

모인 이들의 학력, 경력이 대략 이렇다.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하고, 단체를 설립했다. 기아·질병·문맹퇴치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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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화·통일·생태환경운동에 앞장서 실천하는 보살로서 2000년 만해상을, 

2002년에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2007년엔 민족화해상을 수상했다.  

  

*1990년대 불교 개혁운동을 시작, 2000년대 들어 지리산살리기운동을 하면서 5년간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을 꾸려 전국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녔다. 지리산 어느 

사찰에서부터 생명과 평화의 기운을 전국에 보냈고, 지금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며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 광주 대건신학대에 다니다 송광사 방장 구산스님을 만나 

출가했다. 22년 전 인도로 떠나 히말라야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매년 여름 히말라야 최고 오지인 라다크를 찾아 고립된 티베트 스님들과 오지 

주민들에게 약과 생필품을 보시하고 있다. 어느 산악인보다 히말라야를 많이 누빈 

히말라야 도인. 

  

*해인사로 출가했다. 오랫동안 한문 경전 및 선사들의 어록을 번역과 해설 작업,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고전의 현대화에 일조했다. 또 대중적인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임락경목사, 기싸움, 휴심정 2011-12-11) 

  

  

작년 이맘 때 임락경 목사가 작성한 글이다. 임목사는 “모인 이들의 학력, 경력이 대략 

이렇다.”며 필진을 소개 하였다. 그 중 불교계 인사에 대한 것을 올려 놓은 것이다. 

법륜스님, 도법스님, 청전스님, 원철스님에 대한 이력에 대한 것이다.  

  

이 문구를 보고 글을 썼다. 물론 소개 말미에 “도착하고 보니 아주 이름 있는 분 3-4명 

빠지고 다 모였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모인 이들의 학력, 경력이 대략 

이렇다.”라는 문구로 보아 이들 스님들이 ‘막걸리파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D 법우님이 댓글을 올리고 

  

이렇게 소감문을 블로그에 올리고 나자 평소 댓글을 자주 달아 주시는 D 법우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휴심정에 올렸다.  

  

  

실제 16명의 모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 법륜 도법 청전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승복 입은 스님 중에 없는 것을 보면 임목사님이 뭘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자인 조현기자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소재로 스님들이 계율을 어겼다고 비난성 글을 썼기에 꼭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12일 7:37 PM (unmunsan2) 

  

  



265 

 

임락경 목사의 글에 따르면 네 분스님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심정 운영자에게 확인해 달라는 댓글이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의 확인 

  

이에 대하여 휴심정을 운영하는 한겨레신문의 조현 종교전문기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다. 

  

  

예 그 분들은 송년회 참석하지않았습니다. 송년회엔 휴심정 필자들 뿐 아니라, 

휴심정에서 인터치-인간변화포럼을 매달 한차례씩 진행하는 환희당포럼 멤버인 

종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서로 아시는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서로 처음 

뵈었을겁니다. 위 글을 쓰신 임목사님께서 참석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프로필들에 

적힌 소개글을 딴듯합니다. 

  

(조현기자, 휴심정 사이트 운영자) 

  

  

조현기자에 따르면 네 분의 스님은 막걸리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필진의 프로필을 글에 소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로 본다는 것이다.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임락경목사에 대한 글의 전말이다. 그래서 글을 통하여 임락경 

목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체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이 

때 또 임락경 목사의 종교인필진 송년회 글을 두 번째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작년 글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그 불자님이 내 글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써 놓았다.  

  

물론 잘못 이해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의 글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네 분의 

스님이 막걸리파티에 참석하여 계를 어긴 것으로 비추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임목사의 글 중에 “모인 이들의 학력, 경력이 대략 이렇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번째 글을 썼고, 두번째 글은 댓글공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임목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목사는 올해의 글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말하며 정확히 해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네 분 스님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런 말을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일까. 

  

임락경목사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보면 

  

휴심정 종교필진들의 올해 송년회 파티에 대한 임락경 목사의 글에서 불교에 대한 글을 

보았다. 두 가지인데 먼저 선불교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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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전쟁은 불교에서는 없다. 불경에 있는 가르침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 : 불교 

외에 다른 경전도 있고 좋은 책도 있다. 불입문자(不立文字) : 불경 외에도 다른 문자도 

있다. 직지인심(直指人心) : 교리를 캐거나 모든 계행을 닦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지도해 불과를 얻을 수 있음. 견성성불(見性成佛) : 진리만 바로 보면 성불할 수도 

있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불경이 아니고 아무 경전이라도,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도 진리는 있고 진리만 바로 찾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임락경목사, 기통찬 휴심정 송년모임, 휴심정 2012-12-21) 

  

  

임락경목사는 글에서 종교화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종교인 우리나라에서 

종교전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각 종교의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 불교에 대한 것이다.  

  

교외별전, 직지인심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 

  

임목사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세가지는 불교이긴 하지만 중국불교화된 선불교에 대한 것이다.  

  

선불교는 대승불교와도 다른 또 다른 불교를 말한다. 중국조사에서 시작 되었다고 하여 

조교(祖敎)라고도 한다. ‘조사불교’라는 뜻이다. 따라서 선불교에 대하여 불교라고 

말한다거나 선어록을 불경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한 말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실재 하였던 부처님의 원음이라 불리우는 방대한 빠알리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 되어 나온 요즘 선불교가 불교를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목사는 선불교의 세 가지 종지에 대한 나름대로 견해를 밝힌다.  

  

임목사는 교외별전에 대해서는 “불교 외에 다른 경전도 있고 좋은 책도 있다”라는 

식으로 견해를 밝힌다. 다른 경전이란 바이블, 코란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경전을 지칭하는 것이 교외별전이라 한다. 그리고 직지인심에 대하여 “불경 

외에도 다른 문자도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임목사 자신만의 생각이다. 교외별전, 직지인심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다. 선불교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언설로 진리를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가 

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불립문자, 직지인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임목사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모임 

  

다음으로 임목사는 견성성불에 대하여 나름대로 매우 독특한 견해를 내 놓고 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도 진리는 있고 진리만 바로 찾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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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에 따르면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내 안의 불성을 본다’는 뜻이다. 우리가 

원래 부처이었기 때문에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부처의 성품을 보면 성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견성성불이라 한다. 그런데 임목사는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으로 

견성성불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늘 주장하듯이 산을 오르는데 있어서 

여러갈레의 길이 있다든가, 산의 정상이 하나이듯이 진리를 하나라는 말이다. 이런 

다원주의는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존재의 근원 내지 궁극적 실재를 가정한 것이다.  

  

길희성교수에 따르면 자신의 글에서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도(道), 천(天), 태극, 

공(空), 브라흐만 혹은 아트만, 무(無), 일자(一者), 절대자, 무한자, 절대 정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 세계의 건축가 혹은 설계자, 창조주 

같은 개념들이다. (신의 암호, 신이라는 암호)”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아마도 모인 각 

종교필진들이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견성성불을 해석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르면 궁극적 실재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은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연기법에 따르면 

‘절대유’나 ‘절대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조건에 따라 소멸하기 때문에 궁극적 실재를 가정하는 것은 허구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단멸론적 허무주의가 허구임을 밝혔고, 또 

일어난 법이 사라지는 것들 봄으로서 영원주의 역시 허구임을 밝혔다. 이렇게 부처님은 

연기법에 따라 중도를 설함으로서 허무주의와 영원주의를 논파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허무주의를 

부수었고,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는 영원주의를 타파함으로써 뭇삶들을 ‘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데 임목사는 선불교의 세 가지 요체를 불교의 진리인 것 처럼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적 해석을 가하여 한국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전쟁 없는 것이 비빔밥문화때문이라고? 

  

다음으로 임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종교전쟁이 없는 것은 비빔밥문화 때문인 것으로 안다. 각 종교마다 기맥힌 

종교지도자들이 있고 기통찬 종교지도자들이 있다. 기맥히면 죽고 기통차야 산다. 

이렇게 각 종교마다 기통찬 이들이 있어 싸우지 않고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기통찬 이들이 모여 있어 활기찬 송년의 저녁이 되었다.  

  

(임락경목사, 기통찬 휴심정 송년모임, 휴심정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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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사는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비빔밥문화’ 때문이라 한다. 

기막힌 종교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이 비빔밥처럼 비벼져 

있기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비벼져 있지 않다면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서세동점 시절에 

  

비빔밥의 비유를 들어 종교전쟁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유일신교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호전적이었고, 불교는 평화적이었다. 유일신교가 

전쟁을 걸어 오더라도 불교에서는 이를 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전도사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말시상식 때  

‘하나님 운운’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경기장에서 공인이라 볼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전국민이 시청하는 tv 앞에서 ‘기도세레모니’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지나쳐 땅밝기까지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세동점 시절 ‘한손에는 코란, 또 한손에는 칼’ 식으로 ‘피의 

선교’를 한 바 있다. 이처럼 유일신교가 가는 곳에 늘 갈등과 긴장이 있었고 ‘피의 

역사’가 있었다.  

  

때리면 맞는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살인을 넘어 ‘살생’까지 금지하는 평화의 종교이다. 그래서 단 

한번도 무력으로 종교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포교를 

하였을까. 초기경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세존] 

 “뿐나여,  

그러나 만약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그대에게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으면 뿐나여,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뿐나]  

“세존이시여,  

만약에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저에게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으면, 그때 저는 

이와 같이 '몸 때문에 목숨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참괴하고 혐오하여 칼로 자결하길 

원하는 세존의 제자들도 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도 칼로 자결하는 셈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존귀한 님이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시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뿐나경- Puṇṇasutta, 상윳따니까야 S35:88(4-5), 전재성님역) 

  

  



269 

 

부처님의 10대 제자중의 하나로서 설법제일이라 불리웠던 뿐나(부루나)존자는 포교에 

임하는 자세를 밝히고 있다.  

  

먼 이교도 지역에 가서 포교하는 뿐나를 누군가 칼로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부처님의 염려스런 질문에, 뿐나는 칼로 죽이려 한다면 칼에 맞아 

죽겠다고 한다.  

  

이처럼 불교의 포교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포교가 아닌 법에 의한 포교이었다. 살인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살생마저 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때리면 맞고, 칼로 

죽이려 한다면 칼에 맞아 죽겠다고 하는 부처님제자의 모습이 경에 담겨 있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종교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들이 비빕밥처럼 비벼져 있는 것은 임목사 개인의 

견해일 것이다. 

  

딧티(ditthi, 사견)와 닷사나(dassana, 정견)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임락경 목사의 글을 비판하였다. 비판한 이유는 임목사가 명백히 

글을 잘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사과없이 단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불교의 종지에 대한 것을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마치 

그것이 불교의 전체인 것처럼 써 놓았다.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글을 쓴 

것이다. 이는 모두 임락경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 때문이다.  

  

초기불교에 따르면 견해를 딧티(ditthi)라 한다. 이는 ‘사견’을 말한다. 개인적인 

견해를 딧티라 하는 것이다. 반면 경전에 근가하면 닷사나(dassana)가 된다. 닷사나는 

정견(正見)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빠알리니까야에 근거한 발언을 

하면 정견(닷사나)이 되고, 이를 벗어난 발언을 하면 사견(딧티)이 되는 것이다. 

  

임락경 목사가 불교적 상식을 동원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그래서 임락경 목사의 글을 사견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나네” 

  

부처님은 초기경전에 늘 당부 하셨다.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든가 논쟁을 할 때 정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견을 이야기 하였을 때 ‘죄과’를 치를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뚜두] 

  

Purisassa hi jātassa kuṭhārī jāyate mukhe, 
Yāya chindati attānaṃ bālo dubbhāsitaṃ bhaṇaṃ.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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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네. 

  

  

Yo nindiyaṃ pasaṃsati taṃ vā nindati yo pasaṃsiyo, 

Vicināti mukhena so kaliṃ kalinā tena sukhaṃ na vindati.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하네. 

  

(뚜두브라흐마경- Tudubrahma1sutta-하느님 뚜두의 경, 상윳따니까야 S6:9(1-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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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바탕꿈과 깨달음 

  

  

  

현실은 늘 만족스럽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다. 

하룻밤자고 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  

  

천상의 삶을 동경하지만 

  

문제는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에 떠나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즐거움만 있는 

천상세계, 기쁨을 먹고 사는 천상세계를 바라는지 모른다. 그런 천상은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수명이 보장 된다.  

  

한 번 천상에 난다고 하여 영원한 삶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공덕과 수명이 다하면, 

활의 현의 힘으로 화살이 날아 올라가 떨어지듯이 아래 다른 세상으로 내려 가야 한다. 

그런세상은 대부분 악처라 한다. “범천에서 빛나던 존재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라는 미얀마 속담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천상에서는 즐기기만 할 뿐 새로운 공덕을 쌓지 못한다고 한다. 부자들이 즐기기만 할 

뿐 새로운 선업공덕을 쌓지 않는 것과 같다. 선업공덕을 다 써 먹고 남는 것은 악업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악처에 나기 쉽다고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천상에 태어 

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천상에서의 수명이 길다고 할지라도, 즐거움에만 취해 있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듯이  천상에서 몇만겁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시간은 매우 빠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혜민스님의 ‘아는 것을 아는 놈’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 한다. 무엇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일까. 초기불교에 

따르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불교에서의 깨달음은 그렇지 않다. 최근 혜민스님의 글을 보면 

깨달음이란 어떤것인지 알 수 있디. 

  

혜민스님은 휴심정에 실린 글에 따르면, 깨달음의 자리 또는 부처의 자리에 대하여 

‘앎’이라 하였다. 앎이라고 하면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내가 아는 

것을 앎이라 한다. 그러나 혜민스님이 말하는 앎은 좀 다른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이 막 떠올랐을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아! 지금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생각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챘을까?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아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인가? 아니면 생각 이전의 뭔가 다른 놈이 알아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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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한번 가만히 들어다보자. 생각이 올라왔다는 것을 아는 “놈”이 

무엇인가?무엇이 알아채나? 

  

(혜민스님, 부처자리, 휴심정 2012-12-2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생각은 떠 오르는 것이다. 마치 저절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온갖 생각이 떠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인식한다. 그런데 혜민스님은 일어난 

생각을 아는 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아는 것을 아는 놈을 말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아는 놈에 대한 의문이다. 그 아는 놈을 찾자는 것이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알고 

  

그런데 혜민스님에 따르면 생각이 올라온 것을 알아 채는 것을 또 다른 생각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라 한다. 아는 것을 아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때 생각으로 “아! 지금 배 고프다”라고 굳이 생각을 내지 않아도, 

언어화 하지 않아도 배 고프다는 사실을 즉시 알수 있지않는가? 똑같은 이유에서 생각이 

올라왔을때 꼭 “지금 생각이 올라왔다”라고 언어화, 생각화하지 않아도 생각이 

올라왔다는 것을 무언가가 바로 알지 않는가?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자세히 

한번 들어다 보면 알수 있다.생각이 떠 올랐을때 “지금 생각이 떠 올랐구나” 라는 

생각 없이도, 언어의 작용이 없이도 즉시 무언가가 바로 고요한 가운데 그냥 안다. 

  

(혜민스님, 부처자리, 휴심정 2012-12-26) 

  

  

요지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냥 안다는 것이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것이라 한다. 그 아는 놈이 누구냐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와 

문자로 그놈 이니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민스님은 문자를 통하여 그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몸받기 이전부터  

  

그 앎과 아는 놈에 대하여 혜민스님은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이 앎은 허공 모양을 한 거울과도 같아서 앞에 있는 대상이 사물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비추어 바로 알뿐,그 대상들이 거울 자체, 앎 자체를 

물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앎은 그 대상들이 마음 거울앞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앎 자체는 본래 청정한것이고,또한 이 세상이 생기기 이 

전부터, 내가 이 몸받기 이전부터 지금처럼 존재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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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 부처자리, 휴심정 2012-12-26) 

  

  

아는 놈, 그 놈,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아는 놈은 내가 있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있건 없건 간에 그 놈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는 놈과 앎에 대하여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수행을 통하지 않고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른다. 

  

꿈속의 세상 

  

혜민스님의 앎과 아는 놈에 대한 이야기는 꿈의 비유와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다.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의 강의가 불교 tv 사이트 (제7회 윤회와 무아의 현대적 의미 1부, 

제8회 윤회와 무아의 현대적 의미 2부) 에 실려 있다. 이 강의에서 한자경 교수는 꿈의 

비유를 들어 윤회와 무아를 설명하였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두 가지의 나가 있다. 하나는 ‘꿈속의 나’이고, 또 하나는 

‘꿈꾸는 나’이다. 꿈속의 나를 소아(i) 또는 가아(假我)로, 꿈꾸는 나를 대아(I) 또는 

진아(眞我)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자경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꿈속의 나는 꿈꾸는 나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한다. 

꿈꾸는 나가 만들어 내는 것은 꿈꾸는 나뿐만이 아니다. 삼라만상 모든 기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꿈꾸는 나는 꿈속의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 아는 

마음을 ‘한마음’이라 한다. 그 한마음은 꿈속의 모든 유정들 속에 들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라 한다.  

  

이는 우리가 꿈을 꿀 때 알 수 있다. 꿈속에서 꿈속의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꿈꾸는 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꿈속의 나와 객관적 대상을 

모두 만들어 내고 인식하는 주체는 꿈꾸는 나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경 교수의 꿈의 비유에서 표현된 꿈꾸는 나는 혜민스님이 말하는 아는 

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 혜민스님이 말하는 ‘앎’이라는 것은 한자경 교수가 꿈의 

비유에서 ‘꿈꾸는 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꿈에서 꿈꾸는 자는 꿈속의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산천초목까지 모두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혜민스님이 말하는 ‘앎’이라는 것은 

꿈의 비유에서와 같이 ‘꿈꾸는 자의 마음’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비로자나부처님의 한바탕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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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선사들의 열반게를 보면 이 세상에 대하여 ‘꿈속의 세상’으로 표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꿈속의 세상에서 꿈을 깨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꿈속의 세상으로 보는 것은 아마도 화엄경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화엄경의 경우 부처님이 삼매에 들었을 때 설법한 내용이다. 부처님이 직접설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삼매에 든 상태에서 보살들이 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십지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많은 보살들 가운데서 금강장보살이 상수가 되었는데, 그 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력을 입어 보살의 대지혜광명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들었을 때 무수한 부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 말씀 하셨다.  

“잘하는 일이다. 금강장이여, 그대는 보살의 대지혜광명 삼매에 잘 들었다. 이것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함이니, 그것은 

비로자나여래 응정등각의 본래 원력이며 또한 그대의 뛰어난 지혜의 힘이다. 그리고 

그대가 보살들에게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의 광명을 말하게 하려는 배려에서이다.” 

  

(화엄경, 십지품 서장, 법정스님역, 동국역경원) 

  

  

이렇게 화엄경은 삼매에 든 상태에서 설한 것이다. 대승경전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반야심경 역시 부처님이 삼매에 든 상태에서 관자재보살이 설한 것이다. 부처님이 직접 

반야심경을 설하지 않았지만 삼매에서 깨어난 부처님이 관자재보살의 설법을 

‘추인’함으로서 부처님이 설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 설명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매에서 본 우리가 사는 세상, 화엄경에서 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 (化現) 이라 본다. 나를 포함한 세간과 기세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과 산천초목들이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이라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로자나부처님의 한바탕꿈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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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마음에서 

  

선사들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꿈의 비유를 들면 

의외로 이해가 쉽게 된다. 화엄경의 화려한 세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화엄경에 따르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몸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이는 

화엄경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蓮華藏世界)’와 같다는 것이다.  

  

그 꽃이란 것이 장미와 백합 또는 온실에서 자란 난초와 같이 예쁘고 고상한 꽃이 

아니라 이세상 어디에서난 볼 수 있는 잡화이다. 야생에서 자란 수천 수만가지 꽃이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크고 작은 갖가지 꽃으로 나름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들판에 홀로 피는 민들레에서부터 산간의 무덤가에 피는 할미꽃, 그리고 

이름없는 들꽃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장엄한다.  

  

이들 꽃들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땅을 기반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고보면 근원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두 ‘하나의 마음(한마음, 

一心)’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 

  

이와 같이 선사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매우 

이해하기 쉽다. 또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보면 역시 이해 하기 쉽다. 

그래서일까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선불교에서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금강경 마지막 

게송에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 불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 경전은 금강경이다. 불자가 되면 한 번쯤 금강경 

강의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불교 tv사이트에도 수 많은 금강경 강좌가 있다. 

대부분 스님들이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금강경 외에는 경전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려 보면 수 많은 경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금강경이 한자로 5,249자에 불과 하지만, 부처님의 원음을 번역해 놓은 빠알리니까야를 

보면 수십권에 달한다. 그 많은 경들 속에서 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유위법이나 무위법, 진제와 속제, 이법계와 사법계 등과 같은 

이분법적인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현상에 대해서만 설한 것이다. 따라서 

여몽환포영이 삼라만상 세간 기세간을 포함한 형성된 모든 것을 뜻하는 유위법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포말과 같고  

느낌은 수포와 같네. 

  

지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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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파초와 같고 

의식은 환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 (S22:95) 

  

  

라고 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섯가지 다발로 분류한 오온이 무상함을 설하는데 

쓰이고 있다.  

  

“불교는 결코 신비주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재성 박사는 상윳따니까야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불교는 결코 신비주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불교적인 세계는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초자연적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를 반영하는 그야말로 ‘와서 

보라(ehipassika)’ 고 할 만한 존재에 대한 경험적 체험에 의해 산출된다. 특히 그것은 

마음과 세계에 대한 정신적 수행의 산물로서 인과적 과정의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쌍윳따니까야 제2권 [인연모음 1] 해제. 전재성박사) 

  

  

불교는 알 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탐구라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법적인 관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해답없는 의문을 제기 하지 않는다. 만일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시공간속의 영원한 감옥’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펼치셨을까. 

  

시공간의 영원한 감옥 

  

부처님은 시공간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고 하였다. 만일 시공간속에 있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우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있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우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경우 시공간속의 나를 상정한다. 꿈의 비유에서 꿈속의 나와 같은 

것이다. 시공간속의 나를 가정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의 근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공간속의 나가 있게 한 ‘창조주’나 ‘궁극적 실재’를 말한다. 선사들이 

꿈의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한마음’이라 볼 수 있다.  

  

화엄경식으로 말한다면 비로자나부처님이 삼매에 들었을 때 나를 포함한 온갖 것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으로 보듯이, 시공간속의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의 근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존재의 근원이 유일신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가 되고,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 볼 수 있고, 유식에서는 ‘아뢰야식’, 선불교에서는 

‘본래면목’ 또는 ‘주인공’ 또는 ‘참나’ 등 여러이름으로 불리운다. 또 원효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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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으로 보았을 때 ‘일심(한마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시공간속의 나를 

가정하였을 때 우리는 시공간속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머리로 이해 되지 않을 때 

  

시공간속의 나의 존재는 존재의 근원 내지 궁극적 실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혜민스님의 글에서 아는 것을 아는 놈에 대하여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혜민스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한다.  

  

  

깨달음의 자리, 부처 자리를 경험하고 싶은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자가 그토록찾던 자리이다. 멀리 있는 것도 수십년간 고행해서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뭐가 아는지,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주위를 안으로 회광반조해서, 아는 

자리의 모양이 따로 있는지,그리고 어디에 앎이 위치하는지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봐라.앎 자체의 성품을  깨달을때 그곳에 바로 부처가 있다.  

  

(혜민스님, 부처자리, 휴심정 2012-12-26) 

  

  

이 글을 머리로만 이해 하려 한다면 잘 들어 오지 않는다. 반드시 꿈의 비유를 통하여 

접근하면 이해 하기 쉽다. 그래서 꿈꾸는 나와  꿈속의 나가 같은 것임을 알면 된다. 

심지어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 삼라만상 기세간 모든 것들이 꿈꾸는 나가 만들어 

낸 것이는 것을 알면 된다.  

  

그러기에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을 알면 되는 것이다. 그 한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는 다름 

아닌 꿈을 깨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한바탕 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라며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존재의 근원을 탐구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깨달을지 기약이 없다. 이는 시공간이 먼저 존재하고 감각의 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전도된 인식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렇게 잠에서 깨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식할 경우 굳이 깨달을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는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빠쿠다 까짜야나 (Pakudha Kaccayāna)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7요소설을 주장한 빠쿠다 까짜야나 는 ‘유물론적 영혼론’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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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마하딧티경-Mahādiṭṭhi suttaṃ- 견해의 큰경,  상윳따니까야 S24:78, 전재성님역) 

  

  

빠쿠다 까짜야나는 실타레의 비유를 들고 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지금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 버려 두어도 시간이 되면 모두 풀려지게 될 것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윤회가 끝나는 것도 윤회를 끝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물론적 영혼론에 따르면, 즐거움이 다하고 괴로움이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윤회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든지 윤회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마치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듯이, 꿈에서 깨어나듯이 모두 해탈할 것이라 

한다. 

  

접촉을 조건으로 갈애가 

  

그렇다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 빠알리니까야에 따르면 일체경에서 “일체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 이것을 실로 일체라 한다.(S35:23)”라 하였다. 시공간속에 우리가 아니라 ,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감각능력과 감각대상과 감각의식의 

인식에 따른 감역에서 시공간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지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고, 그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서 세상이 생겨나는 것(S35:107)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갈애가 남김없이 사라졌을 때 세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공간 속의 나가 있다고 본다면 존재의 근원과 합일 할 수밖에 없고, 접촉에 

따라 시공간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본다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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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번역은 학자들에게 

  

  

  

혹독하게 추운 날씨이다. 두툼한 옷에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걸어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쌀쌀하다. 매일 영하 10도 안팍의 날씨에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겨울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난’과 같은 계절이다. 그날 그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일을 못하고, 추워도 일을 못한다.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마치 가난을 숙명처럼, 삶을 마치 

‘형벌처럼’ 살아 가는 민초들이 부지기 수라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겨울의 추위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음산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꽃 피는 따스한 봄을 

고대하는지 모른다. 

  

춥고 쓸쓸하고 외로운 겨울을 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곳은 꿈과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옛날 왕족들은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세 개의 궁전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마간디야여,  

그러한 나에게는 세 개의 궁전이 있어 하나는 우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겨울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여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간디야여,  

그러한 나는 우기의 궁전에서 사는 사 개월 동안 궁녀들의 음악에 탐닉하여 밑에 있는 

궁전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감각적 쾌락의 생성이나 소멸이나 유혹이나 재난이나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감각적 쾌락의 갈애를 버리고 감각적 쾌락의 타는 듯한 고뇌를 

버려서 감각적 쾌락의 갈증을 버리고 안으로 마음의 고요를 성취했습니다.  

  

나는 감각적 쾌락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의 갈애에 사로잡혀, 감각적 

쾌락의 타는 듯한 고뇌에 불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다른 뭇 삶들을 봅니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마간디야여, 참으로 그 감각적 쾌락의 착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면, 천상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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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기쁨을 누리므로 그 보다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마간디야의 경-Māgandiya sutta, 맛지마니까야 M75,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출가 하기전 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세 개의 별궁에서 

살았다고 한다. 인도의 계절은 우기와 겨울과 여름 이렇게 세 개의 계절로 나눌 수 

있는데, 부처님이 태자로 있을 때 계절마다 별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곳에 있는 궁전에 지내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에 있는 궁전에서 

보냈다고 한다.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스님들 

  

요즘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 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에 외국에 별장을 마련해 놓고 지낸다고 한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되면 서늘한 곳으로 가서 보내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 닥치면 마치 봄날과 같은 

따뜻한 곳에 있는 별장에서 보낸다고 한다. 마치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출가 하기전 

온갖 감각적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태자로서의 별궁을 떠 올리게 한다. 

  

공항에 가보면 스님들을 종종 보게 된다.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스님들은 한 곳에 머물기 보다 이리 저리 떠 돌아 다니며 공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행을 좋아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한다. 그런 스님들을 외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의 여행지 사성급 

호텔에서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스님들은 볼 수 없는데 유독 한국의 스님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이다. 

  

이렇게 여행 다니기 좋아 하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스님들의 경우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필피핀이나 

태국에 머물면서 한철 보내 듯이 오랫동안 머문다고 한다. 번역등의 일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 마치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출가 하기전 

‘겨울궁전’을 연상케 한다. 

  

조계종 표창장을 받은 뜻은? 

  

최근 불교관련 신문사이트에 빠알리니까야 번역 관련 기사 (니까야 완역한 

대림·각묵스님 총무원장 표창) 가 떳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4부 니까야를 완역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장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표창과 더불어 

완역지원금 천만원이 전달 되었고, 향후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이 기사를 접하고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서가 ‘조계종의 정전’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여졌다. 또 다른 번역서인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4부 니까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계종 총무원에서 표창까지 하고 상금을 전달하고 지원약속을 했다는 

것은 초불의 번역서를 정전으로 인정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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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이 없는 스님들 

  

이에 반하여 성전협회 전재성박사에 대하여 4부 니까야 완역과 관련한 상을 주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승단에 있어서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은 잊혀진 존재로 보여진다. 

단지 스님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번역은 스님들이 해야만 인정되는 것일까. 

엄밀히 말한다면 번역은 스님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본다. 출가자의 본업은 수행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세속에서 재가자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 노래를 잘하는 스님, 무용을 잘 

하는 스님, 심지어 요리를 잘 하는 스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잡기 들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매 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하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림이나 노래, 춤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초기경전에 따르면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번역은 학자들의 몫 

  

이렇게 출가자들이 그림, 노래, 춤, 음식과 같은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일에 열중하는가 

하면 시(詩), 서(書), 화(畵), 다(茶) 등에도 열중하기도 한다. 번역도 그 중에 하나 

속할 것이다. 그러나 번역은 학자들의 몫이라 본다.  

  

불교를 연구하는 전문학자의 영역에 스님들이 참여 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출가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학자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물론 중국에서 

구마라즙이나 현장스님 등의 역경승도 있었고, 외국에서도 빅쿠 보디 등의 비구들의 

번역이 있어서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출가자가 번역에 매진 

하는 것, 그리고 평생의 원력으로 삼는 것은 출가자의 본분과 벗어난 것이라 보여 진다.  

  

그런데 출가자의 번역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다. 예를 들면, 중학교 

일학년 학생이 막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섹스피어의’햄릿’을 번역해보리라 

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만 될 뿐이라는 비유를 든다. 단지 외국어만 잘한다고 하여 

심오한 내용를 번역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리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를 출가자번역의 당위성으로 활용하여, 수행을 해본 자만이 

번역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유아독존적 사고방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수행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대한 빠알리니까야를 보면 수행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율에 대한 가르침, 자비실천의 가르침, 평등의 가르침, 

현실직시의 가르침, 우정에 대한 이야기, 재가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출가수행자보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해 온 학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학자라고 해서 수행을 해 보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가자 출신의 학자가 더 훌륭한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82 

 

전문분야에서 각국어에 능통한 학자라면 훨씬 더 번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전문 번역 학자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4부니까야를 최초로 완역한 전재성 박사의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 동영상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서 불경번역 작업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자들의 번역 작업은 매우 열악하여 자비로 번역하는가 하면 외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번역작업에 대한 지원은 학자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스님의 스님에 의한 스님을 위한 번역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 경우 번역작업을 스님들이 주도 하고 있다. 또 스님이 

번역한 것을 정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종단에서 스님들에게 상을 주고, 

스님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아무리 재가에서 심혈을 기울여 번역하였다고 할지라도 

승단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스님의 번역물을 인정해 준다면 한국불교는 ‘스님의 

스님에 의한 스님을 위한’ 번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빅카웨(bhikkhave)와 빅카워(bhikkhavo) 

  

그렇다면 승단에서는 왜 재가자의 번역물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가장 

큰 요인으로 ‘번역어’를 들 수 있다.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에는 비구를 호칭하는 

‘빅카웨(bhikkhave)’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라고 번역하였다. 아마도 이 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듯이 보인다.  

  

빅카웨는 빠알리어라기 보다 마가다어라고 한다. 일본학자 미즈노 고오겐의 ‘빨리어 

문법(연기사)’책에 따르면 빅카웨라는 용어는 정확한 빠알리어가 아니라고 한다. 

비구들을 부르는 정확한 빠알리어는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빅카워(bhikkhavo)’가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빠알리어 문법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왜 마가다어인 빅카웨(bhikkhave)라고 

표기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문법책의 저자 미즈노 고오겐은 ‘부처님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을 것이라 한다. 부처님을 그리워 하는 마음에서 ‘빅카워(bhikkhavo)’라는 

말대신 비구를 호칭할 때 만큼은 ‘빅카웨(bhikkhave)’를 사용한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다.  

  

‘수행승’이라는 용어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뿌리깊게 남아있는 명칭 빅카웨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수행승’ 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비구’라는 한자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승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하여 승단에서 불편해 하고 거부한 것임에 틀림 없다.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동영상 강의도 있다. 해피스님의 ‘건강이란 - 4부니까야 

완역법회 소회[해피설법회 대구 1-12 낮]’ 의 동영상강의에 따르면 수행승이라는 

번역어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온다. 테라와다 비구가 이정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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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의 승단 역시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비구를 비구라 

칭하지 않고 수행승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괘씸한 감정 같은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은 승단에서 외면받는 것 같다. 종단의 승가대학의 교재가 

초기불전연구원의 것을 사용하고, 교수들의 인용문 역시 초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비구호칭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류 기득권층 불교에서 

  

이렇게 “수행승들이여”와 “비구들이여”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 호칭으로 그 사람이 

어떤 번역물을 선호 하는지 대충 알 수 있다.  

  

“비구들이여”로 시작되는 구문을 활용한다면 주류 기득권층 불교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행승들이여”라고 과감하게 인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주류와 기득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만일 스님이나 학자가 논문에 “수행승들이여”라고 시작 되는 문구를 인용하였다면 

한국적 불교현실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임에 틀림 없다. 이런 인식은 이번 조계종 

총무원에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완역한 4부 니까야에 대하여 표창을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초불의 번역서가 앞으로 승단의 공식적인 경전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류 기득권층과 맞선 부처님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주류 종교에 맞서 잘못된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사회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연기법으로 주류종교인 브라만교의 영원주의를 

비판하였고, 브라만교 우위의 사성계급을 비판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뭇삶들을 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또한 뭇삶들을 제도와 관습과 인습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모순과 위선과 허위에 가득찬 기존 질서체제에 비판을 가한 것은 

부처님 당시에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번역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재성박사의 파격 

  

기존 질서 체제 하에서 비구를 비구라 부르지 않고 수행승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혁명적 발상이다. 승가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초법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승가에서 스님들이 별도의 빠알리니까야 번역작업에 착수 

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용어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친숙한 한자용어를 사용한 것이라 

보여진다. 

  

반면 전재성박사는 비구를 비구라 부르지 않고 수행승이라 부르고, 범천을 범천이라 

부르지 않고 하느님이라 부르는 파격을 단행하였다. 전재성박사가 그렇게 파격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이 아닌 재가번역자의 입장에서 비구를 비구라 하고, 범천을 

범천으로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번역물의 대상을 달리 본 것이라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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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상으로 한 번역 

  

만일 전재성박사가 빅카웨를 비구라 하고, 브라흐마를 범천이라고 예전의 한자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하였다면 승가의 구미에 맞았을 것이다. 그래서 배척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전재성박사의 니까야 해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역자는 학창시절 고아원야학 선생을 하다가 버려진 고아들에게도 이해가 가능한 불경을 

번역해야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전 자체가 주는 문맥상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야 하고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역자의 주관적인 선입견이 반영되었겠지만, 그러한 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역자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인 번역본을 모두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빠알리어를 

서구적인 번역어가 깊이 침투해 있는 우리의 일상용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에서 어느 

정도 왜곡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왜곡을 치유하려면, 독자들은 빠알리 

원전을 직접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빠알리어 자체는 철학적으로 고도로 정밀화된 추상적 사유체계와 개념적 연결관계를 

갖고 있어 번역에서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역자는 

번역된 우리말 문맥 속에서 난해한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쌍윳따니까야 개정판 해제, 전재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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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에 따르면 학창시절 고아들 야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 하기 쉬운 경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경전을 번역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한글로 풀이 하였고, 가급적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데 주안점을 주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철저하게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 번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경전, 심지어 타종교인도 볼 수 있는 

경전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한글만 깨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번역을 한 것이라 보여진다. 한마디로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은 승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 철저하게 이 시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번역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승가에서 환영 받지 못한 이유라 보여진다.  

  

출가자의 본분은 무엇인가 

  

한국불교에만 있는 현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교대상이 있다. 그런데 포교대상은 

스님만이 받는다. 이제까지 십년 넘게 시행된 포교대상 수상자를 보면 한결같이 

스님들이다. 그것도 고위직을 지낸 유명스님들이 대부분이다.  

  

출가자의 본분은 수행과 포교이다. 출가자가 수행과 포교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에게 포교를 잘 했다고 상을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스님들이 스님의 본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이웃종교에서 신부나 목사가 선교를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스님들에게 주는 상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다. 그런 것중에 하나가 번역을 잘 했다고 

해서 주는 상도 포함될 것이다.  

  

스님의 본분이 수행과 포교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작업을 한 것에 대하여 표창을 하는 

것은 스님의 본분에 벗어난 것에 대한 상을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번역상은 

재가의 학자에게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번역자들이 평생연구하고 번역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번역에 대하여 상을 주는 것은 

학자들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지고, 스님이 번역한 것이 정전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보여진다.  

  

이득과 명성을 추구하는 스님들 

  

스님들이 명예와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상윳따니까야에 실려있다. 

  

상윳따니까야에는 56개의 주제모음이 있다. 그 중 제17 상윳따가 ‘라바삭까라상윳따 

(Lābhasakkāra Saṃyutta)’이다. 우리말로 ‘이득과 명예의 모음’으로 번역된다. 이 

모음에 대한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286 

 

  

  

수행승의 생활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제공하는 일상적인 만족,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생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수행승은 명상수행의 삶에 헌신하고 정신적인 

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고귀한 자로서 인식하고 공덕을 추구하는 경건한 

재가신자와 보시와 공경과 찬양의 대상이 된다. 

  

(17 라바삭까라상윳따 (Lābhasakkāra Saṃyutta)해제, 전재성박사) 

  

  

출가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수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완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완성하여 공경과 찬양의 대상이 되는 복전이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멀리 한채 다른 일에 몰두 하여 예상치 않게 쏟아지는 이득과 

명예, 그리고 칭송이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수행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그림그리기, 

노래하기, 무용하기, 심지어 시(詩), 서(書), 화(畵), 다(茶)등에 몰두하여 명성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 경에 따르면 이득과 명성에 대한 욕망에 대한 유혹보다도 더 

미묘한 유혹으로 이끌 것이라 한다.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이득과 명성과 칭송과 찬사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정신적인 가치에 부수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아만을 아찔한 높이까지 

치솟게 할 것이라 한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하지만 이런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수행의 궁극적 목표를 잃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자에게 쏟아지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위험성을 경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 예라 보여진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환대와 명성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평화를 얻는 데 장애가 

된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어부가 미끼를 단 낚시바늘을 깊은 연못에 던지면 눈을 가진 어떤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어부의 낚시바늘을 삼킨 

물고기는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져서 어부가 원하는 대로 이끌리게 된다. 

  

(발리사경-Balisasutta-낚싯바늘의 경, 상윳따니까야 S17:2(1-2),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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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어부는 악마 빠삐만을 말하고, 낙싯바늘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의미한다. 

수행자가 본분을 잃어 버리거나 본분과 관련 없는 일을 하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얻었을 때 악마의 낚시 바늘에 코를 꿰인것으로 본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는 

어부의 손에 달려 있듯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탐하는 자들 역시 악마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2012-12-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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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담마(dhamma)의 용법에 대하여 

  

  

  

‘것’의 용법 

  

글을 쓰다가 막힐 때가 있다. 이럴 때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은 ‘것’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단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지명이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유효하다. 말을 하다 막힐 때도 마찬가지이다. 

  

물건을 살 때 잘 모르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래도 다 알아 

듣는다. 하지만 그 물건이 없는 곳에서 ‘이것’과 ‘그것’에 이야기하면 알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의 사용법은 영어에서도 효과적이다. 물건을 지칭할 때 ‘this 

one”이라고 하는데, “이 것”의 의미로서 일상적으로 늘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듯 잘 

모를 때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는 것이 ‘것’의 용법이다. ‘거시기’도 일종의 ‘것의 

용법’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저~거시기” 

  

거시기의 사전적 의미는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거나 직접 말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그런 말중의 하나로서 

“거시기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적당한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상태나 속성을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한다. 또 “저 거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말을 하다가 다음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내는 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가면 “거시기 말여~ 이것 좀 거시기 해봐~”라고 말해도 다 뜻이 통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거시기가 만능으로 통하고 있듯이 ‘것’의 용법 또한 만능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것’의 사전적 의미는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일정한 

일이나 사건, 사실을 나타내는 말, ‘들것’의 방언”이라고 설명된다. 중요한 것은 

‘것’이라는 말이 ‘사건’이나 ‘사실’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거시기 못지 않은 ‘법’ 

  

‘것’과 ‘거시기’가 일상에서 사용되듯이 불교용어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다. ‘법(法)’이 그것이다. 법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규범을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한글삼귀의를 보면 

불법승 삼보에 대하여 ‘부처님, 가르침, 승가’라 하여 법이 가르침으로 사용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일상용어로도 사용되는 말중에 “그런 법이 

어디있냐?”라고 말할 때 법이 ‘규범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리원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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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담마(dhamma)’로 

  

이렇게 다양한 법에 대하여 일아스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담마의 원뜻은 '바른 의무'나 '덕성스러운 길'을 뜻한다. 

부처님 이전부터 사용한 인도의 정신적 종교적인 용어이다. 

담마는 인도철학을 통하여 우주의 진리나 최상의 실체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인도의 고유종교인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등은 모두 '담마'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담마의 넓은 의미로는 바른행동, 도덕적 행위, 도덕적 가르침, 우주적인 법칙, 교리, 

상태, 도덕적 행위, 현상, 정의, 대상, 개념, 진리, 바른 길, 교훈, 성질, 조건, 요소, 

본성 등 다양하다. 

  

(일아스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이와 같이 담마는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른 

종교전통에서도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담마에 대하여 한역인 ‘법(法)’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담마의 뜻을 명쾌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그냥 

빠알리원어인 ‘담마(dhamma)’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담마의 의미 두 가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담마이지만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 주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부처님의 가르침(Buddha-dhamma)으로서의 법 

불·법·승 삼보(三寶)에 포함되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다. 영어권에서는 

이를 고유명사 취급을 해서 Dhamma 로 표기한다.  

  

(2) 존재일반(sabbe-dhamma)으로서의 법  

영어권에서는 이를 일반명사 취급하여서 dhamma 로 표기한다. 이 법은 정신과 물질의 

모든 현상을 말하는데 궁극적 실재(勝義, paramattha)와 개념(施設, paññātti)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법은 이 궁극적 실재를 뜻한다. 

  

( 궁극적 실재 <마하시사야도의 12연기> 25. 오문전향에 이어지는 의문(意門)인식과정 

2번 주해) 

  

  

담마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에는 대문자를 써서 ‘Dhamma’라 하고, 

존재일반으로서 담마에 대해서는 소문자를 써서 ‘dhamma’라고 한다. 그러나  대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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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자로 담마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서양의 논리가 주입된 것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담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진리인가 법인가 

  

빠알리니까야에서 담마라는 용어는 무척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먼저 진리로서의 담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빠알리 원문 Adhigato kho myāyaṃ dhammo gambhīro duddaso duranubodho 

santo paṇīto atakkāvacaro nipuṇo paṇḍitavedanīyo, 
성전협회 

(전재성박사) 

[세존]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초불 

(대림스님)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번역 1) The Teaching I have realized is deep, difficult to see and 

understand, is peaceful, exalted, not logically attained, is 

subtle and it is for the wise to realize. 

(http://awake.kiev.ua/dhamma/tipitaka/ 사이트) 

 

 

 

2)This Dhamma that I have attained is deep, hard to see, hard 

to realize, peaceful, refined, beyond the scope of 

conjecture, subtle, to-be-experienced by the wise. But this 

generation delights in attachment, is excited by attachment, 

enjoys attachment. (Thanissaro Bhikkhu) 

  

(아야짜나경-Āyācanasutta-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 청원경, 상윳따니까야 S6:1) 

  

  

상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에 실려 있는 청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처님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고 난 뒤에 대범천 사함빠띠가 부처님에게 담마를 설해 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dhamma’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담마에 

대하여 진리라고 번역하였고, 초불에서는 전래된 한자어 그대로 ‘법’이라고 

번역하였다.  

  

문맥에 따라 번역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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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번역자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자 각주 내용 

성전협회 

(전재성박사) 

Dhamma : 법을 뜻한다. 이 법은 번역하기 힘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역자는 문맥에 따라 ‘진리’ ‘사실’ ‘것’ 그 

밖에 ‘가르침’ 등으로 번역한다. 

(전재성박사 , S6:1 각주) 

초불 

(대림스님) 

“내가 증득한 이 법(Adhigato kho myāyaṃ dhammo)이란 통찰한 

사성제의 법(catu-sacca-dhammo)을 말한다. 

  

  

  

전재성박사는 담마에 대하여 번역하기 힘든 용어라고 먼저 밝히고 있다. 다만 문맥에 

따라 번역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담마에 대하여 ‘진리’ ‘사실’ ‘것’ 그 

밖에 ‘가르침’ 등으로 번역한다고 한다. 청원경에서는 진리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불에서는 ‘법’으로 번역하였다.  

  

법이라는 말은 한역경전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말이고 매우 익숙한 말이다. 영역의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Teaching 과 Dhamma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불에서 ‘법(法)’을 고수하는 이유 

  

4부니까야 완역자인 전재성 박사가 담마에 대한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 하였듯이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불의 경우 초지일관 ‘법’이라는 번역어를 고수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지난 11월에 간행한 맛지마니까야 해제를 보면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런데 100페이지가 넘는 해제글에서 용어에 대한 해설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청정도론의 해제에 실려 있는 주요단어 들의 한글번역을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다.  

  

2004년에 초판이 간행된 청정도론의 해제 글에 따르면 주요 술어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그 중에 담마에 대한 해설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하다. 

지혜와 관련된 여러 술어 들이 어근을 들어가며 상세하게 설명된 것과 비교하여 담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불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dhamma 는 ‘법’으로 한역 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혹 드물게 문맥에 따라 현상 등으로 옮긴 경우가 있는데 이 대는 반드시 

‘(法)’이라 부기해 넣어서 그것이 담마(dhamma)의 역어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파악하는가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이며 특히 

법(dhamma)과 대면함(abhi)을 근본주제로 하는 아비담마의 생명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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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니, ‘것’이니, ‘사물’이니 하는 애매한 용어로 dhamma 를 옮기는 것은 

피하였다.  

  

그리고 viparinnama-dhamma 같은 경우에는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든지 ‘변하기 

마련이며’라는 등으로 옮기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고 ‘법’을 살려서 

옮겼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dhamma 라는 술어를 채용하셨을 때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불 대림스님, 청정도론 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빠알리니까야를 번역하기 전에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을 먼저 

번역하였다. 그래서 청정도론 해제에 언급된 술어들은 향후 빠알리니까야 번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담마에 대한 것을 보면 “dhamma 는 ‘법’으로 한역 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하였다. 또 법을 법이라하지 않고 반드시 한자어 ‘(法)’을 사용하여  

‘법(法)’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모든 번역서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이 말씀한 담마라는 말을 함부로 다른 

뜻으로 바꾸어 번역할 수 없다는 말이고, 또하나는 법이라는 것이 아비담마의 법이기 

때문이라 한다.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초불에서 말하는 아비담마란 무엇일까. 아비담마는 빠알리로  abhidhamma 이다. 이는 

아비와 담마의 합성어로서 풀이하면 ‘법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아비가 접두어로서 

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비담마에 대하여 

‘대법(對法)’이라고 번역하였다. ‘법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이런 아비담마는 어떤 

성격일까.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근거에 맞게 설해진 방편설이다. 부처님께서는 

재가자들과 같이 처음부터 법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시(danā), 

지계(sīla), 생천(sagga)을 설하셨고,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다양하게 법을 설하셨다. 이를 방편설(方便說), 또는 대기설법(pariyāya-

desanā)이라 한다.  

  

이에 비해 아비담마는 듣거나 배우는 사람의 성향이나 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아무런 방편을 쓰지 않고 설한 것으로서  비방편설 또는 비대기설법(nippariyāya-

desanā)이라 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아비담마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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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hidhamma 

  

  

  

초불의 번역원칙 

  

초불에서 빠알리니까야 번역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주석서를 중시하고, 청정도론을 

중시하고, 아비담마길라잡이를 중시하고, 술어를 한글화 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니까야 

해제에 실려 있는 이런 원칙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아비담마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의 성향이나 근기를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아무런 방편이나 대기설법 없이 

설해진 아미담마 논장에 의존하여 번역에 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아비담마를 중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곧이 곧대로 번역하려다 보니 담마의 

번역어가 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담마라는 용어를 

‘현상’이니, ‘것’이니, ‘사물’이니 하는 애매한 용어로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였는데 종래의 한문경전에서 사용하던 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한자어 ‘法(법)’이 붙은 ‘법(法)’이라는 말이라 한다. 

  

하지만 초불의 이와 같은 번역의 원칙은 전재성박사의 번역과 정반대이다. 재성박사의 

경우 담마에 대하여 문맥에 맞게 우리말로 표현 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역경전 

  

전재성박사의  4 부니까야 해제글에 따르면 용어와 전문술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 중에 ‘담마’에 대한 것도 있다. 여러 술어 중에 가장 먼저 담마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 빠알리어를 거기에 일대일 대응되는 하나의 한글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역에서는 가능했지만 초기의 한역경전들을 보면, 동일한 빠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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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들도 다양하게 역자에 따라 달리 번역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한역에서는 

모든 담마(dhamma)를 법(法)이라고 번역하는 등의 번역에서의 경직성이 강했다. 이러한 

경직성은 한역장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전재성박사, 각권 니까야 해제) 

  

  

전재성박사는 담마의 한역어인 ‘법(法)’이라는 용어의 경직성에 대하여 지적한다.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담마에 대하여 오로지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민중어로 설법한 부처님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담마(dhamma: sk. Dharma)는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담마는 부처님에게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시이래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는 진리, 선행, 해탈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담마가 단지 인간역사의 특수한 시기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는 

시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원리인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실재, 진리, 정의가 하나로 

통일되어 최종목표인 열반으로 이끄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실재를 말한다.  

  

그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실재 속에서 부처님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배제하지는 않았고, 

우주 자체를 전적으로 인간의 입김을 배제하는 무도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담마는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우주 자체’를 뜻한다. 

  

(전재성박사, 각권 니까야 해제) 

  

  

고대인도에 있어서 담마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고 한다. 

고대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말이라 한다.  

  

담마는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일상어라고 보여진다. 요즘말로 

이것, 저것 할 때의 ‘것’이라 볼 수 있고, 영어로 this one, that one 하였을 때 

one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미즈노 고오겐의 빠알리어 문법책에 따르면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 

‘민중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마가다어라 불리우는 민중어는 지배층이 사용하는 

언어와 달리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어, 속어로 되어 있다고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민중어를 사용하여 설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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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가 ‘원리’로 쓰인 경우 

  

그렇다면 빠알리니까야에서 담마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전재성박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담마가 담마라자(法王 dhammaraja)가 될 경우에는 그 의미가 ‘정의로운 왕’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담마가 복수로 나올 경우에는 가르침이나 사실을 의미하는데, 

사실에는 단지 물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실까지 포함된다. 거기에는 

십이연기의 고리,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 여섯 가지 감역,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양한 

수행방법도 포함된다. 그리고 두 경전(S12:33, S42:11)에서 발견되는 ‘이미나 

담메나(imina dhammena)’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라고 번역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전(S7:9, S7:11)에서 발견되는 담마싸띠(dhammasati)는 ‘원리가 있다면’이리고 

번역이 가능하다.  

  

(전재성박사, 각권 니까야 해제) 

  

  

담마라자(dhammaraja)의 경우 이는 담마(dhamma:법)와 라자(raja:왕)의 합성어이다. 

이를 한자식으로 번역하면 ‘법왕(法王)’이 된다. 하지만 경에서 문맥으로 파악하면 

‘정의로운 왕’이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담마가 원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예에 대한 경은 

다음과 같다. 

  

  

Gāthābhigītaṃ me abhojaneyyaṃ sampassataṃ brāhmaṇa nesadhammo, 
Gāthābhigītaṃ panudanti buddhā dhamme sati brāhmaṇa vuttiresā. 
  

[세존] 

시를 읊은 대가로 주는 것을 향유하지 않으리. 

바라문이여, 그것은 올바로 보는 님에게 옳지 않네. 

시를 읊은 대가로 주는 것을 깨달은 님들은 물리치네. 

바라문이여, 원리가 있는 한 그것이 진솔한 삶이네. 

  

(순다리까경-Sundarikasutta-쑨다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7:9, 전재성님역) 

  

  

담마싸띠(dhammasati)에 대하여 원리가 있다면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맥에 따른 번역어라 볼 수 있다. 만일 담마싸띠(dhammasati)에 대하여 ‘법에 대한 

마음챙김이 있는 한’이라고 번역한다면 의미도 알 수 없을뿐더러 경직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담마가 ‘사실’로 번역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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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전재성박사의 해제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복수의 담마는 ‘현상’이나 ‘사실’ 또는 ‘원리’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빠띳짜쌈웃빤나담마(paticcasamuppanna dhamma: 緣生法 S12:20)는 연기법과 대칭되는 

의미에서 ‘조건적으로 발생된 법’이라는 의미에서 ‘연생의 법’이라고 번역한다. 

  

(전재성박사, 각권 니까야 해제) 

  

  

전재성박사가 언급한 S12:20를 찾아 보았다. ‘조건의 경’이다. 그런데 개정판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Paṭiccasamuppādañca vo bhikkhave, desissāmi1 paṭiccasamuppanne ca dhamme. Taṃ 

suṇātha, sādhukaṃ manasikarotha, bhāsissāmī'ti.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생의 사실에 대하여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빳짜야경-Paccaya (paccayuppanna) sutta-조건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0, 

전재성님역) 

  

  

해제에서는 paticcasamuppanna dhamma 에 대하여 ‘조건적으로 발생된 법’으로 

번역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판에서는 ‘연기와 연생의 사실’로 되어 있다. 아마도 

해제 글에서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출판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개정판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초판본에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생의 법을 설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이라는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연기와 연생의 

사실’로되어 있어서 ‘사실’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담마라는 용어가 ‘법’에서 

‘사실’로 바뀐 것이다. 이후 개정판을 보면 법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문맥에 

따라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담마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번역한 경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사실로 번역하였을까? 

  

이어지는 해제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다섯가지 전재의 다발을 두고 로께 로까담마(loke lokadhamma: S22:94)라고 할 

때 그것을 ‘세상속의 세상의 사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해석될 때에는 담마는 ‘상태’라고 번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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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비짜야삼보장가(dhammavicayasambojjanga:擇法覺分)의 경우에는 담마(dhamma)를 

생략하여 ‘탐구의 깨달음의 고리’라고 번역했다.  

  

담마야따나(dhammayatana:法處)의 경우에는 마나야따나(manayatana)에 대응되는 말인데  

정신의 감역에 대한 정신적 대상으로서의 사실을 의미하지만 역자는 ‘사실의 

감역’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담바싸띠빳타나(dhammasatipatthana:法念處)도 사실에 

대한 새김의 토대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필자가 사용한 사실이란 광의의 의미로 곧 유위법은 물론이고 정신의 

대상으로서의 무위법인 열반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지시한다. 비구 보디(cdb,1777)는 

‘현상(phenomena)’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불교를 단순히 현상론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고 열반도 단지 현상으로 전락함으로 이 말은 되도록 피했다.  

  

담마다뚜(dhammadhatu: 法界)도 역시’사실의 세계’라고 번역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마노빈냐나다뚜(manoviññāṇadhātu)는 ‘정신의식의 세계’라고 번역했다. 

  

(전재성박사, 각권 니까야 해제) 

  

  

담마에 대하여 상태라고도 번역하였고, 어느 경우는 문맥상 생략한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담마의 번역어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번역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하여 

전박사는 사실이라는 번역어가 유위법은 물론 무위법인 열반까지 모두 포함되는 말이라 

한다. 

  

사실을 관찰하며 vs 법을 관찰하며 

  

 그런 용례를 마하사띠빳타나경(대념처경, D22)에서 볼 수 있다. 

   

  

구   분 내                용 

빠알리어 Kahiñca pana bhikkhave bhikkhu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성전협회 

(전재성박사역) 

수행승들이여, 그리고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초불연 

(각묵스님역)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무는가? 

영역 1) And how does a monk remain focused on mental qualities in & 

of themselves? (Thanissaro Bhikkhu) 

2) And how, monks, does a monk live contemplating mental 

objects in mental objects? (Nyanasatta Thera) 

  

(마하사띠빳타나경-Mahāsatipaṭṭhānasutta-새김의 토대의 큰 경-대념처경, 디가니까야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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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mmānupassī 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라 하였고, 초불의 

경우 ‘법을 관찰하며[法隨觀]’라 하여 한자어 법수관을 곁들여 번역하였다.  이는 

dhammānupassī 는 담마(법)와 아누사띠(수념)의 복합어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초불에서는 초지일관 담마에 대하여 법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어에서도 역시 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을 관찰하며 라고 

번역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였는지 ‘[法隨觀]’라는 한자어까지 추가하였다.  

  

사실은 

  

그러나 문맥을 통하여 이해하기를 권장하는 전재성박사의 경우 ‘사실을 관찰하며’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은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dhammesu dhammānupassī: 여기서 역자는 담마(dhamma)를 사실로 번역했다. 사실은 모든 

사실이나 정신현상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사건’이라고 번역하면 인과적인 현상을 

반영한다는 데서 더 좋은 번역이 될 수도 있으나 너무 사회적인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로 번역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 cattari 

ariyasaccani)도 사실에 대한 관찰로 포함 된다. 

  

(전재성박사,  D22 각주) 

  

  

전재성박사의 사실에 대한 각주를 보면, 사실은 유위법과 무위법, 심지어 열반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은 정신적 현상도 사실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포함된다고 한다. 여기에 사성제라고 예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념처에서 법념처에 

해당되는  것들, 즉 오장애, 사성제 등 모든 법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본다면 법을 관찰하고 라는 말보다 사실을 관찰하고 라는 말이 더 와 

닿을 수 있다. 법은 마치 ‘것’이나 ‘거시기’ 같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담마가 ‘것’으로 번역된 경우 

  

그런데 전재성박사의 해제글을 보면 담마가 ‘것’이라고도 해석된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복합어의 뒷부분을 구성하는 담마는 문법적으로 독특한 성질을 지닌다. 예를 

들어 카야담마(khayadhamma), 바야담마(vayadhamma),  니로다담마(nirodhadhamma)에서 

담마는 단순히 ‘것’이라고 하거나 ‘해야만 하는 것’이란 문법적 의미를 지니므로 그 

것들은 ‘파괴되고야 마는 것’ 괴멸되는 것이고 소멸되고야마는 것’이라고 번역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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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아닛짜담마(aniccadhamma, 둑카담마(dukkhadhamma), 

아낫따담마(anattadhamma)는 ‘무상한 것, 괴로운 것,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전재성박사, 각권 니까야 해제) 

  

  

예를 들어 아닛짜담마(aniccadhamma)라고 하였을 경우 ‘무상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경우 문맥상 ‘무상한 것’이라고 하여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어보다 문맥을 보아야 

  

전재성박사의 해제글에 따르면 빠알리니까야 속에 있는 담마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보기 보다 문맥으로 

파악해야 옳다는 것이다.  

  

만일 담마를 한자어 ‘법’이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매우 경직된 번역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의 전체적인 뜻을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문맥에 맞게 번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부처님 당시의 

환경과 현재 우리의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저~ 거시기, 거시기 말여~” 

  

부처님 당시 인도의 경우 부처님이 민중어로 알아 듣기 쉽게 설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담마라는 말을 이용하여 설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라도 담마가 들어 간 말을 다 이해하였을 

것으로 본다. 담마라는 말을 부처님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고 일상어라면 누구나 

알아 들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마치 특정 지역에서 “저~거시기”라든가 “~거시기 하다”라든가, “거시기 말여~ 

이것 좀 거시기 해봐~”라고 말해도 다 뜻이 통하고 알아 듣는 이치와 같다. 역사와 

문화와 전통,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기”라고 말해도 알아 듣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부처님 당시 일반민중들도 부처님이 “저~담마” 또는 “담마 

말여~”라고 말해도 알아 들었을 것임에 틀림 없다. 이는 그 때 당시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더구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다르면 알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저~ 법(法), 법(法) 말여~” 

  

부처님 당시 인도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담마” 또는 “담마 

말여~”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마라는 말을 부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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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담마의 한문번역어인 법(法)을 고수하고, 방편없이 설한 

아비담마에 의존하여 번역하였다면 난해 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 당시 인도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이라는 

번역어를 고수한다면, 담마에 대하여 “저~거시기”라든가 “~거시기 하다”라든가, 

“거시기 말여~ 이것 좀 거시기 해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법(法)” 또는 “법(法) 말여~”라고 말하면 알아 듣기 힘들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전통에 맞는 언어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번역서가 요청된다.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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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처출현과 산천초목 동시성불  

  

  

  

금강경의 클라이막스 

  

금강경에 ‘대승정종분’이 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금강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 

생각된다.  

  

대승정종분에서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아개영입무여열반 이멸도지여시멸도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득멸도자(所有一切衆生之類 若卵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 生實無衆生得滅度者)”라는 구절이 

있다. 이 부분에 이르면 항상 가슴이 벅차 오르곤 하였다.  

  

내용은 존재하는 모든 중생(생명체)들, 난생이거나 태상,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비무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 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 한량없고 무수하며 가없는 중생을 멸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멸도 된 중생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도 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이 남아 있는 한 결코 제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우주적 스케일의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멋있었다. 태(胎), 란(卵), 습(濕), 

화(化)로 이루어진 삼계의 모든 중생을 남김 없이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원력에 대하여 

감동받았기 때문이다. 

  

금강경 수지독송공덕 

  

금강경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다. 그래서일까 불교교양대학에 

입교하면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금강경이다.  

  

2004년에 처음 접한 금강경을 그때 당시 모두 외웠다. 누가 시켜서 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웠다. 금강경 공부 시간에 누군가 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금강경을 가르치는 강사스님이 한 번 외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도전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약 한달 보름에 걸쳐 외었다. 나중에는 외운 것을 안 잊어 먹기 위해서 늘 독송 하였다. 

차에서는 늘 테이프를 틀어 놓았다. 이렇게 금강경 독송을 하는데 약 40분 정도 걸렸다. 

  

금강경을 외우게 동기는 기억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금강경 

공덕을 무시할 수 없다. 금강경에 여러 차례 수지독송 공덕이 언급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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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七寶滿爾所恒河沙數  이칠보만이소항하사수 

三千大千世界以用布施,  삼천대천세계이용보시 

得福多不?    득복다부? 

  

그렇게 많은 항하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보시에 쓴다면  

그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금강경, 제 11 무위복승분) 

  

  

보시공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칠보를 우주에 가득 채워 보시하는 공덕의 과보에 대한 

이야기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거나 남에게 한 구절만이라도 알려 준다면 그 과보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우주적 스케일의 대승경전 

  

금강경을 접하면서 놀란 것은 우주적 스케일이다. 그 중에서도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삼천대천세계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 빠알리니까에는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역아함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의 해와 달이 사천하(四天下)를 두루 다니면서 광명을 비추는 바 이와 같은 

세계가 천(千) 개 있다. 천 세계 가운데는 천의 해와 달, 천의 수미산왕(須彌山王), 

사천(四千)의 천하(天下), 사천의 대천하, 사천의 바닷물, 사천의 큰 바다, 사천의 용, 

사천의 큰 용, 사천의 금시조(金翅鳥), 사천의 큰 금시조, 사천의 악도(惡道), 사천의 

큰 악도, 사천의 왕, 사천의 대왕, 칠천의 큰 나무, 팔천의 큰 지옥, 십천의 큰 산, 

천의 염라왕(閻羅王), 천의 사천왕(四天王), 천의 도리천, 천의 염마천(焰摩天), 천의 

도솔천, 천의 화자재천(化自在天), 천의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천의 범천(梵天)이 

있다. 이것을 소천 세계(小千世界)라 한다. 

  

하나의 소천 세계가 천 개 있으면 이것을 중천 세계(中千世界)라 하고, 하나의 중천 

세계가 천 개 있으면 이것을 삼천 대천 세계(大千世界)라 한다. 이와 같은 세계가 

겹겹으로 둘러있으면서 생겼다 무너졌다 하며 중생들이 사는 곳을 일불찰[一佛刹. 

불찰이란 범어로 buddha-ksetra 佛士, 한 부처님이 교화하는 세계]이라 이름한다." 

  

(불설장아함경 제 十八권, 제 四분 세기경(世紀經) , 염부제주품(閻浮提州品) 제 一) 

  

  

이렇게 한역 아함경에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 되어 있다. 그 중에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것을 보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우주관이라 볼 수 있는 

삼계가 있는데, 그런 것이 1000개 있고, 또 그것이 1000개 있고, 또 그것이 1000개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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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대천세계의 크기는?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권오민교수는 구사론에 실려 

있는 내용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아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세계가 각기 일천 개가 있는 것을 일 

소천세계小天世界라 하고, 천 개의 소천세계를 일 중천세계中天世界라고 하며, 천 개의 

중천세계를 일 대천세계大千世界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 우주에는 10억 개의 이 같은 

수미산의 세계가 있으며, 1대겁에 걸쳐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한다. 

  

(아비달마 불교 (2) / 권오민)  

  

  

권오민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0억개의 수미산과 같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 

1000(천)X1000(천)X1000(천)으로 하여 1,000,000,000(십억)이 되는 것이다. 대승에서 

언급한 삼천대천세계는 무려10억개의 수미산과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우주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영원주의자들의 견해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던 고따마붓다는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우주적 스케일의 

삼천대천세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빠알리니까야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D1)과 아간냐경(D27)에 일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브라흐마잘라경(D1)에서는 62가지 삿된 견해중 영원주의를 부수기 위하여 언급되었고, 

아간냐경(D27)에사는 사회에서 불평등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 

언급되었으나 우주의 창조나 크기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부처님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왜 우주의 

스케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브라흐마잘라경에 따르면 영원주의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sassataṃ 

attānañca lokañca paññapenti)”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마치 저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자아와 우주 역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일어난 법이 소멸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서 

연기법적으로 영원주의가 삿된견해임을 밝혀 내었다. 또 제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는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유(有)’에 바탕을 둔 

영원주의는 삿된 견해라 하였다. 이다. 오늘날 영원주의는 현대과학적으로도 삿된 

견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적색편이(Red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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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용어 중에 ‘적색편이(赤色偏移, Red Shift)’가 있다. 관측자로부터 후퇴하는 별은 

더 붉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 후퇴가 빠를수록 적색편이는 더 커진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멀리 있는 은하는 가까운 은하보다 거리에 정비례하여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이다.  

  

  

  

 
  

 outer space galaxies cosmos 

  

  

  

하나의 특이점에서 빅뱅이 일어난 후 은하와 은하는 서로 빛의 속도 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 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로 보았을 때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적 

관점은 현대과학적 이론으로서도 깨진다.  

  

그런데 팽창하는 우주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 적색편이로 본 우주는 서로 멀어져 

가고 있고, 이는 우주의 팽창을 말하는데, 우주 공간에서의 팽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하와 은화가 어느 곳에서이든지간에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공간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공간이 있어서 시공간 속에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시간도 만들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변치 않는 

시공간에서 나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세계가 생겨나는 원리 

  

부처님은 시공간 속에 있는 생멸하는 객체적인 나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계를 

바라 보는 나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나로 인하여 시공간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계가 생겨나는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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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수행승들이여,  

세상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에 관하여 설할 것이니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그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난다.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세상의 

생겨남이다. 

  

(로까사무다야경-Lokasamudayasutta-세상의 생겨남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107(1-

4),전재성님역) 

  

  

인식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에서 불자들은 대승불교의 교리와 경전부터 접한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 우주적 스케일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나 법화경에서 보는 

영산회상, 화엄경에서 보는 화장세계 등 모두 우주적 스케일이다.  

  

이런 우주적 스케일에서 우리들 존재는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일까 현재 종단 종립대학 

총장으로 있는 J 교수는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주적으로 보았을 때 티끌 보다 더 작은 것에 불과 하다”라고 말하였다. 부처님이 

사성제를 통하여 괴로움의 해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대승불교에서 개인은 우주적 스케일의 

시공간에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하여 세상의 객체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인식론적 

관점’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존재론적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인식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나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생성원리에 대하여 접촉으로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시각과 형상이 

만나서 시각의식이 형성되는데 이를 접촉이라 한다.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영역의 

접촉에 따라 세상이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S35:107)하였다.  

  

그런 접촉은 필연적으로 느낌을 수반하고 느낌은 또한 갈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세상은 

갈애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갈애는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 세상이 생겨 난다는 것은 또한 괴로움의 발생(S35:106)과도 같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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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따라서 빠알리니까야에서 부처님의 관심사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존재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러나 나에 대하여 변치 않는 우주적 시공간의 일부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공간은 있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시공간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형성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기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에 대하여 권오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정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 3계 5취를 윤회하지만,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세계(이를 器世間이라고 한다)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유정의 업에는 크게 

유정 각각의 개별적인 업(別業)과 그들 공동의 업(共業)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유정 

각자의 삶을 결정짓는 업이라면, 후자는 객관의 세계를 형성하는 업으로 말하자면 

우주적 에네르기라고 할 수 있다. 

 

 

(아비달마 불교 (2) / 권오민)  

  

  

권오민교수는 공업(共業)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개별적인 

업뿐만 아니라 함께 지은 업도 있다는 것이다. 공업으로 인하여 산천초목 등 기세간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업개념은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일까? 

  

공업(共業) 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공업과 관련하여 화엄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  

  

  

불자들이여, 비유를 들자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써 이루어진다.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 큰 비를 내리고 네 가지 풍륜이 서로 지속하여 의지가 된다. 

  

네가지란, 하나는 능히 지님[能持]이니 큰 물을 지니기 때문이며, 둘은 능히 

소멸함[能消]이니 큰 물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며, 셋은 건립함이니 모든 처소를 건립하기 

때문이며, 넷은 장엄함이니 장엄하여 퍼뜨림이 다 교묘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모두 중생들의 공업과 보살들의 선근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저마다 마땅한 대로 받아서 쓰게 한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세계가 이루어지는데 법의 성질이 으레 그런 것이고,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지만 저 세계가 성취된다. 

  

(화엄경, 여래수량품, 신역화엄경-동국역경원, 법정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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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에 대한 경전상의 근거이다. 경에 따르면, 우주가 생성하는 원리가 “모두 중생들의 

공업과 보살들의 선근으로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다. 중생들이 지은 업들이 함께 모여 

업을 이루어 산천초목 산하대지 등 기세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와 기세간으로 나누는 것은 빠알리니까야에서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업에 따른 기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보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필연적으로 ‘존재의 근원’을 탐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 실재를 인격화 하면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 종교는 일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 실재, 

한마음 같은 하나의 근원에서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인이 되는 최초의 궁극적 실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인격화 하면 야훼, 

알라, 상제, 브라흐마, 바이로차나 등이 된다. 

  

꽃으로 장엄된 화장(華藏)세계 

  

화엄경에서는 이 세계에 대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화현이라 본다. 꽃을 예로 들면, 

세상에 수 많은 꽃이 있다. 그런데 모든 꽃들은 공통적으로 땅에 뿌리를 박고 성장한다. 

따라서 모든 꽃들은 땅을 어머니로 하고 땅과 연결되어 있다. 비록 들에서 피는 이름 

없는 잡초꽃일지라도 땅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정원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꽃잎이 넓은 

꽃 역시 땅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 따르면 이 세계는 갖가지 꽃들로 

장엄된 ‘화장세계’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이 세계가 비로자나부처님의 화현이라면 우리들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분신이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산천초목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분신이고, 산하대지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의 분신이다. 어느 것 하나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현보살이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여래-응공-정등각의 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량없는 

곳에서 여래의 몸을 보아야 한다. 보살 마하살은 한 법이나 한 가지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서 여래를 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두루 여래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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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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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의 몸도 그와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하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하고 모든 법에 

두루하고 모든 국토에 두루하지만,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여래의 몸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을 위해 그 몸을 나타낸다. 

  

(화엄경, 여래수량품, 신역화엄경-동국역경원, 법정스님역) 

  

  

화엄경에 따르면 “여래의 몸도 그와 같아서”라 하여 허공자체가 부처님의 몸이라 

한다.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산천초목, 산하대지가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허공자체가 부처님이라는 화엄경의 근거를 들어 어느 

스님은 "부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다"고 법문한다. 

  

부처출현에 산천초목 동시성불 

  

화엄경의 특징은 부처님이 직접설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삼매에 들었을 때 

보살들이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매 상태에서 본 세계는 온통 꽃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화장세계이다. 그렇다면 화엄경의 화장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꿈의 비유를 들면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가 불교 TV에서 꿈의 비유를 들어 한마음사상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화엄경 역시 꿈의 비유를 들면 쉽게 이해 된다. 

  

우리들이 매일 꾸는 꿈을 보면 두 개의 나가 있다. 꿈속의 나와 꿈꾸는 나이다. 그런데 

꿈속에서 꿈속의 나와 꿈속에서의 기세간은 모두 꿈꾸는 나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꿈속의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심지어 산천초목도 모두 꿈꾸는 

나가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꿈꾸는 나는 화엄경에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꿈을 깬다는 것은 꿈속의 나가 꿈꾸는 나와 같은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것은 나를 포함한 이 세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한자경 교수는 강의에서 “부처성불에 대하여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나를 포함한 기세간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이고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불하였을때 부처님 혼자서 성불한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 

산하대지가 함께 성불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가 출현하면 

산천초목이 동시에 성불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 

  

이와 같이 대승불교에서 부처출현에 ‘산천초목동시성불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시공간의 일부라는 것이고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을 한다.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 

놈은 무엇인고?”하였을 때 이놈이 존재의 근원이고 궁극적 실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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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처님은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보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나누고 분석하여 바라본 세계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오온 

십이처 십팔계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이 몸안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이 몸안에서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바라 보는 

세계만이 존재한다. 

  

번뇌망상만 야기할 뿐 

  

빠알리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우주의 형성과 종말 등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쭐라말룽끼야뿟따경(M63)에서와 같이 “세상은 영원하다든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든가, 세상은 유한하다든가,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 는 등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고, 삽바사와경(모든 번뇌의 경, M2)에서는 그런 형이상학적 

의문은 결국 번뇌만 증장시킬 뿐이라 하였다.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번뇌양상만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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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주류 B급 삼류정신을 지향하며 

  

  

올해 끝자락에 

  

올해도 끝자락이다. 늘 그렇듯이 끝자락의 경우 ‘파장’분위기가 느껴진다. 학교가 

파했을때나 시장이 파했을 때 파장느낌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어제 같은 나날의 경우 파장 분위기와 무관하다. 오늘 떠 오른 

태양이 내일 떠오른 태양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은 언제나 끝자락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루해가 무척 짧다. 동지가 지났으므로 이제 해가 길어 질 일만 남았다. 지난 바로 한 

달 전 낙엽이 모두 져서 길어 지는 밤과 함께 암울한 기분이었지만,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양의 기운이 뻗어 가기 때문에 느낌과 기분이 다르다. 

  

한 해의 끝자락은 마침내 오고야 마는 날이다. 비록 달력상에 남겨진 하루에 지나지 

않지만 이 날을 위하여 한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임종의 순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마치 임종하는 그 순간을 위하여 한 생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임종을 맞는 사람이라면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간 꿈과 같을 것이라 본다. 이 

날을 맞기 위하여 이제까지 모든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말이다. 마치 

하루가 다 지나간 깜깜한 밤에 늘 앉아 있는 것처럼, 늘 견딜 수 없는 더위나 혹독한 

추위 속에 있는 것처럼, 마치 달력상의 한 해의 끝자락에 늘 와 있는 것처럼,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올 수 밖에 없는 운명 같은 것이다.  

  

그리고 보면 밤이 된다는 것, 더운 날과 추운 날에 있는 것,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은 마치 고향 같은 것이라 본다. 객지에서 돌아 다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말한다.   

  

필업에 대한 과보 

  

한 장소에서 수년간을 머물면서 수 많은 글을 남겼다.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였는데, 

책으로 따진 다면, 대략 300여 페이지에 10권 분량의 책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쓴 글을 

이용하여 책을 출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넷상에서 공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 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필업(筆業)’을 짓고 있다고 본다. 필업은 

‘구업(口業)’에 속한다고 하는데, 매일 구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삼업을 지으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매일 짓는 구업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비주류, B 급, 삼류, 잡것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다. 왜 비주류 B급 삼류 정신인가.  

  

왜 비주류정신을 지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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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주류 정신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류 불교는 17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불교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교이다. 실제로 중국화 된 선불교가 

주류불교이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대승보살사상과도 동떨어져 있고 더구나 부처님 당시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불교는 오로지 산중에 가야만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불교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령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복적인 것이어서 

도시인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불교가 산중에만 있다 보니 사회에 대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봉사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삶에 지치고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도시인들에게 불교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가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마치 그들끼리 은둔하며 살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주류불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지향한다. 

  

왜 B 급 정신을 지향하는가 

  

둘째, B 급 정신을 지향한다. 지난 10월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에서 

주관한 야단법석 시즌2에서 어느 참가자는 “한국불교는 스님과 재가자를 양반과 

상놈처럼 구분한다.”라고 하였다. 마치 근대화 이전의 조선시대처럼 스님은 양반이고, 

재가자는 상놈처럼 상하관계와 주종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스님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님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재가자자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댓글란에 글을 남겨 주신 법우님에 따르면, 재가자가 절에 가면‘차(茶)’라도 한 잔 

편안히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 또 도시 사찰의 경우 주차장도 확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고로 댓글을 주신 법우님은 건축설계전문가이다. 

그런데 성당이나 교회의 경우 가장 가장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신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 한다. 그래서 신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우선되고 

필수적이라 한다.  

  

또 한가지는 사찰에서 스님들이 신도회에 대하여 그다지 탐탁치 않게 본다는 

것이다. 신도회가 신도들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승가를 보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신도회를 

‘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도회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심지어 ‘무력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스님들이 사찰을 개인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이 수행공간이기도 하지만 스님들이 머무는 장소이다 보니 마치 사찰이 스님들의 

개인처소처럼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도들이 사찰에서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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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도회가 결성되면 사찰에 대하여 이것 저것 간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신도회가 강력해지면 스님들이 사찰의 재정 등에 대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도들이 뭉치는 것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신도들이 또한 많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한국불교 사찰에서 일요법문 등 법문이 실행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신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없다.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신도들이 많이 아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신도들이 많이 알면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이 간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도들이 무지하면 할수록 성직자들의 권위는 높아진다는 말과 일치 하는 대목이다. 

  

한국에서 불교의 특징은 산중불교이자 스님불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님의 스님에 

의한 스님을 위한 불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찰에서 아무것도 없을 정도이다. 사찰에 가서 기도나 하고 시주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스님은 양반, 재가자는 상놈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스님은 A 급이라 볼 수 있고, 재가자는 

B 급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가자는 상놈에 해당되고 B 급에 해당된다.  

  

재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만 갈증을 채워 줄 곳이 마땅치 않다. 

글쓰기를 하는 이유도 B 급을 위한 것이다. 글쓰기를 함으로서 B 급과 공유하고 

싶어서이다. 그래서 B급 정신을 지향한다. 

  

왜 삼류정신을 지향하는가 

  

셋째, 삼류 정신을 지향한다. 태생적으로도 삼류이고, 현재 위치도 삼류이고, 글쓰기도 

삼류이다.  

  

사람들은 일류를 지향한다. 일류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시험을 패스하고 마치 

엘리베이터가 올라 가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인생이 풀려 나가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바란다.  

  

유명인사가 되어 명예를 얻었을 때 역시 일류라 본다. 그래서 누구나 일류를 부러워 

하고 일류가 되고자 한다. 마치 일류가 아니면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는 

것이 세태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일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가 이류이고 삼류이기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일류가 아니다. 좋은 가문이나 훌륭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마찬가지이듯이 그저 그렇고 그런 배경을 가졌다. 용모가 특별히 뛰아다든가, 

신체적으로 월등하다든가, 머리가 비상하다든가 등의 특출난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콤플렉스로 안고 살아 가는 갑남을녀이고 보통사람이고 보통불자이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삼류이다.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부자도 아니다. 근근히 그 때 그 때 벌어먹고 사는 1인사업자이다. 1인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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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자영업자’라고 한다. 자영업자이다 보니 고정수입이 없다.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놀게 된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노느니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 두고 일을 

먼저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글쓰기를 멀리 하는 것은 아니다. 짬을 내서 글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짬을 내서 글을 쓰는 것이 더 ‘스릴’있다는 것이다. 일이 없어서 

초조와 긴장감에 사로 잡혀 글을 쓰는 것 보다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다. 일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반가운 손님이고 귀인이고 

은인이다. 생활을 지탱해 주는 고마운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없다 

보니 ‘삼류’이다. 

  

글쓰기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다. 2005년 직장을 그만 둔 후로 그야말로 

남는 것이 시간 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친해 졌다. 그래서 불로그를 만들게 

되었고 “내 글 한 번 써 보면 어떨까?”하고 2006년부터 글을 쓰게 되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도 오류가 많고 구성도 엉성하다.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보았다면 글 같잖게 보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글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교수 등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 스님들의 글쓰기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스님이나 교수, 언론인등의 

글쓰기를 보면 지위에 걸맞는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책을 저술하거나 

학술 논문을 내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 들 

일류층에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스님이나 교수 등도 종종 블로그 등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꾸준히 쓰지 않기 때문이다. 올려 놓은지 오래된 

것이 대분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카페나 블로그에 왜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일까.  

  

지난 여름 불교평론 폐간 사건이 있었다. 불교관련 논문이나 수필 등을 올려놓는 고품격 

계간지이다.  D 대 K 교수는 불교평론 폐간과 관련하여 소회를 올리는 글을 발표 

하였다. 그 교수가 불교평론에 논문을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논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잡문성격의 불교평론에 싣기에는 맞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고품격 계간지라 

불리우는 불교평론에 실린 글을 ‘잡문’으로 보는 시각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블로그에 

있는 글은 어떤 성격일까. 아마도 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들은 잡문도 못되고 

‘쓰레기’성 글이라고 볼 것임에 틀림 없다.   

  

일반적으로 ‘먹물’들이라고 불리우는 식자층이나 교수 들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책을 저술하고 장문의 논문을 학계에 

발표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가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것이다. 그런 바탕에는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이 저질이고, 왜곡된 

내용이고, 잘못된 정보로 가득한 쓰레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일 것이다. 

  

대다수의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한다.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법문을 

들으러 갈 곳도 없고 또 법문을 들으러 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곳 저곳 기웃거려 보지만 현재 자신의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글들로 넘쳐 난다. 이럴 때 글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나  학식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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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그리고 수행을 오래한 스님들의 글이 있으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글은 찾아 보기 어렵다.   

  

스님이나 학자, 언론인들이 일류라면, 대다수 불자들은 삼류이다. 그래서 일류는 일류 

그룹에 걸맞는 글쓰기를 하는 것 같다. 삼류는 역시 삼류에 맞는 글쓰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다수 불자들이 비주류 삼류에 속하기 때문에 삼류에 해당되는 

글쓰기를 한다. 그래서 삼류정신을 지향한다. 

  

개인정보를 올려 놓지 않는 이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여러 방면으로 알려고 한다.  

  

이웃 사무실에 있는 이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그는 전방에서 통신병으로 근무 하였는데 

통신반에서 전화선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유 있는 시간에 

이웃 부대의 통신병과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전화로 통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달 전화로 대화하다 보니 상대방이 누군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결론은 실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목소리로 접한 상대와 일대일로 대면해 보니 실망 하였다는 

것이다. 넷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넷상에 일체 개인정보를 올려 놓지 않고 있다. 사진이나 전화, 이메일 등 사적인 정보나 

통화에 대한 것은 없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비주의 전략이 아니라 내 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비주류, B 급, 삼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알려고 하는 사람 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은 현실공간의 연장선상 

  

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알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넷상에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 들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상공간은 

현실공간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 취중(醉中)에 인터넷을 할 수도 있으며, 과도한 

정신적 집착을 가진 자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 붓는 자들도 있다. 단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험한 말을 퍼 붓는 것을 보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나네. (S6:9)”라는 말이 실감난다. 

  

또 올려진 글에 대하여 말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런 

전략에 말려 들면 졸지에 인터넷토론사이트 같은 장이 되어 버린다. 논쟁을 좋아하거나 

댓글놀이를 즐기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보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고, 알맞게 말한다고 비난하니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Dhp227)”라는 말이 실감난다. 회의론자들에게 있어서 답글을 안써도 

비난받고, 답글을 많이 써도 비난 받고, 적당하게 써도 비난 받는다. 그럴 경우 차라리 

침묵이 더 나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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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의 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는다.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수 많은 

법우님들로 받는 격려의 글은 커다란 활력소가 된다. 다음과 같은 글이다. 

  

  

연꽃님의 여섯가지 감각능력과 담마에 대한 상세한 법문으로  

모호하게 알고 있던 ‘세상의 생겨남과 희론의 생겨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놓치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 스스로의 삶이 괴로워서이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교교육과정에서 배워본 적이 없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주변사람이나 교양서적에서도 발견한 적이 없어서 입니다.  

 

전재성 박사님의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부터 몇권을 읽고있는 중입니다.  

생활하면서 부딛히는 괴로움과 유형이 비슷한 경을 찾아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초불서적에 비해 편안히 이해가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연꽂님 블러그를 통해 배운 내용으로  

세상을 보는눈을 바르게 바꿀 수 있었고  

스스로도 전과는 밚이 변해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꽃님!   건강하고 평온한 새해 맞이하시길 두손모아 기원드립니다. __()__ 

  

(G 법우님) 

  

  

G 법우님의 말씀대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괴로움때문이다. 지금 현재 즐겁고 

행복하다면 굳이 종교를 찾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가 불만족 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 불자들이 G 법우님과 같은 생각일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고통(appiyehi sampayogo dukkho)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이고 때로 절망스런 것이다.  

  

초전법륜경에서는 생노병사가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여 사고(四苦)라고 말하지만, 

사고와 더불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라 하였다. 또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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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괴로움 중에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piyehi vippayogo 

dukkho)’이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고통 (appiyehi sampayogo dukkho)’ 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은 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나기 싫다고 하여 도망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으로 인한 괴로움이다. 그런 고통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과 

절망을 야기한다. 

  

“이럴 경우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나게 되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이 발생하였을 

때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혹하고 당황해 한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대상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자 한다. “이럴 경우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에 대한 것이다. 

  

중학교때 처음 접한 불교 

  

불교를 다시 접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도이다. 그 동안 불교를 잊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항상 불교인이었다. 절에 다닌 적이 없지만 종교란에는 

항상 ‘불교’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 불교와의 인연은 중학교시절로 거슬로 올라 

간다. 

  

중학교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였다. 참으로 우연이었다. 배정받아 간 곳이 조계종 

종립중학교 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 종로 5가 가까이 있었던 중학교에서 불교를  

배웠다. 그때 기억이 평생가는 것 같다.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은 순수한 상태에서 

불교를 알게 된 것이다. 그 때 당시 일학년 때 부처님의 일생을 배웠다. 불교시간에 

불교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교법사선생님으로 부터 부처님의 일대기를 배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 불교선생님이었던 분은 현재 종립대인 D 대 교수님으로 재직중에 

있다.   

  

율장 마하왁가에 따르면 “깨끗한 천에 염색이 잘 드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다. 

마치 하얀 도화지 같은 중학교 1학년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일대기는 깨끗한 천에 염색이 

잘 드는 것처럼 잘 받아 들여 졌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립중학교에서 배운 교재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불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다. 부처님이 우루벨라 산상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교과서에는 삽호와 함께 

부처님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탐욕의 불로 불타고 있다” “성냄의 불로 

불타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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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mall town, known at the Buddha's time as Uruvela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탐욕의 불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하였다. 중학생의 

머리로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 중학교 불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마을을 쳐다 보며 왜 탐진치 삼독으로 불탄다고 하였을까. 이런 

의문이 늘 화두 처럼 늘 남았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과 함께 불교와의 인연은 끊어 

졌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불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이 최근에야 풀렸다. 빠알리니까야를 보며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 하였기 때문이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상윳따니까야에 ‘아딧따빠리야야경 (S35:28)’ 이 있다. ‘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 

또는 ‘불타오름의 경’이라 한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탐진치 3독은 불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 즉 ‘땔감’이라 본다.  

  

땔감이 있어야 불이 계속 타오를 것이다. 만일 땔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불을 끄려면 땔감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소멸 되었을 때 더 이상 번뇌의 불은 타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번뇌의 불이 꺼졌을 때 이를 열반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라따나경(Sn2.1)에 실려 있다.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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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īṇaṃ purāṇaṃ navaṃ natthi sambhavaṃ  키-낭 뿌라-낭 나왕 낫티 삼바왕 

Virattacittā āyatike bhavasmiṃ,   위랏따찟따- 아-야띠께 바와스밍 

Te ṇīṇabilā avirūḷhicchandā    떼 니나빌라- 아위루-리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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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라따나경-Ratanasuttaṃ-보배경-寶石經, 숫따니빠따-Sn 2.1, 전재성님역) 

  

  

라따나경 14번 째 게송에 따르면, 열반에 대하여 등불이 꺼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라 하였다. 이루 미루어 보았을 때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가 모두 소멸되었을 때 열반이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시절 알 수 없는 의문이 지금에서야 풀렸다고 본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꺼 졌을 때 열반을 성취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맞는지 맞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스승이 없기 때문이다. 

  

스승이 없는 재가불자 

  

스님들과 달리 재가불자들은 스승이 없다. 재가불자들은 자신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재가불자들이 천만명이 넘고 

통계적으로 스님과 비교하여 99.9%에 달하기 때문에 재가불자를 일대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갖는 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스승이 없는 재가불자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당연히 삼보에 의지해야 

한다. 그 중에 특히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 대반열반경)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유훈이 있다. 

  

  

구  분 내      용 

빠알리어 Yo vo, ānanda, mayā dhammo ca vinayo ca desito paññatto, so vo 

mamaccayena satthā. 

성전협회 

(전재성박사)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뒤에 내가 가르치고 제정한 가르침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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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 

(각묵스님)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것이다. 

영역 For that which I have proclaimed and made known as the Dhamma 

and the Discipline, that shall be your Master when I am gone. 

(마하빠리닙바나경- 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M16) 

  

  

마하빠리닙바나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마지막 유훈에서 ‘담마(가르침)’와 

‘위나야(계율)’이 ‘스승(satthā)’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전적 근거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스승이 없는 재가불자에게 있어서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빠알리니까야가 스승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주류 B 급 삼류’일지라도 

  

빠알리니까야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빠알리니까야 속에서 부처님은 

진리를 설한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혁가이자 혁명가이었다. 부처님 당시 사성제라는 

제도에 따라 신분과 관습과 인습을 타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승가에서는 

신분제를 모두 철폐 하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누구든지 

‘현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 게송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다. 

  

  

Mā jātiṃ puccha caraṇañca puccha  
kaṭṭhā have jāyati jātavedo, 
Nīcā kulīnopi munī dhitīmā  

ājāniyo hoti hirīnisedho. 

  

[세존]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야 하리. 

어떠한 땔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서도 지혜로운 현자가 생기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고귀하네. 

  

(순다리까경-Sundarikasutta, 상윳따니까야 S7:9(1-9),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지배층인 바라문 순다리까와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은 

가문이나 출생에 따른 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였다. 태생적으로 

바라문이라도 도둑질을 하면 도독놈이 될 수밖에 없고, 태생적으로 노예의 계급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법을 알게 되면 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불의 

비유로 설명하였다. 

  

불의 특징은 무엇일까. 불은 ‘화염’이 있고 ‘광채’가 있고 ‘광명’이 있다. 이런 

불의 특징은 어느 불이든지 똑 같다는것이다. 소똥으로 불을 지피었건, 고급 전단향 

목재로 불을 지피었건 불의 특징은 모두 같은 것이다. 따라서 비천한 가문에서도 현자가 

나올 수 있음을 말씀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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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이 좋은 ‘주류 A급 일류’ 출신이나, 태생이 별 볼일 없는 ‘비주류 B 급 

삼류’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마치 불꽃의 특징이 모두 똑 같듯이 누구나 

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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