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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불교음악 씨디 해설서를 만들었다. 어느 법우님이 요청해서 만든 것이다. 법우님에게 

이미우이 씨디를 하나 선물했는데 내용을 알고 들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원하면 해설서를 보내 주겠다고 했다. 

 

이미우이 음악씨디 해설서는 오래 전에 만들었다. 십년도 더 된 것 같다. 그러나 찾을 

수 없다. 이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어떻게 해설서를 만들어야 할까?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블로그에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2007 년 이후 축적된 음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만들면 된다.  

 

음악씨디에는 모두 11 곡이 들어 있다. 11 곡에 대한 원문을 소개하고 우리말 번역을 해 

놓아야 한다. 여기에다 해설도 곁들였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일부 가져와서 하나의 

책을 만든 것이다.  

 

2007 년 이후 이미우이 음악을 블로그에서 보급하고 있다. 해설도 곁들였다. 인연있는 

사람들에게는 씨디를 선물로 주었다. 비매품이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고 듣는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미우이음악은 음악자체로도 충분히 힐링이 된다. 그러나 뜻을 알고 들으면 더욱 더 

감동일 것이다. 이에 씨디 해설서를 만들어 블로그에 올리고자 한다. 누구든지 다운 

받을 수 있게 PDF 파일로 만들어 놓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2022-06-29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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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씨디 소개 

 

씨디에는 총 11 개의 음악이 있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Chant of Metta(Pali) 9:18 

2. Jayamangalagatha(Pali) 8:02 

3. Ratana Sutta(Pali) 13:35 

4. Karaniya Metta Sutta(Pali) 7:29 

5. Medicine Buddha Dharani(Sanskrit) 

6. Om Tare Tuttare(Tibetan) 6:21 

7. Manjusri Bodhisattva(Sanskrit) 5:53 

8. Narasiha Gatha(Pali) 5:001 

9. Mantras of the Sanskrit(Sanskrit) 5:08 

10. Tisarana(Pali) 4:30 

11. Om Mani Padme Hum(Tibetan) 6:57 

 

음악은 길이가 모두 길다. 모두 이미우이가 창송한 것이다. 3 번 라따나숫따와 4 번 

멧따숫따는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경으로서 예불문이다. 1 번 자애송은 자애수행할 때 

활용된다. 힘을 받고자 할 때는 2 번 자야망갈라가타가 좋다.  

  

이미우이 음악의 특징은 마음을 맑게 하고 고요하게 해준다. 특히 11 번 옴마니 

파드메훔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 음악은 “옴마니 페메훔”이라는 

짧은 문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반복하여 듣다 보면 저절로 삼매에 드는 듯하다.  

  

흥이 나는 음악을 듣고자 한다면 9 번 ‘산스크리트 찬가’가 좋다. 이 음악의 특징은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음악을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이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우스니사 비쟈야 다라니 수트라(Usnisa Vijaya Dharani 

Sutra)’이다. 가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나모 바가와떼 트라일로캬 프라띠비시스타야 

붓다야”로 시작된다.  

 

2021-10-26 

담마다사 이병욱 

 

 

 

 

 

 

 

 

 

 

 

 

 

 



II. 씨디를 만들게 된 동기 

 

1. 그녀의 이름은 이미우이(Imee Ooi, 黃慧音)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전을 성가의 영역으로 

높여 놓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이메이우이(Imee Ooi)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요.  

그녀는 말레이지아 화교이고 중국명은 황혜음(黃慧音)입니다. 

말레이지아에는 불교를 믿는 중국인이 많이 이주 하였기 때문에 그녀도 틀림없이 그중의 

하나 일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만든 노래의 다양성 입니다. 노래의 언어는 북경어, 광동어,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영어등으로 다양 합니다. 

위의 언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 하고 더구나 경전을 독송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매우 유려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언제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악기와 함께 섞여진 아름다운 음색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중국어나 

산스크리트어와의 매칭은 듣는 이로 하여금 치유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2007-07-05 

진흙속의연꽃 

 

 

2. 음성공양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글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보시라 생각한다. 내가 평소에 생각 

하고 있었던 것과 내가 알고 있었던 사항을 글로 표현 하여 익명의 네티즌에게 감명을 

준다면 법보시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의 불로그중에 ‘만트라공양’이라는 칼럼이 있다. 이 칼럼에서는 갖가지 만트라를 

올려 놓았다. 모든 네티즌이 와서 듣고 또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만트라공양을 만들게 된 동기는 만트라의 매력에 듬뿍 빠졌기 때문이다.  

 

최초로 만트라를 접하게 된 동기는 물론 인터넷이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 하는 

반야심경이 있다. 그 반야심경은 당나라 시대에 삼장법사가 한역한 번역본을 가장 많이 

애용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범본이 있었고 이것을 마치 

노래 마냥 부르는 음악을 발견 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된 반야심경을 듣는 것이 무척 흥미롭고 신기 하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 말미의 주문이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인데 

산스크리트어로는 ‘ 가떼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드히 스와하’하는 식이다.  

 

그런데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대비주’라는 만트라도 

있었다. 이역시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매우 

유사 하다는 것이다.  

 



이런 반야심경과 대비주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스크랩해서 들었으나 문제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어떤 Lock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직접 만트라에 대히여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조사 하기로 작정 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 있는 만트라 사이트를 발견 하고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파일은 mp3 형태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 PC 에 저장 할 수 있고 또한 mp3 장치에 저장 하여 길거리나 차량등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mp3 장치로 저장하여 차량에서 들으니 매우 색다른 

맛이엇다. 종전에는 주로 천수경이나 금강경 독경을 테이프로 들었으나 지금은 mp3 를 

이용하여 만트라를 듣는다.  

   

만트라를 들으면 어떤점이 좋을까? 아무래도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점이 가장 

장점일 것이다. ‘반야심경’만트라를 들르면 반야심경 1 독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옴마니반메훔’만트라를 들으면 온 우주와 내가 하나로 합일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트라공양을 하면서 느낀점은 수많은 만트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느 

만트라의 경우는 버전도 수없이 많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런 만트라음악이 활성화 되고 매우 인기 있는 음악장르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만트라공양을 하면서 느낀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만트라라는 장르는 존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느 웹사이트를 뒤져도 체계적으로 소개 된 만트라는 없었다. 

그런데 중국사이트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 되어 있었다. 범어나 티벳어 그리고 

팔리어, 중국어등 각 언어별로 정리 되어 있는가 하면 경전별로 정리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만트라중에서도 인기 있는 가수는 있는 모양이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는 아무래도 황혜음(黃慧音)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메이우이(Imee Ooi)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가수로서 중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그녀의 만트라를 들으면 마치 천상의 목소리인양 감동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2007-09-26 

진흙속의연꽃 

 

 

3.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즐겨 듣는 음악이 있다. 클래식 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도 탁월한 노래가 

있다. 이미우이(Imee Ooi) 음악이다. 2000 년대 후반 블로그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다. 

방송에서 볼 수 없다. 아는 불교인들만 즐겨 듣는다. 그런데 이미우이 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우이음악은 2007 년 인터넷에서 처음 발견이래 13 년 동안 즐겨 듣고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는 라따나숫따를 듣고 귀가할 때는 자야망갈라가타를 듣는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심이 난다. 음악에 몰입되면 삼매를 방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우이음악은 예외인 것 같다.  



  

이미우이의 음악을 선곡해서 씨디로 만들었다. 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똑같은 반응이었다. 어떤 이는 하루종일 이미우이의 음악과 함께 산다고 했다. 

이미우이의 음악을 접하고서는 천수경테이프와 금강경테이프를 치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미우이 음악은 치료제와도 같다. 2000년대 말 임사체험 담당 선생에게 이미우이음악을 

소개 했다. 씨디를 준 것이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 주었더니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환자들이 음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음악은 훌륭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자애송(The chant of metta)은 자애수행을 

위한 음악도구로도 활용된다.  

  

이미우이 음악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린다. 이미우이 음악을 접하고 나니 세상의 

좋다는 음악이 시시해 보였다. 이미우이의 음악과 비교하면 양이 차지 않는 것이다. 

아니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이미우이 음악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미우이 음악중에는 테라와다불교에서 예불문이자 수호경이라 일컬어지는 숫따니빠따의 

라따나숫따(보석경, Sn2.1)와 망갈라숫따(축복경, Sn2.4)도 있다. 경을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언어인 빠알리어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경을 하나 다 읽는 것과 다름없다.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덕을 쌓는 것이 된다. 

  

2020-07-29 

담마다사 이병욱 

 

 

4. 천녀지성(天女之聲) 이미우이 

  

이미우이 씨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 그것은 라따나숫따와 

자야망갈라가타이다. 왜 이 음악을 좋아하는가? 내용도 좋지만 무엇보다 곡이 좋다는 

것이다. 이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중국에 소개된 이미우이 음성에 대하여 천녀지성(天女之聲)이라고 했다.  

  

이미우이 음악을 들으면 매료된다. 그래서 이미우이 음악을 소개한 음반을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이미우이는 말레이시아 태생의 화교계 불자 뮤지션으로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중화권과 전세계 불교명상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중의 한명이다. 중화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천녀라 하여 ‘천녀지성(天女之聲)’,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지혜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세혜음(淨世慧音)’이라고도 하며 

그녀의 목소리를 극찬한다.  

  

불교의 만트라나 경전을 자신의 악기반주에 맞춰 청아하고 정감 어린 천상의 목소리로 

부르는 이미우이의 창송은 듣는 이로 하여금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온함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음악의 선율이 간결하면서도 포근하고 아름다우며 노래가 



반복적인데, 정적인 수행을 할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발현된다고 한다.”(불교기념일이야기 해설서 서문) 

 

천녀지성 이미우이 음악은 수십곡 된다. 그 중에서 나에게는 라따나숫따와 

자야망갈라타가 가장 좋다. 2007 년 이 음악을 발견한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 

 

2021-10-26 

담마다사 이병욱 

 

 

 

 

 

 

 

 

 

 

 

 

 

 

 

 

 

 

 

 

 

 

 

 

 

 

 

 

 

 

 

 

 

 

 

 

 

 

 



III. 음악해설 

 

1. 자비송 

The Chant of Metta(Pali) 9:18 

 

1) 가사내용 

 

자애의 노래(Mettā- kāṭha)] 
  

 

Ahaṃ avero homi    

avyāpajjho homi    

anīgho homi     

sukhī  attānaṃ pariharāmi.   

  

저는 원한을 여의고 

또한 고통을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제가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 

  

Mama mātāpitu  ācariya ca  

ñāti mitta ca    

sabrahma cārino ca     

  

저의 부모님들, 스승님들 

친지들, 친구들과 

청정한 삶을 함께 하는 님들, 

  

averā hontu      

abyāpajjhā hontu     

anīghā hontu      

sukhī attānam pariharantu  

  

그들도 원한을 여의고 

또한 악의를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소서. 

  

Imasmiṃ ārāme  

sabbe yogino 

  

여기 가람에 있는 

모든 수행자들, 

  

averā hontu      

abyāpajjhā hontu     

anīghā hontu      



sukhī attānam pariharantu 

  

그들도 원한을 여의고 

또한 악의를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소서. 

  

Imasmiṃ ārāme sabbe bhikkhu   

sāmaṇera ca      

upāsaka upāsikāyo ca   

  

여기 수행처에 있는 

모든 수행승들과 사미들 

재가의 남녀신도들, 

  

averā hontu      

abyāpajjhā hontu     

anīghā hontu      

sukhī attānam pariharantu 

  

그들도 원한을 여의고 

또한 악의를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소서. 

  

Amhākaṃ catupaccaya –  

dāyaka 

  

우리에게 옷, 음식, 약, 처소를 

베푸는 님들, 

  

averā hontu      

abyāpajjhā hontu     

anīghā hontu      

sukhī attānam pariharantu 

  

그들도 원한을 여의고 

또한 악의를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소서. 

  

Amhākaṃ ārakkhā devatā    

Imasmiṃ vihāre Imasmiṃ āvāse     

Imasmiṃ ārāme ārakkha devatā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들 

이 정사, 이 처소 



이 승원을 수호하시는 하늘사람들, 

  

averā hontu      

abyāpajjhā hontu     

anīghā hontu      

sukhī attānam pariharantu 

  

그들도 원한을 여의고 

또한 악의를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소서. 

  

Sabbe sattā  sabbe pāṇā      

sabbe bhūtā  sabbe puggalā    - 

sabbe attabhāva - pariyāpannā   

sabbe itthoiyo  sabbe purisā      

sabbe ariyā  sabbe anariyā     

sabbe devā sabbe mānussā     

sabbe vinipātikā   

  

모든 뭇삶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개인들 

모든 개체를 이루는 것들 

모든 여자들, 모든 남자들 

모든 고귀한 자들과 비속한 자들 

모든 신들, 모든 인간들 

그리고 모든 악처의 뭇삶들, 

  

averā hontu      

abyāpajjhā hontu     

anīghā hontu      

sukhī attānam pariharantu 

  

그들도 원한을 여의고 

또한 악의를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소서. 

  

Dukkha muccantu     

Yattha-laddha-sampattito  

Mā vigacchantu 

Kammassaka 

  

성취하는 바대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옵고 

성취하는 바대로 

행위의 주인인 것을 저버리지 마소서. 



  

Puratthimāya disāya     

pacchimāya disāya     

uttarāya disāya     

dakkhiṇāya disāya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북쪽에 살든지, 남쪽에 살든지, 

  

puratthimāya anudisāya    

pacchimāya anudisāya    

uttarāya anudisāya     

dakkhiṇāya anudisāya 
  

남동쪽에 살든지, 북서쪽에 살든지 

북동쪽에 살든지, 남서쪽에 살든지, 

  

heṭṭhimāya disāya     

uparimāya disāya 

  

낮은 곳에 살든지 

높은 곳에 살든지 

  

Sabbe sattā  sabbe pāṇā      

sabbe bhūtā  sabbe puggalā    - 

sabbe attabhāva - pariyāpannā   

sabbe itthoiyo  sabbe purisā      

sabbe ariyā  sabbe anariyā     

sabbe devā sabbe mānussā     

sabbe vinipātikā   

  

모든 뭇삶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개인들 

모든 개체를 이루는 것들 

모든 여자들, 모든 남자들 

모든 고귀한 자들과 비속한 자들 

모든 신들, 모든 인간들 

그리고 모든 악처의 뭇삶들, 

  

averā hontu      

abyāpajjhā hontu     

anīghā hontu      

sukhī attānam pariharantu 

  

그들도 원한을 여의고 

또한 악의를 여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수호하소서. 

  

Dukkha muccantu     

Yattha-laddha-sampattito  

Mā vigacchantu 

Kammassaka 

  

성취하는 바대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옵고 

성취하는 바대로 

행위의 주인인 것을 저버리지 마소서. 

  

Uddhaṃ yāva bhavagga ca    

adho yāva avīccito     

samanta cakkavāḷesu     

ye sattā pathavīcara 

  

위로 가장 높은 존재에서 

아래로 아비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우주법계에서 

땅위에 사는 뭇삶들은 무엇이든, 

  

abyāpajjhā nivera ca    

nidukkha ca nupaddava 

  

악의도 여의고 원한도 여의고 

괴로움도 여의고 재난도 여의소서. 

  

Uddhaṃ yāva bhavagga ca    

adho yāva avīccito     

samanta cakkavāḷesu     

ye sattā udakecara 

  

위로 가장 높은 존재에서 

아래로 아비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우주법계에서 

물속에 사는 뭇삶들은 무엇이든, 

  

abyāpajjhā nivera ca    

nidukkha ca nupaddava 

  

악의도 여의고 원한도 여의고 

괴로움도 여의고 재난도 여의소서. 

  

Uddhaṃ yāva bhavagga ca    

adho yāva avīccito     

samanta cakkavāḷesu     



ye sattā ākāsecara 

  

위로 가장 높은 존재에서 

아래로 아비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우주법계에서 

허공에 사는 뭇삶들은 무엇이든, 

  

abyāpajjhā nivera ca    

nidukkha ca nupaddava 

  

악의도 여의고 원한도 여의고 

괴로움도 여의고 재난도 여의소서. 

  

(자애의 노래(Mettā- kāṭha), 예경지송-자애관의 경송(Mettābhāvanapāṭha), 전재성님역) 

 

 

2) 해설 

 

(1) 자비송의 근거가 되는 경은?  

  

불교에 4 대수행이 있습니다. 우다나 메기야의 경에 따르면 사대수행은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 분노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 사유의 제거를 

위해서 호흡을 닦아야 한다.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한다.”(Ud.36)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대수행은 부정관(Asubhā bhāvetabbā), 자애관(mettā bhāvetabbā), 

호흡관(ānāpānassati), 무상관(aniccasaññā bhāvetabbā)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호흡관은 사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음을 계발하는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앉아서 호흡만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해서 마음을 계발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단지 손가락 튕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는다면 그것이 더욱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A9.20)”라 했습니다. 특히 자애관에 대하여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를 공허하지 않은 선정을 닦는 

수행승이다.”(A1.53)이라 했습니다. 앉아서 호흡관찰하여 선정에 이르러도 자애의 

마음이 없으면 공허한 수행이라 합니다. 나홀로 선정의 즐거움과 평온을 맛보지만 존재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애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경지송 명상수행품에 ‘자애관의 경송’이 있습니다. 해제에 따르면 자애관은 

초기경전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합니다.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청정도론과 

무애해도입니다. 여기에 소개 되는 ‘자애관의 경송’은 ‘자비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자가수 이미우이(Imee Ooi)가 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비송은 경전이 아니라, 경전과 논서를 근거로 하여 후대에 편집한 경송입니다. 

자애수행을 위하여 여러 경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경은  DN.III.191, 

DN.I.227, Stn.507, DN.I.261, SN.II.265, AN.IV.150, It.20,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애와 관련된 경에서 취합하여 하나의 수행체계로 만든 일명 자비송은 2000 년대 

중반부터 유행했습니다.  

  

자애관의 경송은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 즉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신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되리.”(S3.8) 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애관 수행을 위해서 후대 만들어진 자애관 경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애의 마음(Mettā-citta)’이고 또 하나는 ‘자애의 노래(Mettā- 

kāṭha)’입니다. 전자는 개략적인 내용이고, 후자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후자 ‘자애의 노래(Mettā- kāṭha)’는 이미우이가 부른 자비송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7-05-29 

진흙속의연꽃 

 

 

(2) 자애수행할 때는 

  

명상음악 ‘The chant of metta’는 오래 전부터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전승되어 오던 

것으로 청정도론에 있는 자애수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씨디에서는 1 번 음악이다. 

불교인이라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 보았을 음악으로 “아항 아베로 호미(Ahaṃ avero 

homi)”로 시작된다. 이는“제가 원한을 여의기를”라고 바라는 것이다.  

  

이 음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비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자애송이 된다. 왜 그런가? 자애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모두 26 개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9 분 18 초 분량이다.  

  

자애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분노가 있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가라 앉는다. 

계속 듣다 보면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는데 이는 자애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인가? “위로 가장 높은 존재에서 아래로 아비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우주법계에서 허공에 사는 뭇삶들은 무엇이든, 악의도 여의고 원한도 여의고 괴로움도 

여의고 재난도 여의소서.”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2021-10-26 

담마다사 이병욱 

 

 

 

 

 

 

 

 

 

 

 



2. 길상승리게(吉祥勝利偈) 

Jayamangalagatha(Pali) 8:02 

 

1) 가사내용 

 

Bāhuṃ sahassam-abhinimmita-sāyudhantaṃ  

바-훙 사핫삼  아비님미따  사-유단땅 

Girimekhalaṃ udita-ghora-sasena-māraṃ   

기리메카랑 우디따  고라  사세나 마-랑 

Dānādi-dhamma-vidhinā  jitavā  munindo   

다-나-디  담마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악마가 수천의 무기들을 가지고 

기리메칼라라고 불리는 무서운 코끼리 위에 타고, 

군대를 동원하였을 때, 

성자들의 제왕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Mārātirekam-abhiyujjhita-sabbarattiṃ    

마-라-띠레깜  아비윳지따  삽바랏띵 

Ghorampan ālavaka-makkham-athaddha-yakkhaṃ  

고람빤 알라와까   막캄  아탓다  약캉 

Khantī-sudanta-vidhinā  jitavā  munindo    

칸띠-  수단따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악마보다 더욱 흉폭해서 참을 수없이 완고한 

야차 알라바까 밤낮으로 싸움걸어 올 때, 

성자들의 제왕 인내와 자제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Nālāgiriṃ  gaja-varaṃ  atimattabhūtaṃ   

나알라-기링  가자  와랑 아띠맛따부-땅 

Dāvaggi-cakkam-asanīva  sudāruṇantaṃ   

다-왁기  짝깜  아사니-와  수다-루난땅 

Mettāmbuseka-vidhinā  jitavā  munindo    

멧땀부세까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코끼리 날라기리가 미친 나머지 

산불처럼 번개처럼 달려들 때, 

성자들의 제왕 자비의 세례로써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Ukkhitta-khaggam-atihattha  sudāruṇantaṃ   

욱킷따  칵감  아띠핫타  수다-루난땅 

Dhāvan-ti- yojana-pathaṅguli-mālavantaṃ   

다-완띠  요자나  빠탕굴리  마-라완땅 

Iddhībhi-saṅkhata-mano  jitavā  munindo   

이디비  상카따  마노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살인자 앙굴리말라 손에 칼을 들고 

흉포하게 덤비면서 달려들 때, 

성자들의 제왕 마음에 갖춘 신통력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Katvāna  kaṭṭham-udaraṃ  iva  gabbhiniyā   

깟와-나  깟탐  우다랑  이와 갑비니야- 

Ciñcāya duṭṭha-vacanaṃ jana-kāya-majjhe   

찐짜-야  둣타  와짜낭  자나  까-야  맛제 

Santena  soma-vidhinā  jitavā  munindo    

산떼나  소마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여인 찐짜가 자신의 배에 통나무 넣고 

임신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을 때, 

성자의 제왕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Saccaṃ vihāya  mati-saccaka-vāda-ketuṃ   

삿짱 위하-야  마띠  삿짜까  와-다  께뚱 

Vādābhiropita-manaṃ  ati-andhabhūtaṃ    

와-다-비로삐따  마낭  아띠  안다부-땅 

Paññā-padīpa-jalito  jitavā munindo    

빤냐-빠디-빠  잘리또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삿짜까가 진리를 버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논쟁에 맹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성자들의 제왕 지혜의 불 밝혀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Nandopananda-bhujagaṃ vibudhaṃ  mahiddhiṃ   

난도빠난다  부자강  위부당  마힛딩 

Puttena  thera-bhujagena  damāpayanto    

뿟떼나  테라  부자게나  다마-빠얀또 



Iddhūpadesa-vidhinā  jitavā  munindo    

이두-빠데사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간교하고 영험한 난도빠난다 용 

뱀으로 변화시켜 제자인 장로 길들이듯, 

성자들의 제왕 신통력 보이시어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Duggāha-diṭṭhi-bhujagena  sudaṭṭha-hatthaṃ   

둑가~하  딧티  부자게나/ 수닷타  핫탕 

Brahmaṃ  visuddhi-jutim-iddhi-bakābhidhānaṃ   

브라흐망  위숫디  주띰  이디  바까-비다-낭 

Ñāṇāgadena  vidhinā jitavā munindo    

냐-나-가데나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청정하고 빛나고 위력 있는 범천 바까가 

삿된 생각의 뱀에 손 물렸을 때, 

성자들의 제왕 지혜의 의약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Etāpi  Buddha-jaya-maṅgala-aṭṭha-gāthā   

에따-삐  붓다  자야  망갈라  앗타  가-타- 

Yo  vācako  dinadine  sarate  matandi    

요 와-짜꼬  디나디네  사라떼  마딴디- 

Hitvān a neka-vividhāni cupaddavāni    

히뜨와-아네까  위위다-니  쭈빳다와-니 

Mokkhaṃ sukhaṃ adhigameyya naro sapañño   

목캉 수캉 아디가메이야 나로 사빤뇨 

 

이 부처님의 승리의 행운을 나타내는 

여덟 게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면 

하나 아닌 수많은 불행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자 해탈과 지복 얻을 것이 옵니다. 

 

(자야망갈라가타, Jayamaṅgala Gāthā, Stanzas of the victorious Auspices, 길상승리게 

(吉祥勝利偈), 승리와 행운을 노래 하오니, 전재성님역) 

 

 

2) 해설 

 

(1)길상승리게의 정종분과 유통분 

  



불교경전의 특징은 삼분(三分)으로 구분된다. 삼분이라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流通分)을 말한다. 서분은 그 경전을 설하게 되는 연유와 배경을 설하는 

부분이고, 정종분은 그 경전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을 설하는 부분이며, 

유통분은 경전의 이익과 공덕, 홍포와 선양에 관해 설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길상승리게는 서분은 보이지 않는다. 정종분이라 할 수 있는 본문이 여덟게 대한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아홉번째 게송이 유통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마라(Mara), 알라와까(Alavaka), 날라기리(Nalagiri), 

앙굴리말라(Angulimala), 찐짜 마나위까(Cinca Manavika), 삿짜까(Saccaka), 

난도빠난다(Nandopananda), 브라흐마 바까(Brahma Baka)를 소재로 하여 이들을 신통력 

또는 지혜, 고요함과 부드러움, 자비, 인내등으로 섭수 하여 굴복시킨 부처님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노래이다.  

  

유통분을 보면 마치 대승경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전의 수지독송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덟게송을 매일 독송하면 불행을 극복하고 닙바나와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각 게송의 말미에 후렴구로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와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는 

발원문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까 스리랑카 불자들은 길상승리게를 

국가적행사일이나 결혼식등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에서 즐겨 부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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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야망갈라가타를 알게 된 것은 

  

자야망갈라가타를 알게 된 것은 블로그활동을 하고 나서 부터이다. 2006 년 처음 

접하였고, 이를 2007 년부터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게송에 대한 소개와 

음악을 올렸으나 차츰 음악동영상까지 만들어 올렸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불자자수인 

황혜음(黃慧音, Imee Ooi)이 부른 노래를 바탕으로 하여 빠알리자막을 넣어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2006 년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래를 통하여 듣고 있다. 

또 빠알리어로 된 내용을 외웠다. 마치 산스크리트어로 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뜻도 

모른채 우격다짐으로 외웠듯이, 자야망갈라가타 역시 막무가내식으로 외웠다.  

  

자야망갈라가타를 매일 듣고 따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빠알리어로 된 

게송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으나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빠알리어 단어의 의미를 찾아 보기로 하였다. 이왕이면 모르고 듣는 것 보다 알고 

들으면 더욱 더 신심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야망갈라가타에 대하여 수 없이 많은 글을 썼다. 그러다 보니 검색을 하면 국내웹에 

도배가 된 듯하다. 아마도 블로그를 통하여 최초로 소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외웹에서 조차 쉽게 검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불교를 접하기 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우 생소한 자야망갈라가타가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시간 날 때 마다 듣고 따라 독송하지만 전혀 질리지가 않는다. 이는 

부처님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야망갈라가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빠알리사전을 이용하여 단어 정리를 

하였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빠알리 사전(Pāli Dictionary)’과 전재성박사가 

펴낸 ‘빠알리-한글사전 개정판’을 이용하였다. 

  

자야망갈라가타는 여덟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 야차, 코끼리, 앙굴리말라, 

찐짜, 삿짜까, 바까 이렇게 여덞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부처님의 승리에 

대한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승리와 행운에 대하여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라고 후렴구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마지막 

게송인 아홉 번째 게송은 “여덟 게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면”으로 되어 

있어서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유통분으로 되어 있다.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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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덟 게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면 

 

테라와다불교국가에서는 경전 밖에서 의지 하는 수호경이 있다.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그것은 ‘자야망갈라가타(Jayamangalagatha)’이다. 이 게송은 모두 

아홉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처님의 승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승리와 행운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게송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부처님의 승리의 행운을 나타내는 

여덟 게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면 

하나 아닌 수많은 불행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자 해탈과 지복 얻을 것이옵니다. 

(자야망갈라가타 9 번 게송) 

  

마치 대승불교 경전에서 유통분을 보는 것 같다. 게송에서는 “여덟 게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면 하나 아닌 수많은 불행을 극복 하고”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여덟 가지 부처님의 승리에 대한 것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불행도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시대 최고의 수호경 자야망갈라가타 

비록 자야망갈라가타가 경전에 실려 있지 않고 경에서 추린 것을 조합하여 구성된 

것이긴 하지만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수호경으로 본다. 

그래서일까 스리랑카에서는 자야망갈라가타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사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았다. 독립기념일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독송되고, 결혼식과 같은 비공식적 

행사에서 ‘결혼식 축가’로도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야망갈라가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대표적으로‘불행이 물러 

가고 행복이, 자야망갈라가타 독송’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실생활에 있어서 

자야망갈라가타는 널리 독송되고 있다. 그래서 자야망갈라가타가 이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수호경(빠릿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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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배경 

Ratana Sutta(Pali) 13:35 

 

1) 가사내용 

 

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Bhummāni vā yāni va antalikkhe,  붐마-니 와- 야-니 와 안딸릭케 

Sabbeva bhūtā sumanā bhavantu  삽베와 부-따- 수마나- 바완뚜 

Athopi sakkacca suṇantu bhāsitaṃ.  아토삐 삭깟짜 수난뚜 바-시땅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Tasmā hi bhūtā nisāmetha sabbe  따스마- 히 부-따- 니사-메타 삽베 

Mettaṃ karotha mānusiyā pajāya,  멧땅 까로타 마-누시야- 빠자-야 

Divā ca ratto ca haranti ye baliṃ  디와- 짜 랏또 짜 하란띠 예 발링 

Tasmā hi ne rakkhatha appamattā.  따스마- 히 네 락카타 압빠맛따-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십시오.  

 

 

Yaṃ kiñci vittaṃ idha vā huraṃ vā  양낀찌 윗땅 이다 와- 후랑 와- 

Saggesu vā yaṃ ratanaṃ paṇītaṃ,  삭게수 와- 양 라따낭 빠니-땅 

Na no samaṃ atthi tathāgatena  나 노 사망 앗티 따타-가떼나 

Idampi budd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붓데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이 세상과 내세의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여래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stn224) 

 

 

Khayaṃ virāgaṃ amataṃ paṇītaṃ  카양 위라-강 아마땅 빠니-땅 

Yadajjhagā sakyamunī samāhito,  야닷자가- 사꺄무니- 사마-히또 

Na tena dhammena samatthi kiñcī  나 떼나 담메나 사맛티 낀찌- 

Idampi dhamm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싸끼야 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승묘, 이 사실과  



견줄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 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Yaṃ buddhaseṭṭho parivaṇṇayī suciṃ  양 붓다셋토 빠리완나이- 쑤찡 

Samādhi mānantarikaññamāhu,   사마-디 마-난따리깐냐마-후 

Samādhinā  tena samo na vijjati  사마-디나 떼나 사모 나 윗자띠 

Idampi dhamm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훌륭하신 깨달은 님께서 찬양하는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입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Ye puggalā aṭṭhasataṃ pasatthā  예 뿍갈라- 앗타사땅 빠삿타- 

Cattāri etāni yugāni honti,   짯따-리 에따-니 유가-니 혼띠 

Te dakkhiṇeyyā sugatassa sāvakā  떼 닥키네이야- 수가땃사 사-와까-  

Etesu dinnāni mahapphalāni,   에떼수 딘나-니 마합팔라-니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 받으니,   

바른길로 가신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 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  

참모임안에야 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Ye suppayuttā manasā daḷhena   예 숩빠윳따- 마나사- 다헤나 

Nikkāmino gotama sāsanamhi   닉까-미노 고따마 사-사나미  

Te pattipattā amataṃ vigayha  떼 빳띠빳따- 아마땅 위개하 

Laddhā mudhā nibbutiṃ bhuñjamānā  랏다- 무다- 닙부띵 분자마-나-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이,  

고따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불사에 뛰어들어 목표를 성취해서 희열을 얻어 적멸을 즐깁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Yathindakhīlo paṭhaviṃsito siyā  야틴다키-로 빠타윙시또 시야- 

Catubbhi vātehi asampakampiyo,  짜뚭비 와-떼히 아삼빠깜삐요 

Tathūpamaṃ sappurisaṃ vadāmi  따투-빠망 삽뿌리상 와다-미 

Yo ariyasaccāni avecca passati,  요 아리야삿짜-니 아웻짜 빳사띠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런 진리를 분명히 보는 참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하니,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Ye ariyasaccāni vibhāvayanti   예 아리야삿짜-니 위바-와얀띠 

Gambhīrapaññena sudesitāni   감비-라빤녜나 수데시따-니 

Kiñcāpi te honti bhusappamattā  낀짜-삐 떼 혼띠 부삽빠맛따 

Na te bhavaṃ aṭṭhamaṃ ādiyanti,  나 떼 바왕 앗타망 아-디얀띠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런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여덟 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Sahāvassa dassanasampadāya   사하-왓사 닷사나삼빠다-야 

Tayassu dhammā jahitā bhavanti,  따얏수 담마- 자히따- 바완띠 

Sakkāyadiṭṭhi vicikicchitañca  삭까-야딧티 위찌낏치딴짜 

Sīlabbataṃ vāpi yadatthi kiñci,  시-랍바땅 와-삐 야닷티 낀찌 

Catūhapāyehi ca vippamutto   짜뚜-하빠-예히 짜 윕빠뭇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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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  

매사의 의심, 규범과 금계에 집착의 어떤 것이라도,  

그 세 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네 가지의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여섯 가지의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Kiñcāpi so kammaṃ karoti pāpakaṃ  낀짜-삐 소 깜망 까로띠 빠-빠깡 

Kāyena vācā uda cetasā vā   까-예나 와-짜- 우다 쩨따사- 와- 

Abhabbo so tassa paṭicchādāya  아밥바 소 땃사 빠띳차-다-야 

Abhabbatā diṭṭhapadassa vuttā,  아밥바따- 딧타빠닷사 웃따-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감추지 못하니,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12. 

Vanappagumbe yathā phussitagge  와납빠굼베 야타- 풋시딱게 

Gimhānamāse paṭhamasmiṃ gimhe,  기마-나마-세  빠타마스밍 기메 

Tathūpamaṃ dhammavaraṃ adesayi  따투-빠망 담마와랑 아데새이 

Nibbānagāmiṃ paramaṃ hitāya,  닙바-나가-밍 빠라망 히따-야 

Idampi budd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붓데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여름날의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림이 가지 끝마다 꽃을 피어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stn233) 

 

 

Varo varaññū varado varāharo   와로 와란뉴- 와라도 와라-하로 

Anuttaro dhammavaraṃ adesayī  아눗따로 담마와랑 아데사이 

Idampi budd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붓데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위없는 것을 알고, 위없는 것을 주고,  

위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께서,  

최상의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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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Bhummāni vā yāni va antajikkhe,  붐마-니 와 야-니 와 안딸릭케  

Tathāgataṃ devamanussapūjitaṃ  따타-가땅 데와마눗사뿌-지땅 

Buddhaṃ namassāma suvatthi hotu.  붓당 나맛사-마 수왓티 호뚜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Bhummāni vā yāni va antajikkhe,  붐마-니 와- 야-니 와 안딸릭케 

Tathāgataṃ devamanussapūjitaṃ  따타-가땅 데와마눗사뿌-지땅 

Dhammaṃ namassāma suvatthi hotu.  담망 나맛사-마 수왓티 호뚜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가르침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Bhummāni vā yāni va antajikkhe,  붐마-니 와- 야-니 와 안딸릭케 

Tathāgataṃ devamanussapūjitaṃ  따타-가땅 데와마눗사뿌-지땅 

Saṅghaṃ namassāma suvatthi hotu.  상강 나맛사-마 수왓티 호뚜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상가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라따나경, Ratanasuttaṃ, The three Jewels, 보배경, 寶石經, 숫따니빠따 Sn 2.1, 

전재성님역) 

 

 



2) 해설 

 

(1) 만트라음악을 알게 되었는데 

  

만트라음악을 알게 되었다. 전부 인터넷 덕택이다. 불교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다가 새로운 음악장르를 발견 하게 된 것이다. 

만트라음악은 불과 몇 년만에 나온 현상으로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0 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내용은 주로 경전이나 다라니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 남방불교의 경전 내용이 주류이다. 그 것도 붓다 당시의 생활언어인 팔리어로 된 

경전이다.  

  

불자들은 차안이나 집에서 천수경이나 금강경 테이프나 CD 를 많이 틀어 놓는다. 

목탁소리와 함께 낭낭한 스님의 독송이 울려 퍼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내용자체가 부처님 말씀이고 교훈적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공덕을 쌓는 다고 여기는 

불자들이 많다. 그런데 어려운 한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은 금방 와 닿지 않는다.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자비경, 보석경, 길상경 모두 생소한 경전이다. 알게된 동기는 만트라 음악을 

통해서이다.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남방불교를 연구 하는 사람들 정도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더구나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이삼년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 보니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주로 외국사이트 특히 중국사이트에 들어 가면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음악이 좋아서 들었으나 내용까지 알고 싶었다. 

조사해 보니 팔리어 원문을 입수 할 수 있었고 우리말로 해석된 내용도 확보 할 수 

있었다. 

  

만트라를 음악답게 높여 놓은 것은 한 불자가수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중국계 말레이지아 불자가수인 황혜음(黃慧音, Imee Ooi)이다. 성악가 

출신인 그녀는 팔리어 산스크리트어에도 능통한 모양이다. 경전의 내용을 분위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는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환희심이 올라 올 정도이다. 한 

가수의 노래 하나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 하면 중국사이트에서 

말하는 '인간천녀'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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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이 정화되고 잔잔한 환희의 물결이  

  

아름다운 예술품을 볼 때 누구나 감탄한다. 때로는 환희를 느끼기도 한다. 음악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 날의 감정상태에 따라 어떤 음악은 가슴에 깊게 와 닿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잘 만들어진 음악과 노래는 마음을 정화 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환희심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음악이 치료제라고 하는 가 보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주로 천수경이나 금강경 같은 독송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불교방송을 듣는가 하면 한가할 때도 

독송음악을 틀어 놓는다고 한다. 또 차에는 항상 여러 종류의 독송음반이 있어서 

운행중에도 즐겨 듣는다. 

  

독송음반을 들으면 내용은 잘 몰라도 불보살과 조사스님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공덕을 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같은 톤이어서 

단조롭다. 약간의 고저 장단과 독송자의 독특한 음색이 있긴 하지만 환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불교음악중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환희심을 느끼는 음악은 

없을까.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음악을 발견 하였다.  

  

블로그에 소개한 음악은 100% 외국곡이다. 전세계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오픈된 자료를 

올려 놓은 것이다. 주로 중국사이트에서 퍼 온 것이지만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언어도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찬탄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 노래 중에 아끼는 곡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노래중의 하나가 ‘보석경’이다. 빠알리어로 된 경전을 

말레이시아의 불자가수인 Imee Ooi(黃慧音)가 현대음악으로 작곡 하여 부른 노래이다.  

  

보석경은 곡도 좋지만 노래 부른이의 가창력도 뛰어나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보석경의 내용이다. 부처님과 부처님법과 부처님의 법에 따라 도(道)와 과(果)를 성취한 

부처님의 성스런제자들에 대한 공경과 찬탄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런 보석경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고 가슴속에 잔잔한 환희의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보석경을 매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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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따나경 외우기 도전 

  

이번 여행을 하면서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다. 여유시간이 많을 것 같아 ‘경전 

외우기’에 도전하고 싶어서 ‘라따나경(보배경)’을 프린트 해 간 것이다. 라따나경은 

‘빠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째로 외우려고 마음 먹은 것이다.  

  

평소 Imee Ooi(黃慧音)의 라따나경음악을 매번 듣기 때문에 노랫가사와 내용은 익숙해져 

있어서 외워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몇년이 지나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여행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부담도 없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라따나경의 가르침에 빠져 보고 싶었다. 그래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탈 때 

부터 1 번 게송부터 외우기 시작 하였다. 

  

외우는 머리와 기억력 



  

경을 외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4 년 ‘천수경’과 ‘금강경’을 

외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불교교양대학에 입교하여 ‘금강경경전반’을 

다니고 있을 당시 두 경을 모두 외웠기 때문이다.  

  

모두 한문으로 된 경을 외우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노력’과 ‘신심’을 필요로 

한다. 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여 이를 성취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을 외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머리가 좋다거나 기억력이 뛰어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의 구절을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 읽고, 자꾸 기억해 내려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진다. 경을 외우겠다고 발심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는 것처럼 경의 구절이 모두 기억나게 된다. 이때 대단한 기쁨과 

환희심,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한번 위우고 나면 이제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하여 매일 암송하거나 독송하게 

된다. 이렇듯 이미 경을 외운 경험이 있어서 빠알리경전을 외우는 것 또한 비슷할 것 

같이 외워 보기로 하였다.  

  

먼저 외워야 할 경을 선택해야 하는데, 주저없이 ‘라따나경’을 선정하였다. 이는 매일 

듣는 음악 이기도 히자만, 경의 내용이 좋아서 선택하였다.  

  

붓다와 담마와 성스런 상가에 대한 예경과 찬탄이 주된 내용인 라따나경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고 공덕이 쌓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내용의 대부분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이고, 초기불교의 이념과 딱 들어 맞았기 때문이다. 

그런 라따나경은 테라와다불교 전통에서 ‘예불문’의 하나이고, 망갈라경(Mangala 

sutta, 행복경)과 멧따경(Metta sutta, 자애경)과 더불어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이라 

한다.  

  

라따나경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잘 담겨져 있고 또한 가장 고층의 경전으로 정평이 

나 있는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다. 또 우리나라의 천수경과 같이 초보자와 입문자를 

위하여, 그리고 독송용으로 만들어 놓은 ‘쿳다까파따(Khuddaka patha, 小誦經)’에도 

실려 있어서 경의 중요성을 알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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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따나경을 외우고 

 

오늘부로 ‘라따나경(Ratana sutta, 보배경, 보석경)’을 다 외웠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맑은 정신으로 라따나경의 게송 1번 부터 암송하기 시작하여 게송 17 번까지 모두 

모두 외웠을 때 마음속으로 다 외웠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제부터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하여 틈만 나면 암송해야 한다. 

  



라따나경을 외면서 ‘환희심’을 맛 보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결국 해 냈다”라는 

뿌듯한 ‘성취감’이다. 마치 난공불락과 같은 ‘철옹성’을 무너뜨린 느낌이다. 그렇게 

어렵게 외운 라따나경은 우리말로 된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된 것도 아닌 부처님당시의 

언어인 ‘빠알리어(Pāli)’로 된 것이다.  

  

빠알리어 라따나경은 한문경전보다 외우기가 더 어려웠다.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 

우격다짐으로, 생짜로, 다짜고짜로,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무식하게 외울 수 밖에 

없었다. 중국여행을 가기 위하여 리무진버스를 탈 때 부터 외우기 시작하여 꼭 3 주만의 

일이다.   

  

그런 라따나경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 17 번 게송까지 우리말로 된 것을 세어보니 경의 

이름을 포함하여 총 1,009 자이다. 이는 260 자의 반야심경보다 3.8 배 많고, 1300 여자의 

천수경에 약 3/4 정도에 이르는 숫자이다. 독송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천수경의 경우 독송이 약 13 분에서 15 분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1,009 자의 라따나경 

독송은 얼마나 걸릴까. 스리랑카 비구의 챈팅을 보면 약 7분 정도 소요된다. 

 

경을 외우면서 무대뽀로 외우기는 하였으나 그 뜻을 알며 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번역문을 구해야 한다. 처음에 출처불명의 한국어 번역문으로 

시작 하였다. 그러나 의역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중도에 접어두고, 대신 원문의 뜻을 

가장 잘 살려 번역하였다고 평가되는 ‘전재성’박사의 번역문을 참고 하였다. 

 

전박사의 번역문은 대체적으로 구절마다 ‘일대일’ 대응이 잘 되어 있다. 따라서 

빠알리어 단어를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구절을 통하여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내용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문판을 활용하였다. 검색을 통하여 원문과 거의 일대일 

대응되는 번역판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빠알리어를 모르니 국문과 영문번역문을 보아도 파악 할 수 없는 단어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각 게송의 첫 구절을 먼저 외웠다. 

6 번 게송의 경우 ‘4 쌍 8 배의 성자’에 관한 내용인데, 첫 구절은 “Ye puggalā 

aṭṭhasataṃ pasatthā(예 뿍갈라- 앗타사땅 빠삿타-)”이다. 이런식으로 각각의 게송의 

첫구절을 다 외우고 나서 개별게송을 외우는 식이다. 이런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외우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해매이면서 시간도 오래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각 게송의 첫 구절을 외워 놓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라따나경을 외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썻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기 프린트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총 6페이지에 달하는 프린트물을 사무실에 하나 두고, 또 차에 하나 

두고, 집에도  하나 두었다. 그래서 외다 막히면 들여다 보곤 하였다.  

  

그런데, 보행중이거나 전철을 탈 때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켓용’을 만들었다. 자주 들여다 보아야 하므로 찢어지지 않도록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였다. 이런 방법 또한 대단한 효과를 가져왔다. 걷는동안이나 전철안에서 외울때 



막히면 ‘슬쩍’꺼내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다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곤 하였다. 

 

빠알리어로 된 라따나경을 어렵게 외웠다. 천수경에 들어 있는 산스크리트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처럼 남감하기도 하였지만 외우고 나니 마치 큰 일을 

이루어낸 듯한 기분이다. 그런 라따나경을 외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따나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던 ‘사캬무니 붓다’를 말한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은 

초기경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층(古層)에 속한다는 

‘숫따니빠따’에 들어 있다. 따라서 라따나경은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의 육성이 생생히 

담겨 있는 경이라 볼 수 있다.  

  

라따나경을 접하면 부처님당시 민중언어의 맛을 느낄 수 있다다. 경에서 “Tasmā hi 

bhūtā nisāmetha sabbe(따스마- 히 부-따- 니사-메타 삽베,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이는 부처님이 그 때 당시 언어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빠알리어 문구는 금강경에서 한문으로 

된“須菩提於意云何(수보리어의운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비교 하였을 

때 읽는 맛이 다른 것이다. 

  

둘째, 라따나경은 ‘예불문’이다.  

  

이는 테라와다불교전통에서 멧따경(Metta sutta, 자애경), 망갈라경(Mangala sutta, 

행복경)등과 함께 예불의식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경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과 같은 위치의 경이다. 따라서 누구나 외워야 할 경으로서 

쿳다까파따(Kuddakapatha, 小誦經)에서 속해있기도 하다.   

  

쿳다까파타는 20 페이지도 안되는 짧은 경 9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심자들의 수련을 

위한 가르침으로 편집된 것으로서 축복이나 예식의 독송용으로 사용된다. 

  

셋째, 라따나경은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이 담겨 있다.  

  

불교입문자나 초심자, 수련용, 독송용으로 사용되는 라따나경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에 대하여 여러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 강조한 근본가르침이다.  

  

그런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쌍팔배의 성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Ye puggalā aṭṭhasataṃ pasatthā Cattāri etāni yugāni honti,  

(예 뿍갈라- 앗타사땅 빠삿타- 짯따-리 에따-니 유가-니 혼띠,)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게송 6) 

  

  

또 성자가 되려면 유신견, 의심, 계금취를 타파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Tayassu dhammā jahitā bhavanti Sakkāyadiṭṭhi vicikicchitañca  
Sīlabbataṃ vāpi yadatthi kiñci,  

(따얏수 담마- 자히따- 바완띠 삭까-야딧티 위찌낏치딴짜 시-랍바땅 와-삐 야닷티 낀찌) 

  

존재의 무리에 실체라는 견해 매사의 의심, 계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의 어떤 것이라도 

그 세 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게송 10) 

  

  

이 뿐만아니라 게송 11에는 신구의 삼업 “Kāyena vācā uda cetasā vā (까-예나 와-짜- 

우다 쩨따사- 와-,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14 번 게송에서는 “Nibbanti dhīrā yathāyampadīpo(닙반띠 디-

라- 야-타-얌빠디-뽀,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라따나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가장 잘 표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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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5) 라따나경은 수호경 

 

보석경이 왜 수호경인가? 이는 경이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 매일 독송한다면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외우서 암송하면 더 좋을 것이다. 매일 음악으로 듣는 것만으로 공덕이 될 

것이다. 

  

보석경은 게송 하나하나가 주옥같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빠알리어로 모두 다 외웠다. 

17 개 게송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아마도 10 번째 게송일 것이다. 빠알리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하-왓사 닷사나삼빠다-야 

따얏수 담마- 자히따- 바완띠 

삭까-야딧티 위찌낏치딴짜 

시-랍바땅 와-삐 야닷티 낀찌 

짜뚜-하빠-예히 짜 윕빠뭇또 

차 짜-비타-나-니 아밥보 까-뚱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씨디에서 라따나숫따 음악을 들으면 클라이막스가 있다. 바로 열번째 게송에서 고조된다. 

왜 그럴까? 이 게송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순간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신견, 계금취견, 의심을 타파하는 가르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빠알리 게송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다음과 같다.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 매사의 의심, 규범과 금계에 집착의 

어떤 것이라도, 그 세 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네 가지의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여섯 가지의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Stn.231) 

  

  

보석경 음악을 들으면 정신이 크게 고양된다. 마치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기나 한 것처럼 

성스럽고 고귀한 마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기분에 십년 이상 매일 아침 듣는 것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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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다사 이병욱 

 

 

(6) 라따나경을 설한 인연담 

  

부처님은 베살리사람들의 요청으로 위험한 지역에 들어 갔다. 이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발로라 볼 수 있다. 주석의 인연담 말미에서는 이렇게 마무리 되어 있다. 

  

  

“부처님은 이 보배의 경을 먼저 아난다에게 가르쳐주고는 리차비의 왕자와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 경을 읽고 부처님의 발우에 물을 담아 뿌리도록 했다. 그러자 모든 

악귀들이 도시에서 물러나고 사람들은 질병에서 벗어났다. 리차비 족들은 시의 공회당에 

모여 여러 가지 공물을 준비하여 부처님을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 모임에서 베쌀리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석천을 우두머리로 하는 천상계의 신들도 와 있었다. 부처님은 이 

수많은 대중에게 이 보배의 경을 설했다.” 

(주석, 숫따니빠따 라따나경-보배경 또는 보석경, sn2.1) 

  

  

라따나경을 설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부처님이 베살리에 오자 역병이 퇴치 

되었고, 이에 베살리 주민들은 부처님를 공회당에 모셔 놓고 공양했다. 자리가 마련되자 

부처님은 베살리사람들을 위하여 법문을 하였다. 이 법문에 베살리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석천 등 천상의 신들도 함께 하였다. 사실상 모든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법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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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애경 

Karaniya Metta Sutta(Pali) 7:29 

 

1) 가사내용 

 

 

Karanīyam atthakusalena   까라니-얌 앗타꾸살레나 

yan taṃ santaṃ padaṃ abhisamecca:  얀 땅 산땅 빠당 아비사멧짜 

Sakko ujū ca sūjū ca   삭꼬 우주- 짜 수-주- 짜 

suvaco c'assa mudu anatimānī,  수와쪼 짯사 무두 아나띠마-니. 

 

널리 이로운 일에 능숙하여서  

평정의 경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님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지이다.  

 

 

Santussako ca subharo ca   산뚯사꼬 짜 수바로 짜 

appakicco ca sallahukavutti  압빠낏쪼 짜 살라후까웃띠 

Santidriyo ca nipako ca  산띠드리요 짜 니빠꼬 짜 

appagabbho kulesu ananugiddho,  압빠갑보 꿀레수 아나누깃도 

 

만족할 줄 알아서 남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몸과 마음 고요하고 슬기로우니,  

가정에서 무모하거나 집착하지 말지이다.  

 

 

Na ca khuddaṃ samācare kiñci  나 짜 쿡당 사마-짜레 낀찌 

yena viññū pare upavadeyyuṃ  예나 윈뉴 빠레 우빠와데이융 

Sukhino vā khemino hontu  수키노 와 케미노 혼뚜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삽베 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다른 양식있는 님들의 비난을 살만한  

어떠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삼가 하오니,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  

 

 

Ye keci pāṇabhūt' atthi  예 께찌 빠-나-부-땃티- 

tasā vā thāvarā vā anavasesā  따사- 와- 타-와라- 와- 아나와세사- 

Dīgha vā ye mahantā vā  디-가 와- 예 마한따- 와- 

majjhimā rassakā aṇukathūlā   맛지마- 랏사-까 아누까툴-라-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Diṭṭhā vā ye vā addiṭṭhā  딧타- 와- 예 와- 아딧타- 

ye ca dūre vasanti avidūre  예 짜 두-레 와산띠 아위두-레 

Bhūtā vā sambhavesī vā  부-따- 와- 삼바웨시- 와-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삽베 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Na paro paraṃ nikubbetha  나 빠로 빠랑 니꿉베타 

nâtimaññetha katthacinaṃ kañci 나-띠만녜타 깟타찌낭 깐찌 

Vyārosanā paṭighasaññā   위야-로사나- 빠띠가산냐- 

nāññamaññassa dukkham iccheyya  난냐만냣사 둑카밋체이야.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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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Mettañ ca sabbalokasmiṃ  멧딴 짜 삽바-로까스밍 

mānasam bhāvaye aparimāṇaṃ  마-나삼 바-와예 아빠리마낭 

Uddhaṃ adho ca tiriyañ ca  웃당 아도 짜 띠리얀 짜 

asambādhaṃ averaṃ asapattaṃ  아삼바-당 아왜랑 아사빳땅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Tiṭṭhaṃ caraṃ nisinno vā  띳탕짜랑 니신노 와- 

sayāno vā yāvat' assa vigatamiddho 사야-노 와- 야-와땃사 위가따밋도 

Etaṃ satiṃ adhiṭṭheyya  에땅 사띵 아딧테이야 

brahmam etaṃ vihāraṃ idha mahu  브라흐맘 에땅 위하-랑 이다 마-후 

 

서있거나 가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이 굳게 새겨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옵니다.  

 

 

Diṭṭiñ ca anupagamma   딧띤 짜 아누빠감마 

sīlavā dassanena sampanno  실라와- 닷사네나 삼빤노 

Kāmesu vineyya gedhaṃ   까-메수 위네이야 게당 

na hi jātu gabbhaseyyaṃ punaretī   나 히 자-뚜 갑바세이양 뿌나레띠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계행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어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까라니야멧따경, Karaniya Metta Sutta, 자애경, 숫따니빠따 Sn 1.8, 전재성님역) 

 

 

2) 해설 

 

(1) 자애경은 우정의 가르침 

 

숫따니빠따에 자애경(Sn.1.8)이 있다. 테라와다불교 삼대예불문중의 하나이다. 

삼대예불문은 자애경, 보배경, 축복경을 말한다. 필수경을 모아 놓은 

쿳다까빠타(khuddakapāṭha: 小誦經)에도 실려 있디. 이 세 경은 동시에 수호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회가 열리면 독송한다. 한국불교의 반야심경이나 천수경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경이다.  

  

자애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다. 초기불교 공부모임을 할 때 독송되고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니까야가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고 위빠사나 수행법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감에 따라 자애경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자애경은 빠알리어로 멧따숫따(mettā sutta)라고 한다. 여기서 멧따는 자애로 번역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우정’의 뜻이다. 멧따에 대하여 영어로 ‘loving-kindness’라 

하여 사무량심 중의 하나인 자애로 번역한다. 그러나 빠알리사전을 보면 ‘amity; 

benevolence’의 뜻도 있다. 여기서 ‘amity’는 친선, 친목, 우호의 뜻이다. 

친구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멧따경에서 가장 핵심구절은 “삽베 삿따 바완뚜 수키땃타(sabbasattā bhavantu 

sukhitattā)”(Stn.147)이다. 이 말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라는 뜻이다. 

지옥중생에서부터 천상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애의 마음이고 동시에 우정의 마음이다. 모든 중생을 친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모든 존재 안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은 자신을 우호적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우호적으로 대함을 말한다. 반대로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남도 

적대적으로 대한다. 자기혐오가 있는 사람은 남도 혐오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애수행은 먼저 자신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야 

남도 친구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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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비송과 자애경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불자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불교음악은 중국계 

말레이지아 불자음악가인 Imee Ooi(黃慧音)의 자비송 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비송’이라 부르지만 중화권 국가에서는 자경(慈經)으로 알려져 있고, 영어 제목은 

‘The chant of metta’이다. 그런데 멧따 음악이 하나 더 있다. 최근에 Imee Ooi 의 

공식 사이트에서 발견한 까라니야 멧따숫따 

(Karaṇīya Mettā Sutta, http://www.immmusic.com/product/eng/1024.htm) 
가 바로 그 것이다.  한자어로 표현 하면 자애경(慈愛經)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익히 잘려져 있는 ‘The chant of metta’와 다르다.  

  

자비송과 다른 자애경은 

  

까라니야 멧따숫따(자애경)에 대하여 

영문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Metta_Sutta)를 참고 하여 보았다. 

  

까라니야 멧따숫따(자애경)는 빠알리 성전의 숫따니파타(Sn 1.8)와 쿳다까파타(Khp 

9)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부처님이 직접설한 가르침으로 줄여서 ‘멧따 숫따’라고 보통 

부른다. 이 멧따 숫따는 10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도덕적 

삶의 고양’과 ‘자애의 개발’이라는 커다란 두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빠알리어 

멧따(metta)를 영어로 표현하면 “lovingkindness” 또는 “friendliness”가 될 것이다.  

  

까라니야 멧따숫따(자애경)는 보편적 사랑에 대한 명상, 즉 자비의 수행에 대한 설명은 

상좌불교(Theravada) 전통의 주된 명상교재인 <청정도론>, <해탈도론>, <무애해도>의 

설명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자비관을 닦는데 실질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멧따는 또한 사무량심중의 하나이다. 상좌불교에서 사무량심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첫째, 자애이다. 빠일리어로 멧따(metta)라 한다.  

둘째, 연민이다. 빠일리어로 까루나(karuna)라 한다. 

둘째, 같이 기뻐함이다. 빠일리어로 무디따(mudita)라 한다. 

둘째, 평온이다. 빠일리어로 우뻭카(upekkh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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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애경 인연담 

  

빠알리니까야에 멧따경(Sn1.8)이 있다. 쿳다까니까야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다. 멧따경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잘 담겨 있는데,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의 원형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멧따경을 설한 동기는 무엇일까? 전재성박사의 숫따니따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세존께서는 우안거가 다가왔을 때에 사왓티에 계셨다. 수행승들에게 탐욕스런 자에게는 

부정(不淨)에 대한 명상수행과, 분노하는 자에게는 자애(慈愛) 등에 대한 명상과, 

어리석은 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사유하는 자에게는 호흡마음챙김이나 땅 

등의 두루채움의 수행을, 믿음있는 자에게는 염불 수행을, 이해가 있는 자에게는 세계에 

대한 분석적 관찰의 명상을 가르쳤다.  

  

오백명의 수행승들이 이러한 명상수행을 배워서 히말라야 산록의 바위가 있고, 청량한 

녹음이 짙고, 진주 그물과 같은 모래가 있고, 시원한 물이 있는 지역을 찾았다. 거기서 

그들은 인근 마을로 탁발을 하러 갔다. 청정한 수행승들을 반겨 맞은 1000 가구의 

주민들은 그들에게 우기에 그곳에 머물러 주기를 요청하고 500 채의 정진을 위한 초암을 

지어 제공하고는 모든 생필품을 제공했다.  

  

그들은 탁발하며 수행 정진 했는데, 그런데 수행정진하는 수행승들의 위광 때문에 

자신의 위광을 손실한 나무의 하늘사람(樹神)들이 ‘언젠가 존자들은 갈 것이다’고 

궁전에서 내려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삼개월 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여 수행승들을 방해하기 위해 야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포의 소리를 들려 주었다.  

  

그러자 수행승들은 심장이 뛰고 안색이 창백하여 새김을 잃었는데, 거기에 악한 냄새를 

피워 두통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행승들은 그곳에서 안거를 포기하고 사왓티의 

세존을 찾아뵈었다. 그러자 세존은 ‘안거중에 유해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제정하고 

이 경을 ‘수호를 위하여, 명상을 위하여’ 수행승들에게 설한 것이다.  

  

세존은 생노병사와 세계의 고통과, 과거의 윤회의 고통과, 미래의 윤회의 고통과, 

현재의 음식을 구하는 고통을 생각하여 자신을 수호하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부정관을 닦고 죽음에 대한 새김을 닦을 것을 권한다.  

  

이 경은 초기경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 수호경(護呪)에 포함되고 남방 예불문에는 

항상 이 경전이 등장한다.  

  

(자애경 해제, 전재성박사) 

  

  

멧따경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멧따경은 출가수행자들을 위한 경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을 해치려는 존재에 대해서도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내어 해탈하는 것에 대하여 자심해탈(慈心解脫)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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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대승불교에 보살사상이 있다면, 초기불교에는 자애사상이 있다. 그것도 경전과 주석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런 자애사상은 40 가지 사마타 명상주제중의 

하나이다. 즉 자애수행을 함으로서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자심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명상주제중의 하나로서 자애수행은 청정도론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런 자애수행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애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수행방법이라 볼 수 있다. 가장 

고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숫따니빠따에 부처님의 말씀이 실려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까라니야멧따경(Karaniya Metta Sutta, 자애경, Sn1.8)’이다. 

  

까라니야멧따경의 핵심구절은 “삽베삿따 바완뚜 수키땃따(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이다. 우리말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 한 

구절에 부처님의 중생에 대한 자애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비구가 이와같이 서원한다면 이는 다름아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사상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자애의 마음은 어떻게 내야할까?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경에서는 “마따 야타니양 뿟땅 아유사에깝뿟땅 아누락케(Mātā yathā niyaṃ puttaṃ 

āyusā ekaputtam anurakkhe)” 라 하였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하는 것이라 하였다. 전세계의 어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간절한 표현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어머니가 하나 뿐인 아들에 대하여 목숨바쳐 구하듯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자애의 마음을 낸다면 굳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과 보살사상이 따로 필요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자애사상이 들어가 있는 까라니야멧따경은 테라와다 불교전통에 있어서 

예불문중의 하나이고 독송용으로 사용되는 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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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사관정진언 

Medicine Buddha Dharani(Sanskrit) 

 

1) 가사내용 

 

Namo Bhagavate   나모 바가와떼 

Bhaiṣajya-guru-   바이사쟈- 구루- 

vaiḍūrya-prabha-rājāya  와이두-랴 쁘라바라-자-야 

Tathāgatāya Arhate   따-타가따-야 아르하떼 

Samyak-saṃbuddhāya.   삼먁삼붓다-야 

Tadyathā:    따디야타- 

OṂ BHAIṢAJYE,    옴 바이사제 

BHAIṢAJYE,    바이사제 

BHAIṢAJYA-    바이사쟈 

SAMUD-GATE SVĀHĀ.   사뭇가떼 스와-하- 

  

약사유리광여래께 귀의 합니다. 

가장높은 분, 

완전한 분, 

정등각자, 

상서로운 분이시여! 

그 약으로서, 

그 약으로서, 

약효가 드러나게 하소서! 

 

 

2) 해설 

 

(1) 약사여래를 찬탄하는 진언 

 

티벳 의사들이 항상 외우는 진언으로 약사여래를 찬탄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의사가 치료를 베풀 때도 외우는 진언이며, 환자가 약을 먹기 전 외우는 진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표기 

  

옴 나무 바까와띠 구루 비두야 다와 라자야 다당가따야 하라 하띠 삼매삼 부다야 다야타 

옴 바이사제 바이사제 바이사쟈 사무가떼 스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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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생들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음악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 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주는 노래가 

있다. 바로 '이메이 우이(황혜음)'음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사관정진언'이 

그렇다. 모든 우이의 음악이 아름답지만 약사관정진언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 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것은 노래의 제목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의 제목은 '약사관정진언(藥師灌頂真言)'이다. 노래의 제목에 나와 있는 약사는 

티벳,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널리 숭배되는 온갖 병을 치료해 준다는 

약사여래부처님을 말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이솨쟈 구루(Bhaisajya-guru)'라고 

말한다. 

  

약사여래에 대한 민간신앙의 뿌리는 매우 깊다. 한국에서는 이미 통일신라 초기 부터 

크게 성행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거듭되는 국난에 대처 하기 위하여 약사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기원법회가 자주 열렸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아미타불과 더불어 널리 신봉 되는 부처의 하나이다. 특히 몸과 마음의 병을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일본 또한 약사여래에 대한 숭배는 헤이안 시대 부터 성행 하였고, 오늘날에도 천태종 

진언종 계통의 종파들은 약사여래를 각별히 숭배 하고 있다고 한다.  

 

티벳에서는 흔히 약용 과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약사경이 

4 차례에 걸쳐서 번역 되었는데 최초의 번역본은 동진시대(317-420)에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예로 부터 약사여래신앙이 크게 유행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생들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일 것이다. 아픈 중생들이 단지 약사여래의 

상을 만지거나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기만 해도 효과적으로 치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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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단한 세상에 

  

누구나 소속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소속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속 없이 노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라 한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소속이 없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거나 

운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한다.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하지 

못하는 삶 역시 소속이 없기는 마찬 가지 일 것이다.  

  

못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배워서, 살기가 너무 고단한 세상이다. 그런 형벌 같은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노래가 있다. Imee Ooi 의 약사관정진언이다.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무소속인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어느 정도 치유 해 주는 것 

같다. 약사관정진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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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분이 업(Up)되어 있을 때 

  

기분이 업(Up)되어 있을 때는 이를 누그러 뜨려야 하는데, 이 때 조용하고 차분한 

노래가 좋을 듯하다. 적합한 음악으로서 약사관정진언이 있다.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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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을 먹는 효과와 동일한 

 

음악을 들었을 때 통증이 일어나지 않거나 느끼지 않는다면 약을 먹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다. 또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항우울증 약을 먹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음악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음악 중에 ‘약사관정진언’이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단하다.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기 쉬운데, 

그럴 때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노래를 들으면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관정진언이 바로 그런 음악이라 생각된다.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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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옴 따레 뚜 따레 

Om Tare Tuttare(Tibetan) 6:21 

 

1) 가사내용 

 

OM TARE TU TARE TURE SVAHA 

옴 따레 뚜 따레 뚜레 스와하 

 

2) 해설 

 

(1) 고통의 강을 건네 주는 어머니‘타라 

  

티벳불교에 타라보살이 있다. 그런데 티벳에서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높은 

보살이 타라보살이라 한다. 타라는 산스크리트어이고 티벳어로는 ‘돌마’라고 하는데 

돌마라는 이름은 티벳에서는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라고 한다. 

  

김선정님의 글에 따르면(불광 1999 년 5 월) 티벳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고 접하는 

보살이 ‘타라보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타라보살은 젖가슴을 온통 드러내고 

눈꼬리가 날카로은 이국적인 여성의 모습이고 더구나 살갗까지 온통 시퍼래서 매우 

낯설은 모습이라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성적으로 교합한 상태로 표현 되는 

부모(얍윰, Yab Yum) 또는 무서운 마하칼라(Mahacala)와 같은 불보살상들과 더불어 

티벳불교가 정식 불교가 아닌 무언가 사이비적 냄새가 나는 불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라가 어떤 보살인지 알고 나면 한국의 불자들도 많이 

좋아 할 것이라 말한다.  

 

타라보살은 어떻게 하여 태어 나게 되었을까. 티벳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억겁전에 아다부처님(鼓音如來)시절 까지 올라간다. 이 시절에 이셰다와(慧月)라는 

공주는 수 없는 생을 통해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한량없는 공양을 올렸다. 

  

공주는 10 세부터 고행과 명상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79 세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혜월 공주가 깨달음을 얻자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이 찾아와 

예를 올리고 “공주시여, 깨끗한 복을 짓고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으니 속히 남자의 몸을 받아 부디 중생을 위해 법을 베푸소서.”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공주는 이를 거절하며 “남자 모습의 부처와 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여자 

모습의 불보살은 거의 볼 수 없으니 나는 이 삼사라가 텅비도록 여자의 모습으로 모든 

중생을 도우리.”하고 서원하였다. 다시 여러 번을 더 안거에 들고 삼매를 이루어 

공주는 고통의 강을 건네주는 어머니라는 ‘타라’로 불리게 되었다. 

 

타라는 실제로 어머니가 되기로 하고 부처님이 주신 환약을 먹고 축복을 받아 99 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유’라고 하는 훌륭한 용모의 보살을 아들로 낳았다. 타라는 

아들을 몹시 사랑하여 늘 가슴에 안아 젖을 먹이고 연꽃 위에 눕혀서 열매의 즙을 

먹였다.  

 

그런데 어느날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들이 그만 사라져 버렸다. 1천불 나라의 부처와 

보살들이 감추어 버린 것이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타라는 수행으로 쌓은 모든 마음의 

힘이 사라지며 가슴이 미어져서 젖이 마르고 달빛 같던 얼굴이 시커멓게 어두워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으며 하늘과 땅이 흔들리도록 통곡하니 눈물로 호수가 생기고 

마른 나무에서 새잎이 나왔다. 

 

부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타라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며 법을 설하시기를, “육도의 

어머니 타라시여,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기 마련인데 어찌 이리도 

고통스러워하시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조차도 아들을 잃은 어미의 고통을 달랠 수 

없었다. 아들을 찾아서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샅샅이 뒤지고 헤매이면서 타라는 

육도 중생들의 고통을 낱낱이 보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천불 나라의 부처와 보살들이 황금탑 안에 감추어 놓은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마침내 상봉한 모자가 끌어안고 서럽게 울며 함께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그 눈물은 약이 되어 그 눈물을 마신 모든 중생들이 장애와 병을 벗어났다.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타라는 “내가 이 아들을 찾아 육도를 헤매이면서 고통스러운 

중생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들을 찾던 그 애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건지리이다.”하고 서원하니 부처와 보살들이 몹시 기뻐하며 타라 

모자를 좌대 위에 앉히고 세 바퀴를 돌고 절을 한 다음 “타라 어머니시여, 우리가 

아들을 숨긴 것은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을 어머니가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였다.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원한 타라는 부처님이 바뀐 지금도 포탈라라는 궁전에 거하며 

외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중생들을 돕고 있다.  

  

티벳 라사의 달라이라마가 거하는 궁전의 이름을 ‘포탈라’라고 한 것은 어머니 타라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달라이라마들의 의지인 것이다.  

  

OM TARE TU TARE TURE SVAHA 

옴   따레   뚜   따레  뚜레   스와하 

  

2009-07-02 

진흙속의연꽃 

 

(2) 타라보살 진언방법 

 

그렇다면 타라 보살 진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타라보살의 메인 만트라는 불교도나 힌두교도나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oṃ tāre tuttāre ture svāhā(옴 따레 뚯따레 뚜레 스와하) 

  

이를 티벳식 발음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oṃ tāre tu tāre ture soha.(옴 따레 뚜 따레 투레 소하)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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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수보살진언 

Manjusri Bodhisattva(Sanskrit) 5:53 

 

1) 가사내용 

 

 Om A Ra Pa Ca Na Dhih 

옴 아라파자나 디  

 

 

2) 해설 

 

(1)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 

 

이 다라니로 삼매를 수행하는 자는 능히 범부의 몸으로도 부처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옴 아라파자나 디  

  

아(阿) 자는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 없는 허망한 것이며,  

라( ) 자는 일체의 오염이 없이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며,  

파(跛) 자는 모든 차별을 떠난 최상의 진리를 의미한다.  

자(者) 자는 미묘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현상을,  

나(那) 자는 모든것들은 그대로 실체이고 실상으로 본성에 여여하게 있다. 

  

일체유위법이 무상하고 무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교의 지혜이다. 그런 지혜를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즈나(Prajna)라 하고, 빠알리어로 빤냐(Panna)라 한다. 한자어로 

음역하면 반야(般若) 가 된다. 이런 반야의 상징이 있다. 대승불교에서 문수보살이다.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은 티벳불교의 탕카에서 보면 항상 칼을 들고 있다. 그 칼을 

보통 ‘반야의 검’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보는 문수보살상은 반야의 

검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지혜로운 동자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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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지혜(智慧)를 인격화한 보살. 

  

산스크리트 Mañjuśrῑ 를 음사한 문수사리(文殊師利)의 별칭이다. Mañjuśrῑ 라는 

산스크리트는 묘길상(妙吉祥)이라고도 번역되며 묘음보살(妙音菩薩)이라고도 한다. 또 

바기슈바라(Vāgῑśvara：언어의 주인)라고도 한다. 

 

문수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서 이상적인 구도자상이라 일컬어 지고 있고 

산스끄리뜨어로 ‘만주스리(Manjusri)’라 한다.  

  



문수보살이 나오는 경전은 250 년부터 만들어졌고 400 년 부터 소재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문수신앙은 동아시아와 티벳에서 크게 발전 하였는데 특히 8세기에 중국에서 크게 

유행 하였고 한다.  

  

중국의 우타이산(오대산)은 예로부터 문수신앙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역시 

문수신앙이 삼국시대부터 유행 하였고 특히 중국의 우타이산(오대산)과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의 상주처로 오대산을 중시해 오고 있다.  

 

티벳의 경우는 자비의 상징 관세음보살과 함께 지혜의 상징으로서 문수보살이 중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티벳의 불교를 개혁한 아티샤의 화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야의 검으로 무엇을 배려 하는 것일까? 

 

문수보살은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상적인 구도자상이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실천에 

있어서 이상적인 구도자상이라면 문수보살은 지혜의 실천으로서의 따르고 본 받아야할 

이상형이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을 부처의 화현이라거나 구원자로서 역할로 

생각한다면 결코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 할 수 

있어야만 본받고 따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의 상징으로서 문수 보살이 

들고 있는 칼은 반야의 검이다. 반야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문수보살을 애타게 

부른 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반야의 지혜를 얻을려면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해야 얻어 질 것이다. 바로 그런 통찰이 

‘연기법’을 아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야의 검의 검법은 ‘연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기법이라는 검법으로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 유행 하였던 삿된 견해인 

이 세상을 범천이 창조 하였다는 ‘자재화작인설’ 즉 창조론을 베어 버렸고,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선업과 악업에 결과라고 말하는 ‘숙작인설’ 즉 운명론을 베어 버렸고,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무인무연론’ 즉 유물론을 베어 버렸다.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삿된 견해를 여전히 볼 수 있다. 자아가 있다는 유신견(有身見),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상견(常見),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단견(斷見)등이 반야의 

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볼 수 있다. 

  

 

 

 

 

 

 

 

 

 

 

 

 

 

 

 

 



8. 인간사자의 노래 

Narasiha Gatha(Pali) 5:001 

 

1) 가사내용 

 

Cakkavaraṅkitarattasupādo,  짝까와란끼따랏따수빠도 

lakkhaṇamaṇḍita-āyatapaṇhī,  락카나만디따 아야따빤히 

cāmarachattavibhūsitapādo,  짜마라찻따위부시따빠도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붉은 성스러운 두 발은 탁월한 법륜으로 장식되고,  

긴 팔꿈치는 성스러운 징표들로 치장되셨고,  

발등은 불자(拂子)와 양산으로 분장되셨으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Sakyakumāravaro sukhumālo,  사끼야꾸마라와로 수쿠말로 

lakkhaṇacittikapuṇṇasarīro,  락카나찟띠까뿐나사리로 

lokahitāya gato naravīro,  로까히따야 가또 나라위로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우아하고 고귀한 석가족의 왕자님,  

몸은 성스러운 징표로 가득 차시고,  

세상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 가운데 영웅이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Puṇṇasasaṅkanibho mukhavaṇṇo, 뿐낫산깐니보 무카완노 

devanarāna' piyo naranāgo,  데와나라나 삐요 나라나고 

mattagajindavilāsitagāmī,  맛따가진다윌라시따가미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얼굴 빛은 보름달처럼 빛나고  

하늘사람과 인간에게 사랑받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는 코끼리의 제왕과 같으시니 인간 가운데 코끼리,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Khattiyasambhava-aggakulīno,  캇띠야삼바와 악가꿀리노 

devamanussanamassitapādo,  데와마눗사나맛시따빠도 

sīlasamādhipatiṭṭhitacitto, 실라삼마디빠띳티따찟또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왕족으로 태어난 귀족으로서  

하늘사람과 인간의 존귀함을 받는 님,  

마음은 계율과 삼매로 잘 이루어진 님,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Āyatatuṅgasusaṇṭhitanāso,  아이야따뚠가수산티따나소 

gopakhumo abhinīlasunetto,  고빠쿠모 아비닐라수넷또 

indadhanū-abhinīlabhamūko,  인다다누 아비닐라수넷또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잘 생긴 코는 길고 두드러지며,  

속눈썹은 젊은 여자의 것과 같고, 

눈은 사파이어의 푸른빛이고, 눈썹은 무지게 같으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Vaṭṭasumaṭṭasusaṇṭhitagīvo,  왓따수맛따수산티따기워 

sīhahanū migarājasarīro,  시하하누 미가라자사리로 

kañcanasucchavi-uttamavaṇṇo, 깐짜나숫차위 웃따마완노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잘 생긴 목은 둥글고 부드러우며,  

턱은 사자와 같고, 몸은 짐승의 왕과 같고,  

훌륭한 피부는 승묘한 황금색이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Siniddhasugambhiramañjusaghoso,시닛다수감비라만주사고소 

hiṅgulabandhusurattasujivho, 힌굴라반두수랏따수지보 

vīsativīsatisetasudanto, 위삿띠위삿띠세따수단또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훌륭한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고,  

혀는 주홍처럼 선홍색이고,  

치아는 스무개씩 가지런히 하야시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Añjanavaṇṇasunīlasukeso,  안자나완나수닐라수께소 

kañcanapaṭṭavisuddhanalāṭo,  깐짜나빳따위숫다날라또 

osadhipaṇḍarasuddhasu-uṇṇo,  오사디빤다라숫다수 운노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칠흙같은 심청색이고,  

이마는 황금색 평판처럼 청정하고  

육계는 새벽의 효성처럼 밝게 빛나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Gacchati nīlapathe viya cando, 갓차띠 닐라빠테 위이야 짠도 



tāragaṇāpariveṭhitarūpo,  따라가나빠리웨티따루뽀 

sāvakamajjhagato Samaṇindo, 사와까맛자가또 삼마닌도 

esa hi tuyha pitā narasīho ti. 에사 히 뚜이하 삐따 나라시호 

 

많은 별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달이 창공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수행자들의 제왕은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이분이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시옵니다. 

 

(나라시하가타, Narasīhagāthā, Verses about a Lion of a Man, 인간사자의 노래, 

전재성님역) 

 

 

2) 해설 

 

(1) 야쇼다라왕비가 라훌라에게 

 

야쇼다라왕비가 라훌라에게 지어준 부처님을 찬탄한 시 ‘인간 사자의 노래(인중사자게-

人中狮子偈,narasiha gatha)’는 남방불교에서 널리 재가의 일상생활에서 애송되는 

시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처음으로 카필라성을 방문 하게 되었을 때, 야소다라왕비가 

나이 어린 아들 라훌라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신체적인 특성과 고결한 덕성을 설명해 

주고 찬탄 하는 노래이다. 야소다라왕비는 후에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졌을 때 출가 

하였고, 아들인 라훌라 또한 부처님을 따라 출가 하였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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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님이 탁발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수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예불문 

“나모 땃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닷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으로 시작되는 귀의문이 

최고의 찬탄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찬탄문이 있습니다. 초기경전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전 되어온 아름다운 게송 나라시하가타(Narasīhagāthā)가 그것입니다. 

  

나라시하가타(Narasīhagāthā)는  후대 누군가가 부처님의 32 상을 근거로 하여 부처님의 

탁월한 신체적 특징과 고결한 덕성을 시로 만든 것입니다. 전재성 박사의 예경지송 

‘일반예불품’에도 ‘인간사자의 게송’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습니다. 

  

나라시하가타는 부처님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처음으로 까삘라밧투 

시를 방문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후 7 년 만에 방문한 

까삘라밧투 시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왕비 야소다라가 아들 

라훌라와 함께 탁발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읊은 것이라 합니다.  

 



나라시하가타의 출처는 ‘ApA.I.79’라 합니다. 여기서 ApA 는 ‘Apadāna Aṭṭhakathā’의 

약자로서 ‘아빠다나 주석서’를 의미합니다. 빠알리어 ‘apadāna’는 ‘life history; 

legend’의 뜻으로 ‘인연담’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ApA.I.79’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해 보니 “Ten verses 

praising the Buddha's beauty, said to have been uttered 

by Rāhulamātā when Suddhodana announced to her that the Buddha was begging alms in 

his own city of Kapilavatthu. Each verse ends with the word "narasīha". ApA.i.79; 

J.i. says there were only 8 verses.”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옵니다.” 

  

나라시하가타는 라훌라의 어머니 야소다라왕비가 라훌라를 위하여 읊은 게송입니다. 각 

게송의 끝에는 후렴구로서 “esa hi tuyha pitā narasīho”가 공통으로 붙어 있는데, 

이는 “바로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 인간의 사자이옵니다.”라 하여 부처님을 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경지송에는 아홉 개의 게송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나라시하가타를 보면 주로 부처님의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의 

서른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야소다라왕비가 아들 라훌라에게 

부처님의 탁월한 신체적 특징과 고결한 덕성을 들려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송은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 애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불교음악가 이미우이(Imee Ooi: 黃惠音) 노래가 

유명합니다. 나라시하가타야말로 부처님 찬탄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송일 

것입니다.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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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님이 준 최고의 유산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큰 유산을 주었다. 그것은 왕국도 아니고 재보도 아니다. 부처님이 

줄 수 있었던 것은 불사의 가르침이다. 이것 만큼 큰 유산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라.(dukkhassantakaro bhava, 

stn337)”라 하였다.  

  

괴로움의 종식은 다름 아닌 윤회의 종식을 뜻한다. 윤회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mā 

lokaṃ punarāgami, stn339)”라 한 것이다.  

  

세속으로 되돌아 가지 않으려면 싫어 하는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아주 싫어하여 떠나라.(nibbidā bahulo bhava, stn340)”라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윤회의 소용돌이에 아주 실망해서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자각을 

가져라.(Prj.II.343)”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라훌라에 준 최고의 유산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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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자후(獅子吼), 최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당당하고 의미 있는 선언 

  

첫째, 부처님을 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맛지마니까야에서 제 1편 근본오십편을 보면 

‘사자후의 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교도들을 대할 때 “그대들은 사자후를 올바로 

부르짖어야 한다.”(M11)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후(獅子吼: sīhanāda)는 

최상의 소리, 두려움 없는 소리, 논박할 수 없는 소리를 말합니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에 대하여 사자의 외침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후의 큰 경’(M12)에서 

여래십력으로 사자후를 토하며 하느님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백수의 왕이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윳따니까야 

‘사자의 경’(S22.78)에 따르면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모두 두려움에 떤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설법하면 사자후와 같습니다. 특히 영원히 살 것 같은 천신들에게 

무상의 진리를 설 했을 때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S22.78)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자후는 최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당당하고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을 사자로 묘사한 것으로 잠자는 자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새김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웠다.”(S4.7)라는 

정형구로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알아차리며 자고, 잠을 깰 때도 알아차리며 

깸을 말합니다. 큰대자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자는 것에 대하여 사자처럼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여래들은 행동이 사자와 같다.”(Vism.16.63)라 하여 부처님의 행동을 

사자처럼 비유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교도들의 행동은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자는 화살이 날아오면 그 화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는 곤봉으로 때리면 사람을 향하지 않고 곤봉을 물어 뜯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행동이 사자와 같은 것은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자처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원인만 중요시할 뿐이지 결과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처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초기경전에서 육식동물로서 부처님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호랑이로 묘사된 것을 보면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Sn3.1)에서 “ ‘대왕이시여, 그 수행승은 빤다바 산 앞쪽에 있는 굴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있습니다.”(Stn.416)라 했습니다. 게송에서는 호랑이, 

황소, 사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호랑이로 묘사된 것으로는 이 경이 

유일합니다. 육식동물에서는 사자가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그대들이여, 눈이 있는 자,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라. 

화살을 뽑아버린 위대한 영웅이 

사자처럼 숲속에서 포효한다.”(M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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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다사(진흙속의연꽃) 

 

 

 

 

 

 

 

 

 

 

 

 

 

 

 

 

 

 

 

 

 

 

 

 

 

 

 

 

 

 

 

 

 

 

 

 

 

 

 

 

 

 

 

 



9. 불정존승다라니 

Mantras of the Sanskrit(Sanskrit) 5:08 

 

1) 가사내용 

 

Namo Bhagavate Trailokya Prativisistaya Buddhaya  

나모  바가와떼 트라일로캬 프라띠비시스타야 붓다야 

Bhagavate. Tadyatha, Om, Visuddhaya-Visuddhaya 

바가와떼   따디야타  옴    비슛다야     비슛다야  

Asama-Sama Samantavabhasa-Spharana Gati Gahana Svabhava Visuddhe,  

아사마-사마 사만따바하사-스파라나       가띠 가하나  스와하바  비슛데 

Abhinsincatu Mam. Sugata Vara Vacana  

아빈신챠투   맘    수가따  바라 바챠나 

Amrta Abhisekai Maha Mantra-Padai.  

아메르따 아빈세카이 마하 만트라-파다이 

Ahara-Ahara Ayuh Sam-Dharani. 

아하라-아하라 아유 삼-다라니  

  

Sodhaya-Sodhaya Gagana Visuddhe.  

소다야-소다야      가가나   비슛데 

Usnisa Vijaya Visuddhe. Sahasra-Rasmi, Samcodite,  

우스니사 비쟈야 비슛데 사하슈라라스미 삼쵸디떼 

Sarva Tathagata Avalokani, Sat-Paramita, Paripurani,  

사르와 따타가따 아발로카니 사뜨-파라미타 파리푸라니 

Sarva Tathagata Mati Dasa-Bhumi, Prati-Sthite,  

사르와 따타가따 마띠 다샤-부미 프라띠-스디떼 

Sarva Tathagata Hrdaya Adhisthanadhisthita Maha-Mudre.   

사르와 따타가따 햐르다야 아디스타나디스티따 마하-무드레 

  

Vajra Kaya Sam-Hatana Visuddhe.  

바즈라 카야 삼-하타나 비슛데 

Sarvavarana Apaya Durgati, Pari-Visuddhe, Prati-Nivartaya Ayuh Suddhe.  

사르와바라나 아파야 듀르가띠 파리-비슛데 프라띠-니와르따야 아유 슛데 

Samaya Adhisthite. Mani-Mani Maha Mani.  

사마야 아디스티떼 마니-마니 마하 마니 

Tathata Bhutakoti Parisuddhe. Visphuta Buddhi Suddhe.  

따타따 부따코띠 파리슛데      비스풋따 부디    슛데 

Jaya-Jaya, Vijaya-Vijaya, Smara-Smara. Sarva Buddha Adhisthita Suddhe.  

자야-자야 비자야-비자야 스마라-스마라 사르바 붓다 아디스티따 슛데 

Vajri Vajragarbhe, Vajram Bhavatu Mama Sariram.  

바즈리 바즈라가르베 바즈람 바바뚜 마마 샤리람 

  

Sarva Sattvanam Ca Kaya Pari Visuddhe.  

사르와 사트바남 챠 카야 파리 비슛데 

Sarva Gati Parisuddhe.  

사르와 가띠 파리슛데 

Sarva Tathagata Sinca Me Samasvas Ayantu.  



사르와 따타가따 신챠  메 사마스와스 아얀투 

Sarva Tathagata Samasvasa Adhisthite,  

사르와 따타가따 사마스와사 아디스티떼 

Buddhya-Buddhya, Vibuddhya-Vibuddhya,  

붓디야-붓디야       비붓디야-비붓디야 

Bodhaya-Bodhaya, Vibodhaya-Vibodhaya. Samanta Parisuddhe.  

보다야-보다야        비보다야-비보다야    사만따   파리슛데 

Sarva Tathagata Hrdaya Adhisthanadhisthita Maha-Mudre Svaha.  

사르와 따타가따 햐르다야 아디스타나디스티따 마하-무드레 스와하 

 

 

여여하여 옴 청정청정하고 평등평등하여 일체유정과 길을 가는 자 태어나려는 모든 자의 

자성이 청정부처의 놀라운 위신력으로 감로의 관정을 베풀어 불사를 이루게 하소서 맑은 

삶을 가지게 하소서. 

 

청정 허공이 청정 불정존승이 청정 천만광명이 찬란히 비추고 일체여래의 초월지혜가 

원만하고 일체여래의 심장과 하나되어 마하무드라를 이루네. 

 

금강신을 완성 청정 일체의 두려움 악취가 완전 청정 모든 장애가 삶에서 청정 삼밀 

가지 보주 보주 대여의보주로 무량중생을 요익케 하고 청정 굳건히 지키소서. 

 

청정한 보리심 승리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니 일체불과 하나되어 청정 금강 금강장 

금강인 내 몸은 사리를 이루고 일체존재가 그 몸으로 완전히 청정해진다. 

  

모든 길이 청정 일체여래의 평등한 자성으로 일체여래의 평등한 자성을 가진다 

깨달음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이루어 일체가 완전 

청정 일체여래의 심장과 하나되어 마하무드라를 이루네. 

 

2) 해설 

 

부처님의 정수리로부터 출현하는 둥근 광휘를 가장 존귀한 숭배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불정존승다라니는 를 지니면 수명이 길어지고 병과 재난이 없어져 몸과 마음이 

안락하게 되는 힘을 지닌 기적의 다라니로 알려 지고 있다.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 된 

제목을 보면 ‘The Prayer of Greater Miracles’로 변역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산스크리트 성가란 의미의 ‘The Mantra of Sanskrit’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불정존승다라니를 황혜음(黃慧音, Imee Ooi) 창으로 들어 보면 매우 경쾌함을 알 수 

있다. 마치 행진곡풍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마음도 저절로 밝고 환해짐을 느낀다.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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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띠사라나 

Tisarana(Pali) 4:30 

 

1) 가사내용 

 

붓당 사라낭 가차미 (Buddham saranam gacchami)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담망 사라낭 가차미 (Dhammam saranam gacchami)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상강 사라낭 가차미 (Sangham saranam gacchami)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두띠얌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Du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두 번째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D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두 번째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두띠얌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D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두 번째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따띠얌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Ta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세 번째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따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세 번째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따띠얌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세 번째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2) 해설 

 

(1) 세 번 반복하는 남방 삼귀의 

 

우리나라에서 남방상좌불교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특히 2000 년 이후 인터넷 시대로 

들어와 그 열풍은 더욱 더 거세진 느낌이다. 부처님의 원음으로 알려진 ‘니까야’와 

부처님의 수행방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의 열기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신행방법은 어떤 것인지, 예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스리랑카 불자 공동체의 예불의식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상좌불교의 빠알리어 예불의식을 보면 약간은 생소해 보이고 어색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자주 보고 듣다 모면 익숙해 질 

것이다. 더구나 불법승 3 보에 대한 예경은 우리나라의 예불보다 더 지극하다는 것을 

알면 금방 친숙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실례로 빠알리어 삼귀의를 보면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두번 세번 반복한다.  



 

불법승 3 보에 대한 예경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표현일 것이다. 이런 

삼세번 방식에 대한 응용은 절 하는 것에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불자들은 

법당에서 보통 3 배의 예를 올리는데 상좌불교의 삼세번 방식을 적용 하면 아홉번 절을 

하는 셈이 된다. 3 배에서 9 배로, 바로 이런 신행방식이 우리나라 불자 보다 불법승 

3 보에 대한 예경이 지극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상좌불교가 본격적으로 보급 되고 있다. 반면에 

기복화 되고 방편으로 일관 하는 대승불교에 실망하는 사람도 늘어 가고 있다. 신격화된 

부처님과 보살 대신 인간적인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 하려는 사람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 가고 있다. 그런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 불교가 초기 불교일것이다. 

그런 상좌불교의 예불의식을 보면 정서적으로 당장 수용하기는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 질 것이다. 그 때쯤 되면 사찰에서 낭랑한 빠알리어로 예불 드리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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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보는 스님이 아니라 승가 

 

상좌불교에서 삼귀의를 빠알리어로 띠사라나(Ti-sarana)라고 한다. 이런 삼귀의 의식은 

상좌불교권 국가에서 모두 동일 하다고 한다. 이 상좌불교 삼귀의의 특징은 세번 반복 

한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분명히 승이 ‘상가(sangha)’라고 명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빠알리어 삼귀의를 현대음악으로 들을 수 있다. 이 음악은 원래 황혜음(Imee Ooi)이 

불렀으나 ‘의의(依靠, 의지하고 의지함)’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다시 나왔다. 부른 

가수이름은 알 수 없고 무진(无尘, 티끌없음)4 라는 전집 

(http://www.wmp.cn/showp.asp?id=348&acloud=56#)에 실려 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을 새로운 경계(聆听心灵新境界, 영청심령신경계)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곡도 우아하여 완성도 높은 수준 높은 

불교음악(纯净的人声与高雅佛曲的完美结合, 순정적인성여고아불곡적완결미)이라고 소개 

되고 있다.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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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삼귀의문은 바뀌어야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귀의의 대상은 스님들이 아니라 승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시도 스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가에 해야 한다. 이렇게 승가가 있어야 스님들이 

포살과 자자를 행하게 된다.  

  



계율대로 살면 성자가 출현하게 되어 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쌍팔배의 성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사쌍팔배의 승가에 공양하면 커다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승가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가 된다.  

  

승가가 있어야 성자가 출현하고 궁극적으로 아라한이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전승되게 하려면 

승가가 있어야 한다.  

  

성스런 승가가 존속한다면 스님들의 막행막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은처, 도박, 

음주, 폭행 등 재가불자들을 쪽팔리게 하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에서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삼귀의문부터 뜯어 고치는 것이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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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옴마니반메훔 

Om Mani Padme Hum(Tibetan) 6:57 

 

1) 가사내용 

 

Om Mani Padme Hum 

옴마니반메훔 

 

2) 해설 

 

(1) 태초 이전의 우주소리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은 온 우주에 충만한 지혜와 자비가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됨을 말 합니다.  

 

옴(Om)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에너지)를 의미하여 보통 성음(聖音)이라 

하며, 마니(Mani)는 여의주(如意珠)로서 깨끗한 지혜를 상징하고, 반메(Padme)는 

연꽃으로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 합니다. 훔(Hum)은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로, 

우주 소리(Om)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티벳어로는 ‘Om Mani Peme Hung’으로 발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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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비심을 소리로 

  

‘옴마니반메훔’은 원래 티베트 불교에서 예불 때 쓰는 염송으로, 티베트에선 평상시의 

인사말로도 쓰인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광대원만한 자비심을 소리로 형상화해 나타낸 

옴마니반메홈은 불교의 밀교계통인 진각종, 진언종 등에서 주된 수행법으로 쓰고 있다.  

  

옴마니반메홈을 글자별로 풀이해 보면 첫 글자 ‘옴’은 수행자의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상징하는 한편으로 부처님의 청정무결한 몸, 말, 마음을 상징한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하며, 방편의 요소를 상징한다. 즉 깨달음과 자비, 사랑을 얻게 되는 

이타적인 뜻을 상징한다. 바로 보석으로 가난을 버릴 수 있듯이, 이타적인 깨달음의 

마음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유일한 안정의 상태를 가지게 한다.  

  

또한 ‘반메’는 연꽃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혜를 상징한다. 연꽃을 상징하는 반메는 

더러운 곳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지혜는 우리들을 모순이 없는 

상태로 안내해준다. 따라서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모순당착의 세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지혜는 유한한 세계를 자각하게 한다. ‘훔’은 불이(不二)의 상태를 가리킨다. 경전에 

의하면 이 방편과 지혜의 불이성은 방편에 의해서 지혜가 나고, 지혜에 의해서 방편이 

일어남을 제시한다. 지혜는 곧 불이(不二)한 실체로써 지혜와 방편이 하나로써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의식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섯 글자로 이뤄진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 불이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실천법에 의해서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청정 무결한 부처님의 몸, 말,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종교신문) 

 

2007-09-11 

진흙속의연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