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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흔히 책을 쓴다고 말한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 책을 쓴다고 말하는 것이

다. 정말 책을 쓰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글을 쓰는 것이다. 책 낼 것

을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을 말한다.  

 

나도 책을 쓴다. 과거에 써 놓았던 것을 모으는 작업을 책 쓴다고 말한

다. 엄밀히 말하면 책을 만드는 것이다. 글은 이미 오래 전에 다 써 놓

았다. 시절 인연이 되어서 책의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책이라고 해서 같은 책은 아닐 것이다. 소설도 책이고 기록물도 책이고 

수필도 책이다. 시집도 책이고 평론집도 책이고 자서전도 책이다. 책의 

형태를 갖추면 책 아닌 것이 없다. 과연 이런 책들은 백년후에도 남아 

있을까? 

 

책은 한번 출판되면 다시 출판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고전이라

면 가능할 것이다. 대개 한번 출판되면 그만인 것 같다. 이런 책은 수도 

없이 많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책도 그럴 것이다. 

 

내가 만드는 책은 일반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다. 서점에서 팔리는 책

도 아니다. 보관용 책을 말한다. 그래서 딱 두 권만 만든다. 그래도 책

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목차를 만들고 이렇게 서문을 쓴다. 

 

이번에 만든 책은 담마와 관련된 책으로 2012년에 써 놓은 것이다. 2012

년 6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3개월동안 불교의 교학과 교리에 대한 

글을 모아 놓은 것이다. 목차를 만들어보니 19개이다. 이를 ‘38 담마의 

거울 2012 IV’라고 했다. 38번째 만든 책으로 2012년에 쓴 담마에 대한 

책 네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에도 거의 매일 썼다. 지금 블로그에서 다운 받아 컴퓨터에 저장

해 놓은 폴더를 보니 가장 많이 쓴 해 같다. 담마에 대한 글이 무려 일

곱 권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든 책은 네 번째 책이다.  

 

책을 쓴 9년전이나 지금이나 열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

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다. 그

날그날 썼는데 그날 쓴 것으로 그쳤다. 소설처럼 연재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글을 쓸 때는 완성된 글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는 내용과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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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글을 말한다. 가능하면 기, 승, 전, 결 형식으로 쓰고자 노력했다. 

이런 글을 나중에 모아 놓으면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을 쓸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 글을 쓸 때는 책 낼 것을 염두

에 두고 쓴 것이다. 그래서 별도로 책을 쓰기 위한 글쓰기를 하지 않는

다. 과거에 써 놓은 것을 엮기만 하면 책이 된다. 

 

2012년 6월에서 8월까지 어떤 글을 썼을까? 목차를 보니 기억이 새록새

록 기억이 난다.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다. 사진도 그렇

다. 아무리 오래 된 사진이라도 내가 찍은 것은 기억한다.  

 

목차 1번 글을 보면 ‘독으로써 독을 제거하는 간화선’이라고 했다. 간

화선에 대한 비판글이다. 이런 글은 비난받을 수 있다. 해보지도 않고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BTN에서 강연자의 말을 녹취하여 나름대로 

소화해서 쓴 것이다. 지금 읽어 보아도 큰 오류는 없다. 

 

목차를 보면 단멸론에 대한 글이 많다. 이는 그때 당시 단멸론자들이라

고 의심되는 사견을 가진자들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3. 

절반의 성공을 향한 단멸론자들의 도박’ ‘9.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단멸론자들의 바이블’  

‘10. 연기법을 왜곡하는 사람들’과 같은 글을 썼다. 

 

2012년 글에서는 허무주의자들과 전쟁을 하다시피 했다. 윤회를 부정하

는 그들은 불교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무늬만 불교인일뿐 불교를 가장한 

외도로 보았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을 만든 자를 들었다.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을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것이다. 깨달음에 

왕도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경전에 깨달음의 공식이나 왕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앙굿따라니

까야 ‘빠하라다의 경’에서 “이 가르침과 계율에서는 점차적인 배움, 

점차적인 실천, 점차적인 진보가 있지 궁극적인 앎에 대한 갑작스런 꿰

뚫음은 없습니다.”(A8.19)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깨달음에는 공식이나 

왕도가 없음을 말한다. 

 

목차 15번을 보면 ‘노출의 계절에’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어느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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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계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고 자극받아 쓴 것이다. 스님은 ‘중노릇 

하기 힘들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이다. 도시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화장을 멋지게 하고 속살이 훤히 드러나는 옷과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산속에 사는 수행자가 

어쩌다가 도시에 나갈 일이 있어 이런 여성들과 마주치는 것은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일이다.”라고 썼다. 

 

노출의 계절에 어떻게 시선관리 해야 할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경전에 있는 가르침대로 실천해야 한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바라드와자의 경’에 실려 있다. 경에서는 “어머니같은 여인에 대하

여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누이같은 여인에 대하여 누이를 

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딸같은 여인에 대하여 딸을 대하는 마음을 일

으키라.”(S35.127)라고 했다.  

 

부처님의 여인대하기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은 변함이 없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인을 볼 때 성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보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이런 태도는 남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책의 서문을 쓰는 것은 책처럼 보이기 위함이다. 과거에 쓴 것을 단지 

묶어만 놓는다면 글뭉치와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목차를 달고, 

조금이나마 편집을 하고, 더구나 이렇게 서문을 써 놓으면 책처럼 보일 

것 같다. 비록 단 두 권 만드는 책이지만. 

 

 

2021-11-19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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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으로써 독을 제거하는 간화선 

  

  

  

영화 삼사라(Samsara) 

  

영화 삼사라(Samsara, 2001)가 있다. 색계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티벳불교의 주인공 스님은 어려서 불문에 들어 왔다. 5 세때이다. 불문에 

들어 왔다기 보다 맡겨졌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스님은 자라서 

훌륭한 수도승이 되었다. 더구나 3 년 3개월간 히말라야 동굴에서 홀로 

명상수행을 하였는데 영화속의 장면을 보면 머리카락은 길어 어깨까지 

닿고 수염 역시 길게 자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고행을 한 끝에 마침내 도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번뇌에 

휩싸이게 된다. 도를 이루면 대자유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 대한 번뇌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번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스승이 동굴에서 묵언 정진 하고 있는 고명한 

승려에게 보낸다.  

  

“이 세상 모든 곳에 도가 있노라” 

  

그 고명한 승려는 주인공스님에게 남녀교합하는 장면이 있는 그림을 

보여 준다. 그런데 그림을 약간 기울이면 교합하는 장면이 해골로 

변한다. 모든 애욕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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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가 적힌 하나의 액자를 펼쳐 보여 준다. 한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 세상 모든 곳에 도가 있노라” 

  

  

이 문구를 보고 주인공스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다섯살 때 절에 

맡겨져 오로지 절에서만 살며 더구나 고행수행까지 한 주인공스님에게 

상상도 못한 문구가 충격으로 다가 온 것이다.  

  

“포기 하기 위하여 알아 둘 것도 있죠” 

  

도는 오로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절에서만 이루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세상속에 도가 있다니’ 마치 속아 산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그래서 

은사 스님에게 항의 하듯이 묻는다. 부처님은 29 세까지 속세에서 

오욕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이후 출가하여서도 세상속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자신은 다섯살에 절에 들어와 부처님 같이 

수행하며 살아 왔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수행후에 온다던 대자유외 금욕후의 만족감은 어디 있죠?”라고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깨우치기 위하여 몰라야 될 것도 있지만... 

포기 하기 위하여 알아 둘 것도 있죠” 

  

  

이후 주인공 스님은 환속하여 예쁜 아내를 맞이 하여 아들을 두게 된다. 

마치 부처님이 출가 전에 경험하였던 세속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호기심 

  

영화에서 주인공 스님은 자발적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다섯살 때 절에 

왔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맡겨 졌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처럼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고 도를 찾아 출가 한 것이 아니라 절에 맡겨져 

자란 소위 ‘동진출가’의 문제를 보여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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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출가가 아닌 동진출가자의 경우 유독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한다. 아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속세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여자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화속의 주인공 스님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하여 몰라야 될 것도 있지만 포기 하기 위하여 알아 둘 것도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여자 문제로 본다. 

  

출가자의 삶, 재가자의 삶 

  

영화에서 “세상 모든 곳에 도가 있노라” 하였다. 이 말은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독신수행을 해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도는 세상 사람이 사는 곳에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속에 도가 있다”라는 말이 선가의 

‘선어록’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동국대학술원장이자 미국 UCLA 석좌교수이기도 한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불교 TV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가지 의심들은 주로 재가자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의심들입니다. 스님들의 일상이 아닙니다. 사실 대혜선사의 

글을 보면 스님들에 대해 인생이 너무 쉬운게 아니냐는 약간 놀라는 

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정이 이미 

다 잡혀져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의구심이나 좌절이 일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흐름에 몸을 

맞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로버트 버스웰, 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제 28 회, 불교 TV 2012-01-07) 

  

  

간화선을 주창한 대혜선사에 따르면 선불교에서 견성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가자 보다 재가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가자의 

삶자체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출가자의 삶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심, 걱정, 비관, 절망 등을 겪을 가능성이 적어 깨달음을 이루는데 

있어서 재가자 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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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라 영화에서 말하는 “세상 모든 곳에 도가 있노라”라는 말과 일치 

된다.  

  

그래서 대혜선사는 수행을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재가자의 

생이라고 하였다. 왜 그럴까. 버스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재가자의 삶에는 좌절과 당혹감, 불안이 올라올 기회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학생여러분들은 인생에 걱정거리가 많죠. 성적, 학위, 

졸업후 취업, 결혼 등 의심, 우려,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 돈 걱정, 퇴직후 생활 등 재가자의 생애는 의심을 일으키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 자잘한 공안으로 큰 의심이라는 핵이 있으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심들이 큰 의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요. 

  

(로버트 버스웰, 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제 28 회, 불교 TV 2012-01-07) 

  

  

재가자의 삶은 출가자의 삶보다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이라 한다. 그에 

따라 걱정거리도 많이 생겨 나는데, 이런 걱정, 의심 등 온갖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정은 

의심, 걱정 등과 달리 공안의 의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대의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버스웰 교수가 설명한 대의정 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憤志), 대의정(大疑情) 

  

간화선의 세가지 요체는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憤志), 

대의정(大疑情) 이렇게 세가지이다. 대신근은 큰 믿음의 뿌리라는 

뜻이고, 대분지는 큰 열정적인 의도, 대의정은 큰 의심의 감정이라는 

뜻이다.  

  

고봉선사에 따르면 대신근에 대한 정의는 “이것은 마음속에서 수미산에 

기댄 것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은 다름 아닌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이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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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지에 대하여 버스웰 교수는 ‘열정적인 의도’라고 해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고봉선사는 “이는 친부를 죽인 범죄자를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 불끈 올라오는 분심, 이 악당을 단칼에 베고 싶은 분노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대단히 독특하고 과격한 표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 ‘분(憤)’자가 바로 ‘분노’라는 뜻이라 한다.  

  

다음으로 대의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고봉선사는 “혼자 있을 때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발각되기 직전에 느끼는 

불안감과 비슷하다”라고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잘못을 저지른 다음 아직 아무도 모를 때 누군가에게 발각 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상태라 한다. 의정이 이와 비슷한 감정이라 

한다. 

  

이와 같은 의정에 대하여 대혜선사도 역시 당혹감, 불안, 좌절 등으로 

묘사 하였다고 한다. 마음을 닦는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들리는 것들이다. 인도 불교전통,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굳은 믿음과 열정적인 분노가 마지막으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간화선이라 한다. 

  

선불교의 놀라운 통찰 하나 

  

간화선에서 세가지 요체중 믿음과 의심은 서로 상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간화선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불자들이 알고 있는 삼보에 대한 믿음과 

다른 것이다. 간화선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오해를 벗어 나는 것이라 한다. 즉, 마음속에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이는 심경의 변화를 말한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깨달음을 위한 

촉매로 보고 있다.  

  

버스웰 교수는 선불교에 놀라운 통찰이 하나 있다고 한다. 비록 우리가 

불성을 갖춘 존재이지만, 비록 동아시아 불교 전체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은 내재한다는 개념을 초석으로 세워졌지만 현실은 불교전통에 

따르면 무한겁의 전생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확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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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망상에 빠진 존재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열정적인 수행자라도 스스로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습관의 무게를 극복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사실, 진리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현실과 인간본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적응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도구로서 무조건 믿음을 완벽히 닦는 

데만 몰두 하는 대신, 대혜선사는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올라 올 수 

밖에 없는 이 의심을 이용하자고 제시한 것이라 한다. 이 의심을 영적 

수행을 진전시키는 추진력으로 사용한 것이다.  

  

믿음과 의심은‘공생관계’ 

  

선불교에서 밈음과 의심사이에 불가피하게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이미 깨달은 부처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는 믿음과 “왜 깨달은 

존재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부처야” 하는 믿음과 “나는 

망상에 빠져 있어”라는 의심을 말한다. 선불교에서는 이 긴장을 

깨달음을 이루는 촉매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고봉선사는 이런 믿음과 의심이 일종의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다. 고봉은 의심이 일어나는 

정도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와 일치하며, 믿음의 본질은 

의심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선불교에서는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졋다는 사실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믿음은 다름 아닌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이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이 의심을 개발하면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주하는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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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은 사실 믿음의 가장 깊숙한 후미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이 열정적인 의도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답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 너무나 좌절하다 못해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죽이려는 자식처럼 

보이는 열정을 말한다.  

  

공안에 의하여 일어난 의심을 대의정이라 한다. 큰 의심의 감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의정 이외에도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의심은 많다는 것이다. 그런 의심은 평범한 삶에서도 의심은 

일어나는데, 반드시 의심 뿐만 아니라 불안, 우려, 당혹감 등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고봉선사는 다 유용한 것이라 하였다. 심지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심들도 큰 의심, 화두를 짓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화두 수행을 통해 핵심적인 의정이 일어나고, 그 밖에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심, 어리둥절함,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 돈에 대한 걱정, 결혼 했으면 배우자, 스님이면 신도들에 대한 

걱정, 우려, 의심들이 대의정을 중심으로 모여 대의정을 더 커지게 

한다고 한다.  

  

이 모든 의심이 공안으로 일어난 의정을 중심으로 모이면 마음속에 

압력을 더욱 거세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공안을 해결로 

이끈다고 한다. 따라서 공안의 한 의심을 해결 할 수 있으면 어떠한 

의심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 한다. 대의정이 핵이 되어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고봉선사는 이렇게 모든 의심이 사라지면 석가모니와 미륵과 똑같아 

진다고 하였다. 석가모니는 현세불이고 미륵은 미래불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 같아 진다는 것이다.   

  

재가자의 삶 자체가 수행공간 

  

이렇게 버스웰교수는 의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간화선의 세가지 요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의심을 하여 의정이 갖추어지게 되고 이 

의정이 핵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이 핵이 갖추어지면 인생에 대한 

모든 자잘한 의구심은 핵심적인 의정을 더욱 강화 시키는데 이런 현상에 

대하여 버스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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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봉과 대혜선사는 모두 간화선 수행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은 

절이 아니라 재가자의 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버스웰, 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제 28 회, 불교 TV 2012-01-07) 

  

  

간화선을 주창한 선사들이 이상적인 수행공간이 재가자의 삶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나라 선사들로부터 결코 들어 본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버스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궁금해 질 수 밖에 없죠. 간화선 수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엄청난 

관심과 집중을 요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세속의 삶속에서 쉽게 개발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사들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일으키고 나면 세속의 삶속에는 이를 강화시킬 기회가 많다가 아닐까 

합니다. 

  

(로버트 버스웰, 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제 28 회, 불교 TV 2012-01-07) 

  

  

버스웰 교수는 실제로 간화선 수행을 해 본 사람이다. 20 대 초반 

송광사에  출가 하여 구산스님으로부터 수년간 지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간화선이라는 것이 엄청난 집중을 요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절에 격리된 스님보다  

  

그러나 의심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세속의 삶이 더 유리할 

것이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봉과 대혜는 어떤 의미에서 세속의 삶을 종교 수행을 위한 이상적인 

훈련소로 보았습니다. 좌절, 불안, 의심이 일어날 기회가 과하다 싶을 

만큼 많으니까요. 간화선에서는 요긴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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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가자가 맞딱뜨리는 장애는 너무나 생애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고 

또한 매우 유혹적입니다. 이성, 부, 명예 등 우리를 홀리게 하는 모든 

속세의 장애들을 이겨 낼 수 있다면, 고봉선사가 ‘력(力)’ 즉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향상 됩니다.  

  

역동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치는 이 

모든 장애와 유혹을 견뎌 낼 수 있으면 커다란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봉선사는 절에 격리된 스님보다 오히려 더 강한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버트 버스웰, 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제 28 회, 불교 TV 2012-01-07) 

  

  

간화선 수행자에게 의심이나 좌절 등 번뇌가 일어나면 날수록 좋다는 

뜻이다. 그런 장애를  이겨 낼 수 있을 때 강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 번뇌는 세속에 사는 재가자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가자의 삶 자체가 수행을 하기 위한 커다란 훈련소와 같다고 

한다.  

  

재출가를 결심하고 

  

앞서 언급한 영화 삼사라에서 주인공 스님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속에 도가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출가한 주인공스님은 

예쁜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두게 된다. 그런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 들에 나가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재가자로서 삶을 살아 간다.  

  

그렇게 재가자로서 삶을 살아 가다 은사스님의 입적소식을 듣게 되고 

은사스님의 편지 내용을 보고 다시 ‘재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뇌를 겪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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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화에서 출가와 환속, 그리고 재출가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세상속에 도가 있다는 말과 “깨우치기 위하여 몰라야 될 것도 

있지만...포기 하기 위하여 알아 둘 것도 있죠”라고 말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경계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선사들은 해제가 되면 만행에 나선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수행의 

경계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일부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치 소설가가 

감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일부로 범죄를 저지른 후 감옥에 들어 

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부로 번뇌를 만들어 깨달음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일부로 경계를 시험 함으로서 번뇌를 

유발하는 것과 달리 재가자의 삶자체는 번뇌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루 바삐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선사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은 이와 다르다. 선불교식 깨달음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한다. 그래서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본래 부처임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 

‘의심’이고, 그 수행방법이 ‘분심’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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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는 것(ayoniso manasikāra) 

  

그러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번뇌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번뇌의 경 (삽바사와경, M2)’에서 ‘나를 찾는 

수행’자체를 번뇌로 간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는 것(ayoniso manasikāra)’이기 때문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나는 미래세에 없을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또는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삽바사와경-Sabbāsavasuttaṃ -All Desires-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이렇게 나를 찾는 수행은 번뇌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간화선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심을 들 수 있다.  

  

의심은 알아차려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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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기불교에서 의심은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방해 

요소이다. 그래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해로운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띠빳타나경(염처경, M10)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안으로 의심이 존재하면 ‘나에게는 안으로 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안으로 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의심이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의심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버려진 의심이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생겨나지 않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사띠빳타나경-Satipaṭṭhānasuttaṃ- Establishing Mindfulness-새김의 

토대애 대한 경-염처경, 맛지마니까야 M10, 전재성님역) 

  

  

  

이렇게 부처님은 의심에 대하여 알아차려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지 이를 이용하여 깨달음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분심도 마찬가지이다. 분심은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소멸시켜야 할 

번뇌로 본 것이다. 

  

독으로서 독을 제거 하는 

  

이처럼 간화선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심과 분심은 해탈과 열반의 실현을 

위하여 소멸시켜야 할 번뇌로 본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에서는 이와 같은 번뇌에 대하여 선불교식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다. 이는 마치 독으로서 독을 제거 

하는 것과 비슷하다. 

  

버스웰 교수는 화두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의학적 접근방법인데요, 동종요법(homopathy)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의학법인데요, 동종요법은 병을 치료 하기 위하여 의사들이 아주 소량의 

독극물을 사용하여 몸의 질병 극복반응을 촉발시켜 병을 치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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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안 좋은 독약을 사용하여 보다 심각한 질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극소량의 비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소는 아주 

위험한 독소이지요. 

  

하지만 극히 미세한 분량을 처방하면 몸에 질병극복 반응을 촉발시켜 

질병이 치유 될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의학이론으로 아마 신빙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의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이론입니다. 

  

(로버트 버스웰,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제 27 회, 불교 TV 2011-12-

13) 

  

  

버스웰 교수에 따르면 언어라는 독약을 아주 소량 사용하여 보다 심각한 

질병 즉, 개념화 자체 또는 개념화 과정 전체를 치유 하는 것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의심이라는 작은 번뇌를 이용하여 보다 큰 번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또한 간화선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독으로서 독을 제거 하는 시술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한국불교의 간화선 수행방법과 부처님의 수행방법은 너무나 다르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탐진치 등으로 대표되는 번뇌를 소멸하여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지만, 간화선의 경우 번뇌로서 번뇌를 

해결하여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한다. 그래서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더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 하여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라는 말이 생겨 났을 정도이다.  

  

문제는 없는 번뇌도 만들어 깨달음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제철의 만행도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시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박, 음주, 흡연, 룸살롱, 성매수, 은처 같은 낯뜨거운 용어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번뇌이자 동시에 수단으로 보는 것일까. 

  

  

  

  

2012-06-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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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하고 풍요로운 부처님의 중도사상  

   

  

 
  

  

  

“다시 애기로 태어 나서 멋지게 살아갈래요” 

  

언젠가 TV 에서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말한 것이 생각난다. 

“젊어지고 싶지 않나요?”라는 PD 의 질문에 “다시 애기로 태어 나서 

멋지게 살아갈래요”라고 대답하였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지나간 

시절을 아쉬워 한다. 그래서 “~껄~, ~껄, ~껄”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루리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회를 믿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을 때 인생이 

‘원타임’이 아니라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런 윤회관은 

법우님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법우님들의 경우 다시 

태어나면 “다시 여자로 태어 나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성차별 등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랄 줄 알았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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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윤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윤회를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성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회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다. 윤회는 결국 종식시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는 윤회를 

종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윤회의 종식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가르침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초전법륜경이다. 그런 초전법륜경에 

중도사상이 있다.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중에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중에 ‘중도’에 대한 법문이 있다. 법문 중에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그 동안에 다섯 비구가 깨쳐서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비구에게 설한 내용이 공무아(空無我)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전법륜에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 공을 전부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평생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하셨다고 평합니다.  

  

동시에 어떤 학자는 부처님이 평생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 다서시 

비구에게 전부 다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한데 묶어 놓은 것이지 일시에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친 근본자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치신 것이 중도이면서 팔정도이고 사성제이며 

공(空)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한 

장으로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경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초전법륜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비롯하여  공무아(空無我)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이 근본불교의 사상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 5. 공사상(空思想)과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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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스님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평생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표현 하였다. 

  

중도대선언(中道大宣言)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을 통하여 중도사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조 

하였는데, 가장 먼저 예로 든 것이 초전법륜경이다. 그런 초전법륜경은 

경장에 있지 않고 ‘율장’에 있다. 가장 핵심은 중도사상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도사상이 왜 중요할까.  

  

참고로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은 1967 년 해인사 동안거 당시 중도사상을 

핵심으로 인도의 원시불교에서 중국선종 및 우리나라 선종사상까지 

언급하고 있다. 성철스님의 중도에 대한 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팔리어(pali)로 씌어진 남전장경(南傳藏經)의 번역문을 인용하고 

나중에 다시 그에 해당하는 북전(北傳)의 한역(漢譯)경문을 일부 

발췌하여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존(世尊)은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두 변(二邊)이 있으니 출가자는 가까이하지 말지니라. 무엇을 
(그)둘이라 하는가.  
  
(첫째는)여러 욕망을 애욕하고 탐착하는 일은 하열하고 비천하여 범부의 
소행이요, 현성(賢聖)이 아니고 의(義)에 상응하지 않는다.  
  
(둘째는)스스로 번뇌하고 고뇌하는 일은 괴로움으로서 현성(賢聖)이 
아니고 의(義)에 상응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여래(如來)는 이 두 변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바르게 깨달았느니라.  
  
(南傳大, 律部 3,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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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편으로 치우친 상대적인 견해를 말하는 두변(兩邊) 가운데는 

선. 악(善惡), 유무(有無)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고(苦)와 낙(樂)을 예로 들었습니다.  

  

인용한 경문에 있는 두 변 중 첫번째는 욕망에 탐착하는 욕락(欲樂), 즉 

낙(樂)을 말한 것이고, 두번째는 고행에 집착하는 괴로움, 즉 고(苦)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苦)와 낙(樂)을 예로 든 것은 부처님 당시의 

실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수행자들의 상당수가 고행을 위주로 하는 

고행주의자(苦行主義者)였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최초로 출가한 다섯 

비구도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고행을 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였으므로 부처님이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고(苦)와 낙(樂)을 

예로 든 것입니다.  

  

많은 출가자들이 세간의 향락을 버릴 줄만 알고 고행하는 괴로움, 

이것도 병인 줄 모르고 버리지 못하지만 참으로 해탈하려면 고(苦)와 

낙(樂)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깨달은 것, 

정등각(正等覺)한 내용이 중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苦)와 낙(樂)을 버린다는 것이 어찌 그다지 어려운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고(苦)와 낙(樂)을 

버리라고 한 것은, 평범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바로 깨쳐서 해탈을 얻기 전에는 무엇을 

대하든지 그것은 고(苦)가 아니면 낙(樂)이고 낙(樂)이 아니면 

고(苦)라서 항상 양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설사 열반(涅般)을 

성취하였다 하여도 열반의 낙에 머물면 그것도 병으로서 중도가 

아닙니다.  

  

고(苦)와 낙(樂)을 떠난다는 것은 세간의 고(苦). 낙(樂)이라든지 

출세간의 낙(樂)이라든지 모든 집착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며, 그 

고(苦)와 낙(樂)등 일체의 양변을 떠난 경계를 중도라 합니다. 이렇게 

양변을 버리고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이 초전법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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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대선언(中道大宣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부처님의 근본법륜이라는 것은 세계의 어느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 5. 공사상(空思想)과 중도) 

  

  

성철스님은 초전법륜경의 중도를 설명할 때 먼저 빠알리 남전대장경에 

실려 있는 번역을 기본 자료 하고 있다. 성철스님이 법문할 당시 

1967 년의 경우 우리말 빠알리 니까야가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완역된 빠알리 대장경(이를 일본에서는 남전대장경이라 함)을 

우리 말로 풀이하여 설명한  것이다. 참고로 남전대장경은 1941 년 부터 

6 년간 40 여명의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빠알리어 대장경을 일본어로 

완역한 것이다. 우리보다 60 여년이 빠른 것이다.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스님은 초전법륜경에서 고와 락에 대하여 하나의 예로 든 것이라 한다. 

유와 무 등 여러가지 상대적인 것이 있으나 특별히 고와 락을 예로 든 

것은 오비구들이 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고와 락의 

양변을 떠난 중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열반(涅般)을 

성취하였다 하여도 열반의 낙에 머물면 그것도 병으로서 중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숫타니파타의 

‘도피안품’에 실려 있다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양 극단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두 극단인 두변에도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말라는 설명과 함께 “이것이 격식을 벗어난 대장부의 행동입니다”라고 

표현 하였다. 

  

이렇게 숫타니파타에 실려 있는“양 극단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대장부의 행동이라고 

극찬하였는데, 이에 대한 빠알리어 원어를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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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양극단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다양한 존재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생각한 뒤에 도그마에 사로잡히는  

어떠한 피난처들도 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빠라맛타까경-Paramaṭṭhaka suttaṃ- Upholding a View- 최상에 대한 

여덟 게송의 경, 숫따니빠따 Sn4.5, 전재성님역) 

  

  

숫따니빠따 제 4장 앗타까왁가(Aṭṭhaka Vagga)의 다섯번째 경인 

빠라맛타까경(최상에 대한 여덟 게송의 경)에 실려 있는 여섯 번째 

게송이다. 

  

이 게송에서 ‘양극단’에 대한  전재성박사의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접촉과 접촉의 원인 등의 두 가지 경계에 대한 것’을 말한다. 

십이연기에서 접촉의 원인은 여섯 가지 감각의 장(6 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는 영원주의나 허무주의에 입각한 

유무(有無)나 단상(斷常)의 극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재성박사, 빠라맛타까경의 ‘양극단’에 대한 주석) 

  

  

양극단은 상견과 단견에 대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게송에서 ‘원하는 

바’는 ‘갈애’를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양 극단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때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원하는 바(갈애)가 

없습니다”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숫타니파타의 또 다른 번역이 있다. 법정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법정스님의 수타니파타는 일본 남전대장경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스님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양극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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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생존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원하는 바가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해 단정할 만한 고집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의뜸가는 것, 801 번 게송, 법정스님역) 

  

  

법정스님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원하는 바가 없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를 성철스님은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빠일리 원본은 어떠 할까. 영문과 우리말을 포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Yasasubhayante paṇidhidha natthi  야사수바얀떼 빠니디다 낫티 

Bhavābhavāya idhavā huraṃ vā,  바와바와야 이다와 후랑 와 

Nivesanā tassa na santi keci  니웨사나 땃사 나 산띠 께치 

Dhammesu niccheyya samuggahitaṃ. 담메수 닛체이야 사뭇가히땅 

  

이 세상의 양극단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다양한 존재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생각한 뒤에 도그마에 사로잡히는  

어떠한 피난처들도 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Do not wish for the two extremities  

of being and non-being here, or hereafter, 

Think discriminately about the Teaching  

and have no roosting places. 

  

(빠라맛타까경-Paramaṭṭhaka suttaṃ- Upholding a View- 최상에 대한 

여덟 게송의 경, 숫따니빠따 Sn4.5, 전재성님역) 

  

  

‘원하는 것이 없다’거나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윤회의 원인이 되는 ‘갈애’가 일어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철스님은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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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유무양변을 떠난 중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성철스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였을까.  

  

일본불교학자 ‘우정백수(宇井伯壽)’의 글을 인용하여 

  

성철스님은 이어지는 법문에서 팔정도에서 정견이 곧 중도라고 하였고, 

십이연기에서도 역시 중도를 나타내는 귀중한 진리라 하였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중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전연경’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초기불교는 물론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이르기 까지 이 

경전의 문구를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가전연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가전연경은 한페이지 정도 되는 짤막한 경이다. 성철스님은 

일본남전대장경의 가전연경을 인용하였는데, 특히 일본불교학자 

‘우정백수(우이 하쿠쥬, 宇井伯壽, 1882-1963)’가 저술한 

인도철학연구 제 2 권을 인용하였다. 그 인용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生)은 연(緣)하여 노사(老死)가 있느니라. 모든 여래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를 불구하고 이 원리는 정하여진 

것으로서 법의 고정성(固定性), 법의 정칙성(定則性)곧 

상의성(相依性)이니라.  

  

여래는 이것을 깨치고 이것에 도달하느니라. 깨치고 도달하여서 이것을 

널리 알리고 말해 주고 자세히 설하고 분별하여 명료히 하느니라.  

  

너희들은 보아라. 생(生)에 연(緣)하여 노사(老死)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진여성(眞如性). 불허망성(不虛妄性). 불이여성(不異如性). 

상의성(相依性)을 띠고 있으니 이것을 곧 연기(緣起)라고 말하느니라. 

  

(宇井伯壽著 印度哲學硏究 第二) 

  

  

위 글은 일본불교학자 ‘우정백수(우이 하쿠쥬)’가 자신의 방식대로 

가전연경을 해설한 것이다. 법의 ‘상의성’을 이야기 하면서 

진여성(眞如性)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문구를 근거로 하여 성철스님은 

“이 번역에 의하면 연기는 제법이 상의함을 말한 것이며, 그것은 

진여를 바탕으로 한 진여성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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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철스님은 가전연경에 대한 한역아함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다음에는 이 경전에 해당하는 한역 경전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존은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마땅히 인연법(因緣法)과 연생법(緣生法)을 말하리라. 어떤 

것을 인연법이라 하는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하느니라. 무명(無明)을 연(緣)하여 행(行)이 있으며 행(行)을 

연(緣)하여 식(識)이 있으며 내지 이렇고 이렇게 하여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純大苦聚)가 모이느니라. 어떤 것을 연생법이라 하는가. 

무명이 지어짐을 말하느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머물며 법은 법계에 머무느니라. 이것을 여래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등정각(等正覺)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여 열어보이고 드러내 

밝히니 무명(無明)을 연(연)하여 행(行)이 있고 내지 생(生)을 

연(緣)하여 노사(老死)가 있다고 하느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머물러 법은 법계에 

머무느니라. 그것은 여래가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여 열어보이고 드러내 밝히니, 생(生)을 연(緣)하므로 

노(老). 병(病). 사(死). 와 우(憂). 비(悲). 뇌(惱). 고(苦). 가 

있다고 하느니라.  

  

이들 모든 법은, 법이 머무르며(法住), 법이 공하며(法空)법이 

여여하며(法如), 법이 그러하며(法爾), 법이 여여함(如)을 떠나지 

아니하며, 법은 여여와 다르지 아니하며, 참으로 진실하여 전도되지 

아니하니, 이와같이 연기에 수순하는 것을 연생법이라고 하느니라.  

  

爾時世尊 告諸比丘하사대 我今當設因緣法 及緣生法하리니 云何爲 

因緣法고 謂此有故彼有니 謂緣無明行하며 緣行識乃至如是如是하 

여 純大苦聚集이니라. 云何緣生法고 謂緣無明行하니라. 若佛出世 

커나 若末出世커나 此法常住하여 法住法界하느니라 彼如來自所覺 

知하고 成等正覺하여 爲人演說하며 開示願發하니 謂緣無明有行하 

고 乃至緣生有老死하니라. 若佛出世커나 若末出世커나 此法은 常 

住하여 法住法界하느니라. 彼如來自所覺知하고 成等正覺하여 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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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說하며 開示願發하니 謂緣生苦로 有老病死憂悲惱苦하니라 此等 

諸法은 法住이며 法空이며 法如며 法爾며 法不爾如며 法不爾如며  

審諦眞實하여 不願倒니 如是(따를 수)順緣起를 是名緣生法이니 

라. 

 (雜阿含經 第 12 券:大正藏 第 2券 p. 84) 

  

  

역시 우정백수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우정백수의 한역아함경 

가전연경에 대한 것이라 한다. 이 글에 대한 성철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연기법은 항상 있어서 법이 법계에 머문다는 표현속에 연기의 근본이 다 

드러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진여법계의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머문다(法住)’라는 것에 대하여 법이 연기하여 

존재함을 말하며, 연기한 법은 다 공하므로 ‘법이 공하다(法空)’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앞의 파리문 경전에서는 연기법과 연생법을 진여성(眞如性). 

불허망성(不虛妄性). 불이여성(不異如性). 상의성(相依性)이라 말한 

것을, 여기 한역 경전에서는 '법이 머물고(法住)법이 공(法空)하며, 

법이 여여하고(法如)법 그대로다(法爾)'거나, '법이 여여와 다르지 

않다(法不異如)'라고 말했는데 이 양자의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하겟습니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3. 십이연기(十二緣起)) 

  

  

가전연경에 있어서 빠알리어문에서는 연기법과 연생법에 대하여 진여성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한역아함경에서는 법공등으로 표현이  달라도 

내용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불교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빠알리 원문과 어떻게 다를까. 

   

깟짜나곳따경 그 어디에도 

  

한역 가전연경은 잡아함경 301 번 경이다. 이에 대응되는  빠알리 

니까야에 있다. 이를 깟짜나곳따경( Kaccānagottasuttaṃ, S12.1.5)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깟짜나곳따경에 성철스님이 말한대로 진여성이나 법공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을까. 빠알리 니까야 우리말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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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깟짜야나곳따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존자 깟짜야나곳따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깟짜야나]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하는데 세존이시여, 올바른 견해란 어떤 

것입니까?" 

  

[세존]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두 가지에 

의존한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접근, 취착, 주착을 통해 얽매여 있다. 

깟짜야나여, 이러한 접근하고 취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에 다다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주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의심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이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이와 같이 

올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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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며, 감수가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며,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Venerable Kacchānagotta, 

상윳따니까야 S12.1.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존재(atthita, 有)와 비존재(natthita, 無)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양극단은 바른 관찰을 하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즉,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현세의 존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허무주의적 단멸론은  거짓이 되고,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끊임없이 무상하게 소멸해가는 것을 관찰한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적 상주론 역시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영원론과 단멸론을 배격하기 위하여 연기법으로서 

설명하였는데, 성철스님의 경우 ‘진여성’과 ‘법공’ 등으로 확대 

해석 하였다고 보여진다. 

  

대승비불설 비판 

  

그렇다면 성철스님은 왜 초기경의 중도사상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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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신 후 몇 백년뒤에 성립되었든간에 어떤 

경전이든 중도사상에 입각해서 설법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말한 천태종이나 화엄종이나 선종 등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그대로 이었다는 

것이증명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자들이 잘 몰라서 대승불교를 의심하고 소승불교만이 부처님 

불교가 아닌가 하고 연구해 보았지만 부처님의 근본불교가 중도사상에 

있다는 것이 판명된 뒤에는 대승비불설은 학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3) 대승비불설 비판) 

  

  

스님은 대승비불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비록 대승경전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사상’을 담고 있으면 불설로 본다는 

것이다.  

  

용수와 마명의 대승불교운동은 

  

이처럼 중도사상이 담겨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름 없다는 것은 

용수에 대한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스님은 용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면 인도에 있어서 용수(龍樹)보살이나 마명(馬鳴)보살이 주창한 

대승불교운동(大乘佛敎運動)이란 무엇인가?  

  

대승비불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승불교는 용수보살 자신의 불교이지 

부처님 불교는 아니라고 하여 소승불교만이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불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근본불교가 중도에 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판명됨으로 

해서 그런 주장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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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용수보살이 주창한 대승불교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때까지 있었던 부파불교에서 벗어나 바로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근본불교로의 복구운동이었습니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3) 대승비불설 비판) 

  

  

용수가 주장한 중도사상은 근본불교로의 복구 운동이었다고 한다. 이는 

용수가 부파불교를 비판한 것을 말한다.  부파불교시대 당시 ‘무견’을 

주장하는 부파와 ‘유견’을 주장하는 부파로 갈라져 수백년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용수보살이 나타나 중도논리로 ‘파사현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친히 설한 근본불교로의 

복구운동이었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용수의 팔불중도를 보면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용수가 공의 논리로 주장한 ‘팔불중도’는 

부처님의 중도사상과 다른 것이다.  

  

용수의 팔불중도는 다음과 같다.  

  

  

- 불생불멸(不生不滅) : 개별존재의 생겨남과 사라짐에 대한 부정.  

- 불상부단(不常不斷) : 존재의 영원함과 단절됨에 대한 부정.  

- 불일불이(不一不異) : 존재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부정.  

- 불래불거(不來不去) : 존재의 개별 원인과 개별 결과에 대한 부정.  

  

  

이렇게 용수는 공사상에 입각하여 팔불중도를 정립하였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부처님의 중도사상 

  

하지만, 전재성 박사의 해제 글에 따르면 용수의 팔불중도 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중도사상이 초기경전에 실려 있다고 한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 니까야에 표현된 다양한 중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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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  분 내    용 

1 유무중도 

(有無中道) 

  

"깟차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존재인 유(有)는 현상계의 소멸원리를 살펴보면 부정되고 비존재인 

무(無)는 현상계의 생성원리를 살펴보면 부정됨) 

2 자타중도 

(自他中道) 

  

"고따마여,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까?" 

"깟싸빠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고따마여, 괴로움은 타자가 만든 것입니까?" 

"깟싸빠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자기원인설과 타자원인설은 인과관계의 선형성(lineality)의 두 

극단이라고 볼 수 있음) 

3 단상중도 

(斷常中道) 

  

자기원인설에 바탕을 두는 인과의 동일성은 곧 '모든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영원주의(常見)에 바탕을 둔 것이다.  

타자원인설에 바탕을 두는 인과의 차별성은 곧 '모든 것은 생성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斷見)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기법에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모두 부정된다. 

4 일이중도 

(一異中道) 

  

"고따마 존자여, 모든 것은 하나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이여, 세속철학이다." 

"고따마 존자여, 모든 것은 다른 것입니까?" 

"모든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라문이여, 세속철학이다. 

바라문이여, 이들 양극단을 떠나서 여래는 중도로서 가르침을 

설한다." 

  

(연기법에서는 현상계의 동일성과 차별성이 모두 부정됨) 

5 거래중도 

(去來中道) 

  

"수행승들이여, 눈(眼)이 생길 때 다른 어떤 것에서 오지 않으며,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 어떤 곳에 축적되어 가지도 않는다." 

  

(인과관계가 궁극적으로 거래(去來)라고 하는 근접성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음. 

이러한 관점은 요즈음 발달된 과학철학의 이론에서도 드러남-

제일의공경(第一義空經)) 

6 생멸중도 

(生滅中道)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것을 온다고도 간다고도 머문다고도 

소멸한다고도 생기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의처(依處)가 없고 

전기(轉起)가 없고 대상(對象)이 없으므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나는 설한다" 

  

(우다나) 

7 고락중도 

(苦樂中道)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가까이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감각적 쾌락에 의해 탐착하는 것을 

일삼은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부의 소행으로 성현의 법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두번째는] 스스로 괴롭힘을 일삼는 것은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법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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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혜가 생기게 하며 적정, 승지(勝智), 등각(等覺), 열반으로 

이끈다." 

  

(초전법륜경) 

  

(출처: 전재성 박사의 우리말 상윳따 해제글) 

  

   

이처럼 초기경전인 빠알리 니까야에서 보는 중도사상은 용수의 중도설 

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수보살의 파사현정(破邪顯正)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은 중도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 되고 있다. 특히 

초기불교 경전에 실려 있는 경을 중심으로 하여 중도사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대승불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초기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중도사상이 담겨 있으면 

모두 불설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중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로 일본불교학자의 저술을 

인용하여 설명 하였다.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선종의 

논리로 보았을 때 파격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빠알리 니까야에서 표현된 중도와 용수로 대표되는 대승의 

중도는 같지 않다. 공의 논리가 개입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나 마명의 대승불교 운동에 대하여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용수보살이 대승불교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破邪顯正)'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견(有見)이 아니면 

무견(無見)인 소승불교의 삿된 변견을 부숴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선 것이 용수보살의 근본 목적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수보살은[중론(中論)]과 

대지도론(大智道論)]을 저술하여 부처님의 근본사상인 중도를 

찬양하였습니다.  

  

도! 이것만이 부처님의 정통사상이라고 주장하여 그의 제자 

제바존자(提婆尊者)와 같이 부파불교의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여 변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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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숴버리고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활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승경전이란 시대적으로 봐서는 혹 부처님과 5. 6 백년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사상적으로 봐서는 부처님 근본사상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승불교는 정통이 

아니며 대승불교가 정통인 것입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시대적으로 보아서 불교를 원시불교(原始佛敎). 

부파불교(部派佛敎). 대승불교(大乘佛敎)로 나눕니다. 원시불교를 다시 

부처님 당시와 직계 자제들이 있었던 불멸 후 30 년까지를 대개 

근본불교(根本佛敎)라 하고 부처님께서 돌아 가신 후 백년까지를 협의의 

원시불교라 합니다.  

  

부파불교란 곧 소승불교로서 불멸 후 1 세기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나기까지 4. 5 백년 사이를 말하고 또 대승불교는 서기전 1 세기 

무렵부터 일어난 새로운 불교를 말합니다.  

  

근본불교인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인 소승불교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부파불교시대에 있어서는 유견 아니면 무견, 무견 아니면 유견의 

변견으로 각기 자기 교설을 주자한 소승불교로서 중도사상이 없는데 

반하여, 근본불교는 중도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교설이 설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부처님 사상을 오해한 변질된 불교이며 

정통의 불교는 아니라는 것은, 요즈음 와서 학자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공적이 제일 큰 사람은 

우정백수(宇井伯壽)박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2. 중도 사상) 

  

  

성철스님은 일본의 불교학자 ‘우정백수(宇井伯壽, 우이 하쿠쥬)’의 

공적을 이야기 하면서 대승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중도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5, 6 백년 차이가 나도 

사상적으로 보아도 근본불교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 보고 있다.  

  

대승불교가 근본불교를 계승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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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대승불교가 근본불교를 계승한 것이라면 

굳이 대승불교를 신봉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용수는 중론과 

대지도론을 저술하여 근본불교의 중도사상을 찬양하였다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팔불중도로 대표되는 용수의 중도사상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근본불교를 계승한 것이라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의 중도사상은 용수의 팔불중도 

보다 더 다양하고  더 풍요롭다고 하지 않은가! 

  

  

  

  

2012-07-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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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반의 성공을 향한 단멸론자들의 도박 

  

  

  

윤회를 의심하는 자들 

  

수행처에서 들은 말이 있다. 법사의 말에 따르면 종종 “윤회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 

혹시 어느 분에게 교육받았는지 물어 본다는 것이다. 듣기로 부산에 

있는 모 법사가 그런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 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단멸론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윤회를 부정한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여기서 ‘고’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라 주장한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선사들이 사성제나 연기법문을 

거의 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현생에서만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내생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 것 같다. 지금 

여기서 고를 소멸도 못하는데 내생이니 윤회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희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일견 설득력 있게 들린다.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초심자들이 이들 단멸론자들의 

현실주의적, 과학적 실증주의적, 감각적 인지주의적 주장을 들으면 그럴 

듯 하게 들릴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일까. 

경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 몇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몸이 무너지고 목숨[命]이 끝나고 수(壽)가 다해 마치면  

곧 현재 세계에서 일체의 감각이 다 그쳐 쉬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싸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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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壞命終 壽已畢訖。 

即於現世一切所覺 便盡 止息。 

當知至竟 16 冷。) 

 

 

[중아함 12) 화파경(破經)]  

  

  

2. 

만약 저 육체[색]가 파괴되고 정신[수상행식]이 종말을 고하면  

곧 이때 일체의 느낌[수(受)]은 영구히 멸하고, 남음이 없으므로 영구히 

멸한다.  

  

若彼身壞命終後。 

即於爾時一切受永滅。 

無餘 永滅。 

 

 

[잡아함 969. 장조경(長爪經)]  

  

  

3.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고,  

육체적인 요소들[시체]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철저한 검증 경」(S12:51)]  

  

  

단멸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경전을 

신뢰하지 않는다. 모두 후대에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성제와 연기법등 부처님의 일부 근본 가르침만 신뢰하고, 윤회나 

신통이나 천상 등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모두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에 실려 있는 문구를 활용하여 단멸론을 설명한다. 

주로  한역아함경이다. 한문으로 된 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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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멸론을 주장할 때 ‘거두절미’ 하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몸과 정신이 따로따로 죽는게 아니고  

몸과 정신의 조건지음이 허물어지면  

생명기능이 끝나는 겁니다.    

  

(인터넷 단멸론자) 

  

  

이것이 단멸론자들의 주장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또한 무너지는 

것으로 본다. 몸과 마음이 연기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생명기능이 끝나면 내생이니 윤회이니 

거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아무 필요 없는 희론에 지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니라도 주장한다. 

  

애매모호한 한역 아함경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경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단멸론자들이 인용한 경 

중에 먼저 화파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자 세존께서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화파여,  

화파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비구가 무명이 이미 다하고 명(明)이 

이미 생겨났으면 그는 무명이 이미 다하고 명이 이미 생겨난 다음에 

뒷세상의 몸[後身]에 대하여 감각을 내면 곧 뒷세상의 몸에 대하여 

감각을 낸 줄을 알며, 뒷세상의 수명에 대하여 감각을 내면, 곧 

뒷세상의 수명에 대하여 감각을 낸 줄을 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命]이 끝나고 수(壽)가 다해 미치면 곧 현재 

세계에서 일체의 감각이 다 그쳐 쉬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싸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아함 12 경, 화파경, 동국역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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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 중아함경에 있는 화파경과 대응되는 빠알리 맛지마니까야에서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한역 아함경에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역 아함경의 번역을 보면 단멸론자들의 주장처럼 분명히 “몸이 

무너지면 일체 감각이 다 쉬게 된다”는 말이 있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논리를 뒷받침 한다.  

  

하지만  그 앞 절에 조건이 있다. 무명이 다하고 생겨 난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명이 다하고 난 뒤에 어떻게 다시 

몸을 받아 생겨 난다는 것일까. 경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아무리 읽어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고 더구나 12 연기법에도 맞지 

않는다.  

  

이처럼 애매모호 한 것이 한역아함경이라 보여진다.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단멸론자들이 근거로 활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단멸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장조경 

  

이런 애매모한 경이 하나 더 있다. 단멸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장조경이 바로 그것이다. 한역 아함경 장조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彼於此三受。 

覺苦覺樂覺不苦不樂。 

彼彼受 若集 若滅 若味 若患 若出 如實知。如實知已。 

即於彼受。觀察無常。觀生滅。觀離欲。觀滅盡。觀捨。 

彼於身分齊受覺如實知。 

於命分齊受覺如實知。 

若彼身壞命終後。 

即於爾時一切受永滅。無餘 永滅。 

  

  

화종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이른바 괴롭다는 느낌·즐겁다는 

느낌·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이다. 이 세 가지 느낌은 

무엇이 인이 되며, 무엇이 발생이 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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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즉 이 세 가지 느낌은 감촉이 인이 되고, 감촉이 발생이 되며, 

감촉에서 생기고, 감촉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감촉이 발생하면 

느낌이 발생하고, 감촉이 사라지면 느낌도 곧 사라져서 지극히 고요하고 

맑고 시원하게 되느니라. 

  

그는 이 세 가지 느낌인 괴롭다는 느낌·즐겁다는 느낌·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의 발생·사라짐·맛·근심,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참답게 알고, 그것을 참답게 안 뒤에는 곧 그 

느낌을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고, 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관하며, 그에 

대한 탐욕을 여의어야 한다고 관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라고 

관하며, 버려야 할 것이라고 관한다.  

  

그리하여 그는 몸의 한계와 감각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목숨의 

한계와 감각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아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일체의 느낌이 다 사라져서 남음이 없느니라.  

  

 (장조경, 잡아함 969 경) 

  

  

문제는 “若彼身壞命終後。即於爾時一切受永滅。無餘 永滅” 에 대한 

번역이다. 이 번역에 대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일체의 

느낌이 다 사라져서 남음이 없느니라.”에 대한 것이다. 단멸론자들은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만 발췌하여 단멸론의 근거로 활용한다.  

  

하지만 앞구절을 읽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느낌에 대하여 알아차릴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말이 없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져 남는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단멸론자들이 애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라한 선언’이 있어야 

  

그런데 한역 장조경과 대응되는 것이 빠알리 맛지마니까야에 있다. 

디가나카경(M74)이다. 이 경에서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뿐 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악기베싸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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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아서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는 즐거운 느낌을 싫어하여 

떠나고,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여 떠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싫어하여 떠나고,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여 해탈합니다.  

  

해탈되면 그에게 ‘해탈되었다.’는 앎이 일어나며, 나는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압니다.  

  

(디가나카의 경-Dighanakha sutta,  맛지마니까야 M74, 전재성박사역, 

한역대응경전: 잡아함경 969 경. 長爪經) 

  

  

한역 아함경에서는 볼 수 없는 ‘아라한선언’이 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남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한역과 빠알리 원문과 다른 점이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멸론자들이 발 붙일 공간이 없는 것이다. 

  

단멸론자들은 ‘거두절미’하고 

  

단멸론자들이 언급한 경중에 빠알리니까야가 하나 포함 되어 있다. 

‘철저한 검증 경(S12:51)’이 그것이다. 이 또한 단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애용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 또한 앞뒤 문구를 

보면 단멸론자들의 거두절미식 일방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단멸론자들이 언급한 ‘철저한 검증경’은 각묵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원어는 ‘빠리위망사나경(Parivīmaṃsanasuttaṃ)’인데 전재성 박사는 

‘숙고경’이라 번역하였다. 빠리위망사나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행위로 아무 것도 형성하지 않고 생각으로 아무 것도 형성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아무 것에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이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참 열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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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태어남은 파괴되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  

  

고 잘 안다. 

. 

. 

.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가마에서 뜨거운 도자기를 꺼내 평지에 놓으면 

거기에 있던 열기가 거기에서 소멸하여 그릇만 남듯이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몸의 기력이 다했다는 느낌을 감수하면 '나는 몸의 기력이 

다했다는 느낌을 감수하고 있다' 고 안다.  

  

그가 목숨이 다했다는 느낌을 감수하면 '나는 목숨이 다했다는 느낌을 

감수하고 있다' 고 안다.  

  

그는 몸이 부서진 결과로 목숨이 다한 뒤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모든 느낌이 식어버릴 것이며 오로지 유해만이 남을 

것이라고 안다. 

  

(빠리위망사나경-Parivīmaṃsanasuttaṃ- Examination-숙고경, 

상윳따니까야 S12.6.1, 전재성님역) 

  

  

경에서 단멸론자들은 거두절미하고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그는 몸이 

부서진 결과로 목숨이 다한 뒤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모든 느낌이 식어버릴 것이며 오로지 유해만이 남을 것”이라는 문구만 

발췌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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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구 이전에 경에서는 ‘아라한선언’이 이미 언급되어 있다. 

아라한이 되어야만 완전한 열반에 들어 다시 나고 태어남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에게만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나타날 수 없다. 의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고통과 윤회의 원인이 되는 갈애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 가는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러 더 이상 의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명색이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태어남은 없게 된다.  

  

태어남이 없다는 것은 죽음 또한 있을 수 없다. 이는  오로지 모든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결코 아라한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론자들은 번뇌의 소멸에 대하여 언급함 없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일체의 느낌이 다 사라져서 남음이 

없느니라”라는 한역 아함경의 문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윤회하는가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를 소멸하지 못하면 중생들은 윤회 할 수 밖에 

없다.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의 고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한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으로 본다.  

  

윤회한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근본 원인으로 ‘무명’과 ‘갈애’라고 하였다. 과거의 무명으로 

인하여 현재 내가 있고, 현재의 갈애로 인하여 미래에 또 다른 생이 

계속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갈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갈애는 느낌을 조건을 하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 차려야 한다. 모든 

불교수행은 느낌을 알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런 느낌을 알아 차리라는 

말은 초기경전 도처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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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려 더 이상 갈애를 일으키지 않아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의식이 더 이상 일어 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열반’이라 하는데, 단멸론자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한다. 단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일체의 느낌이 다 사라지면 남는 것이 

없다” 는 말만 주장하는 것이다. 

  

재생연결식에 대한 이해부족 

  

단멸론자들의 주장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왜 끊임없이 계속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 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직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은 선업이나 불선업의 결과로 마지막 

마음, 즉 죽음의 마음(cuti-citta)과 함께 모든 정신과 물질이 

소멸되자마자, 새로운 정신과 물질과 함께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영혼의 

전이에 대한 믿음인 상견(常見)이나,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단견(斷見)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견은 죽은 다음의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무명이 어떻게 상카라[行]에 이르고, 여섯 감각장소[六入], 

감각접촉[觸], 느낌[受], 갈애[愛]등이 어떻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지는 현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하시사야도, 12 연기법문집 빠띳짜사뭅빠다) 

  

  

  

마하시사야도는 재생연결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상견이나 단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멸론자들은 윤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연결식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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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무지에서 비롯 된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연기법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 무명이 어떻게 상카라(行)에 이르고, 

여섯 감각장소(六入), 감각접촉(觸), 느낌(受), 갈애(愛)등이 어떻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지는 현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재생연결식만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에 기반을 두어 사유하는 배운 사람들은 대체로 상카라가 

재생연결식을 일으킨다는 가르침을 받아 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합리적이고 체험적인 접근방법이 못되기 때문에 오늘날 단멸론자 

들이나 유물론적 인생관을 가진 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지혜’를 알아야 

  

그러나 이는 수행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 

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행자는 마음의 단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또 차례로 

일어났다가는 번개 같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체험으로 발견하는 것이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행자는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수행자가 명상의 

지혜(sammāsana-ñāṇa)와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지혜(udayabbaya-

ñāṇa)를 얻었을 때야 비로소 그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지혜(paccaya-pariggaha-ñāṇa)가 생기면서 

수행자는 죽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생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어지는 시기는 명상의 

지혜와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지혜를 얻고 나서부터입니다.  

  

(마하시사야도, 12 연기법문집 빠띳짜사뭅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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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시사야도는 원인과 결과의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에 있어서 정신-물질의 지혜에 이어 두번째 지혜를 말한다.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면 재생연결식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단멸론은 어떻게 논파 되었나 

  

이는 연기법으로도 설명된다.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혹은 먼저 것은 단견을 뿌리 뽑기 위해서 설했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원인들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나중 것은 

상견을 뿌리 뽑기 위해서 설했다. 일어난 것들의 늙고 죽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청정도론, 17 장 통찰지의 토양 286 절) 

  

  

연기법은 조건법이다. 조건에 따라 법이 일어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원인(因, hetu)과 조건(緣, paticca)과 결과(果, phala) 

즉 ‘인연과(因緣 果, hetu-paticca-phala)’로 설명된다. 따라서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원인들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남는 것이 없다”는 단멸론(단견)은 

거짓이 된다.  

  

이와 같은 연기법은 “마음은 영원한 것”이라는 영원론(상견)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적용 될 수 있다. 이미 일어 난 것들이 죽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견과 상견은 연기법으로 모두 논파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건을 통해 일어남을 보기 때문에 단일화의 방법이 분명해진다. 원인과 

조건이 연결되어 상속이 끊어지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 더욱 

철저하게 단견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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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통해 일어남을 보기 때문에 다양화의 방법이 분명해진다. 항상 

새로운 것이 일어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 더욱 철저하게 상견을 

버린다.  

  

조건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때문에 무관심의 방법이 

분명해진다. 법들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 

더욱 철저하게 자아에 대한 견해를 버린다.  

  

조건을 통해 일어남을 보기 때문에 정해진 법의 방법이 분명해진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일어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때 더욱 철저하게 업 

지음이 없다는 견해를 버린다. 

  

(청정도론,  제 20 장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102 절) 

  

  

이처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져 결과를 남기는 연기법을 알면 

영원론이나 단멸론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론 등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견해가 일어 나는 것은 

법에 대하여 ‘무지’ 하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다고? 

  

부처님 당시에도 단멸론자들이 있었다. 유물론자인 아지따 

케사캄발린(Ajita Kesakambalin)이 대표적이다. 그는 오직 현세만이 

있을 뿐이며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으며, 생명체가 죽으면 

신체구성의 4 요소가 자연계로 환원한다고 보았다. 특징은 

존재론적으로는 유물론이고, 인식론적으로는 감각론이며, 실천적으로는 

쾌락주의 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지따와 같은 유물론자에 대하여 외도로 간주하고 매우 

비판하였다. 그런데 아지따와 같은 부류를 지금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단멸론자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단멸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멸론으로 자꾸 결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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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saṃsāra) 속에서 

  

하지만 부처님은 내생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법문이 초기경전 도처에 

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ekajātisaṃsāraṃ   아네까자-띠삼사-랑 

sandhāvissaṃ anibbisaṃ  산다-위쌍 아닙비상 

gahakāraṃ gavesanto   가하까-랑 가웨산또 

dukkhā jāti punappunaṃ     둑카- 자-띠 뿌납뿌낭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둑카였네. 

  

 Through many a birth in samsara have I wandered in vain,  

seeking in the builder of this house (of life).  

Repeated birth is indeed suffering! 

  

(법구경, Dhp153, 거해스님) 

  

  

법구경에서 보는 부처님의 오도송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윤회(saṃsāra)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태어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saṃsāra) 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불행경(Duggatasuttaṃ)’을 들 수 있다. 이 경은 

한역아함경에서 볼 수 없고 니까야에만 실려 있는 경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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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허탈을 맛보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둑가따경-Duggatasuttaṃ- In Unpleasantness- 불행경, 상윳따니까야 

S14.2.1,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문구에 대한 빠알리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Bhikkhave, saṃsāro,    빅카웨 삼사로 

pubbā koṭi na paññāyati  뿝바 꼬띠 나 빤냐야띠 

avijjānīvaraṇānaṃ sattānaṃ  아윗자니와라나낭 삿따낭 

taṇhāsaṃyojanānaṃ   딴하상요자나낭 

sandhāvataṃ saṃsarataṃ  산다와땅 삼사라땅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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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Monks,  

without an end is the train of existence,  

a beginning cannot be pointed out of beings enveloped in ignorance  

and bound by craving, running from one existence to another. 

  

  

이렇게 부처님은 윤회(saṃsāra)에 대하여 명확히 초기경전 도처에서 

말씀 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론자들은 이와 같은 경전상의 

가르침마저 부정한다.  

 

 
 Samsara Eye 

  

 

단멸론자의 말로 

  

윤회를 부정하는 단멸론자의 말로는 어떠할까.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난다까는 오늘날 서인도의 뭄바이 지방 북쪽에 있는 

수랏타(Surattha)국을 다스리던 삥갈라(Piṅgala)왕의 장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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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까는 보시 등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삿된 견해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뱅골 보리수에 사는 아귀가 되었지만 

난다까의 딸이 한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자신의 공덕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자 천상의 음료수와 음식을 무한정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난다까는 그제야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전생에 삿된 견해를 고수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루는 삥갈라 왕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와서 왕과 

시종들을 천상의 잔치로 접대하였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난다까는 삿된 견해를 

지니고,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보시를 극구 반대한 업보로 악처에 

태어났으며, 자기 딸이 공덕을 나누어 줌으로써 한순간에 자신의 처지가 

바뀌게 된 경위를 들려주었습니다.  

  

난다까는 죽고 나서 겪을 괴로움, 즉 인간계에 있을 때 삿된 견해를 

지니고 성자를 헐뜯었던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마하시사야도, 12 연기법문집 빠띳짜사뭅빠다) 

  

  

아귀사(餓鬼事)에 나오는 내용이라 한다. 한 단멸론자가 죽어서 아귀로 

태어 났는데, 그는 보시를 하는 것이 쓸데 없는 짓이라는 삿된 견해를 

갖고 또 성자를 비방한 과보 때문이라 한다.  

  

오늘의 상황을 예측이라도 하듯이 

  

죽음과 죽음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들은 온 갖 상상의 나래를 편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 하며  자신들의 논리를 주징한다. 이처럼 죽음이후에 벌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데  

단멸론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단멸론자들은 죽으면 남는 것이 없고 저 세상도 없다고 한다. 윤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내부에서 조차 윤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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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짜 저 세상은 없는 것일까. 죽으면 끝이고 내생은 없다고 철썩 

같이 믿고 막 살아 왔는데, 막상 죽고 나니 저 세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하듯이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견해를 갖는다면, 그는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사유를 한다면, 그는 잘못된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언어를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 세계를 아는 거룩한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됩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려주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악한 계행을 실천하며 앞서 있었던 선한 

계행을 버립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거룩한 이에 대한 

적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려줌,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잘못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빤나까경-Apaṇṇaka suttaṃ- The Inquiring Teaching-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먼저 ‘저 세상은 없다’라는 삿된 견해를 갖는 자들에 대하여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려 주고 있다.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단멸론자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단멸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단멸론으로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반의 성공을 위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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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은 없다’라는 견해를 가진 자들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자들이여,  

이것에 대하여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은 몸이 파괴된 뒤의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한다면, 이 인간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의 그러한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차라리 저 

세상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비난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진다. 

지금 여기서 현자들에 의해 비난받고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 실천하여 한 

쪽만을 충족시키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버리고 있다.’ 

  

(아빤나까경-Apaṇṇaka suttaṃ- The Inquiring Teaching-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반반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첫째,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없을 경우이다.  이 경우 단멸론자들은 

안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주장한 대로 “죽으면 끝이다”라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되는 대로 살면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을 때,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행에 대한 과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 단멸론자들은 

낭패를 보게 된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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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행막식 하며 살았는데, 막상 죽어 보니 저 세상이 펼쳐 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멸론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곤 불행한 곳, 

처참한 곳, 비참한 곳인 악처가 되기 쉽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단멸론자의 선택은 절반의 성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절반의 성공을 위하여 도박을 거는 것 같아 보인다. 

  

단멸론자들의 논리가 힘을 얻을 경우 

  

만일 단멸론자들의 논리가 힘을 얻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행복만 추구하는 삶만 가질 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일체의 느낌이 다 사라져서 남음이 없다”라는 단멸론이 대세를 

이룰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단멸론이 대세일 때 ‘막행막식’하는 사람이 늘어 날 것이다. 

사람들 중에 “한 번 뿐인 인생인데” 라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죽음 이후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도 죽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모르고, 아직까지 죽어서 되돌아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죽으면 끝이지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도 일종의 단멸론이다.  

  

죽음과 내생, 윤회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결과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게 되고 

죽는 순간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마치 도살장에 들어 가기 

직전까지 ‘발정난 돼지’ 같은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단멸론이 대세일 때 자살자가 급증할 것이다. 자살자들은 대게 

내세나 내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죽고 싶다고 한다. 요즘 청소년들과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실제로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경우가 많다. 

어떤 말을 하건 간에 “~죽겠다”고 말한다. 아파도 “아파 죽겠다”라 

하고, 좋아도 “좋아 죽겠다”라고 한다. 이처럼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뒷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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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일체의 

느낌이 다 사라져서 남음이 없다”는 단멸론이 힘을 얻을 때 쉽게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단멸론으로 인한 막행막식과 

자살은 절반의 성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멸론자의 입장에서 

내생이 없으면 성공이고, 내생이 있으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박과 같은 것이다.  단멸론자의 말을 믿고 절반의 성공을 위하여 

자살을 시도 한다면 낭패 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의 그러한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차라리 저 

세상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비난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진다. 

지금 여기서 현자들에 의해 비난받고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 실천하여 한 

쪽만을 충족시키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버리고 있다. 

  

(아빤나까경-Apaṇṇaka suttaṃ- The Inquiring Teaching-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내생과 윤회를 믿는 자들은 저 세상이 있든 없든 

간에 문제 될 것이 없다. 내생이 있으면 쌓은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생은 없다’는 단멸론을 믿어 막행막식하며 악행만 

하고 산 사람이 죽었을 때, 내생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내생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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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처행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쪽만을 충족시키는 도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부처님은 경에서 ‘논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부수려 하지만 부수어 질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윤회를 믿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부처님은 내생과 윤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바른 견해라고 경에서 

말씀 하셨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논파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윤회를 믿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 

전현수박사는 불교 TV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열다섯까지 이득에 대하여 

말하였다. 

  

  

첫째, 윤회를 믿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 

둘째, 윤회를 믿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셋째, 윤회를 믿으면 불교수행을 열심히 하게 된다. 

넷째, 윤회를 믿으면 다음생을 준비하게 된다. 

다섯째, 윤회를 믿으면 불만이 없고 행복해진다. 

여섯째, 윤회를 믿으면 현재상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일곱째, 윤회를 믿으면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한다. 

여덟째, 윤회를 믿으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아홉째, 윤회를 믿으면 남에게 해를 끼지지 않고 남을 돕는다. 

열째, 윤회를 믿으면 보시를 열심히 한다. 

열한째, 윤회를 믿으면 절 운영에 걱정이 없다. 

열두째, 윤회를 믿으면 불법승 삼보를 믿게 된다. 

열세째, 윤회를 믿으면 나날이 의미가 있고 새롭게 된다. 

열넷째, 윤회를 믿으면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게 된다. 

열다섯째, 윤회를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전현수박사, 전현수박사의 마음테라피 , 제 37 회 윤회는 왜 불교의 

핵심인가 2) 

  

  

윤회를 믿으면 가장 첫번째로 자살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요즘 

청소년과 연예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윤회에 대한 믿음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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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율은 훨씬 낮아 질 것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윤회를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였다. 내생에 대한 확신으로 보시하고 지계하는 

도덕적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단멸론자로 만들어 버리는 외도들 

  

단멸론자들을 과연 불자로 볼 수 있을까.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따르고 

열심히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을 단멸론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외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일 단멸론자의 의견대로 부처님이 오로지 

현세적인 가르침만 펼치고 내세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까지 법의 바퀴가 굴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 당대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까지 쉼 없이 굴러 오고, 또 가르침을 

훼손없이 오늘날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 온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경전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단멸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 

단멸론자들은 불자들이 아니라 외도일 뿐이다.  

  

불교인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불교인을 가장한 것이 외도이다.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식 표현을 빌리자면 “불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교인이 아닌 것이 마치 소의 무리를 따르는 당나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단멸론 견해를 가진 자들은 

  

이처럼 단멸론자들은 불교인 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불교인을 가장한 

외도들에 지나지 않다. 붓다고사식 표현을 빌면 단멸론의 견해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단멸론 견해를 가진 자들은 

  

(1) 접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2)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3) 여러 해된 오물 구덩이처럼 청정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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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터에서 가져온 나무토막과 같다. 

(5) 소의 무리를 따르는 당나귀와 같다. 

(6) 마치 모든 사람들의 적인 것처럼 항상 동요한다. 

(7) 마치 죽은 시체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그와 함께 살 수 없다. 

(8) 비록 배움 등의 덕을 가졌더라도 존경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9) 수승한 법을 증득 할 수 없으니 마치 장님이 색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10) 정법에 대해 희망이 없으니 마치 천민의 아들이 왕위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 

(11)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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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구우목 (盲龜遇木)비유의 진실 

  

  

밤새 번개와 천둥소리로 소란하였다. 더구나 바로 앞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뒤이어 우뢰와 같은 천둥소리에 사람들은 겁을 먹기에 충분하다. 

특히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공포에 떨 것임에 

틀림 없다. 

  

십악(十惡) 정형구 

  

사람들은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없다. 그런 죄는 불선업의 

결과를 말한다. 불선업이란 무엇인가. 불자들이 잘 알고 있는 천수경의 

십악을 말한다. 그런데 십악의 원형이 니까야에 그대로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정형구를 말한다. 

  

  

Taṃ kiṃ maññasi mahārāja,  

idhāssa khattiyo pāṇātipātī adinnādāyī kāmesu micchācārī musāvādī 
pisunāvāco pharusāvāco samphappalāpī abhijjhālū byāpannacitto 

micchādiṭṭhi, kāyassa bhedā parammaraṇā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 

nirayaṃ upapajjeyya, no vā, kathaṃ vā te ettha hoti'ti? 

  

  

“대왕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왕족들이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분노를 품고,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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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Great king,  

there are warriors, who destroy life, take the not given, misbehave 

in sexuality, tell lies, slander, speak rough words, speak 

frivolous words, covet, those bear angry minds and wrong view, 

would they after death be born in decrease in hell? Or is it they 

would not be born in hell?” 

  

(마두라경-Madhurasuttaṃ - The Discourse Given at Madhura-마두라 

설법의 경, 맛지마니까야 M84, 전재성님역) 

  

  

이와 같은 열가지 십악행은 불선업을 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악처로 

가게 되어 있는데, 경전에서는 불행한 곳, 비참한 곳, 처참한 곳으로 

묘사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이렇게 

사악처를 말한다.   

  

누가 사악처에 떨어지는가 

  

사악처에 나는 자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일까.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등의 불선업을 저질렀을 때 불행하거나 

비참한 곳에 태어 나리라는 것을 예상 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만일 거짓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는 등 

불선업을 저질렀을 때 악처에 난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악처에 어떻게 나는 것일까.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여기 어떤 이는 감각적 욕망들을 즐기리라 생각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을 조건으로 몸으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말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마노로 삿된 행위를 한다. 삿된 행위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시 악처에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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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곳에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서의 존재(業有)이고, 그 

업으로 받은 무더기들(五蘊)이 재생으로서의 존재(生有)이다. 

무더기들이 생산되는 것이 태어남(生)이고, 성숙해감이 늙음(老)이고, 

무너짐이 죽음(死)이다. 

  

(청정도론, 제 7장 여섯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16 절) 

  

  

청정도론에 따르면 악처에 태어나는 이유가 감각적 욕망 때문이라 한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삿된행위를 가득채웠기 때문이라 한다. 즉, 앞서 

언급한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고 등으로 시작하는 10 가지 십악에 대한 

정형구를 말한다. 

  

천상에 나려면 

  

이렇게 악처에 나는 요인은 몸과 말과 생각에 따른 열가지 불선행에 

따른다, 그렇더면 선처에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이는 천상의 복을 누리리라 생각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행을 한다. 

선행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시 천상에 태어난다. 그가 그곳에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서의 존재이다.  

  

(청정도론, 제 7장 여섯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17 절) 

  

  

천상에 나기 위해서는 먼저 천상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시하고 

지계하는 생활을 하며 10 선행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천상은 욕계천상을 말한다.  

  

“무색계의 복을 누리리라 생각하고” 

  

이처럼 보통사람들의 삶에 대한 결과는 악처 아니면 선처이다. 그런데 

도를 닦는 수행자들이 가는 세상이 있다. 어떤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발원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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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무색계의 복을 누리리라 생각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무변처 

등의 증득을 닦는다. 닦음을 원만히 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다. 그가 

그곳에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서의 존재이고, 그 업으로 받은 

무더기들이 재생으로서의 존재이다. 무더기들이 생산되는 것이 

태어남이고, 성숙해감이 늙음이고, 부서짐이 죽음이다. (M.ii.263 참조) 

이 방법은 나머지 취착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청정도론, 제 7장 여섯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19 절) 

  

  

욕계에 살면서도 성적인 것에 대하여 혐오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남자와 여자의 성이 없는 세계 즉, 중성의 세계인 색계에 

태어 나기를 발원하고 그에 합당한 ‘선정수행’을 한다면 범천 등의 

‘색계’세상에 태어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하여 혐오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오로지 정신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동경할지 모른다. 그 경우 그런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면서 ‘무색계선정의 도’를 닦을 경우 그런 

세계에 태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세계가 공무변처 등의 

‘무색계’ 세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욕계천상 이상의 선처에 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발원을 하였을 때이고, 반면에 지옥 등 사악처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10 가지 불선업을 지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쾌락뒤에 긴 고통 

  

사악처에 떨어지는 경우 무지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알면서도 저지른 죄 보다 몰라서 저지른 죄가 더 크다”든가 “무명이 

대죄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알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과거 전생부터 무수히 그에 따른 죄값을 단단히 

치루고 왔기 때문이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10 악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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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선업을 짓는 것은 오래 된 습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둑질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도둑질을 하는 것은 

과거에 형성된 습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 하여 여러 차례 

징역을 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지 않은 것에 손을 대는 것이다.  

  

삿된 음행도 마찬가지이다. 삿된 음행을 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쾌락을 

맛 보지만, 그 ‘쾌락뒤에 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어떻게 선처에서 악처로 떨어지나 

  

맹구우목의 비유에서와 같이 어렵게 인간의 몸을 받아 정상적인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태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은 업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휩쓸려 갔을 경우 삶의 과정에 있어서 선업 보다 악업을 더 많이 

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다 살인이나 성폭행, 도둑질 등  몸으로 중업을 지었을 경우 

‘악처행’은 피할 수 없다. 선처에서 악처로 나는 경우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처에서 악처로] 

  

136. 

예를 들면, 욕계 선처 가운데서 악업을 지은 자가 임종의 자리에 누울 

때 “과거에 자기가 지은 악업이 그 때 덮친다.(M.ii.164)”라고 

시작하는 말씀 때문에 그가 쌓았던 그대로 악업 혹은 악업의 표상이 

마노의 문을 통하여 나타난다.  

  

악업과 악업의 표상을 대상으로 속행의 과정이 일어나고 그것은 등록의 

마음으로 끝이 난다. 그 속행의 과정의 다음에 잠재의식의 대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아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다.  

  

죽음의 마음이 그치면 나타난 업이나 업의 표상을 대상으로 악처에 

포함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그 재생 연결식은 끊어지지 않은 번뇌의 

힘에 떠밀린 것이다. 이것이 과거의 대상을 가진 죽음의 마음 다음에 

과거의 대상을 가진 재생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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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다른사람의 경우에 죽을 때에 앞서 설한 업으로 지옥 등의 시뻘건 

불길의 형상 등의 악처의 표상이 마노의 문을 통해 나타난다.  

  

잠재의식이 두 번 일어났다가 그칠 때 그 대상을 의지하여 전향 한 번, 

죽음이 가까워져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속행 다섯 번, 등록 두 번, 

이렇게 세 가지 인식과정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의 대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고 죽음의 마음이 한 

번 일어난다. 지금까지 11 개 마음순간이 지나갔다.  

  

그에게 마음순간의 수명이 다섯 번 남아있는 그 대상에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과거의 대상을 가진 죽음의 마음 다음에 

현재의 대상을 가진 재생연결이다. 

  

  

138. 

다른 사람의 경우에 죽을 때에 오문 가운데 하나로 탐욕 등이 원인이 된 

저열한 대상이 나타난다. 순서대로 결정까지 일어났을 때 죽음이 

가까워져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다섯 번의 속행, 두 번의 등록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의 대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고 죽음의 마음이 한번 

일어난다. 지금까지 잠재의식 두 번, 전향, 봄,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다섯 번, 등록 두 번, 죽는 마음 한번, 이렇게 열다섯 마음순간이 

지나갔다.  

  

마음순간의 수명이 하나 남아있는 그 대상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이것도 과거의 대상을 가진 죽음의 마음 다음에 현재의 대상을 가진 

재생연결이다. 

  

이것이 과거의 대상을 가진 선처의 죽음의 마음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대상을 가진 악처에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청정도론, 17 장 통찰지의 토양 136-138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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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 갈 때 자신의 업(kamma), 업의 표상(kamma-nimitta), 

태어날 곳의 표상(gati-nimitta)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죽은 

뒤에 전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이들 표상 중의 어느 하나에 조건 

지어진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M.ii.164’는 무슨 뜻일까 

  

위 청정도론 문장 중에 5 세기 청정도론의 저자 인 붓다고사는 부처님의 

말씀인 “과거에 자기가 지은 악업이 그 때 덮친다.(M.ii.164)”라는 

문구를 인용하였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경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이문구에 ‘M.ii.164’라는 근거 만으로 찾을 수 없었다. M 자가 

들어 가는 것으로 보아 단지 맛지마니까야일 것으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구가 들어간 경을 찾아 보기로 하였다.  

  

우선 영문판 청정도론을 참조 하였다. 한글번역과 영문판의 순서는 같기 

때문에 해당 절에 들어가니 “과거에 자기가 지은 악업이 그 때 

덮친다”와 같은 문구가 “Then [the evil deeds that he didin the 

past] … cover him [and overspread him and envelop him]”임을 알고, 

이에 대한 문장 검색을 한 결과 영문사이트를 발견 하였는데 

Balapanditasutta 라고 쓰여 있었다. 사이트에서 M129 라는 문자가 

보였다. M129 는 맛지마니까야 129 번 경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맛지마니까야를 찾아 보니 그것은 ‘발라빤디따경’이었다. 이렇게 

극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초기불교경전인 니까야가 영문으로 

대부분 인터넷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초기불교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음을 알 수 있다. 구미에서 불교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런 불교는 부처님의 원음이 실려 있는 ‘초기불교’ 또는 

초기불교를 계승한 ‘테라와다불교’라는 사실이다. 

  

어렵게 찾은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 M129)은 우리말 번역으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또는  ‘우현경’이라 부른다.  글을 

쓸 때 이미 한 번 언급된 경이다. 우리말 번역서 청정도론에서 단지 

‘M.ii.164’라고 만 되어 있으니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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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지은 악업이 덮칠 때 

  

그렇다면 청정도론에서 인용된 “과거에 자기가 지은 악업이 그 때 

덮친다.(M.ii.164)”라는 문구는 경의 어디에 있을까. 경의 다음과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의자 위에 올라앉거나 침대위에 올라 눕거나 땅바닥에서 

쉬거나 할 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진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커다란 산봉우리의 그림자가 저녁 무렵에 지상에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의자 위에 올라앉거나 침대 위에 올라 눕거나 땅바닥에서 

쉬거나 할 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진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참으로 나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참으로 나는 건전한 일을 하지 않았다. 두려움에서 나를 

수호하지 않았다. 참으로 나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참으로 나는 

불건전한 일을 하였다.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악을 짓고 

포악하고 죄과를 지은 자들의 운명, 그 운명으로 수명이 다하면 떨어질 

것이다. 그는 슬퍼하고 우울해 하며,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다가, 실신한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세 번째의 고통과 불쾌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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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의 9 절, 전재성님역) 

  

  

경에서 어리석은 자의 한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부처님의 

담마를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는 대로 막행막식 하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수 많은 악업을 저지르는데, 그 중 매우 중한 악업을 저질렀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살인하였을 때 비록 그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양심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늘 그 생각 떠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늙어 가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 생각은 더욱 더 커져서 마침내 해질녘 지상에 

걸린 커다란 산봉우리 같은 그림자 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 그림자는 그를 압도 하게 되고 마침내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 났을 때 그 산봉우리 그림자 즉, 살인행위에 표상이 떠 오르고, 그 

표상에 대한 재생연결식이 생기는데, 그 경우 지옥과 같은 악처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표현이 경에서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진다.” 라고 표현 되어 있는데, 이는 

청정도론에 인용된 “과거에 자기가 지은 악업이 그 때 

덮친다.(M.ii.164)”와 일치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지금으로부터 1600 년전인 5세기 스리랑카에서 

붓다고사가 청정도론을 저술할 때 발라빤디따경(우현경, M129)의 문구를 

인용하였다는 것은 그 만치 청정도론이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하여 쓰여 

졌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재생연결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재생연결식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의 12 연기 법문집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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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지혜(paccaya-pariggaha-ñāṇa)가 계발되어 

수행자가 죽음과 수태의 본성을 잘 알게 되면 삶의 문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명상의 지혜(sammāsana-ñāṇa),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지혜(udayabbaya-ñāṇa), 그리고 무너짐의 지혜(bhaṅga-ñāṇa)를 성취하면 

삶의 문제는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식(識)의 단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현생의 

마지막 식이 사라진 다음에 수태, 즉 내생의 처음 식(識)이 뒤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도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수행자가 최종적으로 예류의 

성위를 얻고 나서야 비로소 내생에 대한 모든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위빠사나 수행은 하지 않고 내생에 

대해서 묻기만 하려는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양의 과학자와 철학자의 의견을 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통을 지닌 아라한이라고 믿어지는 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지혜(udayabbaya-ñāṇa)의 단계에서 수행자는 

사라진 식(識)단위의 흐름에서 감각대상에 집착하는 새로운 식(識)의 

단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는 전생에서 죽은 마지막 순간에 한 대상에 대한 집착에 

의해 조건 지어진 식의 단위와 함께 새로운 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기 직전의 식의 흐름은 물질적인 몸에 의존하면서 하나의 식 단위가 

다음 식 단위로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죽은 다음 몸은 분해되고 식의 

흐름은 다른 세계의 물질적인 과정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전구가 지속적으로 빛을 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불은 꺼지지만 전기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낡은 전구를 새 전구로 갈아 끼우면 빛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서 전구, 전기, 빛은 모두 변화하는 물질적 과정이며, 우리는 

이들의 무상한 성질을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석서는 메아리, 등불, 도장의 인각, 거울에 비친 영상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72 

 

메아리는 음파가 벽이나 숲 등에 부딪쳐서 나오는 소리의 반향입니다. 

우리가 소리와 메아리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소리가 먼 곳까지 전이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그 거울 속에 비치는데 비록 

자신의 얼굴과 거울에 비친 영상이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 붙어 있는 등불은 다른 

등불을 켜는데 쓸 수 있습니다.  

  

불을 붙여준 등불이 여전히 타고 있으므로 새로운 등불의 불꽃은 이전의 

등불이 분명히 아니지만, 이전의 두 등불과 두 개의 불꽃이 인과적으로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도장은 그 표면과 같은 각인을 남기지만 

실제로는 도장의 표면은 아니며 도장 없이 표면은 찍히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재생의 성질을 어렴풋이 알게 해줍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자신의 업(kamma), 업의 표상(kamma-nimitta), 태어날 곳의 표상(gati-

nimitta)이 나타납니다. 죽은 뒤에 전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이들 

표상 중의 어느 하나에 조건 지어진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재생은 식의 마지막 단위가 다른 생으로 옮겨감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종 때의 표상에 의해 조건 지어집니다. 그래서 재생은 

죽어가는 사람이 보는 표상이 인도하는 무명, 상카라 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생연결식은 전생과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연속되는 식 단위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사람을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또는 전 생애동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임종의 마지막 식을 재생연결식과 함께 동일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천신계나 다른 세계에 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로서의 정신과 

물질의 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재생은 인과적으로 관련된 

정신단위의 흐름과 관련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는 것은 단견입니다. 이에 따르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대부분의 불교신자들은 이러한 단견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두 개의 연속된 삶이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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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인 용어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생이란 

자아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는 상견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위빠사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현생의 정신적 단위들의 

일어나고 사라짐과 그들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알기 때문에 이러한 

단견과 상견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면 개인이 불멸하거나 

단멸한다는 전도된 인식에 휘말릴 소지가 없습니다.  

  

식(識)의 본성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합니다. 낙담 

다음에 기쁨이 오고 또 기쁨 다음에 낙담이 옵니다. 고요한 마음 다음에 

짜증이 오고  

짜증 다음에 고요한 마음이 옵니다. 이러한 식(識)의 변화는 명확히 그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식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연속된 식들 간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죽음으로만 

격리되었을 뿐인 죽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의 두 가지 식 사이에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하시사야도, 십이연기 법문집 ‘빠띳짜사뭅빠다’) 

  

  

마하시사야도의 십이연기 법문에 따르면 십이연기에서 식이 

재생연결식을 뜻하는데, 이는 십이연기에 대하여 삼세양중인과로 보기 

때문이다. 연기는 조건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과 역시 조건에 따라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생과 

다음 생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재생연결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재생연결식은 철저하게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 밖에 할 수 없고,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고, 

마음은 조건에 따라 상속한다는 대전제를 말한다. 따라서 마음은 지금 

이순간에도 생멸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전의 마음과 다음 마음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말한다. 이런 논리가 죽음과 재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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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죽음의 마음 다음에 일어 나는 것이 재생연결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한 존재의 마지막 죽음에 마음에 일어난 

업, 태어날 곳의 표상, 업의 표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끊임 없이 상속 되어 가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매순간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순간이 생일날이라 볼 수 있다. 

  

불교의 지옥관 

  

이렇게 선처에서 악처로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악처에서 선처로 갈 수도 

있을까. 지옥에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 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유일신교의 논리대로 라면 한번 지옥이면 영원히 지옥에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까.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악처에서 선처로] 

  

악처에서 비난할 바가 없는 업을 쌓은 자에게 앞서 설한 방법대로 

비난할 바가 없는 업이나 업의 표상이 마노의 문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어두운 측면을 밝은 측면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을 앞서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과거의 대상을 가진 악처의 죽음의 마음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대상을 가진 선처의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청정도론, 17 장 통찰지의 토양 139 절)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이다. 그러나 매우 심오한 내용이다. 먼저 

‘악처에서 비난할 바가 없는 업을 쌓은 자’라는 문구이다.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만약 지옥이라면 지옥에서 악행에 대한 과보를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마치 죄를 지은 자가 교도소에 들어가 징역을 산 

것과 같다.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를 하면 충분히 죄값을 치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갖은 고통을 다 당하고 더 이상 당할 죄업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과거생에 지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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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업’일  것이다. 지옥에서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악업이 모두 소멸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이라곤 선업 밖에 없는 것이다.  

  

중죄를 짓고 비록 지옥에 간 자라도 그가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악업만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악업도 짓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업도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생의 습관의 힘에 눌려 살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살인업에 대한 과보를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살인 업에 대한 과보를 다 받고 난 후 남는 것은 

이제 ‘선업’ 밖에 없다. 그래서 지옥과 같은 악처에서 인간이나 

천상과 같은 선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지옥관과 

유일신교의 지옥관에 대한 차이라 볼 수 있다. 

  

미래에 겪어야 할 업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비록 지옥에 있더라도 그 악업이 다하면 얼마든지 

천상에 태어 날 수 이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구절이 또 

청정도론에 있다. 

  

  

“다른 악처에 떨어진 중생들은  

미래에 겪어야 할 업으로 인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미래에 겪어야 할 업이 없이  

윤회에 유전하는 중생이란 없기 때문이다.” 

  

Others, however,  

are reborn in a [sense-sphere] divine world  

through kamma to be experienced in a future life.  

For there is no being traversing the round of rebirths  

who is destitute of kamma to be experienced in a future life.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35 절) 

  

  

청정도론의 초월지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우주의 수축과 팽창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우주가 수축할 때 지옥 중생부터 범천 까지 남김 없이 

소멸 되어 버리는데, 이 때 지옥 중생들이 어떻게 범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나는지에 대한 매우 짤막한 설명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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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악처에 떨어진 중생들이 미래에 겪어야 할 업으로 인하여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미래에 겪어야 할 업이 

없이 윤회하는 중생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 말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라한이 있다. 아라한은 번뇌가 소멸된 자이므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아라한 선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탐진치로 대표되는  번뇌로 사는 중생들은 번뇌가 다 소멸 되지 

않는 한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짓게 되어 있으므로 삼계를 윤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중죄를 지어 지옥에 태어난 지옥 중생이 갖은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 악업이 소멸 되었다고 하여 모든 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악업은 소멸 되었지만 선업은 남아 있는 것이다. 남은 선업으로 

인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설명이 “미래에 겪어야 할 업이 없이 윤회에 유전하는 중생이란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미래에 겪어야 할 업이 없는 것은 

번뇌가 다한 오로지 아라한 밖에 없는 것이다.  

  

‘맹구우목(盲龜遇木)’ 비유의 진실 

  

‘맹구우목’이야기가 있다. 눈먼 거북이이야기이다. 흔히 스님들 또는 

선사들 법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골 이야기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먼거북이 이야기가 초기 경전에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를 바다에 던져 넣는다. 

동풍이 불면 그것은 서쪽으로 떠내려가고, 서풍이 불면 그것은 동쪽으로 

떠내려가고, 북풍이 불면 그것은 남쪽으로 떠내려가고, 남풍이 불면 

그것은 북쪽으로 떠내려간다.  

  

그런데 그곳에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떠오른다.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를 던져 넣었는데 그때에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떠오른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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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에 목을 끼워 넣을 수가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언젠가 어느 땐가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수행승들이여, 

 그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에 목을 끼워 넣는 것이 수행승들이여, 한 번 타락한 곳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빠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의 9 절, 전재성님역) 

  

  

앞서 언급한 맛지마니까야 발라빤디따 경에 실려 있다. 그런데 

스님들이나 선사들이 말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눈먼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사람 몸 받기가 

매우 힘든 것이라는 법문을 한다.  하지만 경에서는 눈먼 거북이와 

악처에 떨어진 자들을 비교 하고 있다. 악처에 떨어진 자들이 선처에 

올라 오기가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구멍 뚫인 널판지에 머리를 내미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유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스님들이 법문할 때 

눈먼거북이 이야기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경전을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전해 

듣기만 하다 보니 사람 몸 받기가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널판지 

구멍에 머리 내미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을 얻더라도 

  

경에서 악처에 떨어진 자가 인간과 같은 선처에 나기가 맹구우목 

이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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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 있는 실천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인간의 몸을 

얻는다면, 그때마다 비천한 가문 즉 짠달라의 가문, 사냥꾼의 가문, 

죽세공의 가문, 수레공의 가문, 백정의 가문과 같은 가난하고 음식이 

모자라고 곤궁하게 사는 가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곳에서는 음식과 의복을 얻기도 힘들다. 그는 용모가 악하고 모습이 

추하고 왜소하고 질병이 많고, 눈멀거나 팔병신이거나 절름발이이거나 

반신불수이고, 음식, 의복, 수레, 화환,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지 못한다.  

  

그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져서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얽어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져서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얽어 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곳, 지옥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커다란 패배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의 단계가 완전히 성숙하면 이와 같다.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의 9 절,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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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으로 대표 되는 악처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악처는 공덕도 쌓을 수 없는 양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악처에 있다 악업이 다 하여 설령 인간으로 태어 

났다 하더라도 비천하고 미천하거나 육체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 

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본다. 그 결과 또 다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죄업을 지어 다시 악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악처에서 선처로 나는 것이 

거북이가 바다에서 널판지 구멍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 보다 더 확률을 

낮게 본 것이다. 

  

현명한 자는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면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십악행을 

저질러서 항상 악처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오계를 준수하고 십선행을 하는 현명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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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그 현명한 자는 언젠가 어디선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인간의 지위를 

얻더라도, 높은 가문, 왕족의 대부호의 가문, 또는 바라문의 대부호의 

가문이나 장자의 대부호의 가문과 같은 부유하고 대부호이고 

대자산가이고 금은이 많고 재물이 많고 돈과 곡식이 많은 가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는 잘 생기고, 보기에 좋고, 청정하고 연꽃처럼 최상의 용모를 

갖추었고, 음식, 의복, 수레, 화환,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는다.  

  

그는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한다.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이겨서 커다란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도박꾼이 최초의 승부에 이겨서 커다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승리는 오히려 작다. 현명한 자가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커다란 

승리이다.  

  

수행승들이여,  

현명한 자의 단계가 완전히 성숙하는 것은 이와 같다.” 

  

(발라빤디따경-Balapanditasutta-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우현경,맛지마니까야 M129 의 9 절, 전재성님역) 

  

  

현명한 자는 선처에 나게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높은 가문에서 

아름다운 용모로 태어난다고 한다. 이는 항상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난다고 한다.  

  

그렇게 징역을 많이 살고 나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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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초기경에서 윤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아직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시를 하고 지계하는 공덕을 쌓고 십선행을 

하면 선처에 나고, 반대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행을 일삼으면 악처에 

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악처에 나더라도 영원히 악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악업이 소멸 될 경우 다시 선처에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라한이 되지 않는 한 지은 업은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세상에서나 태어 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선처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선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여 좋지 않은 조건으로 태어 날 가능성이 많다. 그에 따라 

천대 받고, 무시 받고, 학대 받기 쉬워서 삶 자체가 고달프고 고단한 

일생을 보낼 수 있다. 더구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면 또 다시 악행을 

저질로 곧바로 악처로 떨어 질 수 있다.  

  

도둑질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근질근질 하여 남의 물건에 

손이 가고, 그로 인하여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다시 도둑질하고, 또 

징역을 살게 된다. 그렇게 징역을 많이 살고 나왔어도 손버릇이 

여간해서는 고쳐 지지 않는다. 그래서 징역사는 기간이 밖에 나와서 

사는 기간 보다 더 긴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음행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10 악행을 하는 것은 

습관이 들어 잘 고쳐 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수행은 다름 아닌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를 다른 말로 ‘수습(修習)’이라 한다. 

  

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법문해야 

  

발라빤디따경(愚賢經, M129)에서는 악처에서 선처로 가는 것에 대하여 

‘맹구우목’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사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맹구우목의 비유에 대하여 단지 “인간의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경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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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에 목을 끼워 넣는 것이  

한 번 타락한 곳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빠르다” 

  

  

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 하면 “지옥에 떨어진 자가 인간의 몸을 받는 것 

보다 눈먼 거북이가 백년마다 한번씩 떠 올라 구멍 뚫린 널판지에 목을 

내미는 것이 더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부터라도 스님들은 맹구우목의 비유를 들 때 반드시 경전적 근거를 

들어야 하고 또 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법문해야 하지 않을까. 

  

  

  

2012-07-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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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해야 윤회의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을까? 

 

 
yaksa 

(온라인 게임에서의 야차 이미지) 

  

  

  

이처럼 야차는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 되고 있는데, 이런 야차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야차(夜叉,  yakkha) 

   

야차는 일반적으로 비인간(非人間, amanussa)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석서에 의하면 이들은 아귀(餓鬼, peta)들보다 위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선한 아귀들을 야차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PvA.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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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자따까」에 자주 등장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고 벽을 

관통해 지나가는 등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있고, 공양(供養)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재보(財寶)나 아이를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야차녀는 매력으로 사내를 홀려서 잡아먹는 식인귀(食人鬼)로 

묘사된다.  

  

사대왕천(四大王天, Cātu-māha-rajikā) 중 북쪽 방위를 담당하는 

비사문천(毘沙門天, Vessavaṇa)이 이들을 관장한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제 4장 주해에서)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 초전법륜경 주해에 따르면, 야차는 아귀보다 

위의 존재로 설명 되고 있다. 야차가 아귀 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면 

아수라 보다 아래에 위치 한다. 따라서 ‘악처’에 산다고 볼 수 있다.  

  

알라와까경은 상윳따니까야에도 있다 

  

이처럼 초자연적이고 무시무시한 이미지의 야차는 숫따니빠따 뿐만 

아니라 상윳따니까야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상윳따니까야는 56 개의 주제로 구분 되어 있는데, 그 중 열번째 주제가 

야차에 관한 것이다. 이를 ‘약카상윳따(Yakkha Saṃyutta, S10)’라 

한다. 이 약카상윳따 12 번째 경이 알라와까경(Āḷavakasutta, 
S10.1.12)인데, 이 경우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알라와까경(Sn1.10)과 

일치한다. 그래서 알라와까경은 숫따니빠따에서도 볼 수 있고, 

상윳따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경의 주석에 따르면 야차는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일반적 표현이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악의적 신령의 뜻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초인간적 존재로서 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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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간적 존재로서 야차의 모습은 상윳따니까야 데와따상윳따(Devatā 

Saṃyutta,S1) 에서 보여 진다. 하늘사람과 부처님의 대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늘사람] 

 "모든 하늘사람과 사람들은 먹을 것을 즐기지만 

먹을 것을 즐기지 않는 야차는 참으로 누구입니까?" 

  

[세존] 

 "믿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먹을 것이 따르네. 

인색함을 반드시 이겨서 마음의 티끌을 극복하고 보시하세. 

이러한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삶들에게 의지처가 되네" 

  

(안나경-Annasuttaṃ-Food-먹을 것, 상윳따니까야 S1.1.5.2, 

전재성님역) 

  

  

불과 열줄도 안되는 매우 짧은 경이다. 하늘사람과 부처님과의 

대화인데, 여기서 하늘사람은 때로‘야차’를 말한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보시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보시하고 

배푸는 삶을 가지면 반드시 선처에 태어나게 된다는 매우 짤막한 

가르침이다. 

  

야차와 마라를 등장시키는 이유 

  

이처럼 초기경에서는 야차와 부처님과의 대화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에서의 가르침 보다 더 수승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야차를 등장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각하는데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악마 마라의 경우와 약간 차이가 있다.  

  

마라 중에 빠삐만이 있다. 이때 악마 빠삐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처님을 유혹하는 반대편에 있다. 그러나 다른 악마와 달리 늘 

부처님과 대조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활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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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망갈라가타(Jayamangala-gatha)에서 

  

야차 알라와까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매우 생소하다. 하지만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 수호경이자 

호신주로 불리우는 자야망갈라가타(Jayamangala-gatha, 길상승리게)에 

알라와까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야망갈라가타는 여덟가지 부처님의 승리에 대한 게송이다. 그래서 

여덟가지 에피소드가 여덟개의 게송으로 표현 되어 있는데, 그 중 

두번째 게송이 알라와까와 관련된 것인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알라와까(Alav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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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망갈라가타-Jayamaṅgala Gāthā-吉祥勝利偈, 2 번 게송,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알라와까에 대한 묘사가 있다. 알라와까는 악마 보다 더 

흉폭하고 성질 급하고 고집이 세다고 표현 되어 있다. 그리고 밤낮으로 

싸움을 걸어 온다고 하는데 이는 부처님에 대한 도전을 말한다. 이에 

대한 표현이 숫따니빠따 알라와까경에서 부처님에 대하여 세번이나 

“나가라” “들어 오라” 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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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내하고 자제하여 마침내 야차 알라와까를 굴복시킨 것에 대한 

노래가 자야망갈라가타 두번째 게송이다. 

  

‘거센 물결’이란 

  

야차는 부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문제를 내듯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거침없이 답변을 하는데,이는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하시던 말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모든 부처님들의 깨달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 중 거센 물결에 대한 것이 있다. 

  

야차가 “사람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넙니까?”라고 물어 보자, 

부처님은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넌다”고 하였다. 이때 

거센물결은 주석에 따르면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폭류(暴流, 거센물결)라 하였다. 

  

게송에서 거센 물결( the flood)은 빠알리로 오감 (oghaṃ)이라 한다. 

오감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것일까. 아비담마에서는 오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네 가지 폭류가 있으니  

  

1) 감각적 욕망의 폭류 

2) 존재의 폭류 

3) 사견의 폭류 

4) 무명의 폭류 

  

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초기불전연구원) 

  

  

오감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거센 물결’이라고 번역하였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폭류’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어로는 

‘The flood’라 한다.  

  

왜 번역자마다 ‘번역어’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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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번역자마다 용어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가급적 먼저 번역한 용어를 쓰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최초로 니까야를 번역한 전재성박사의 책은 

순수한 한글번역을 많이 볼 수 있고, 후발주자라 볼 수 있는 초불의 

경우 이를 피하여 한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느 경우는 반대이다.  

  

오온에서 윈냐나( viññāṇa)가 있다. 이는 색수상행식에서 식(識)을 

말한다. 이 윈냐나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의식’이라고 한문식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초불의 번역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인 

‘알음알이’로 번역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먼저 번역한 용어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참고로 양번역자의 오온에 대한 번역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오온에 대한 번역어 비교표 
  색온 

(色蘊, 

rūpa-

kkhandha) 

  

수온 

(受蘊, 

vedanā-

kkhandha) 

  

상온 

(想蘊, 

saññā-

kkhandha) 

  

행온 

(行蘊, 

saṅkhārā-
kkhandha) 

  

식온 

(識蘊, 

viññāṇa-
kkhandha) 

  

전재성박사 

(존재의 다발)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 

초기불전연구원 

(무더기)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들 

  

알음알이 

  

  

  

니까야를 최초로 번역한 전재성박사는 오온에 대하여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이라 하여 한문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초불의 경우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들, 알음알이 

로 번역하였는데, 물질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 번역어중에 

느낌과 알음알이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상카라는 빠알리어 그대로 쓰고 

있다.  

  

누구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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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번역자 마다 번역어가 다르다 보니 이를 접하는 불자들은 

혼란스러워 진다. 특히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오온에서 조차 

용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두고 두고 혼돈을 야기 할 것임에 

틀림 없다.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가. 

  

이런 경우 차라리 빠알리 원어를 쓰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오온에 

대하여 루빠(색), 웨다나(수), 산냐(상), 상카라(행), 윈냐나(식)이라고 

빠알리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센물결 또는 폭류로 번역되는 오감(oghaṃ)도 마찬가지이다. 빠알리 

그대로 ‘오감’으로 써도 될 것이다. 초기불교가 널리 퍼지면 오히려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더 쉬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괴로움’이나 ‘고’ 등으로 표현되는 ‘둑카’가 좋은 예이다. 

둑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거센 물결을 멈추게 하려면 

  

경에서 부처님은 생사가 거듭되는 삶에 대하여 바다의 거센 물결에 비유 

하였다. 물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사람이 생하고 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센 물결을 윤회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그렇다면 거센 

물결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Saddhāya taratī oghaṃ  삿다야 따라띠 오감 

appamādena aṇṇavaṃ,   압빠마데나 안나왕 

Viriyena dukkhamacceti  위리예나 둑카맛쩨띠  

paññāya parisujjhati.  빤냐야 빠리숫자띠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With faith, the flood is crossed,  

with diligence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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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ffort unpleasantness gets exhausted,  

and with wisdom purity comes about" 

  

  

부처님은 윤회라는 거센물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믿음, 방일하지 않음, 

정진, 지혜를 말한다. 이는 단계적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기도 한다.  

  

생사를 결정할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이와 같이 윤회를 말하는 거센 물결이라는 말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숫따니빠다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다니야경에서 

“거센 물결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라는 문구가 있고, 

헤마와따경에서 야차 헤마와따는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넙니까?”라고 

묻는 문구가 있다.  

  

또 ‘학인 멧따구의 질문에 대한 경’에서 멧따꾸는 “어떻게 현자들은 

거센 물결,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런데 ‘학인 우빠씨바의 질문에 대한 경’에서는 더 

적극적이다. 우빠씨바는 “혼자서 커다란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없습니다. 제가 의지해 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도록 의지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비장한 각오로 묻는다. 생사를 결정할 만큼 절박해 

보인다. 

  

상윳따니까야 첫번째 경에 

  

알라와까의 경에서 전재성 박사의 주석에 따르면 거센 물결에 대하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라고 

하였다. 이 문구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검색해 보니 

데와따상윳따( S1)에 매우 짧은 경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띠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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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람]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까?" 

  

[세존]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결을 

건넜던 것이다" 

  

[하늘사람]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 열반에 

도달한 거룩한 님을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친견하네" 

  

이와 같이 하늘사람이 말했다. 스승께서는 가상히 여기셨다. 그 때 그 

하늘사람은 '나의 스승이 가상히 여기신다'고 알고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사라졌다. 

  

(오가따라나경-Oghataraṇasuttaṃ- 거센 물결경, 상윳따니까야 S1. 1.1, 

전재성님역) 

  

  

불과 반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매우 짧은 경이다. 그런데 이 경은 

상윳따니까야에서 가장 먼저 선 보이는 경이다. 그래서 S1.1.1 로 표기 

된다. 2,904 개 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윳따니까야에서 첫번째로 나오는 

이 경에서 부처님은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라고 하였다. 이 말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는데는 머물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재성박사, 알라와까의 경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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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 하는 것”라고 

하였다. 이는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 드는 것이다”와 같은 맥락이다.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것이다. 

  

하면 할수록 까지는 것 

  

주식의 경우 ‘탐욕의 장’이라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탐욕’이 개입 되어 있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래를 한다. 심지어 초 단위로 수 없이 거래를 

한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하여 몸 부림 치면 칠수록 잔고는 점점 줄어 

든다. 하면 할수록 까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언가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였을 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나를 찾는 수행’이라 볼 수 있다. 

  

무언가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되는 

경우라면 이는 잘못된 수행방법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제시 하지 

않는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나를 찾는 수행은 방향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 설령 목적지에 다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KTX 열차를 타면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이 간 길을 명확히 제시 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입증해 보였다. 그런 가르침이 초기경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부처님은 가르침대로만 따르면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 열반”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상윳따니까야 첫번째 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헤메이지 

않고 열반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KTX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 

  

KTX 열차를 타면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된다. 그리고 가장 빨리 최단거리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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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와 같은 것이라 보여 진다. 부처님이 가르침이 담겨 있는 

초기경전 역시 KTX 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 전권을 구매한 법우님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거실에 빠알리 니까야를, 왜 빠알리 니까야를 

사보아야 하는가” “법보시용으로 좋은 초기불교서적, 어떤 책이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니까야를 많이 사 보자는 취지로 작성된 글이다.  

  

이 글의 영향이어서일까 어느 법우님이 글을 남겨 주셨다. 몹시도 

수줍을 잘 타는 듯한 법우님이 ‘비밀 댓글’을 남겨 주었는데, 큰 마음 

먹고 상윳따니까야 전권을 구매 하였다고 한다. 20 만원대에 해당되는 

경전 구입에 통큰 결정을 한 법우님에 박수를 보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만 하면 

  

부처님의 담마에 대하여 라따나경(보배경, Sn2.1)에서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여래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라 하였다. 이말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보배중의 보배이고, 그 어느 가르침 보다 가장 

수승하다는 말이다. 그런 가르침이 들어간 초기경전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견줄 것이 없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초기경전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KTX 열차표를 끊어 놓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제 KTX 열차를 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가장 빨리 최단거리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만 하면 KTX 열차를 탄 것과 같은데,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 열반에 

도달 한 것”으로 묘사 하고 있다. 

  

  

  

2012-07-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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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덕 짓는 사람과 공덕을 부정하는 자들  

  

  

  

남는 것은 ‘빚’ 밖에 

  

일로 인하여 만난 사람이 있다. 그는 개인회사를 10 여년간 운영하였다. 

그러나 최근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모든 것을 정리 한 것이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빚’ 밖에 

없다고 하였다. 지난 10 여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치고 너무나 

허망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파산으로 막을 내린 다는 것이다. 

  

한때 잘 나가던 벤처사장이 있었다. 그가 어느 날 광화문 앞을 지나가다 

노숙자를 발견 하였다. 하도 불쌍해 보여서 만원짜리 한 장을 쥐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주 사드시지 마시고 꼭 밥 사먹으세요”라고 

당부를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돈이 생기면 밥을 사먹기 

보다 소주를 사마시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어느 날 선행을 한 그 

벤처사장은 나중에 노숙자와 다름 없는 신세가 되었다. 회사가 부도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귀인’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누구나 잘 나가던 때가 있다. 직장에서든 자신의 사업이든 인생의 

전성기가 있는데, 대부분 돈을 아끼고 모으고 더 많이 벌기 위하여 투자 

할 줄만 알았지 베풀고 사는 데 매우 인색하다. 보시는 돈을 더 많이 

벌어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재벌이 되어야 본격적인 보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잘 나가던 벤처사업가가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보시 하였다면 

어쩌다 노숙자을 만나 만원 보시 한 것 이상의 공덕을 쌓았을 것이다. 

설령 사업이 잘 안되어 회사가 망했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의 

보시공덕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보시공덕을 지으면 언젠가 몇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다. 적선을 하면 누구나 좋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귀인’이 

찾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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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공덕을 쌓지 않은 자가 나중에 잘 못되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일묵스님의 신선한 법문 

  

불교에서는 보시공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래서 계를 

지키고 보시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죽어서 ‘선처’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보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시계생천’과 같은 쉬운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느 정도 가르침을 

수용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와 같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접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며 보시공덕을 짓는 것이 반드시 초보자에 한하고, 또 천상에 

나기 위한 가르침에 국한 되는 것일까. 불교 tv 에서 일묵스님의 강좌를 

들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불교 tv 에서 일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법문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그런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일묵스님, 팔정도수행 바로알고 내려놓기_제 10 회 공덕과 지혜 , 방송 

보기: 불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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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ree 

  

  

  

일묵스님은 불교 tv  강좌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하였다.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공덕을 쌓는 것이라 한다.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이런 말은 좀처럼 선사들의 법문에서 들어 보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놈이 무엇인고”라는 ‘이뭐꼬’ 화두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오로지 

깨달음에 대하여만 이야기 할 뿐 공덕을 쌓으라는 법문을 들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묵스님의 법문이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대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이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갖추어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 깨달음의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공덕행’을 쌓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지계, 보시 등의 공덕을 쌓는 행위가 

반드시 천상에 나는 것만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같은 아라한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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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깨달음의 전제 조건으로 공덕행이 강조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덕행을 많이 닦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어떠할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경 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라한의 경우에는 과거의 공덕행으로 인하여 죽기 직전, 즉 완전한 

열반(般涅槃)에 들기 직전에 선한과보가 올 것입니다. 실례로 ‘씨왈리 

존자’는 엄청나게 많은 공양을 받았고 바꿀라 존자는 완벽하게 

건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라한도 불선행이 있으면 불선과보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로사까띳사 장로는 항상 공양물이 부족하였고 목갈라나 존자는 

흉악범들에게 몰매 맞아죽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법문) 

  

  

아라한이 된 존자들의 과거 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현생에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생에 지은 공덕에 

따라 지금 받는 대우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로사까띠사(Losakatissa)장로 이야기 

  

법문집에서는 여러 존자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중 

로사까띠사(Losakatissa)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로사까띠사(Losakatissa)장로의 이야기는 본생경(J.41)에 나온다. 그는 

까사파 부처님(迦葉佛)때 비구였는데 한 신자의 후원을 받으며 사원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라한 인 한 비구가 찾아왔는데 그가 계속해서 

머물면 자신에게 오는 공양과 보시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그를 내쫓을 

궁리를 하였다.  

  

하루는 신자가 둘을 공양에 초청했지만 그는 혼자만 갔다. 그리고 오지 

않은 아라한 비구에게 전해달라고 건네 준 시주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오는 도중에 길가에 내다 버렸다. 나중에 그의 의중을 알게 된 아라한 

비구는 스스로 그 사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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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그는 죽어 아귀가 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지옥에 태어났다. 

수많은 세월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업력이 아직 남아서 각각 

5 백생 동안 야차(Yakkha)와 개로 태어나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마지막 생에 그는 꼬살라의 어부집안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어부마을과 부모에게 불운이 계속해서 

닥쳐왔다. 즉, 마을전체가 왕의 형벌을 여러 번 받는 등 멸문직전에 

이르게 되자 그것이 로사까띠싸로 인한 것임을 안 마을사람들은 그의 

가족을 몰아내었다. 나중에는 배고픔을 참다못한 어머니도 그를 

길거리에 내다버렸다.  

  

하루는 사리뿌따 존자가 길가의 하수도에서 밥알을 주워 먹는 7 살 된 

그를 우연히 보고 크게 불쌍히 여겨 사원으로 데리고 가서 말끔이 

씻기고는 출가시켰다. 나중에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지만 그의 

불운은 여전하여 탁발을 나가도 항상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적은 분량의 음식만을 받았다.  

  

그가 입멸하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안 사리뿌따 존자는 이 날 만큼은 

그를 충분히 공양하게 하려고 함께 사왓띠로 갔다. 하지만 아무도 

로사까띠싸에게 시주음식을 주지 않았고 사리뿌따 존자가 그를 일단 

사원으로 돌려보낸 후 사람을 시켜 음식을 그에게 보냈지만 심부름꾼이 

중간에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사리뿌따 존자가 직접 발우에 

음식을 담아가서 그 발우를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서 로사까띠싸로 

하여금 공양을 충분히 다 마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마지막 공양만은 충분히 들고는 바로 그날 저녁 

완전한 열반(般涅槃)에 들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법문 주해) 

  

  

  

로사까띠사장로가 아라한이 되긴 하였지만 먹을 복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과거생에 공덕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늘 배고프게 살았고, 죽음 직전에 마지막 공양마저 찾아 

먹지 못할 뻔한 신세에 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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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소 오로지 자기자신만 생각하고 인색하게만 살았을 때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된다고 설하지 

않는다” 

  

불교의 목표는 해탈과 열반의 실현이다. 이를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도 한다. 그런 깨달음을 빨리 얻는 존재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빠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부처님 당시 시왈리(Sīvalī)존자는 출가를 시켰는데 머리를 깎으면서 첫 

번째 머리칼이 떨어질 때 수다원과를, 두 번째 머리칼이 떨어질 때 

사다함과를, 세 번째 머리칼이 떨어질 때 아나함과를, 머리를 다 깍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빨리 깨닫는 것은 공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바라밀’의 차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보살로 있을 때 3 아승지 겁 이상 십바라밀을 닦았다. 그결과 

일체지를 얻어 정득각자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몰록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충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돈오라기 보다 ‘점수’에 가깝다. 

그래서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Nāhaṃ bhikkhave ādikeneva aññārādhanaṃ vadāmi.  

Api ca bhikkhave anupubbasikkhā anupubbakiriyā anupubbapaṭipadā 
aññārādhanā hoti. 

  

 수행승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된다고 설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그와 반대로 오로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끼따기리경-Kīṭāgiri suttaṃ -Advice given at Kitagiri -끼따기리 

설법의 경, 맛지마니까야 M7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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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다. 

선불교에서 조사스님들이 돈오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부처님은 지혜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닦고 배우고 익혀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점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오가 아닌 점수인 것이 분명하다. 

이는 부처님이 3 아승지 겁 이상 십바라밀을 닦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공덕쌓기’는 필수적 

  

이렇게 부처님은 바라밀을 닦아 마침내 정등각자가 되었는데, 부처님의 

제자 들 역시 과거 전생에 바라밀행을 많이 닦으면 닦을수록, 공덕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깨달음의 길에 훨씬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법문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선정도 열심히 닦고, 삼매도 열심히 익히고, 지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것이 무르익어서, 충분히 

성숙됐을 때, 어느 순간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묵스님, 팔정도수행 바로알고 내려놓기_제 10 회 공덕과 지혜 , 방송 

보기: 불교 TV)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계도 지키고 선정도 닦고, 지혜도 개발 해야 

한다. 하지만 무르익어야 된다는 것이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공덕쌓기’가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보시를 말한다.  

  

함께 기뻐하는 보시란? 

  

돈이 있으면 재보시도 하고, 돈이 없으면 법당에 나와 청소라도 하는 

것이라 한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얼마든지 보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향하는 보시, 함께 기뻐하는 보시도 있다. 이중 함께 

기뻐하는 보시란 무엇일까. 일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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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기뻐하는 보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남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말고, 보통은 배가 아프잖아요. 배 아파 하잖아요. 배 아파 

하는게 아니라 남이 잘 됐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는 거, 이게 

기뻐하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잘했다. 누가 선행을 하면 

싸아두 싸아두 싸아두 이렇게 해 줍니다. 싸아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선재, 선재. 이런 말입니다. ‘아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뭔가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싸아두, 싸아두, 싸아두’ 이렇게 세 번을 해주면, 

나도 같이 보시행을 하는게 된다는 거죠. 

  

(일묵스님, 팔정도수행 바로알고 내려놓기_제 10 회 공덕과 지혜 , 방송 

보기: 불교 TV) 

  

  

누군가 법당에 5 만원을 보시 한다고 하였을 때 “참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는 보시일 것이다. 이 경우 5만원을 낸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다. 말한마디 거들어서 5만원 보시한 효과를 본 

것이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사두(Sādhu), 사두(Sādhu), 

사두(Sādhu)” 라고 말한다고 한다.  

  

“사두(Sādhu), 사두(Sādhu), 사두(Sādhu)” 

  

사두란 무엇일까. 마하시사야도 법문집 주해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사두  

   

사두(Sādhu)는 √sad(즐기다, 맛보다, 향유하다)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다. PED 에서 ‘sweet, nice, pleasant.’라고 설명되듯이 

원래는 감미롭고, 좋고, 기분 좋은 것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상좌부 

불교국에서 누군가가 어떤 공덕 행을 하거나, 법문이 끝나면 이 말을 

3 번씩 합송함으로써 선업을 다 함께 기뻐주는 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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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에는 ‘장하구나. 착하도다. 선재(善哉)’ 등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사두라고 세 번 합송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선행을 진심으로 

기뻐해줌으로써 그 공덕을 함께 나누려는 의미가 있다.  

  

(마하시 사야도 법문집 주해모음, <초전법륜경> 제 1 장 126 쪽, 

김한상(수마나) 번역 및 역주) 

  

  

빠알리어 사두의 의미는 “장하도다” “훌륭하다” 등의 뜻으로 

공덕행이나 법문이 끝나면 세번 합송하는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금강경에 “선재 (善哉)”로 표현 되어 있다. 이 사두에 대하여 어떤 

이는 “그려, 그려, 그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수승한 공덕은 ‘법보시’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 해도 가장 수승한 공덕은 ‘법보시’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얻은 경지 만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만일 깨달음을 이룬 자라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쉬지 않고 굴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수승한 보시로 보는 것이다.  

  

공덕을 쌓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공덕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공덕을 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일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에 설사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무슨 행이 되겠어요? 이런 공덕을 쌓는 게 됩니다. 설사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덕행이 없이 갑자기 

아이뭐 이 세상에 깨닫지도 못하는데 공부는 뭐 공부, 이 생은 마음껏 

즐기고 놀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음 생하고도 똑같습니다. 다음 

생은 더 어렵게 되겠죠 그죠?  

 

 

 (일묵스님, 팔정도수행 바로알고 내려놓기_제 10 회 공덕과 지혜 , 방송 

보기: 불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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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가 되면 오계를 준수하고 삼보를 믿는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공덕행을 쌓고 깨달음의 

길로 가는 불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불자인 경우도 많다. 공덕행을 

짓지 않거나 반신반의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공덕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공덕을 부정하는 자들 

  

부처님 당시에도 공덕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육사외도 중의 

유물론자들이 이다. 특히 ‘아지타 께사깜발린(ajita kesakambalin)’이 

가장 유명하였다.  

  

이들 유물론자들의 특징은 인과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기법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지각 가능한 것만 

믿었다. 자신의 눈과 귀 등 감각기관으로 확인 된 것만 믿는 것이다.  

  

또 이들은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몸이 파괴되고 단멸하고 

소실하여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 내세가 없다는 견해를 가진다.  

  

우연론자인 ‘뿌라나 깟싸빠(purana kassapa)’역시 인과를 부정하고 

연기를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 무(無)에서 

유(有)가 나오는 것처럼 초월적이고 완전히 우연적이어서 절대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무법칙적으로 변화하므로 인과관계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인과적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단멸론이다.  

  

뿌라나 깟싸빠(purana kassapa)가 말하기를 

  

초기경에 따르면 이처럼 우연론자이며 동시에 단멸론자인 뿌라나 

깟싸빠(purana kassapa)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으로 업을 짓거나 업을 짓도록 시켜도, 도륙하고 도륙하도록 시켜도, 

학대하고 학대하도록 시켜도, 슬퍼하고 슬퍼하게 하여도, 피곤해하고 

피곤하게 하여도, 전율하고 전율하게 하여도,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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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빼앗고, 가택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절도하고 노략질하고, 타인의 

처를 겁탈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면도칼처럼 예리한 바퀴로써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조각조각 고깃덩이로 잘라도 그것으로 인한 죄악이 없으며, 

또한 죄악의 과보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갠지즈 강의 남쪽을 

다니면서 살육하고 또한 살육을 시키며, 절단하고 절단하도록 사키며, 

학대하고 학대하도록 시켜도 그것으로 인한 죄악이 없으며 또한 죄악의 

과보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갠지즈 강의 북쪽을 다니면서 보시하고 또한 보시하도록 

시키고, 제사지내고 제사지내도록 시켜도 그것으로 인한 공덕이 없으며 

또한 공덕의 과보도 없다. 보시에 의해서도 수행에 의해서도 계행을 

지키더라도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공덕이란 없으며 또한 그 

공덕의 과보도 없다." 

  

(까라또경-karoto- The Doer.- 업을 짓거나경, 상윳따니까야 S23.3.1.6, 

전재성님역) 

  

  

이 것이 부처님 당시 단멸론자이자 우연론자인 뿌라나 깟싸빠의 

주장이다. 어떤 행위를 하든 과보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보시공덕 

역시 없을 수 밖에 없다. 갠지스강만큼 보시하고 계행을 지켜도 아무런 

과보도 없고 공덕도 없다고 한다. 

  

가장 최악은 단멸견 

  

이처럼 단멸론자들은 인과를 부정하고 연기를 믿지 않으니 보시나 

지계를 지키며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완전한 소멸만 있을 뿐이라 주장한다.  

  

단멸론은 영속론과 더불어 삿된 견해이다. 모두 연기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조건(paccaya)에 따라 앞서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영속론은 거짓이고, 또 법이 뒤이어 조건에 따라 연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단멸론 역시 거짓이다. 이렇게 영속론과 단멸론은 이미 

연기법으로 논파된 삿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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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단멸론과 영속론자들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한다. 즉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단견과 상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상견의 경우 지계하고 보시하여 천상에 나려 하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아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장 최악은 단견이다. 이는 인과 

뿐만 아니라 도덕마저 부정하기 때문이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완전한 소멸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모든 공덕을 부정하는 단멸론자들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경 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비존재에 대한 갈애 

  

위바와 딴하(vibhava-taṇhā)라는 용어에서, 위바와(vibhava)는 존재하지 

않음(無有), 비존재, 존재의 소멸을 뜻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와 결부된 갈애를,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無有愛 vibhava-taṇhā)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완전한 소멸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단견(斷見 uccheda-diṭṭhi)과 결부된 갈애입니다. 

  

이 단견은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六師外道의 한 지도자인 아지따가 

주장한 이론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 근본 요소(四大)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으면, 몸을 

이루는 땅의 요소(地大)가, 몸 밖의 생명이 없는 땅의 본체(덩어리)로 

돌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몸에 있을 때에는 딱딱함,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 땅의 요소(地大)가 죽고 나서는 몸 밖의 생명 없는 

땅의 요소와 융합하고 이어서 땅의 물질로 변했다가 다시 나무와 식물 

따위의 땅의 요소로 변환된다는 뜻이다. 

  

살아있는 몸에 있던 물의 요소(水大)는 생명 없는 물의 본체(덩어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축축함, 유동성은 물의 

본체의 축축함과 유동성으로 변한다. 살아있는 몸에 있던 불의 

요소(火大)는 몸 밖의 생명 없는 불의 본체와 합쳐지고, 살아있는 몸에 

있던 바람의 요소(風大)는 몸 밖의 생명 없는 바람의 본체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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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 모든 인지기능(눈, 귀, 코, 혀 등의 감각기관들)은 우주로 

이동한다.“ 

  

허무주의자들은 안식眼識, 이식耳識 등을 개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견斷見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 귀와 같은 물질적 형태가 

스스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다고 주장합니다. 

감각기능에 속하는 의식(意, mana)도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하나로 표현되는 의식의 소멸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우주와 융합되거나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바보이든 현명한 이든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보는 내생에서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상응하는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도 내생에서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과보를 누리지 않는다.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허무주의적 견해를 취하는 아지따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악행을 피하거나 선행을 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과 같이 

정말로 죽은 뒤에는 내생이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죽음 이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전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바대로라면 살아있는 자아(앗따, atta)나 유정(有情, 

삿따. satta)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지따가, 사람은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도 자아와 

유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내생을 위해 

선행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쾌락을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은 소멸한다고 하는 이러한 허무주의적 견해와 결부된 

갈애를, 비존재에 대한 갈애(無有愛 vibhava-taṇhā)라고 합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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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문은 마하시사야도가 1962 년 미얀마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50 년전이다. 그런데 법문의 내용을 보면 그 때 당시 

미얀마에서도 단멸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처님 당시 

뿐만 아니라 50 년전 미얀마에서도 아지따 께사깜발린이나 뿌라나 

깟사빠와 같은  단멸론자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인터넷시대에도 단멸론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시대의 단멸론자들 

  

인터넷시대에 단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마하시사야도가 법문한 내용과 놀라우리 만치 일치한다. 그들은 

인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연기법을 부정하고, 오로지 자신의 눈과 귀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것은 모두 조작 

또는 왜곡으로 보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지금 여기만을 강조하며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지 죽음 이후에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단멸론자 들의 

주장이다. 

  

이런 단멸론자들은 결코 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죽으면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회를 부정하는 단멸론자들에게 

있어서 보시, 지계, 공덕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다. 설령 

단멸론자들이 부처님의 현세적인 가르침을 들먹이며 수행을 강조한다 

하여도 공덕이 뒷 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또 법에 대하여 의심하고 법을 왜곡하는 회의론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도와 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숫따니빠따의 라따나경(보배경, Sn2.1)에 따르면 존재의 무리에 

실체라는 견해(Sakkāyadiṭṭhi , 유신견), 매사의 의심( vicikicchitañca, 

법에 대한 의심) 계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 (Sīlabbataṃ, 계금취)을 

가지고 있는 한 성자의 대열에 들어 갈 수 없고, 또한 해탈과 열반을 

성취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 중 법에 대한 의심, 즉 연기법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다. 아지따 

께사깜발린(유물론)이나 뿌라나 깟사빠(우연론)의 제자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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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이 틀림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부처님은 고통에 대하여 설하였다. 만일 부처님이 오로지 ‘고통’에 

대해서만, 그리고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만 설하였다면 

‘염세주의자’로 몰렸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법이 

전승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지따 께사깜발린(유물론)이나 뿌라나 

깟사빠(우연론)처럼 당대에 끝 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과 소멸과 소멸방법에 대해서도 설하였다. 

그래서 법의 바퀴가 오늘날 까지 굴러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길로 가면 해탈열반 하리라”는 미래의 약속이고 또 

믿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틀림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확실히 믿게 된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밧데까랏따경, M131)” 

  

  

라는 게송이 있다. 이 가르침은 ‘현법(現法, dittheva dhamma)’에 

대한 것이다. 마음을 항상 현재에 두면, 즉 지금 여기에서 현상을 

알아 차리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가르침이다. 신, 수, 

신, 법으로 표현되는 사념처 수행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현실에 적용하여 하나도 틀림 없음을 

알게 되면 신뢰가 생긴다. 이런 신뢰는 유일신교의 맹목적인 믿음과 

다른 것이다. 확신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말한다. 이를 빠알리어로 

‘삿다(saddh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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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믿음이 생기면 초기경전에서 보여지는 윤회, 신통, 천신, 

재생연결식 등 눈과 귀로 확인 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게 

된다. 설령 나의 인지로 알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기 보다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며 받아 들이게 된다. 

이런 태도는 불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교는 ‘종교’이다 

  

만일 불교에 대하여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법칙으로 본다면 자신의 

인지감각 또는 깜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또 

불교를 철학적으로만 한정시켜 버린다면 역시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이다. 그것도 최고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종교로서 

불교를 받아 들인다면 설령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받아 들이게 된다. 불교가 반드시 ‘과학’이나 ‘철학’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불교는 과학이면서 철학이고 동시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 신통, 천신, 재생연결식, 지옥, 아귀, 아수라, 

천신 등에 대하야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더 이상 불교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불교인을 가장한 외도들은 불교를 종교의 영역에서 끌어 내어 과학과 

철학이라는 작은 울타리로 가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풍요로운 가르침, 대기설법 (對機說法, pariyāya-desanā) 

  

지금 여기에서 살아 있을 때 열반을 실현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현실적인 

가르침도 펴셨지만 근기가 약한 중생들을 위하여 지계하고 보시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가르침도 동시에 펼치셨다. 이처럼 사람의 근기에 

맞게 다양하게 법을 설하였는데, 이를 방편설 또는 대기설법 (對機說法, 

pariyāya-desanā) 이라 한다. 같은 가르침이라도 받아 들이는 존재에 

따라 이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야짜나경(청원경, S6.1.1)에서 “조금 밖에 오염되지 

않은 뭇삶, 많이 오염된 뭇삶,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둔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 추한 모습의 뭇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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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기 쉬운 뭇삶, 가르치기 어려운 뭇삶,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뭇삶들 보았다”다고 하였다. 이는 중생들의 근기가 

모두 다르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배우는 사람의 성향이나 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아무런 방편을 쓰지 않고 법을 설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비방편설, 

또는 비대기설법(nippariyāya-desanā)이라 한다.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으로 대표되는 ‘아비담마(Abhidhamma, 對法, 勝法)’를 들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5온, 12 처, 18 계, 22 근, 4 성제, 12 연기이다. 

이를 줄여서 ‘온처계근제연(蘊處界根諦緣)’이라 한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한 존재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천인 등 모든 존재들을 위한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8 만 4천가지 법문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지계하고 보시하면 생천한다든가, 천신, 야차, 

마라 등 초자연적 존재 등이 등장하는 것은 ‘대기설법’이라 볼 수 

있다. 경에서 마라 빠삐만이 등장하였을 때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각하는데 활용되고 있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대기설법을 하면 근기가 다른 사람들이 경을 이해하기 쉽고 

신심이 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설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07-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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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한을 제거하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 

  

  

참고, 참고, 또 참는 수행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하여 해야 할 여섯가지 수행이 육바라밀이다. 

이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말한다. 이중 가장 하기 어려운 수행은 무엇일까. 

  

육바라밀중에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이 있다. 아무리 곤욕을 

당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참고 견디는 수행을 말한다. 참고, 

참고, 또 참는 수행이 인욕바라밀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절에서는 

인욕바라밀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언젠가 지리산에서 가장 높다는 절로 1박 2 일 순례법회를 간 적이 있다. 

법문시간에 주지스님은 절에서 인욕바라밀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절에서는 사실 인욕바라밀 하기 위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로 인욕할 거리를 찾아서 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바라밀수행은 몰라도 인욕바라밀 만큼은 절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로 만들어 수행한다는 말을 듣고 절이란 곳이 육바라밀수행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심산유곡에 있는 절에서 인욕할 거리를 별로 없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 모욕, 수모 등 갖은 곤욕을 당할 조건이 성립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곤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걸망’을 꾸리면 

그만일 것이다. 

  

이렇게 심산유곡에서 인욕할 거리가 없고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수행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고 보낼까. 더구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지내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과는 무엇일까.  

  

“빈둥빈둥 하는 재미”로 산다고? 

  

최근 휴심정에 길희성 교수의 글이 실렸다. 강화도에서 삼도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길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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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는 강화도에 멋진 사람 한 분이 살고 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으면 “빈둥빈둥하는 재미로 산다.”고 해서 웃음을 자아낸다. 고상한 

말로는 ‘유유자적’이라고 부른다고 토를 달기도 한다.  

  

“무슨 재미로”라는 물음은 따지고 보면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슨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사느냐는 말이다. 그러니 “빈둥빈둥 하는 재미”란 

어떤 특별한 재미나 의미 같은 것을 추구하는 건 없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 삶 자체를 즐긴다는 말로 이해된다.  

  

약간 더 확대 해석하면, 인생이 뭐 별 것 있겠는가, 삶에 무슨 특별한 

재미나 큰 의미 같은 것이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일종의 체념 내지 

달관이 담긴 듯한 말이기도 하다. 

  

(길희성 교수, 왜 사느냐고 묻거든, 휴심정 2012-07-13)  

 

  

길희성교수는 종교다원주의자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같다고 보는 

것이다. 길은 달라도 만나는 곳은 하나라 한다. 마치 산에 올라 갈 때 

여러 등산로가 있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결같이 같은 것이라 한다. 그런 길교수는 

기독교신학자이자 동시에 목사이다. 

  

유유자적 하며 찾는 것들은 

  

길교수는 글에서 “빈둥빈둥하는 재미로 산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강화도의 삼도학사에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빗대어 한 

말이다. 그러나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유유자적’ 한다는 말이다.  

  

유유자적(悠悠自適)이란 어떤 말 일까. 사전식 표현에 따르면 속세를 

떠나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편안하게 사는 삶을 말한다. 

마치 산속에 사는 ‘도인’을 연상시킨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깊은 

산중에 사는 스님들 역시 유유자적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보낼까. 이에 대한 해답이 아마도 길희성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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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절대적 헌신의 대상을 찾았다 해도, 그것이 우리 밖에 

타자로 존재하는 한 절대적 헌신은 자칫하면 인간소외를 초래하거나 

억압의 기재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또 어떤 약물이나 심리적 테크닉을 

동원해서 평안을 구한다 해도, 혹은 예술적 영감이나 감동에 사로잡힌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영성가들은 육체와 영혼 너머에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실재에 

주목한다. 우리로 하여금 좁고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고 

탈피하도록 부추기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자아다.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영(spirit, pneuma, purusa), 아트만(atman), 내면의 빛(inner 

light), 속사람, 영혼의 근저, 불성, 진인, 진아, 진심, 도심, 

공적영지(空寂靈知), 본연지성(本然之性), 양지(良知), 

지성(intellectus), 씨알, 얼나, 나의 나(I-I)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 참나(진아) 혹은 참사람(진인)은 나와 너의 차이와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자아나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자아이며 초월적 자아이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의 탈(persona)을 

벗도록 부추기며, 나와 너의 구별은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의 경계도 

넘는 우주적 자아, 신과 인간의 경계마저 무너트리는 신적 자아(divine 

self)이다.  

  

나 자신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운 나의 참 자아이며, 나의 영혼의 

근저이자 우주만물의 근저/근원/근거/(Grund, ground)이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 곧 신과의 대면이고 자기 인식이 곧 신의 

인식이다. 죄란 초월적 타자로서의 신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반이며, 구원이란 인간이 자기 밖의 어떤 높은 존재에 

자신을 몽땅 양도하는 인간소외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자기실현이다.  

  

내 안에 있는 초월적/내재적 자아에 눈뜸으로 인해 우주만물의 궁극적 

실재 - 신, 신성(Gottheit), 브라흐만(Brahman), 초정신(Supermind)과 

완벽한 일치(unity) 내지 하나 됨(at-one-ment, union)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비적 합일(unio mystica)의 경지로서 

범아일여(梵我一如), 물아일체, 신화(deification), 신인합일, 천인합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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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지야말로 육체와 영혼,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인간과 우주, 

혹은 인간과 신의 분리와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적 평안의 경지다. 

어머니의 모태(우주의 어머니)로 회귀하는 것과 같고 고향(우주만물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환향/환본/환원(還源)의 경지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일상적 자아,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좁은 이기적 자아를 벗어나야만 한다. 좁다란 자아의 

해체, 무아, 망아, 탈아, 초탈, 죽음을 통해 참나, 참 생명을 얻는 

사즉생(死卽生)의 길이다. 

  

  

(길희성 교수, 왜 사느냐고 묻거든, 휴심정 2012-07-13) 

  

  

종교다원주의자 길희성 교수는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지는 같다고 

하였다. 단지 이름만 달리 불리우고 있을 뿐이라 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나 힌두교의 

‘브라흐만’이 같고, 또 대승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참나’도 같은 

것이라 한다.  

  

또 이들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영(spirit, pneuma, purusa), 아트만(atman), 내면의 빛(inner light), 

속사람, 영혼의 근저, 불성, 진인, 진아, 진심, 도심, 

공적영지(空寂靈知), 본연지성(本然之性), 양지(良知), 

지성(intellectus), 씨알, 얼나, 나의 나(I-I) 등 도 이름만 달리 

불리우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것이라 한다.  

  

길희성 교수의 이와 같은 종교관을 보면 결국 힌두교에서 말하는 

범아일여의 다름이 아니다. 육체와 영혼,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인간과 우주, 혹은 인간과 신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길교수는 이에 대하여 범아일여(梵我一如), 물아일체, 

신화(deification), 신인합일, 천인합일 등으로 표현 하였다. 

  

이와 같은 범아일여, 신인합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첫째 조건은 조용한 곳이어야 할 것이다. 깊은 산중, 동굴, 

외딴 섬 등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적당할 것이다. 왜 사찰이 

깊은 산중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깊은 산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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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일지라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게 되면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 가게 

되고,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기 쉽상이다. 

  

이렇게 세상과 철저하게 고립된 곳에서 범아일여, 물아일체, 신인합일, 

천인합일의 수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불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나이 대장부가 평생 걸고 공부 해 볼만 한 것 

  

우리나라 불교에서 해마다 두 차례 안거를 시행한다. 안거는 3개월 

단위로서 보통 한철을 난다고 한다. 그 한철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일까. 

불교방송 불교강좌에서 인천 Y 선원 S 스님은 다음과 같이 법문한다. 

  

  

우리는 참선을 하는 것은 참나를 깨달아서 견성성불을 해서 생사해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부처를 찾지도 말고 번뇌를 버리지도 말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다못 자기의 본참 공안 ‘시심마’를 한 분은 

‘이뭐꼬’, 판치생모를 한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을꼬’, 무자를 

한 분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다못 앞도 없고 옆도 없고 뒤도 돌아 

볼 것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다못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뭐꼬’ 이렇게 잡도리 해 갈 뿐인 것입니다.  

  

참선은 많은 말이 필요가 없고 많은 경전을 읽을 필요도 없고 직하에 

‘대바보’가 되어 가지고 ‘이뭐꼬’ 하라고 하면 아무 뜻도 몰라도 

괜찮아’ 아무 뜻을 모를수록 더욱 좋아 다못 바보가 되어 가지고 

‘이뭐꼬’ 부처될 생각도 말고 번뇌를 버릴려 생각도 말고 무슨 공덕을 

쌓을려고 하지도 말고 착할려고 하지도 말고 다못 ‘바보천치’가 

되어서 ‘멍청이’가 되어 가지고 ‘이뭐꼬’ 하라 하면 ‘이뭐꼬’ 할 

뿐인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뭐꼬’  똥을 누면서도 ‘이뭐꼬’ 세수 하면서도 

‘이뭐꼬’ 목욕을 하면서도 ‘이뭐꼬’ 걸어가면서도 ‘이뭐꼬’  

앉아서도 ‘이뭐꼬’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건 

간에 ‘이뭐꼬’ 알고 모르고도 상관이 없고 되고 안되고도 상관이 없고 

번뇌가 일어나고 안일어나고도 상관이 없고 다못 ‘이뭐꼬’ 이렇게만 

해갈 따름 입니다. 

  

(S 스님, 불교방송 불교강좌, S 스님의 알기 쉬운 경전이야기, 2012-05-

08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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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님은 이뭐꼬만 하면 된다고 한다. “이 몽띵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놈이 무엇인고?”하며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 화두가 폭발하여 ‘견성성불’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공부는 이론으로 따져서도 안되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한다. 

마치 바보, 천치, 멍청이 처럼 오로지 일념으로 이뭐꼬 하다 보면 

된다고 한다. 그런 공부가 1 년이 될지 5 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스님은 이뭐꼬 하는데 있어서 경전을 볼 필요도 없고,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공덕을 쌓을려고 하지도 말라고 한다. 오로지 이뭐꼬하며 

바보처럼 의심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한다.  

  

왜 선사들은 이렇게 산중에서 경전도 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오로지 ‘참나’를 찾는 수행을 하라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산중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수행자에게 간화선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또 어떤 선사는 불교 TV 에서 ‘이뭐꼬’와 같은 간화선 수행은 

사나이 대장부가 평생 걸고 공부 해 볼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일까 선승들은 선방에서 화두 하나 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참나를 만나기 위하여 10 년, 20 년, 30 년, 평생 공부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화두선은 심산유곡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 가는 수행자에게 매우 적합한 수행으로 보여 진다. 

  

무능력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이렇게 세상과 인연을 끊고 마치 도교의 ‘신선’처럼 깊은 산중에서 

아무 교학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 공덕도 쌓지 않고 오로지 이뭐꼬 

하나로 10 년, 20 년, 30 년 을 보내다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상태일까. 

이에 대하여 일아스님의 글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일아스님은 불교관련 

인터넷신문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에서 강원도 안 가고 선방에만 다녔다는 스님들이 미국에 오면 

이분들은 포교의 열정도 없을뿐더러 부처님이나 불교 교리도 잘 모르고, 

설법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어린이, 학생들, 청년 지도도 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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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포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선방만 다녔기 

때문에 염불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맨 주먹으로 싸우겠다는 

식이지요. 

  

이런 스님을 사찰이나 신도들이 환영할 리가 없지요. 이 스님을 이렇게 

무능력자로 만들어 슬프게 하는 근본원인은 “강원 안가도 기초선원만 

나오면 구족계 받는다.”는 종단의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입니다. 일생을 

참선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소임이나 사찰운영 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참선만을 한다 해도, 배운 사람이 참선하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초선원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LA 불교의 모습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스님들을 서당식 강원교육에 

선교육만 시키니 한탄스럽습니다. 작금의 종교편향으로 불교를 무시하는 

현상은 기독교의 훼불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사안일로 일관해온 스님들의 결과입니다.  

  

(일아스님, 승가교육은 백지에 새로 짜야 합니다. 붓다미디어,  2009 년 

11 월 27 일) 

  

  

일아스님은 한마디로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선방에서 

화두만 들고 세월을 보낸 스님들이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교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 법문을 할 수 없고, 

포교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불자들을 지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한국불교의 수행체계는 무능력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를 찾는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처럼 무능력자를 양산 하는 한국불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깨달음이다. 선불교에서는 본래 자신이 부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견인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화두를 의심하여 분발하여 본래 나를 

찾자는 것이다. 그 본래 나를 보통 ‘참나’라 한다. 그래서 선사들은 

불교방송이나 불교 TV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참나를 찾자’고 



118 

 

말한다. 그런 참나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다원주의자 길희성 

교수의 주장과 일치 한다.  

  

길교수는 여러 편의 자신의 글에서 ‘참나’라는 것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영(spirit, pneuma, purusa), 아트만(atman), 내면의 

빛(inner light), 속사람, 영혼의 근저, 불성, 진인, 진아, 진심, 도심, 

공적영지(空寂靈知), 본연지성(本然之性), 양지(良知), 

지성(intellectus), 씨알, 얼나, 나의 나(I-I) 등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선불교에서 나를 찾는 수행은 길교수가 말한 

범아일여(梵我一如), 물아일체, 신화(deification), 신인합일, 

천인합일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다르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은 

브라만교의 브라만과 아뜨만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브라만교를 부정하여 

성립된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길교수가 말한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영(spirit, pneuma, purusa), 아트만(atman), 내면의 빛(inner light), 

속사람, 영혼의 근저, 불성, 진인, 진아, 진심, 도심, 

공적영지(空寂靈知), 본연지성(本然之性), 양지(良知), 

지성(intellectus), 씨알, 얼나, 나의 나(I-I) 등은 모두 부정된다. 

따라서 나를 찾는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단언 할 수 있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고통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야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펼치셨을까. 부처님은 현실적인 

가르침을 펼치셨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며 범아일여, 신인합일, 

천인합일을 주장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셨다.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방법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욕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일부러 인욕할 대상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인욕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은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곳이다. 어느 날 훌쩍 걸망 매고 

떠나 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만나기 싫은 자도 만나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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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하셨다. 고통을 소멸하려면 고통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12 가지로 크게 분류 된다. 

  

  

➀ 태어남(jāti),  

➁ 늙음(jarā),  

➂ 죽음(maraṇa),  
➃ 슬픔(soka),  

➄ 비탄(parideva), 

➅ 육체적인 고통(dukkha),  

➆ 정신적인 고통(domanassa),  

➇ 절망(upāyāsa),  

➈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appiyasampayoga),  

➉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piyavippayoga),  

⑪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icchitālābha),  

⑫ 집착하는 무더기(upādāna-kkhandha).  

  

  

이중 아홉번째인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appiyasampayoga)’도 고통 

중의 하나인데, 이는 매일 일상에서 부딪치는 것이다. 도망갈래야 도망 

갈 수 없고, 피할래야 피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주로 인간과 인간사이의 

접촉에 의하여 일어 나는 고통이다. 

  

부처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싫어 하는 자들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 쉽게 반응하는 것이 

‘성냄’이다. 싫어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 화를 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부처님이 

보살로 수행할 때 일화가 잘 말해 준다.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인욕바라밀행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 이야기’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을 갈기갈기 찢길 적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옛날에 몸을 찢길 적에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성을 내어 원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니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청정도론에 여러 

개 실려 있다.  



120 

 

  

이처럼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화를 

내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탐진치에 찌들여 사는 범부들은 

화를 낼 수 밖에 없다. 좋으면 거머 쥘려 하고, 싫으면 밀쳐 내려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 보려면 화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절복진노경(折伏瞋怒經)을 찾아서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특히 싫어 하는 자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자애수행’을 닦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경전의 예를 들고 있다.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설한 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반들이여, 이것이 적개심을 

제거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니 비구에게 적개심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A.iii.186-90)”라는 증지부 ‘다섯의 

모음’에 있는 ‘절복진노경(折伏瞋怒經, āghātapaṭivinayasutta)’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청정도론, 제 9장 거룩한 마음가짐 21 절) 

  

  

화를 다스림에 있어서 절복진노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적개심 

즉, 성냄을 제거 하기 위하여 다섯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 

다섯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청정도론에 나오지 않고 단지 그런 내용이 

경에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경을 찾아 보기로 하였다. 

  

먼저 영문판 청정도론에서 위 구절을 찾았다. 검색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nd in order to make the meaning of this clear the following sutta 

from the 

Book of Fives should be cited in full: “Bhikkhus, there are five 

ways of disp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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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yance whereby annoyance arisen in a bhikkhu can be entirely 

dispelled” 

(A III 186–90). 

  

(영문판 청정도론, 냐나몰리 빅쿠, 청정도론, 제 9 장 21 절) 

  

  

위문구에서 

  

 “도반들이여,  

이것이 적개심을 제거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니  

비구에게 적개심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와 동일한 내용이 

  

“Bhikkhus,  

there are five ways of dispelling annoyance  

whereby annoyance arisen in a bhikkhu can be entirely dispelled” 

  

으로 되어 있다. 

  

이 번역에서 냐마몰리 빅쿠는 ‘빅쿠스(Bhikkhus, 비구들이여)’라 

하였는데, 대림스님은 “도반들이여” 라고 한 것이 다르다. 

빠알리어로는 ‘빅카웨 (bhikkhave)’로 되어 있다. 

  

이 영문 문장을 이용하여 구글에서 문장검색한 결과 냐나몰리 빅쿠가 

지은 PDF 자료를 발견하였다. “The Four Sublime States”라는 

PDF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From the Aṅguttara Nikāya, 5:161 (spoken by the 
Buddha). Bhikkhus, there are these five ways of removing annoyance, 

by which annoyance can be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내용을 보니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 Nikāya), 5:161 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다섯번째 모음 161 번 경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A5.161 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경을 찾기 쉽다. 그러나 

청정도론의 냐나몰리 영문번역판이나 대림스님의 번역판에는 단지 ‘A 

III 186–90’로 되어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PTS 본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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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A III 186–90’이라는 뜻은 PTS 본에서 

앙굿따라니까야 제 3권 186 페이지에 실려 있다는 뜻이다.  

  

 A5.161 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발행한 앙굿따라니까야에 따르면 

‘원함을 제거함 경’으로 되어 있다. 청정도론 한국어 번역판은 

‘절복진노경’이라고 한문식 이름의 경으로 소개 되어 있다. 

빠알리어로 ‘āghātapaṭivinayasutta’로 되어 있다.  

  

이 경에 대하여 빠알리어와 영문판을 찾기 위하여 빠알리 삼장을 

서비스하는 ‘THE TIPITAKA’ 사이트에 들어 가 보았다. 사이트에서 

초불의 앙굿따라니까야에 ‘원함 품’이 제 17 장인 것을 알고, ‘THE 

TIPITAKA’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보니 TPS 기준의 VOL3 에 

다섯모음(Pañcakanipāta)이 있고, 이 안에 17 번째 품이 

아가따왁고(Āghātavaggo)임을 알 수 있었다.  

  

아가따왁고(Āghātavaggo)에 두개의 경이 있는데,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이 ‘First on repression of hurtfulness’와 ‘Second on 

repression of hurtfulness’ 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원한을 제거 하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 

  

절복진노경, 원함을 제거함 경,  First on repression of hurtfulness 

로 표현되는 빠타마 아가따빠띠위나야경(Paṭhama - 
āghātapaṭivinayasuttaṃ)에서 부처님은 다섯가지 원함을 제거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1.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원한을 제거함이 있나니, 어떤 곳에서든 비구에게 일어난 

원한을 이것으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무엇이 다섯인가?” 

  

2.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慈]를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긴 원한을 제거해야 한다.” 

  



123 

 

3.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悲]를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긴 원한을 제거해야 한다.” 

  

4.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온[捨]를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긴 원한을 제거해야 한다.” 

  

5.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챙기지 않음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을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긴 

원한을 제거해야 한다.” 

  

6.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굳게 확립해야 한다.  

  

‘이 존자는 업이 바로 그의 주인이고,  

그는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의 권속이고,  

업이 그의 의지처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가 업을 지으면  

그는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긴 원한을 제거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원한을 제거함이 있나니, 어떤 곳에서든 비구에게 

일어난 원한을 이것으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빠타마 아가따빠띠위나야경-Paṭhama - āghātapaṭivinayasuttaṃ - First 

on repression of hurtfulness- 원함을 제거함 경 1, 앙굿따라니까야 

A5.4.2.1(A5:161), 대림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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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 Tree 

  

  

부처님은 원한이 일어 났을 때 사무량심 즉, ➀ 자애(慈, mettā), ➁ 

연민(悲, karuṇā), ➂ 더불어 기뻐함(喜, muditā), ④ 평온(捨, 

upekkhā)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원한 이라는 말은 적개심, 

증오, 미워함 등 성내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영문에서는 

anger 로 표현 하였다.  

  

이렇게 원한은 사무량심을  닦아서 제거 해야 하지만, 그래도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면 부처님은 업이 자신이 주인임을 항상 반조하라고 

하였다. 그 정형구가 경에 표시 되어 있듯이 

  

  

이 존자는 업이 바로 그의 주인이고,  

그는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의 권속이고,  

업이 그의 의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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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가 업을 지으면  

그는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상속자이고, 나는 업에서 태어났고, 업은 

나의 권속이고 의지처이다’라고 항상 되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정견, 업자성정견 

  

이와 같이 업이 나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에 대한 지혜 – 이를 일러 바른 견해 정견(正見)이라 
한다.” 

  

요약하면, 사성제(四聖諦)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정견의 도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바른 알아차림(正念)과 바른 집중(正定)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찌마 니까야의 주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견이 있다고 

합니다.  

  

① 업이 자신의 것이라는 바른 견해(kammassakata-sammādiṭṭhi)  
② 선정에 대한 바른 견해(jhãna-sammādiṭṭhi)  
③ 위빠사나에 대한 바른 견해(vipassanā-sammādiṭṭhi)  
④ 도에 대한 바른 견해(magga-sammādiṭṭhi)  
⑤ 과에 대한 바른 견해(phala-sammādiṭṭhi)  
  

마찌마 니까야의 〈상분오십품(上分五十品)〉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섯 

가지 견해를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선정에 대한 바른 

견해’ 대신에 ‘반조에 대한 바른 견해 (paccevekhaṇa-sammādiṭṭhi)’를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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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섯 가지 바른 견해(正見)라고 합니다. 

  

① 업이 자신의 것이라는 바른 견해  

② 선정에 대한 바른 견해 

③ 위빠사나에 대한 바른 견해  

④ 도에 대한 바른 견해 

⑤ 과에 대한 바른 견해 

⑥ 반조(返照)에 대한 바른 견해 

  

여기에서 ‘과에 대한 바른 견해’는 네 가지 성스러운 도의 결과인 네 

가지 과(果) 에서 나오는 바른 견해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도의 

지혜를 얻으면 자연적으로 그 과의 지혜도 따라옵니다.. 과의 지혜를 

얻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반조에 대한 바른 

견해’는 도와 과를 얻은 후 자연적으로 오는 자기 반조입니다. 그것이 

생겨나도록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행자는 오직, 다음에 

상세히 설명할, 처음 네 가지 바른 견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법문집 제 3장 165 페이지)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에 따르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이 

‘업자성정견’이라하고 있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주석서에 근거한다고 

한다.  

  

이러한 업자성정견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정견으로 알려져 있다. 

세속적인 정견이 있다면 출세간적 정견도 있을 것이다. 법문집에서 

마하시 사야도는 출세간의 정견에 대하여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정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세속적인 정견으로서 업자성정견이 있고, 또 하나는 출세간적 

정견으로서 사성제가 있다. 

  

업과 업의 과보가 있다는 견해를 믿어야 

  

세속적인 정견으로서 업자성정견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이어지는 

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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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자신의 것이라는 바른 견해인 업자성정견(業自性正見) 은 업과 

업의 과보가 있다는 견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행위는 업이고 행위는 선하거나 나쁜 과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악업을 짓는 사람은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범죄자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며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욕설은 욕설로 되돌아오고, 악의에 차서 험악한 시선으로 쳐다본다면 

자신에게도 험악하고 강압적인 시선이 되돌아 올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미소는 행복한 미소를 불러옵니다. 다정하게 인사하면 반드시 

다정한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품행이 방정한 어린이는 어려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번영을 

누리는 성공한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돈벌이가 되는 장사나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되어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도박과 같은 무익한 노력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옵니다. 선하거나 나쁜 행위에 따라오는 그러한 

선과보(善果報)와 불선과보(不善果報)의 사례를 우리는 일상에서 

체험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과보를 불러오고 나쁜 행위는 나쁜 과보를 불러오는 

이 업의 법칙은 끝없는 윤회과정에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나쁜 행위의 

과보로 지금 생에 짧은 수명, 온갖 질병, 추함, 가난, 추종자나 

시종들이 없는 것과 같은 나쁜 과보를 받아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현생에서 살생하고,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등의 나쁜 행위를 하면 다음 생에 그 행위에 수반하는 나쁜 과보를 받아 

낮은 중생계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 과보를 맺을 것입니다.  

  

전생에 행한 선행의 결과는 지금 생에 좋은 과보로 열매를 맺고 장수를 

누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름다움과 부를 누리고,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선량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면 더 

높은 중생계에 나서 이러한 선한 행위의 과보를 받습니다.  

  

선한 행위로 인한 선한 과보와 나쁜 행위로 인한 나쁜 과보는 분명히 

실재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업이 자신의 

것이라는 업자성정견입니다.  

  

이러한 믿음, 즉 바른 견해는 통찰지처럼 자신의 꿰뚫는 직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알려진 사례와 그 신뢰성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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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해보고 나서 스승들의 말씀과 경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바른 견해는 열 가지 공덕행의 

토대(puñña-kiriya-vattu)가 되며, 선행에 대한 바른견해(sucarita-

sammādiṭṭhi)라고 합니다.  

  

실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과 업의 과보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그릇된 견해를 사견(邪見, micchādiṭṭhi)이라고 합니다. 이는 열 가지 

악행(十惡行)의 하나로 분류되며 악행에 대한 삿된 견해(ducarita-

micchādiṭṭhi)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의「삭감경(削減經 Sallekha Sutta)」법문 

제 2 권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법문집 제 3장 167-168 페이지) 

  

  

업자성정견(業自性正見) 이라는 것은 업과 업의 과보가 있다는 견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십선행을 하고 

십악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십선행과 십악행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을 말한다.  

  

두띠야 아가따빠띠위나야경(원함을 제거함 두번째 경, A5.4.2.2 또는 

A5:162) 

  

위에 언급된 빠타마 아가따빠띠위나야경 (원함을 제거함 첫번째 경, 

A5.4.2.1 또는 A5:161)  에서는 원한을 제거 함에 있어서 다섯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하였다. 즉, 자애(慈, mettā), 연민(悲, karuṇā),  
더불어 기뻐함(喜, muditā),  평온(捨, upekkhā) 수행을 하고, 업이 

자신이 주임임을 반조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원한을 제거함에 

있어서 경이 하나 더 있다. 두띠야 아가따빠띠위나야경( 원함을 제거함 

두번째 경, A5.4.2.2 또는 A5:162)이 바로 그것이다. 

  

두띠야 아가따빠띠위나야경에서도 역시 원한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다섯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먼저 언급한 경과 내용이 

다르다. 이는 신구의 삼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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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을 제거하는 다섯가지  방법 
No 빠타마 

아가따빠띠위나

야경  

(원함을 제거함 

첫번째 경, 

A5.4.2.1 또는 

A5:161) 

  

두띠야 아가따빠띠위나야경 

( 원함을 제거함 두번째 경, A5.4.2.2 또는 A5:162) 

  원한 제거 하는 

방업 

원한발생 다섯가지 경우 원한 제거하는 방법 

1 자애(慈, mettā)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못하지만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 

몸으로 짓는 청정하지 못한 

행위는 마음에 두지 말고 

그때는 그가 말로 짓는 청정한 

행위만을 마음에 두어야 함 

2 연민(悲, 

karuṇā)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 

말로 짓는 청정하지 못한 

행위는 그때 마음에 두지 말고 

그때는 그가 몸으로 짓는 

청정한 행위만을 마음에 두어야 

함 

  

3 더불어 

기뻐함(喜, 

muditā)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 

몸으로 짓는 청정하지 못한 

행위도 마음에 두지 말고 말로 

짓는 청정하지 못한 행위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함.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는 

것만을 마음에 두어야 함 

4 평온(捨, 

upekkhā)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지도 못함 

연민하는 마음을 내고 동정하는 

마음을 내고 애민하는 마음을 

내야 함 

5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음 

그가 몸으로 짓는 청정한 

행위도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가 말로 짓는 청정한 행위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는 것도 

마음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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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두띠야 아가따빠띠위나야경( 원함을 제거함 두번째 경, 

A5.4.2.2 또는 A5:162)을 보면 모두 다섯가지 케이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내야 하는 이유 

  

이중 최악이 네번째인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지도 

못하는 자”를 보았을 때이다. 이 경우 대부분 분노를 느끼지만 

부처님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왜 그렇게 말씀 

하였을까.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한을 제거해야 합니까?”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가 먼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앞쪽으로도 마을이 멀리 있고 뒤로도 마을이 멀리 있어 

그는 적당한 음식도 얻을 수 없고 적당한 약도 얻을 수 없고 적당한 

간병인도 구할 수 없고 마을로 인도해주는 사람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먼 길을 가고 있던 다른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그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을 내고 동정하는 마음을 내고 애민하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오, 참으로 이 사람이 적당한 음식도 얻고 적당한 약도 얻고 적당한 

간병인도 구하고 마을로 인도해주는 사람도 얻기를.’이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이 사람이 여기서 쓰러져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지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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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해서는, 연민하는 마음을 내고 동정하는 마음을 내고 애민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오, 참으로 이 사람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기를.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기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기를.’이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이 존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苦界], 불행한 곳[惡處],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지 

않았으면.’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띠야 아가따빠띠위나야경-Dutiya - āghātapaṭivinayasuttaṃ - Second 

on repression of hurtfulness -원함을 제거함 두번째 경, 

앙굿따라니까야 A5.4.2.2(A5:162), 대림스님역) 

  

  

신구의  삼업이 모두 청정하지 못한 자들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 자에게 원한을 갖거나 화를 내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내라고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악업을 지음에 따라 악처에 태어 날 것임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악처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정하고 연민하는 마음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수 

없이 싫어 하는 이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원한이나 성냄, 미워함, 

증오의 감정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되뇌이어야 하나 

  

살아 가면서 수 도 없이 싫어 하는 대상과 만난다. 싫어 하는 대상과 

만난다는 것은 번뇌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다고 

하여 매번 도망만 다닐 수 없다. 도망만 다니다 보면 결국 세상과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 경우 

인욕바라밀을 닦고 싶어도 닦을 수 없을 것이다. 산좋고, 물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빈둥거리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 가는 이들에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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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 속에서 삶은 산중의 생활과 다르다. 만나기 싫어도 보아야 

하고, 부딪치기 싫어도 또 보며 살아 가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싫다고 

하여 부모를 버릴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직장상사가 미워서 사표 

쓰고 나 올 수 없는 것과 같다. 같이 사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갈아 치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원치 않는 만남, 싫어 하는 것과의 만남은 피 할 수 없다. 또한 

치매라든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 각종 장애와  맞닥뜨렸을 때 이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 되어 고통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원한과 증오, 적개심이 일어난다. 이럴 때 부처님은 자애 

등 사무량심을 닦으면 원한은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싫어 하는 것과 만남으로 인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지을 수 밖에 

없다. 그 때 마다 업을 짓는다. 특히 아주 싫어 하는 대상과 만났을 때 

펼연적으로 몸으로든, 말로든, 마음으로든 악업을 지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업은 누가 짊어 지고 갈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 하였다. 이말은 업을 자신이 안고 간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업이 자신이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에 대하여 업자성정견이라 

한다. 이는 출세간적 정견인 사성제와 달리 세간적 정견이라 한다. 

그래서 싫어 하는 대상과 만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과 입과 마음으로 

또 다른 업을 지으려 할 때 부처님은 항상 다음과 같이 되뇌이라 

하셨다. 

  

  

"kammassako ayamāyasmā  

kammadāyādo kammayonī  

kammabandhū kammapaṭisaraṇo.  
Yaṃ kammaṃ karissati kalyāṇaṃ vā pāpakaṃ vā,  

tassa dāyādo bhavissatī" 

  

이 존자는 업이 바로 그의 주인이고,  

그는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의 권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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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그의 의지처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가 업을 지으면  

그는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This good one is the owner of actions.  

He is the inheritor, origin,  

relation and refuge of actions.  

Whatever actions good or bad he does,  

will be his heritage. 

  

  

이렇게 내가 지은 모든 행위가 결국 내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응당 그 과보는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지은 업, 그 

끝을 알 수 없는 전생에 지은 모든 업의 모든 결과가 지금 여기 현재의 

나라고 볼 수 있다.  

  

강물 같은 공덕을 짓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지은 업으로 인하여 

미래의 나 또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은 업 중에서 

선업공덕 보다 악업이 더 많다고 생각되면 불행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악처에 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라도 선업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한다. 선업이 악업 보다 훨씬 더 많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 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 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 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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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잔 속의 물이 조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가 강에다 소금 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가 강은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강가 강은 많은 물의 적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소금 덩이로는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나까빨라경-Loṇakapallasuttaṃ - The crystal of salt -소금덩이 

경, 앙굿따라니까야 A3.10.9 또는 A3:99 , 대림스님역) 

  

  

‘로나까빨라경’을 우리말로 ‘소금덩이경’이라 한다. 부처님이 

소금덩어리를 비유로 한 법문이다.  

  

경에서 소금덩어리를 강물에 집어 넣으면 조금도 짠맛이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지금 악업이라는 소금덩어리가 있지만 강물 같은 공덕을 지으면 

그 악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지혜를 닦아 통찰지를 얻으면 비록 이제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생에 털끝 만치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2012-07-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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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알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실현해야 할 것 

  

  

  

‘ㅉㅉ’ ‘ㅋㅋ’ 

  

종종 인터넷토론사이트의 대화를 보면 ‘이전투구’를 보는 것 같다. 

특히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지 내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단멸론자들의 글을 보면 온갖 부정적인 표현이 

난무한다. ‘ㅉㅉ’하며 혀를 차는 듯한 표현과, ‘ㅋㅋ’하며 조소하는 

듯한 표현은 다반사이고, ‘사기’친다느니 ‘구라’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여 분노를 

폭발시켜서 굴복하게 하고자 하는 심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보면 마치 도끼를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나네 

(S6.1.10)”라고 말씀 하셨다. 그런데 이들  단멸론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사성제이다. 사성제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고소멸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사용을 보면 전혀 사성제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같지 않다. 

전혀 ‘정어(正語)’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어는 팔정도에서 

바른 언어를 말한다. 

  

계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들 

  

팔정도에서 정어는 정업, 정명과 함께 계(戒)에 속한다. 계정혜 

삼학중의 계를 말한다. 그런 정어는 어떤 것일까.  

  

팔정도에서 정어(正語, sammā-vācā)는 초기경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중상모략하지 않기, 욕설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에 대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인터넷토론 사이트에서 다반사로 나오는 “ㅉㅉ’ ‘ㅋㅋ’ 

“사기치지 마라” “구라치지 마라” 등의 표현이 모두 정어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상하고 모략하고 욕지거리를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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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장이여, 나는 욕지거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욕지거리를 한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이렇게 이행해서 욕지거리를 한다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후에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나는 잘 압니다. 

  

(빠딸리야경-Pāṭaliy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41.1.13, 전재성님역) 

  

 

욕지거리한 과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비방, 중상모략, 비아냥 등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단멸론자들은 사성제를 강조하면서도 온갖 

부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 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공덕을 지어 천상에 난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행을 해도 악처에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부정하다 보니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비아냥, 비방, 조롱, 조소, 험담, 잡담 등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계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성제를 들먹이고 수행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면 앞뒤가 전혀 

안맞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망갈라경(행복경, Sn2.4)에서 

행복의 조건으로서 가장 먼저 언급한 갓이 “아세와나 짜 발라낭 

(Asevanā ca bālānaṃ,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이라 하였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가장 첫번째 조건이라는 

것이다. 

  

정어(正語)를 하려면 

  

그렇다면 정어(正語)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정신과 물질의 실재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같은 잘못된 말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무상과 소멸의 진정한 성품을 알았는데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 대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로, 비방할 것도 없으며 헐뜯을 필요도 없으며, 한 마디로 

대상과 관련한 나쁜 말을 할 기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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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6 장) 

  

  

거짓말 등 정어와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한다.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계는 자동으로 지켜 질 것이라 한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단계가 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정신과 물질에 대한 것이다. 마하시사야도는 정신과 물질의 

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 우리는 청정도론에서 이러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의지하여 물질이 일어나고,  

물질을 의지하여 정신이 일어난다.  

  

정신이 먹으려하고, 마시려하고, 말하려하고, 행동하려 하면  

물질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한다.’ 

  

  

청정도론의 이 부분에서는 정신과 물질의 다양한 분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물질에 관 다양한 분류를 숙고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계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는,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아는 마음과 보인 대상인 물질을 따로 

따로 인식할 수 있을 때만 계발됩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6 장) 

  

  

초기불교를 접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무아에 대한 것이다. 사실 

불자들은 무아에 대하여 잘 모른다. 무아가 삼법인 중의 하나인 것은 

알고 있지만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한국불교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만큼이나 생소한 것이 무아이다. 그런 무아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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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야 할 지혜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한다. 이를 

빠알리어로 나마루빠 빠리체다 냐나 (nāmarūpa-pariccheda-ñāṇa)라 

한다.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육체가 아니다. 육체라고 하면 

영혼이라는 개념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육체가 아닌 

물질(rūp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영혼이 아닌 정신(nāma)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는,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아는 마음과 보인 대상인 물질을 따로 

따로 인식할 수 있을 때만 계발됩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6 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영혼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죽지 않고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 다닌다고 믿는다. 특히 

선불교에서 이뭐꼬 화두가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놈은 

누구인고?”하며 의심 하는데, 이는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를 부정하였다. 어떤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윤회의 주체이자, 모든 행위와 경험의 주체로서 자아 또는 

영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나마루빠 빠리체다 

냐나(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이다. 이런 지혜는 초기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에서 수행의 단계로 말하여지는  칠청정과 16 단계의 

지혜에 속해 있다. 또 16 단계의 지혜에서 두 번째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인데, 이는 ‘연기법’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접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지혜는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이 아닌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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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현상이 일어나 사라짐을 봄으로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개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개발 되었을 때 통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마하시사야도는 이에 대하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이를 ‘정견’이라 한다. 바른 견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직 물질인 몸과 아는 마음이 있을 뿐 살아 있는 실체나 주체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아나 영혼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견해 즉, 정견이라고 한다. 

  

만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그것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좋아 하거나 

싫어 하게 된다. 좋아 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고 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과보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즉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 일어났다가 곧 이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nāmarūpa-pariccheda-ñāṇa) 
  

마하시사야도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 하였다. 그리고 

법문집에서 팔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나마루빠 빠리체다 냐나, nāmarūpa-

pariccheda-ñāṇa)’가 생겨서 위빠사나의 바른 견해가 계발되는 단계에 

이르는 시점부터 ‘‘있는 그대로’를 아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울임인 정사유正思惟입니다.  

  

또 여기에는 바른 대상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바른 집중(正定)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바른 알아차림(正念)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행자는 몸의 자세[身], 느낌[受], 마음[心], 마음의 대상[法]의 

사념처四念處 중 한 가지 수행에 매진합니다. 수행자는 노력을 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바른 정진(正精進)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정정진正精進, 정정正定, 

정념正念의, 세 가지 ‘정定의 도’와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의, 두 

가지 ‘혜慧의 도’로 구성된, 다섯 가지 도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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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의 도는 각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의 깊게 알아차리고,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석서는 이것을 행위자의 도(까나까 

막가, kanaka-magga)라고 합니다. 더구나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키고 절제(위라띠, virati)하여 완성되는 것이므로 정어正語, 

정업定業, 정명正命과 같은 세 가지 계戒의 도와도 연결됩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6 장) 

  

  

팔정도에서 정견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이는 바른 견해가 바로 서야 그 

다음 단계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팔정도에서 항상 정견이 가장 먼저 나온다. 그 다음으로 정사유(正思惟, 

sammā-saṅkappa)인데, 이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아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임’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사유는 

정견과 함께 ‘혜(慧, paññā)’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정견과 함께 

설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定, samādhi)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팔정도에서 정에 속한 것은 정정진(正精進, sammā-vãyama), 정정(正定, 

sammā-samãdhi), 정념(正念, sammā-sati) 이렇게 세 가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정정이 바른 대상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집중이라 

설명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몸의 자세, 느낌, 마음, 마음의 대상 

한가지 수행에 매진 것이 정념이라 한다. 그런 노력를 해서 알아 차리기 

때문에 이를 정정진이라 한다. 

  

이와 같이 정견과 정사유, 정정진과 정정과 정념 이렇게 다섯가지는 

모든 행위가 일어 날 때 마다 알아차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결코 계를 범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실지(如實智), 야타부따냐나(yathābhūta- ñāṇa) 
  

이렇게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경에서 팔정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사실 위와 같은 설명은 초기경전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 사항이다. 이는 

테라와다 불교의 법사들은 철저하게 초기경전이나 주석서를 근거로 하여 

법문하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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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시각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형상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시각의식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시각접촉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시각접촉에서 생겨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에,  

시각에 애착하고, 형상에 애착하고, 시각의식에 애착하고, 시각접촉에 

애착하고, 시각접촉에서 생겨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애착한다.  

  

이와 같이 애착하여 속박되고 미혹되고 유혹되는 자에게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미래에 스스로 시설된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환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 환희하는 갈애가 

성장한다. 그에게 신체적인 곤란이 증가하고 정신적인 곤란이 증가하고, 

그에게 신체적인 고통이 증가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증가하고 그에게 

신체적인 고뇌가 증가하고 정신적인 고뇌가 증가한다. 그는 신체적인 

괴로움을 체험하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체험한다. 

  

(마하살라야따니까경-Mahāsaḷāyatanika suttaṃ -The Longer Discourse 

on the Six Spheres- 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9,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부처님은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볼 것을 강조 하였다. 이 

경에서 키워드는 ‘있는 그대로’이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빠알리어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Cakkhuṃ bhikkhave, ajānaṃ apassaṃ yathābhūtaṃ,  

rūpe ajānaṃ apassaṃ yathābhūtaṃ,  

cakkhuviññāṇaṃ ajānaṃ apassaṃ yathābhūtaṃ, 

  

수행승들이여, 

시각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형상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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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식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시각접촉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빠알리로 ‘야타부따(yathābhūta)’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각, 형상, 시각의식, 시각접촉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였다. ‘좋다’ ‘싫다’라고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한자어로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 

한다. 또 다른 말로 여실지(如實智)라 하는데, 이를 빠알리어로 

야타부따냐나(yathābhūta- ñāṇa)라 한다. 또한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nāmarūpa-pariccheda-ñāṇa, 
나마루빠 빠리체다 냐나)’라 한다.  

  

어떻게 팔정도가 완성되는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알게 되었을 때 올바른 견해가 생긴다고 한다. 

그것이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다. 이렇게 정견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자동적으로 따라 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그것이 그에게 올바른 견해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그에게 올바른 사유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정진하면, 그것이 그에게 올바른 정진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새기면, 그것이 그에게 올바른 새김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집중하면, 그것이 그에게 올바른 집중이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그의 신체적인 행위와 언어적인 행위와 생활의 

양식은 청정해졌다. 이와 같이 해서 그에게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 

수행에 의하여 완성된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 수행에 의하여 완성되고, 네 가지 새김의 

토대가 수행에 의하여 완성되고,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이 수행에 의하여 

완성되고, 네 가지 신통의 기초가 수행에 의하여 완성되고, 다섯 가지 

능력이 수행에 의하여 완성되고, 다섯 가지 힘이 수행에 의하여 

완성되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고리가 수행에 의하여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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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살라야따니까경-Mahāsaḷāyatanika suttaṃ -The Longer Discourse 

on the Six Spheres- 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9, 

전재성님역) 

  

  

 
  

  

위 내용은 마하시사야도가 말한 것과 같다. 마하시사야도가 초기경을 

근거로 하여 법문하였기 때문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팔정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위빠사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으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만 눈, 

시각대상, 안식, 시각접촉과 느낌 등의 성품을 아는 지혜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 팔정도가 개발되고 

그에 따라 계는 자동적으로 지켜 질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숫따니빠따 ‘셀라경(Sn3.7)’에서 

  

팔정도는 성스런 도( ariya magga)에 대한 것이다. 성스런 도를 닦아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하여 불사의 경지에 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크게 세가지가 있다. 

이는 숫따니빠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잘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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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iññeyyaṃ abhiññātaṃ,   아빈네이양 아빈냐땅. 

bhāvetabbañca bhāvitaṃ;    바웨땁반짜 바위땅. 

Pahātabbaṃ pahīnaṃ me,     빠하땁방 빠히낭 메,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따스마 붓도스미 브라흐마나.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Brahmin,  

realzing, what should be realized,  

developing what should be developed.  

I have dispelled what should be dispelled,  

therefore I'm enlightened."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자라 하였다. 그 조건으로 세가지를 들고 있다. 

알아야 할 것과 닦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학(pariyatti)을 말하고, 닦아야 할 것은 

수행(paṭipatti)을 말한다. 그렇다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항상 궁금하였다.  

  

알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실현해야 할 것 

  

그런데 위에 언급된 마하살라야따니까경(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 

M149)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경에서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에게는 두 가지 법, 즉 멈춤과 통찰이 함께 수반한다. 그는 곧바른 

앎으로 두루 알아야 할 것은 곧바른 앎으로 두루 안다. 그는 곧바른 

앎으로 버려야 할 것은 곧바른 앎으로 버린다. 그는 곧바른 앎으로 



145 

 

닦아야 할 것은 곧바른 앎으로 닦는다. 그는 곧바른 앎으로 실현해야 할 

것은 곧바른 앎으로 실현한다. 

  

Katame ca bhikkhave, dhammā abhiññā pariññeyyā: 

pañcupādānakkhandho'tissa vacanīyaṃ seyyathīdaṃ: 

rūpūpādānakkhandho vedanūpādānakkhandho saññūpādānakkhandho 

saṅkhārūpādānakkhandho viññāṇūpādānakkhandho. Ime dhammā abhiññā 
pariññeyyā. 

Katame ca bhikkhave, dhammā abhiññā pahātabbā: avijjā ca bhavataṇhā 
ca. Ime dhammā abhiññā pahātabbā. 

Katame ca bhikkhave, dhammā abhiññā bhāvetabbā: samatho ca 

vipassanā ca. Ime dhammā abhiññā bhāvetabbā. 

Katame ca bhikkhave, dhammā abhiññā sacchikātabbā: vijjā ca vimutti 

ca. Ime dhammā abhiññā sacchikātabbāti. 

  

  

1)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두루 알아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을 말한다. 곧 물질의 집착다발, 느낌의 

집착다발, 지각의 집착다발, 형성의 집착다발, 의식의 집착다발이 

있는데, 이것들은 두루 알아야 할 것이다. 

  

2)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버려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무명과 존재의 갈애가 있는데, 이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3)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닦아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멈춤과 관찰이 있는데, 이것들은 닦아야 할 것이다. 

  

4)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명지와 해탈이 있는데, 이것들은 실현해야 할 것이다. 

  

  

Bhikkhus, what things should be thoroughly known from the depth? 

The reply is the five holding masses, such as the holding mass of 

matter, the holding mass of feelings, the holding mass of 

perceptions, the holding mass of determinations and the holding 

mass of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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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kkhus, what things should be dispelled knowing from the depth? 

Ignorance and the craving `to be' should be dispelled knowing 

deeply.  

  

Bhikkhus, what things should be developed knowing deeply? Calm and 

insight should be developed knowing deeply.  

  

Bhikkhus, what things should be realized knowing deeply? Knowledge 

and release should be realized knowing deeply. 

  

  

(마하살라야따니까경-Mahāsaḷāyatanika suttaṃ -The Longer Discourse 

on the Six Spheres- 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9, 

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알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실현해야 

할 것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셀라경에서는 알아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세가지 이었지만 

마하살라야따니까경에서는 ‘실현해야 할 것’하나가 더 있어서 네 

가지이다.  

  

경에서 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무명’과 ‘존재의 갈애’라 하였다. 

이는 12 연기에서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말한다. 특히 

갈애의 경우 미래의 과보를 가져 오게 될 현재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갈애를 일으키지 않아야 12 연기의 연결 고리가 끊겨져 고통에서 

해방되고 윤회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버려야 할 것은 결국 현재 

지금 여기에서 업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갈애’에 대한 것이었다.  

  

표로 요약하면 

  

경에서 말한 네 가지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알아야 할 것 

(pariññeyyā)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오취온) 

(pañcupādānakkhandho'tissa) 

교학(pariyatti) 

버려야 할 것 무명과 존재의 갈애 통찰(paṭive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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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ātabbā) (avijjā ca bhavataṇhā) 
닦아야 할 것 

(bhāvetabbā) 

멈춤과 관찰 

(samatho ca vipassanā) 

수행(paṭipatti) 
실현해야 할 것 

(sacchikātabbā) 

명지와 해탈 

(vijjā ca vimutti)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정법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고통이 야기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먼저 

알아야 하고,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무명과 갈애는 버려야 하고, 특히 

갈애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하여 알아차려야 하고,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시대 

  

이와 같은 가르침은 교학(pariyatti)과 수행과 통찰로 압축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에서 이와 같은 세가지가 갖추어진 

가르침을 정법이라 한다. 정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법(삿담마, saddhamma)  

  

삿담마(saddhamma)에서 sad/sat 는 주로 합성어의 앞에 놓여서 ‘바른, 

참다운, 진실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sad(바른)+dhamma(법)으로 분해되며 ‘바른 법, 참된 법, 

정법(正法)’을 뜻하고 주석서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른 법은 교학(pariyatti), 

수행(paṭipatti), 통찰(paṭivedha)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1) 교학(pariyatti)이란 빠알리 삼장(ti-piṭaka)을 공부하는 것이고,  

(2) 수행(paṭipatti)이란 계·정·혜 삼학을 닦는 것이며,  

(3) 통찰(paṭivedha)이란 출세간도를 통찰하고 성스러운 과를 증득하는 

것이다.  

  

(<마하시 사야도의 12 연기> 61. 바른 선행과 그릇된 선행 1번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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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좌우 날개로 날아 다닌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교학과 수행이라는 두 개로 구분된다. 교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록 

되어 있는 빠알리 삼장을 공부하는 것을 말하고, 수행은 계정혜 삼학을 

닦는 것 즉, 팔정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통찰지를 얻어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정법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시대를 

정법시대라 한다. 

  

  

  

2012-07-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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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단멸론자들의 바이블 

  

  

  

대승불교에 속고, 초기불교에도 속았다고 

  

몇 년전 댓글을 열심히 주시던 법우님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법우님은 태도가 돌변하였다. 댓글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속고 살았기 때문이라 한다.  

  

처음 불교에 입문했을 때 대승불교를 접하였는데, 대승불교가 최고 인줄 

알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염불도 하고, 108 배도 하고, 주력수행 

등 열심히 기도 하였는데, 초기불교를 접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기불교에도 속았다고 한다. 그래서 개종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단멸론자들의 바이블  

  

그렇다면 그 법우는 왜 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까. 그것은 어느 

공부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부터라고 한다. 이제까지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법문을 들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것은 K모라는 사람이 이끄는 

공부모임이었는데, 교재는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이하 ‘깨공’이라 

칭함)”라는 책이라 하였다. 

  

‘깨공’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현재 단멸론자들의 바이블과도 

같다. 단멸론자들이 믿고 의지 하는 책이 바로 깨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멸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 들어 

가 보면 깨공에 써진 내용을 위주로 논리가 전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멸론자들이 불교경전 보다 더 소중이 여기는 깨공은 어떤 

책일까. 

  

인터넷에 소개된 깨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도연기법을 올바르게 배우다!  

 

수도산 봉은사에서 안거 중인 훤일 규암 스님의 『깨달음에도 공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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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을 중생에게 가르치고자 설하신 최초의 

수행법인 '중도연기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중도연기법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 책은 오직 현세의 구복이나 내세의 발복만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중도연기법의 이해와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생생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중도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고해의 바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끈다. 

  

(책소개,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민족사, 2009 년 3 월 발간) 

  

  

 
  

  

  

깨공은 읽어 보지 않았다. 단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었는데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해석한 것으로 책이 출간 된 당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책의 저자 ‘훤일 규암’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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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쓴 이는 훤일 규암스님이라 한다. 훤일 규암스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 되어 있다. 

  

  

저자 훤일 규암  

 

1987 년 사미계 수지. 1990 년 비구계 수지. 해인사강원 대교과 졸업. 

중앙승가대학교 졸업. 제방선원 및 백담사 무문관 6 년 정진. 현재 

수도산 봉은사 안거.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 

“부처님말씀 바로알기 모임(http://cafe.daum.net/realbuddhism)” 

운영중. 

(책소개,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민족사, 2009 년 3 월 발간) 

  

  

저자 훤일 규암 스님은 1987 년 사미계를 수지 하고, 1900 년 비구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 스님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으나 더 이상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카페 ‘단멸론자가 본 불교’ 

  

그 대신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이 있다는 

것을 소개 하고 있다. 그 카페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단멸론자가 본 

불교(http://cafe.daum.net/realbuddhism)”라는 타이틀의 카페이름이 

나온다. 이 카페의 공지사항을 보면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다음과 같은 

공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본 카페는 오프라인 모임을 바탕으로, 기존의 불교와는 다른 

견해(단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개설되었습니다. 

  

(‘단멸론자가 본 불교’ 카페)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이 그토록 경계하였던 단멸론이 인터넷 

시대에 버젓이 논의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삿된 견해인 

단멸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카페가 만들어 졌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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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놀라운 것은 깨공의 내용이 마치 바이블처럼 간주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런 면으로 본다면 훤일 규암스님이 지었다는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은 단멸론임에 틀림 없다. 어떻게 그런 책이 

불서를 전문으로 보급하는 ‘민족사’에서 간행 되었는지 의문이다.  

  

단멸론자를 양성하는 오프라인 공부모임 

  

깨공이 출간 된 것은 2009 년이다. 이 무렵에 ‘부처님 말씀 바로 알기’ 

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생겨 났는데, 그 리더가 ‘김 OO’라 한다. 그 

김 OO 는 깨공의 감수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깨공을 공부하면서 일부가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 하였는데, 

그 중의 한명이 앞서 언급한 개종 운운한 법우이다.  

  

깨공으로 공부한 이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단멸론이다. 어느 단멸론자가 남긴 글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헌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육체와 정신의 

상호의존, 조건지어짐을 납득하고, 그것의 조건지음이 허물어지면 

인식의 발생토대가 사라져버린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현생에서 이미 [나]라고 할만한 것이 색수상행식 

어디에도 없음을 현실에서 확인하고 평온한 삶을 산다.  따라서 

생명기능이 허물어질때도, 죽음앞에서 [내]가 죽는구나 하고 두려움과 

슬픔에 떨지 않는다...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유물단멸론자들과 부처님의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제자들의 차이점은 현생에서 현실에서 드러나는 법을 어떻게 확인하고 

살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몸과 정신이 따로따로 죽는게 아니고 몸과 정신의 조건지음이 

허물어지면 생명기능이 끝나는 겁니다.   몸과 정신의 조건지음이 

허물어질때 [나]라는 인식이야  당연히 발생의 토대가 사라졌으니 

끝나죠. 

  

(단멸론자 M) 

  



153 

 

  

이 글에서 핵심은 ‘몸과 정신이 따로따로 죽는게 아니고 몸과 정신의 

조건지음이 허물어지면 더 이상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한다는데 

  

포인트는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단멸론자들은 항상 육체에 기반을 두면서 정신과의 의존관계에 역점을 

둔다. 그리고 초기경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몸이 무너지고 목숨[命]이 끝나고 수(壽)가 다해 마치면  

곧 현재 세계에서 일체의 감각이 다 그쳐 쉬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싸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身壞命終 壽已畢訖。 

即於現世一切所覺 便盡 止息。 

當知至竟 16 冷。) 

 

 

[중아함 12) 화파경(破經)]  

  

  

2. 

만약 저 육체[색]가 파괴되고 정신[수상행식]이 종말을 고하면  

곧 이때 일체의 느낌[수(受)]은 영구히 멸하고, 남음이 없으므로 영구히 

멸한다.  

  

若彼身壞命終後。 

即於爾時一切受永滅。 

無餘 永滅。 

 

 

[잡아함 969. 장조경(長爪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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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고,  

육체적인 요소들[시체]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철저한 검증 경」(S12:51)]  

  

  

단멸론자들은 주로 ‘아함경’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깨공도 마찬가지이다. 빠알리 니까야가 아니라 아함경을 인용하는 

경우는 이들의 구미에 맞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위의 세가지 예가 

대표적이다. 모두 공통된 특징은 육체와 정신에 대한 것이다. 

육체(身)가 무너지면 정신(命)도 사라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終後)는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단멸론이다.  

  

그러나 이는 초기경전을 왜곡한 것이다. 경을 ‘거두절미’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을 읽어 보면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라한선언’이 있었다. 아라한이 된 자만이 적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라고 하여 영속론도 배제하였지만 단멸론도 배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라한이 죽어서 열반으로 든다는 것에 대하여 

단멸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하는 것이 연기법이라고? 

  

그렇다면 단멸론자들은 왜 육체와 정신의 상호의존을 말하면서 육체가 

멸하면 정신도 멸하여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할까. 이는 깨공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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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기법 중 3 번째 4번째에 위치한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도 기존의 

불교 교리에서는 ‘식’을 재생연결식, 혹은 전생의 업식이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식’과 명색은 따로 떼래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인 것이다. ‘식’이 없으면 명색은 존재할 

수 없고 명색이 없으면 ‘식’은 성립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을 상호의존적 발생의 원리, 즉 연기법이라고 한다,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 김종수감수, 훤일 지음, 민족사간 ) 

  

  

연기에 대한 것이다. 십이연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식(識)’에 대한 것이다. 식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과 명색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다름아닌 육체와 정신을 뜻한다. 

육체와 정신이 없는 것은 존재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은 상호의존 하여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를 ‘연기법’이라 하였다. 

과연 이 말은 맞는 것일까. 

  

니까야에서 연기법의 정형구를 보면 

  

빠알리 니까야에 따르면 연기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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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깟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ṃ- Venerable Kacchānagotta, 

상윳따니까야 S12.1.5, 전재성님역)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의 정형구이다. 이런 정형구는 니까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이 정형구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조건(paccaya,緣)’이다.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생겨나고 할 때 의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의식 또한 조건의 산물이다. 그래서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또 “의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생겨나며”라고 말씀 하셨다. 그 어디에도 의식과 

명색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공에서는  ‘식’과 명색은 따로 떼래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하면서 십이연기에 있어서 세번째 단계로 

표현되는 의식(識)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십이연기조차 서슴없이 왜곡하는 ‘깨공’ 

  

깨공에서 십이연기법에 대하여 나름대로 독특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조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명색은 의식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명색은 의식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의식은 형성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행승들]  



157 

 

“세존이시여,  

의식은 형성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마하딴하상카야경-Mahātanhāsankhayasutta, 갈애의 부숨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38, 전재성박사역)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십이연기에 대하여 역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식과 명색에 관하여 부처님은 분명하게 조건지워져 발생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깨공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의식과 명색이 

‘상호의존’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단멸론자들은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해야만 단멸론의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십이연기조차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단멸론자들의 주장대로 연기가 조건이 아닌 상호의존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의존’을 키워드로 

하여 상윳따니까야를 검색하여 보았다. 그 어디에서도 연기법에 있어서 

‘의존’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가 “육체가 없으면 정신이 없다”로 

둔갑 

  

그런데 ‘상호의존’을 키워드로 검색결과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구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전재성박사의 다음과 같은 연기에 대한 

해제글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감각영역은 정신(意)과 

사물(法)의 관계이다.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시각능력(眼)과 

시각대상(色)이 시각영역(眼入)의 통일장 속에 상호의존적 관계로 있는 

것처럼 주어져 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약무차즉무피(若無此卽無彼)의 관계에 있다. 물론 정신(意)과 

사물(法)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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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신과 사물의 상호의존성을 파기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법구경]의 심위법본(心爲法本)의 사상이 있다. 

  

"사물들은 정신에 의해 선행되고 정신에 의해 이끌어지며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기서 분명히 사물과 정신은 상호의존적 수반관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정신을 조건으로 사물이 성립한다는 일방적 인과관계로만 주어지고 

있으나 결코 상호의존적인 수반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의식(識)과 존재의 다발(名色 또는 五蘊)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전재성박사, 한글상윳따니까야 제 6 권 해제) 

  

  

전재성 박사가 연기에 대한 상윳따를 해제하는 글에서 연기의 

상호의존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다.  

  

  

연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문구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문구이다. 이는 한자어로 

‘약무차즉무피(若無此卽無彼)’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의 

연기는 상호의존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가 조건 발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문구는 단멸론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멸론자들은 이 문구를 악용하고 있다. 그것이 육체와 정신의 

관계이다.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정신이 없다”라고 하여 단멸론을 

정당화 하는 것이다.  

  

연기의 상호의존성을 ‘파기’하는 게송 

  

그러나 이런 상호의존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법구경 1 번 게송이라는 것이다. 법구경 1번 게송은 

다음과 같다. 

  

  

Manopubbaṅgamā dhammā,  마노뿝방가마 담마 



159 

 

manoseṭṭhā manomayā;   마노셋타 마노마야 

Manasā ce paduṭṭhena,   마나사 쩻 빠둣테나 

bhāsati vā karoti vā;  바사띠 와 까로띠 와 

Tato naṃ dukkhamanveti,     따또 낭 둑카만웨띠 

cakkaṃva vahato padaṃ.      짝깡와 와하또 빠당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법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서 온갖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담마빠다 , Dhp1, 거해스님역) 

  

  

법구경 1번 게송을 보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연기의 

상호의존성을 ‘파기’ 하고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 간다고 표현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은 마노(mano)를 말한다. 이를 한자어로 

의(意)로 해석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심, 의, 식을 혼용하여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노를 일반적으로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마음이 앞서 가고 그 다음 법이 일어남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법구경 1번 게송이다. 그래서 이를 ‘오온’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뒤이어 법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나는 법이 

‘수상행’으로서 마음부수 또는 마음의 작용이라 한다. 마음과 

마음부수의 관계인 것이다. 이는 순차적이라기 보다 거의 

동시발생적으로 본다. 다만 마음이 더 앞서 가는 것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의도가 있으면 뒤이어 행위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연기는 ‘조건발생적’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연기는 상호의존 관계라기 보다 

‘조건발생’에 더 가깝다. 그래서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명색은 의식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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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박사는 이와 같이 조건발생하는 연기에 대하여 이어지는 

해제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형화된 연기에서 의식은 존재의 다발에 선행하며 의식을 조건으로 

존재의 다발이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의식은 독립된 

실체로서의 순수의식이 아니라 형성(行)을 조건으로 하고 그것을 

수반하는 의식인 것이다.  

  

제식연기(齊識緣起)에서 주어지는 존재의 다발에 의한 의식의 

생성이라는 역인과관계에서도 의식은 최소한 다른 존재의 다발과의 

수반적인 지위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는 내적인 정신과 

외적인 사물의 통일장에 수반되는 의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적인 정신이 괴멸되지 않고 외적인 사물이 그 영역으로 들어와서 

합당한 결합이 있게 되면 그때 합당한 의식의 요소가 나타난다." 

  

물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내적인 감각능력과 외적인 감각대상의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내적 감각능력과 외적 

감각대상을 조건으로 감각적 의식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다 상세히 

서술한 것인데, 역동적인 감각영역의 장(場)의 성립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신(意)을 포함하는 감각능력이 존재론적으로 우선하고 거기에 

사물(法)을 포함하는 외적 감각대상이 수반하여 결합(samannahara)이 

있게 되면 그에 합당한 의식의 요소가 나타난다. 여기서 결합이라고 

번역된 samannahara 는 주의(注意)란 뜻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의식의 

요소가 나타나기 이전에 의식의 수반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3요소들이 갖추어지면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의식의 요소들이 나타나 나머지 요소를 수반하는 상태가 역동적인 

감각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法)들이 정신에 의해 

선행되고 이끌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감각영역의 장 속에서는 

사물(法)에 대한 정신의 선행성이나 수반적 관계는 보장될 수 있으나 

'만들어진다' 는 생성관계는 보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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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초기불교에서 정신(意)과 마음(心), 의식(識)이 구별 없이 

사용되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형화된 연기에서 '의식(識)을 

조건으로 정신물리적 요소(名色)가 생겨난다' 는 보다 근본적인 미시적 

인과관계로 환원시킬 때에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감각영역이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대상과 의식을 수반하는 

역동적인 활동의 장인 것을 살펴보았다. 

  

(전재성박사, 한글상윳따니까야 제 6 권 해제) 

  

  

전박사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음이 앞서 간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 한다. 의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행처에서 경행을 해 보면 알 수 있다.  

  

경행을 할 때 

  

경행을 할 때 발을 들어 올리려 할 때 먼저 들어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경행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려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이를 빠알리어로 ‘나마루빠 

빠리체다 냐나 (nāmarūpa-pariccheda-ñāṇa)’라 한다. 위빠사나 수행에 

있어서 16 단계 지혜중 가장 첫번째로 개발 되어야 할 지혜이다.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는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를 개발하게 된다. 이를 빠알리어로 ‘빳자야 

빠릿가냐나(paccaya pariggha ñāna)’라 한다. 이 두번째 지혜는 원인과 

결과 즉, 연기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체득하는 지혜를 말한다.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와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는 초기불교 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처에서 경행 등으로 체득하게 한다.  

  

하지만 단멸론자들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무시한다. 

대신 육체와 정신은 상호의존한다고 하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를 들어 합리화 시킨다. 그러다 보니 인과가 

부정되기 일쑤이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없으니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가 개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론자들은 사성제와 사념처 수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다. 



162 

 

  

전재성박사는 해제글에서 감각적 영역에 있어서 마음이 앞서 가는 것에 

대하여 오온에서 색 즉, 사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보장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의식(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철저하게 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연기법은 철저하게 조건발생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이연기에 있어서 ‘삼세양중인과’로 보았을 때 ‘재생연결식’이 

가능한 것이다.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단멸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단순하다.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만을 

펼치셨지 내세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한면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배우는 사람의 성향이나 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아무런 방편을 쓰지 않고 법을 설하기도 하였다. 이를 비방편설, 또는 

비대기설법(nippariyāya-desanā)이라 한다.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으로 대표되는 ‘아비담마(Abhidhamma, 對法, 勝法)’를 들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5온, 12 처, 18 계, 22 근, 4 성제, 12 연기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특정한 사람, 특수계층, 특별난 사람들에게만 법을 

설하지 않았다. 자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방편설이고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다 보니 갖가지 대기설법이 펼쳐 졌는데, 팔만사천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는 중생들의 근기가 팔만사천가지나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은 근기가 다른 이들에게 알아 들을 수 있게 법을 설하다 

보니 니까야에 천신이나 목신, 지옥과 천상, 신통, 윤회 등에 대한 

이야기가 수 없이 등장한다. 이는 중생의 근기에 따른 방편이다. 

가르침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항상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 

근본 가르침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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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받아 들일 

수 있다. 삼보에 대한 믿음 없이 단지 자신의 육감에 따른 ‘깜냥’으로 

판단하거나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천신, 지옥, 천상, 

신통, 윤회 등이 등장하는 경이 모두 후대에 조작 되었다고 오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멸론자들은 왜 윤회와 재생연결식에 대하여 경끼를 일으키나 

  

삼보에 대한 믿음 없이 법을 회의적으로 보는 단멸론자에게 있어서 

윤회와 이에 관련된 재생연결식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육체와 

정신을 상호의존적으로 보는 단멸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 또한 사라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윤회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된다. 더구나 윤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생연결식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이다. 이는 모두 육체와 

정신을 상호의존으로 보기 때문이다. 

  

삼세양중인과를 설명하고 있는 아하라경(자양분경, S12.2.1) 

  

하지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와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를 알게 된다면 십이연기는 윤회와 재생연결식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된다. 그런 예를 빠알리 니까야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세양중인과를 설명하고 있는다는 다음과 같은 경이 대표적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미 태어난 뭇삶의 섭생을 위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뭇삶의 

보양을 위한 네 가지 자양분이 있다.  

  

그 네 가지 자양분이란 무엇인가?  

  

첫째 거칠거나 미세한 음식의 자양분,  

둘째 접촉의 자양분,  

셋째 의도의 자양분,  

넷째 의식의 자양분이다.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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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네 가지 자양분은 이미 태어난 뭇삶의 섭생을 위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뭇삶의 보양을 위해 존재한다 

  

(아하라경-Ahara Sutta- Nutriment-자양분경, 상윳따니까야 S12.2.1, 

전재성님역) 

  

  

  

아하라경(자양분경)은 십이연기를 삼세양중인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에서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뭇삶의 보양’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빠알리어는 ‘삼바웨시낭 삼바웨신(sambhavesīnaṃ-

sambhavesin)’이다.  이에 대한 뜻풀이는 ‘구생자(求生者)’라는 

뜻이고, 영어로 ‘one who is seeking birt’h’로 번역된다.  

  

의식의 자양분과 재생연결식 

  

여기서 부처님은 네 가지 자양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네 

번째가 ‘의식의 자양분 (viññāṇaṃ catutthaṃ, 윈냐낭 쭈뚯땅)’ 이라 

하였다. 이 용어와 관련하여 주석서에 따르면 이 의식의 자양분 즉 

‘식식(識食)’은 죽을 때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 한다. 즉, 

‘수태의식’을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재생연결식’이라 한다. 

그래서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명색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며 무엇을 원천으로 

하는가?  

  

명색은 의식을 원인으로 하고 의식을 근거로 하며 의식을 원천으로 

한다. 

  

(아하라경-Ahara Sutta- Nutriment-자양분경, 상윳따니까야 S12.2.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명색이 의식을 근거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깨공에서 말하는 

“‘식’과 명색은 따로 떼래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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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없으면 명색은 존재할 수 없고 명색이 없으면 ‘식’은 

성립시킬 수가 없다.”라는 주장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빠알리니까야에서 명백히 재생연결식으로 십이연기를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기를 상호의존 관계로 보면 절대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석서가 쓰여 

졌는데, 그 중에 청정도론이 있다. 

  

청정도론에서 ‘재생연결식’에 대한 설명 

  

청정도론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십이연기와 삼세양중인과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여 놓았다. 그 중 재생연결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알음알이(식)를 조건으로 정신 ․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재생연결의 정신 ․ 물질이 알음알이(식)를 조건한 것이라고 

알겠는가?’라고,  

  

[답한다.]  

경과 추론으로 알 수 있다. 경에  

  

“ 법들은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Dhs.5)” 

  

라는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느낌 등이 알음알이(식)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추론으로는, 마음으로부터 생긴 물질을 봄으로써 보지 않은 물질도 

알음알이(식)를 조건한 것이라 알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하거나 편안하지 

않거나 간에 그것에 적합한 물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본 것을 

통하여 보지 않은 것도 추론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이미 생긴 물질을 봄으로써 보지 않은 재생연결의 

물질도 알음알이(식)를 조건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처럼 업에서 생긴 물질도 알음알이가 그 조건이라고 빳타나에서 

설하셨다. 이와 같이 조건의 방법으로 판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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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알음알이(식)를 조건으로 정신 ․ 물질이 있다’라는 구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청정도론, 17 장 통찰지의 토양, 12 연기의 상세한 해설, 202 절) 

  

  

여기서 ‘알음알이’는 식(識)을 말한다. 초불에서 펴낸 모든 

번역물에서 ‘윈냐나’를 ‘알음알이’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재성박사는 ‘의식’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빠알리 

윈냐나(식)을 두고 한편에서는 ‘알음알이’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의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세기 청정도론의 저자 붓다고사 장로는 십이연기에 있어서 식을 

재생연결식으로 보았다. 그래야 십이연기를 삼세양중인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을 재생연결식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을까. 그런 점을 염려 했음인지 붓다고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라고 물으면서 재생연결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 법들은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Dhs.5)” 

  

이런 의문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풍조가 있고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모두 허구로 보일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붓다고사는 철저하게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라서 재생연결식을 

설명하였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건법(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 법들은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Dhs.5)”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구경 1번 게송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법을 

지배한다.”는 내용과 일치 한다. 이런 면으로 보았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경에 걸쳐서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에 따르면 재생연결식은 형성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재생연결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일어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빳타나(Paṭṭhāna)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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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생연결식이라는 조건으로 ‘명색’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추론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연기법에서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은 추론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추론의 근거로서 ‘빳타나’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빳타나란 

무엇일까. 빳타나에 대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빳타나(Paṭṭhāna) 
  

인습적으로 ‘자아’니 ‘나’라고 하는 정신과 물질의 복합체인 존재의 

인과법과 연기를 다루고 있는 논서로, 아비담마에서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논서이다. 특히 미얀마 아비담마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담마상가니에 나타나는 삼개 조(tika)로 된 22 개의 목록과 두개 

조(duka)로 된 100 개의 논모 전체에 대해서 24 가지 조건(paccaya)을 

적용시키고 있는 매우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중요한 날에 이 「뺏타나」를 암송하고 있다.  

  

하루 24 시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여러 스님 들이 번갈아가면서 총 

80 시간 이상을 독송해야 전체를 다 읽어낼 수 있다.한역으로는 

발취론(發趣論)이라 한다. 

  

(빳타나, 마하시사야도 법문집 주해서) 

  

  

빳타나는 조건에 대한 논서이다. 연기법이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조건에 대한 설명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조건은 

총 24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구생연(俱生緣, sahajata-

paccaya)’이 있다.  

  

이 구생연은 앞서 언급된 법구경 1 번 게송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법을 지배한다.”에 적용될 수 있다. 오온에서 

마음(식)과 마음부수(수상행)는 ‘함께 생긴 조건’이라고 설명될 때 

구생연이 적용된다. 즉, 구생연은 ‘함께 생긴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건에 대한 것이 모두 24 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빳타나 (Paṭṭhāna, 發趣論)’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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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자들이 ‘지혜’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5세기의 붓다고사는 철저하게 니까야를 근거로 하여 연기법의 

조건과 논장의 빳타나를 이용하여 재생연결식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볼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믿지 못하겠다든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스스로 무식을 폭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비록 재생연결식이 범부들의 ‘깜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자들의 ‘지혜’로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멸론자들 

  

단멸론자들은 매우 단순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곤 훤일스님이 쓰고 김종수가 감수한 

“깨달음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책에 크게 의존하는 듯이 보인다.  

  

특히 금과옥조로 여기는 문구가 “ ‘식’과 명색은 따로 떼래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인 것이다. ‘식’이 없으면 명색은 존재할 수 

없고 명색이 없으면 ‘식’은 성립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을 상호의존적 발생의 원리, 즉 연기법이라고 한다” 

인데, 이는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다. 더구나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하는 것이 연기법이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구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그대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마하딴하상카야경-Mahātanhāsankhayasutta, 갈애의 부숨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38, 전재성박사역) 

  

  

위의 문구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에 대하여 이것 대신에 육체를 집어 넣고,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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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정신을 집어 넣으면 단멸론자들이 바라는 답이 나온다. 즉, 

다음과 같은 것이다. 

  

  

“육체가 있을 때 정신이 있으며,  

육체가 생겨남으로써 정신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연기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된다. 결정적으로 단멸론자들은 위의 연기송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육체가 없을 때 정신도 없으며,  

육체가 소멸됨으로서 정신도 소멸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단멸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더구나 깨공(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에서도 이런 형태가 연기법이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반불교적 작태 

  

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반불교적 작태라 아니 할 수 

없다. 부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경에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문구 다음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그대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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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다.”  

  

(마하딴하상카야경-Mahātanhāsankhayasutta, 갈애의 부숨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38, 전재성박사역) 

  

  

이와 같이 부처님은 십이연기를 설하셨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다음에 이어서 

조건으로 이어지는 십이연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라고 

조건을 들어서 말씀 하신 것이다. 

  

하지만 깨공에서는 거두 절미하고 앞의 연기송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만 차용하여 육체와 정신의 상호의존이 연기라고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책을 보고 공부한 자들이 모두 

단멸론자가 되어 인터넷에서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단멸론자로 만드는 ‘깨공’ 

  

단멸론과 관련하여 깨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처님 재세 시 육사외도 스승들이 있었다.  

그들 스승들은 미래를 예언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만이 다음 생을 예언한다."라는  

말을 들은 선니라는 외도 수행자가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법을 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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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니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자아 취착을 끊은 자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시는 계속해 태어나지 않는다.  

 

즉 내세는 없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육사외도의 스승들은 상견과 단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설하셨다. 

   

그렇다면 '육사외도 스승 중에  

사후 단멸론을 주장하는 외도 스승들과 부처님의  

내세에 대한 말씀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하신 단멸론과  

외도 스승들이 주장하는 단멸론과는 결코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외도들의 스승은 깨달은 자나 깨닫지 못한 자나  

그들이 어디로 가서 태어날지를 예언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자들은 내세가 있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내세가 없다."라고 하셨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내생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이 바른 법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자아취착을 끊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생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다.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247~249p, 김종수감수, 훤일 지음, 민족사간 ) 

  

  

‘선니경’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선니경은 한역아함경이다. 

일반적으로 한역하함경은 니까야와 비교하여 부처님 원음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경전의 성립배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니까야의 경우 제 1차 결집이후 비구들에 의하여 구전하여 오다, 

BC3 세기 마우리아 왕조 아소까 대왕 당시 빠알리 삼장이 성립되어 

스리랑카에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음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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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역아함경의 경우 니까야를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서역을 거쳐 중국에 이르러 한역되었기 때문에 

니까야에서 많이 변질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니까야와 100% 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 60-70 프로 정도 내용이 맞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한역아함경은 여러나라를 거치는 전승과정에서 뜻이 왜곡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니까야가 한글로 번역되어 온 마당에 소의경전으로 

삼기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아함경의 선니경에 부처님이 “내세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이 설하신 단멸론~”운운 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을 단멸론자로 오해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부처님은 단정적인 어투로 말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정말 “내세는 없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을 하였을까. 

그리고 부처님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단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경북대 임승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붓다는 현상계를 넘어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불변적 실체로서의 

자아라든가 영혼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러나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경험적 자아 혹은 영혼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인격의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해서는 기꺼이 인정하였고, 사후의 

세계에도 그것은 계속된다고 가르쳤다. '지니사경' 에 나타나듯이 

붓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생(轉生)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상세하게 

들려준다.  

  

초기불교 경전에 근거하는 한 붓다는 내세와 윤리를 인정하였다. 윤회를 

멈춘 사후의 아라한에 대해서도 생각과 논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을 뿐, 존재하지 않는다는 따위의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임승택교수, 절대적 소멸 주장에 침묵으로 대처하다, 법보신문 201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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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택교수에 따르면 부처님은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내세는 없다’든가 ‘단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죽고나면 그대로 소멸하여 

없어지고 만다’는 방식의 가르침을 펼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사리뿟따와 깟사빠의 담론에서 

  

이는 사리뿟따와 깟사빠의 담론에서도 잘 드러난다. 

  

  

"존자 깟싸빠여,  

여래께서는 사후에도 참으로 존재합니까?" 

  

"벗이여,  

세존께서는 '여래는 사후에도 존재한다'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벗이여,  

그러면 여래께서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벗이여,  

세존께서는 마찬가지로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벗이여,  

세존께서는 왜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벗이여,  

그것은 유익함을 수반하지 않고 청정한 삶으로 이끌지 않으며 싫어하여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탐욕을 끊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적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초월적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올바로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열반을 위한 것이 아닌 까닭에 

세존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타가타 빠람마라나경-Tathāgata parammaraṇasuttaṃ - After Death- 

사후 침묵한 까닭, 상윳따니까야 S15. 1.1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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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처님은 아라한의 사후에 대하여 침묵하였다. 존재하지 

않다느니, 단멸한다느니 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영원과 단멸을 말하는 것은 극단적 견해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해제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있는 그대로의 발생과 소멸이야말로 조건적 발생이라고 하는 연기의 

본질이라고 할 때 연기소생의 연생의 특성은 유와 무로 관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유 또는 무라고 하는 개념은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극단적인 견해이며 

형이상학적 가정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의 토대에는 우빠니샤드적 범아일여의 영원주의와 

사후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무(無)로 귀속시키는 유물론적인 

허무주의가 있다. 

  

(전재성박사, 한글상윳따니까야 3 권 해제) 

  

  

전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발생과 소멸은 조건 발생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기의 특성상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관찰 

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유와 무, 영원과 단멸을 말하는 것은 극단적 

견해라 한다. 이는 연기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영원론과 단멸론이 연기법으로 논파된 실례 

  

그래서 영원론과 단멸론은 모두 연기법으로 논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① 앞의 단어로 영원함 등이 없음을 

② 뒤의 단어로 단멸 등의 논파를 

③ 두 단어를 합쳐서 바른 방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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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단어로 :  

  

빠띳짜라는 단어는 조건의 화합을 가리킨다.  

  

생기는 법들은 조건의 화합을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빠띳짜라는 

단어는 영원하다거나, 원인없이 생긴다거나, 신이나 창조주 등 거짓 

원인으로부터 생긴다거나, 지배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학설 등으로 

분류되는 영원함 등이 없음을 보여준다.  

  

영원하다거나 원인 없이 생긴다는 견해 등에게 이 조건의 화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뒤의 단어로 :  

  

사뭅빠다라는 단어는 법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조건이 화합할 때 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멸이라거나 허무하다거나 

지금이 없다는 견해가 논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뭅빠다라는 단어는 

단멸이라는 등이 논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전의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법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단멸하고, 

허무하고 지음이 없는 견해가 발붙일 수 있겠는가?  

  

두 단어를 [합쳐서] :  

  

각 조건이 화합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각각의 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단어인 빠띳짜사뭅빠다는 중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그가 짓고 제 3 자가 경험한다(S.ⅱ.20)” 

  

라는 견해를 버린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고집하지 않는다.  

세간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넘어서지 않는다.(M.ⅲ.234)” 



176 

 

  

이와 같이 전체 단어인 빠띳짜사뭅빠다는 바른 방법을 보여준다. 이것이 

빠띳짜사뭅빠다라는 단어의 뜻이다. 

  

(청정도론, 17 장 통찰지의 토양, 21-24 절) 

  

  

이것이 청정도론에서 영원론과 단멸론에 대한 논파에 대한 것이다.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법들이 일어날 때 단멸론이 발붙이지 못하고, 

조건에 따라 법들이 일어나 상속하기 때문에 영원론 또한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물의 계속됨을 보면서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또한 사물의 

사라짐을 보면서 영원하다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공에서는 부처님이 ‘내세는 없다’든가 

‘단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더구나 깨공이 중도연기를 설명한 책이라고 

서평에 적어 놓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부처님당시에도 단멸론이 있었다 

  

이와 같이 깨공은 경에 대한 왜곡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책을 공부한 이들 역시 경에 대한 왜곡과 교리에 대한 

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을 가르침을 비틀어 자신들 만의 

교리를 만들어 낸 것을 보면 단멸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육체와 정신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멸하면 정신도 

모두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 배운 단멸론자들의 

줄기찬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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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처럼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에 집착하고 괴로움에 

탐착하여 이와 같이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공양도 없고 선악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홀연히 생겨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깨달아 천명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네가지 위대한 존재로 이루어진 사람의 그 목숨이 끝날 때에 흙은 흙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불은 불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모든 감각능력은 허공으로 

돌아간다.  

  

네 명의 인부가 상여에 죽은 자를 싣고 가서 화장터에 이르기까지 곡을 

하지만 마침내 뼈는 표백되고 재물은 재가 된다.  

  

보시는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허황된 

망설이다.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는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는 견해를 일으킨다." 

  

(낫티경-Natthidinna suttaṃ- Nothing- 없음경, 상윳따니까야 S23.1.5,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아지따 께사깜발린(ajita 

kesakambalin)’의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아지따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유명한 유물론자이었다. 그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네 

가지 물질적 원소만이 참된 실재라고 하여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네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으며, 목숨이 다하고 

죽으면 땅은 땅의 세계로 돌아가고, 물은 물의 세계로 돌아가고, 불은 

불의 세계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세계로 돌아가고, 모든 

감각기관은 허공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유물론자들의 특징은 

  

이러한 유물론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전재성박사는 해제글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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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감각적으로 지각가능한 인상만을 인정한다 

둘째, 분리된 지각에 물질적 실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과성을 부정한다. 

  

  

오늘날의 단멸론자들은 유물론자들과 다를 바 없다. 항상 육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오감 즉, 안이비설신의로만 

확인 된 것 외에 믿지 않는다. 설령 지구 반대편에 전혀 모르는 종족이 

살고 있더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 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눈으로, 귀로, 코 등으로 확인 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단멸론자들에게 있어서 윤회이니, 

재생연결식이니, 천신, 천상, 지옥, 신통등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일까 이와 같은 용어만 나오면 이성을 잃듯이 경끼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범부의 깜냥에 지나지 않는다. 현자의 지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리된 지각에 물질적 실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과성을 부정한다” 

  

다음으로 유물론자들은 “분리된 지각에 물질적 실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과성을 부정한다”고 하였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문장 

검색을 해 보았으나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추론을 해 

보았다.  

  

여기서 분리된 지각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본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내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윤회를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분리된 지각에 물질적 실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얼굴과 성향이 모두 다르게 

태어나는 이유는 과거 전생의 원인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이지만, 단멸론자들은 이를 부정한다. 단지 지금 여기 있느 것 

자체만 문제를 삼기 때문에, 왜 서로 얼굴과 성향이 다른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분리된 지각에 물질적 실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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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함으로써 인과성을 부정한다.”라는 문구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학적 검증이라는 잣대 

  

유물론자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두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유물론자들은 들이 대는 또 하나의 잣대가 

있다. 그것은 과학적 검증이라는 잣대이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범부들의 깜냥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되는 것이고, 지금의 과학과 미래의 과학이 다를진대 그 때마다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범부의 깜냥이 아닌 현자의 지혜로 관찰 해야 된다. 그 지혜라는 것이 

다름 아닌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법이다. 모든 것을 연기법으로 

관찰하였을 때 모든 ‘삼세에 대한 의심’은 사라질 것이라고 

청정도론에 기록 되어 있다. 

  

깨공을 출판한 민족사와 단멸론을 주장한 조계종 훤일스님 

  

부처님 당시 유물론자들은 보시의 공덕도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어서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도 육체가 

파괴되어 죽으면 단멸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판 단멸론자들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특히 깨공을 읽고 공부한 자들이 그렇다.  

  

현대판 단멸론자들은 죽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공덕을 지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절대 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또 선악에 대한 

과보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사용을 보면 ‘정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로도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인과를 부정한 결과로 본다.   

  

이렇게 선악에 대한 과보와 인과를 부정하는 자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라 하여 마치 바이블처럼 떠 받들고 있는 깨공은 

‘민족사’에서 간행 되었다. 민족사는 우리나라 불서를 전문적으로 

내는 곳이고 더구나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불교 관련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하거나 불교방송 등에 대담으로 출연하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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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이다. 그런 민족사에서 부처님을 단멸론자로 몰아가는 책 깨공을 

출판하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깨공의 저자 훤일스님의 경우 조계종 소속의 승려라고 하는데, 

단멸론을 주장하는 책을 지었다는 것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단멸론이 우리나라 불교계에 침투 하여 불자들을 

커다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모두에 언급한 어느 법우의 개종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멸론의 확산에 

따라 사회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당 성폭행건수가 2.25 명 

  

지난 주 일요일 저녁 공영방송에서 성폭행에 대한 다큐프로를 보았다. 

‘여성범죄와 밤길에 대한 보고서’라는 프로이다. 이 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바로 집앞에서 

주차하는 여성운전자를 위협하여 차를 빼앗고 성폭행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수법들이다.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가 지난 해 79 건이고, 성폭행은 

2 만건이라 한다. 성폭행이 2 만건이면 매일 54 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당 2.25 명에 해당 된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에 희생된다는 것을 상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이런 프로를 볼 때 마다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심리상태는 어떤 것일까.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특징은 인과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단멸론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인과를 부정하고 서슴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인과를 믿고 윤회와 내세를 믿는다면 

그와 같은 범죄를 태연히 저지를 수 있을까. 

   

단멸론을 바탕에 깔고 있는 또 하나의 부류는 ‘자살자들’이다. 

불교 TV 에서 강연한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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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는 이유는 내생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인생을 

원타임(One Time)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윤회를 믿으면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할 때 불교적 가르침을 주입하여 자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윤회를 믿으면 

삶의 이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열다섯가지로 말한다.  

  

  

윤회를 믿으면 

  

첫째, 자살을 하지 않는다. 

둘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셋째, 불교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고 예류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한다. 

넷째, 다음생을 준비하게 된다. 

다섯째, 불만이 없고 행복해진다. 

여섯째, 현재상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일곱째,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한다. 

여덟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아홉째, 남에게 해를 끼지지 않고 남을 돕는다. 

열째, 보시를 열심히 한다. 

열한째, 절 운영에 걱정이 없다. 

열두째, 불법승 삼보를 믿게 된다. 

열세째, 나날이 의미가 있고 새롭게 된다. 

열넷째,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게 된다. 

열다섯째, 마음이 든든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계 

  

우리 사회에 성폭행이라든가 자살자가 해마다 늘어 나는 이유는 종교가 

제역할을 하지 않아서라고 본다. 특히 불교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불교국가와 비교된다. 

  

미얀미나 스리랑카, 부탄 등의 불교국가는 나라와 국민들은 

가난할지언정 자살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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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도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나라 일수록 자살율이 낮고 행복지수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살율이 증가하고 성폭행이 시간당 2.25 명에 

이른다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은 책임도 있을 

것이다.  

  

  

사람 몸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쉽게 자살하거나 악행을 

하면 악처로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 하다.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교적 가치관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반사회적인 단멸론자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멸론자들은 육체와 정신은 상호의존하는 

것이라 하면서 육체가 멸하면 정신도 함께 멸하여 남는 것이 없다는 

단멸론을 버젓이 주장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단멸론자들은 

반사회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그런 단멸론의 진원지가 조계종 

소속의 휜일스님이고, ‘깨달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책을 발간 해 준 

곳이 민족사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단멸론은 반사회적이다. 단멸론이 확산되어 ‘죽으면 끝이다’라는 

삿된견해를 가진 자들이 많어지면 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성폭행’ 등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단멸론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의 자살 등이 급증한다면, 단멸론자들은 최악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론자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불교관이 확립되지 않은 불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를 흙탕물로 만들고 반사회적인 단멸론자들은 

한마디로  ‘혐오’의 대상이다. 마치 계를 어겨서 ‘반승반속’인자와 

같은 것이다.  

  

이들 단멸론자들에 대하여 계를 어긴 자에 대한 청정도론식 표현을 

빌린다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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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멸론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2) 단멸론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3) 단멸론자들은 여러 해된 오물 구덩이처럼 청정해지기 어렵다. 

(4) 단멸론자들은 화장터에서 가져온 나무토막과 같다. 

(5) 단멸론자들은 소의 무리를 따르는 당나귀와 같다. 

(6) 단멸론자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의 적인 것처럼 항상 동요한다. 

(7) 단멸론자들은 마치 죽은 시체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그와 함께 

살 수 없다. 

(8) 단멸론자들은 비록 배움 등의 덕을 가졌더라도 존경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9) 단멸론자들은 수승한 법을 증득 할 수 없으니 마치 장님이 색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10) 단멸론자들은 정법에 대해 희망이 없으니 마치 천민의 아들이 

왕위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 

(11) 단멸론자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스럽다  

   

  

  

2012-07-21 

진흙속의연꽃 

 

 

 

 

 

 

 

 

 

 

 

 

 

 

 

 

 

 



184 

 

10. 연기법을 왜곡하는 사람들 

  

 

 
  

  

  

왜 경의 이름이 다른가 

  

이 경의 빠알리 이름은 ‘까삘라경(Kapilasuttaṃ)’이다. 하지만 경에 

까삘라라는 명칭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영문을 보면 

‘담마짜리야경 (Dhammacariya Sutta)’이라고 소개 되어 있다. 또 

전재성 박사는 경의 제목을 ‘정의로운 삶의 경’이라고 정하였다. 

이렇게 경의 이름이 까삘라경(Kapilasuttaṃ)과 담마짜리야경 

(Dhammacariya Sutta)으로 서로 다른 이유는 경의 주석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을 소개 하는 주석에 따르면 ‘까삘라’라는 명칭이 사람 이름으로 

나온다. 따라서 사람의 명칭을 따서 ‘까삘라경’이라고 빠알리어 판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르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인 담마짜리야를 따서 영문판에서는 ‘담마짜리야경’으로 

붙인 것으로 보여진다. 

  

익숙한 말 ‘담마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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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짜리야’라는 말은 매우 익숙하다. 망갈라경(행복경,Sn2.4)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망갈라경 여섯번째 게송에 “다난짜 담마짜리야 짜(Dānañca 

dhammacariyā ca)”라는 말이 있다. 이 말뜻은 “나누어 주고 정의롭게 

살며”라는 뜻이다. 이때 ‘담마짜리야’는 ‘정의롭게’ 라고 번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까삘라경에서도 가장 첫번째로 “정의로운 삶, 순결한 

삶”으로 시작 되는데, 빠알리어는 ‘담마찌에양 

브라흐마찌에양(Dhammacieyaṃ brahmacieya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담마짜리야는 ‘정의롭게’ 또는 ‘법답게’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아는 것만 많아 잘난체 하는 사람 

  

이 경은 법답게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주석에 따르면 깟사빠 

부처님 당시 수행자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거주상의 의무’이고, 또 하나는 ‘교법상의 의무’라 한다. 그런데 

까삘라는 계와 경전과 명상수행의 거주상의 의무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교법상의 의무에 들어 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는 것은 많지만 계행이 

되어 있지 않아 지혜가 개발 되지 않았다.   

  

이렇게 까삘라가 교학만 공부하다 보니 아는 것만 많아져 잘난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까삘라는 계율의 항목을 외우는데, 

어떤 수행승도 동조하지 않자 분노하여 가르침도 계율도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처럼 깟싸빠 부처님의 가르침을 퇴전시키고 사라지게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단멸론자들이 연상된다. 

  

연기법을 왜곡하는 자들 

  

인터넷에서 단멸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 그들은 아는 것이 

많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잘난체 하기 일쑤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는 것에 대하여 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기 일쑤이다. 경의 

문자에 집착하기 보다 문자를 넘어 생각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기법이 조건발생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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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십이연기에서 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식과 명색을 함께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윤회란 있을 수 없게 된다.  

  

십이연기에 따르면 형성을 조건으로 하여 식이 발생되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식이 없으므로 윤회는 있을 

수 없게 된다. 육체와 정신이 상호의존하는 것이 연기법이라고 하였으니 

육체의 죽음과 함께 정신도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단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아라한선언을 어떻게 왜곡하였나 

  

이와 같은 왜곡에 이어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초기경전에서 자주 볼 수 아라한선언이 있다.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전재성박사)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한역 아함경) 

  

  

같은 내용이라도 해석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멸론자들은 윤회라든가 후세라는 말은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여기에서 갈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후세에 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후세이니 내생이니 윤회이니 하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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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철저하게 경전을 왜곡을 넘어 무시하는 것이다. 성자의 흐름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번뇌를 

소멸하여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아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완전한 열반에 든다는 것이 초기경의 가르침이지만,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오로지 현생에서 마음의 작용으로만 보는 것이다. 이처럼 

연기법이 왜곡되다 보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퇴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 그것은 

경의 주석에 있는 것과 같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경에서 까삘라의 행위와 다름 없다. 주석에 따르면 

까삘라는 ‘계율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부처님이 오늘을 예견한 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 시키는 현상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정으로 발전된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멸론자들의 

행태를 보면 불자라고 볼 수 없다. 명백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외도와 다름 없다. 경에서 말하는 까삘라와 같은 것이다.  

  

그런 자들은 토론하기를 즐기는데, 특징은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안을 주는 등 매우 거칠다. 전혀 정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에서 “만약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면”라고 표현된 것과 일치 한다. 마치 부처님이 

오늘날의 현실을 예측이라도 한듯이 보이는 표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은 더 자세하게 들어 맞는다. 부처님은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Kalahābhirato bhikkhu mohadhammena āvaṭo,  
Akkhatampi na jānāti dhammā buddhena desitaṃ. 

  

논쟁을 즐기는 수행승은 우매한 성품으로 덮여있어  

깨달은 님께서 친히 설한 설법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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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the deluded bhikkhu, fond of strife.  

He does not know the Teaching of the Enlightened one.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틀어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한 단멸론자들은 

논쟁하기를 즐겨 한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듯이 똑 같은 말을 

반복하며 오로지 현세만을 이야기 하며 자신들의 인식을 넘어 서는 것에 

대해서는 모조리 부정해 버린다. 그러다 보니 전생, 윤회, 천신, 목신, 

신통 과 같은 용어만 나오면 모조리 경이 후대에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모두 쓰레기 통속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석서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가르침도 계율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소름이 끼치도록 일치하는 것이다. 더구나 

경에서 “깨달은 님께서 친히 설한 설법조차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단멸론자들이 인터넷에서 분탕질을 치는 것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처럼 보인다.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차듯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알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단멸론자들이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언어를 써가며 

수행자들을 조롱하기 일쑤인데, 경에서는 “그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라고 표현 하였다.  

  

실제로 단멸견을 가진 자들은 수행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 정법을 

전하는 스님들의 말꼬투리를 잡아 조롱하는 것은 보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왜곡하고 수행자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차듯,  

부정한 사람은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  

  

  

옛날 시골에서 변소를 ‘측간’ 또는 ‘뒷간’이라 불렀다. 그렇다면 

수세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은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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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커다란 구덩이를 판다. 그리고 그 

위에  널판지를 올려 놓는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재래식 화장실이다. 

그러다 보니 똥을 누고 나면 똥이 쌓이게 된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똥 

구덩이이 똥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경에서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차듯”이라고 표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수행자들을 조롱하는 

단멸론자의 주장은 ‘똥’과 같은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 똥구덩이처럼 악취만 풍길 것이다. 실제로 단멸론자들이 

뱉어 놓은 말들을 보면 마치 똥구덩이에 똥이 가득찬 듯 하다.  

  

수행자를 괴롭히는 단멸론자들의 말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침을 왜곡하여 더러운 언어를 사용하여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수행자를 괴롭히는 단멸론자의 말로는 어떤 것일까. 이는 경에 

다음과 같이 고스란히 표현 되어 있다. 

  

  

참으로 이러한 수행승은 타락한 곳에 태어난다.  

모태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퇴전시킴에 따른 과보라 

볼 수 있다. 아무리 내생은 없다라고 부정하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곤 타락한 곳 뿐이라 한다.  

  

사실 그들의 글을 보면 윤회와 전생, 신통 등이 들어간 경에 대하여 

“구라친다” “사기친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말끝마다 

‘쯔쯔’ 라든가 ‘ㅋㅋ’ 같은 표현이 다반사이다.  

  

이렇게 정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자들의 글이나 댓글을 보면 마치 

똥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차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한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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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그들이 육체와 정신은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되면 

정신도 소멸되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다.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몸이 파괴된 뒤의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반대로 저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함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저 세상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퇴전시키게 한 과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만 많아 

교만하여 잘난체하여 토론을 즐기며 수행자를 욕보이게 한 과보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 그들이 가야 할 곳이란 정해져 

있다. 아빤나까경(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M60)에 따르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은 허구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경에서 

‘논파 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처럼 단멸견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한 쪽만을 충족시키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버리고 있다”고 하였다.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려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수행자를 괴롭히는 단멸견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Sabbe samaggā hutvāna abhinibbijjayātha naṃ,  

Kāraṇḍavaṃ1 niddhamatha kasambuṃ cāpakassatha.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려라.  

  

All of you get together and dispel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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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out the impure, throw out the rubbish 

  

  

  

  

2012-07-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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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어선점과 용어창작 

  

  

  

“수행승들이여” vs “비구들이여” 

  

초기경전을 접하다 보면 용어에 대하여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주로 

빠알리 니까야 번역본에서 발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빠알리 니까야 번역본이 존재한다. 하나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이하 성전협회)의 전재성박사 번역물이고, 또 

하나는 초기불전연구원(이하 초불)의 대림스님과 각묵스님의 

번역물이다. 그런데 이 두 번역물을 비교해 보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용어’이다.   

  

빠알리 니까야 번역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이다. 성전협회의 경우 “수행승들이여”라고 부르고, 초불의 경우 

“비구들이여”라고 부른다. 이는 빠알리어 ‘빅카웨(bhikkhave)’를 

서로 달리 번역한 결과이다.   

  

빠알리어 ‘빅카웨’는 비구들을 부르는 소리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초불의 번역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제자라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비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비구들 뿐만 아니라 비구니 들도 있다. 그럴 경우 

“비구들이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자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다. 재가의 삶을 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한다면 모두 부처님의 제자라 볼 수 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수행승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더 욕심을 낸다면 

“수행자들이여”라고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하나 말 할 수 있는 것은 “비구들이여”하였을 때 이는 한역경전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한역경전에서도 “비구들이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빠알리 니까야 번역물에서도 “비구들이여”라는 

말을 보면 한역경전을 읽는 듯한 착각이 들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달리 불러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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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수행승들이여”라고 번역한 것은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도 만족  시키고 또한 한역경전과 차별을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 빅카웨(bhikkhave)라 하였을까 

  

  

일본학자 미즈노 고오겐의 ‘빨리어 문법(연기사)’에 따르면 

빅카웨라는 용어는 정확한 빠알리어가 아니라고 한다. 빠알리어로  

‘빅카워(bhikkhavo)’라고 표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빠알리 니까야에서 ‘빅카웨(bhikkhave)’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미즈노 고오겐은 “성전이 서방어(빠알리어)로 

옮겨 옮겨짐에 임해서도 그 옛날 석존을 사모해 이들 용어만큼은 옛날 

그대로 남겨 두었던 것은 아닐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빠알리니까야에서 비구들을 부르는 호칭은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빅카웨(bhikkhave)와 빅카워(bhikkhavo)가 문법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빅카웨(bhikkhave)를 고수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향수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독특하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민중어로 설법하였다고 한다. 지배층인 브라만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어인 마가다어로 설법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접하게 하자는 취지 

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인도로 확산 되어 가자 부처님은 그 지방 

토착어로 설법할 것을 권유 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지방어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빠알리어도 그런 지방어의 

일종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 지방 언어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가르침이 전파 되기를 바라셨다고 볼 수 있다.  

  

번역은 스님들의 전유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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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번역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라면 누가 

번역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불교경전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경전 번역은 스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스님들이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불교가 들어 왔을 때 이를 번역한 사람들이 

‘구마라집’과 같은 서역승들이었다. 이후 ‘현장’과 같은 중국 

스님들이 인도로 직접 유학가서 경전을 가져와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한자문화권에서 경전 번역은 스님들의 몫이었다. 

  

우리나라에서 1960 년대 초 통합종단이 발족하면서 역경이 시작 되었다. 

한역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운허스님’과 

같은 스님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한역 대승불교 경전의 

번역자가 스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불교경전 번역은 스님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번역은 스님들의 몫으로 알고 있느 가운데 빠알리 니까야만큼은 

다르다. 이는 스님이 아닌 재가자가 최초로 번역 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봉수박사가 율장 중 마하왁가를 1998 년에 번역한 것이 

최초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최초 번역자는 전재성박사이다. 1999 년에 

상윳따니까야 완역판을 내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후 맛지마 

니까야(전재성박사), 디가니까야(각묵스님), 앙굿따라니까야(대림스님) 

순으로 차례로 번역되었다.  

  

특히 전재성박사는 혼자의 힘으로 사부니까야를 모두 번역하였는데, 

이는 세계최초의 일이라 한다. 이외에도 전재성 박사는 숫따니빠따, 

법구경 등 ‘소부’라 불리우는 쿳다까니까야의 번역물도 다수 내 

놓았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전재성박사는 오부니까야 번역에 모두 

관여한 셈이다. 

  

선발주자의 번역용어 선점 

  

현재 시중에는 전재성박사의 빠알리성전협회 번역물과 대림-각묵스님의 

초기불전연구원 번역물이 팔리고 있다. 어는 번역물이 좋은 것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는 개인적인 취향하고도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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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재성 박사의 번역물은 문장이 유려하고, 대림-각묵스님의 

번역물은 약간 투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 일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투박한 번역은 원어의 뜻을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거의 매일 니까야 번역물을 접한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번역물에 

대한 장단점이 드러나 보인다. 특히 용어사용에 있어서 그렇다.  

  

우리나라 최초로 니까야를 번역한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을 보면 빠알리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가급적 

우리말로 아름답게 부담없이 번역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좋은 

번역어를 선점하였다고 보여진다.  

  

선발주자와 차별화 하려다 보니 

  

반면 후발주자인 대림-각묵스님의 경우 용어 선택에 있어서 역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선발주자인 전재성 박사의 번역 용어를 ‘어떻게 

피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보여 진다. 다음과 같은 비교표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먼저 부처님의 호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호칭 번역비교표 
No 부처님 호칭 한역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초기불전연구원 

(대림-각묵스님) 

1 아라한 

(Arahan) 

應供 거룩한 님 아라한 

2 삼마삼붓다 

(Samma-Sambuddha) 

正遍知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바르게 깨달으신 분 

3 윗자짜라나삼판나 

(Vijja-carana-

sampanna) 

明行足 지혜와 덕행을 갖춘 

님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4 수가따(Sugata) 善逝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피안으로 잘 가신 분 

5 로까위두 

(Lokavidu) 

世間解 세상을 아는 님 세상을 잘 아는 분 

6 아눗따라 

(Anuttara) 

無上士 위없이 높으신 님 가장 높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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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뿌리사담마사라티 

(Purisadammasarathi) 

調御丈

夫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8 삿타데와마눗사남 

(Sattha 

devamanussanam) 

天人師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신과 인간의 스승 

9 붓다 

(Buddha) 

佛 깨달은 님 부처님 

10 바가와 

(Bhagava) 

世尊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존 

  

  

  

이 두 번역어를 보면 번역어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고심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전재성박사의 경우 전부 우리말 번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림-각묵스님의 번역어의 경우 전재성박사의 박사의 번역어와 

일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단 로까위두 번역에서 ‘세상을 아는 

님’에 대하여 ‘세상을 잘 아는 님’이라고 글자 하나가 다를 뿐이다.  

  

또 하나 대림-각묵스님의 용어 선택을 보면 한글과 빠알리어어와 

한자어를 혼용하였을 알 수 있다. 아라한은 빠알리어, 세존은 한자어 

그대로이다. 이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와 차별화 하려다 보니 3 개 

국어가 공존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를 

오온의 번역어에서도 볼 수 있다. 

  

존재의 다발 vs 무더기 

  

초기불교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오온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하여 양번역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오온호칭 번역비교표 
No 오온 한역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박사) 

초기불전연구원 

(대림-각묵스님) 

1 온(kkhandha) 蘊 존재의 다발 무더기 

2 색(rūpa) 色 물질 물질 

3 수(vedanā) 受 감수 느낌 

4 상(saññā) 想 지각 인식 

5 행(saṅkhārā) 行 형성 상카라들 

6 식(viññāṇa) 識 의식 알음알이 

  



197 

 

  

오온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존재의 다발’이라고 풀이 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림-각묵스님은 ‘무더기’라고 표현 하였다. 이는 번역어 따라 

풍기는 뉘앙스가 다르다. 존재의 다발은 실체라고 믿는 것을 쪼개 

보아야 실체란 없음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고, 무더기는 

칸다나 온의 용어 그 자체를 풀이한 듯이 보여진다. 

  

전재성 박사가 존재의 다발이라고 쓴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붓다고사는 칸다를 더미(rasi)로 보았다. 그러나 칸다는 어깨의 

근육처럼 다발로 뭉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더미라는 말은 

긴밀한 연기적인 의존관계를 반영하기에는 통일성이 없는 개별적인 

부품처럼 인식 될 수 있다. 역자는 그래서 다발이라는 말을 쓴다. 

물질은 물질의 다발이고 정신은 정신의 다발이다. 그들은 상호 

연관적으로 작용한다. 정신-신체적 복합체를 표현하는 칸다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존재의 다발’인 것이다. 

  

(전재성박사, 맛지마니까야 해제, 중요한 번역 술어에 대한 설명) 

  

  

이렇게 온(칸다)에 대한 용어 선택이 다름을 알 수 있으나 색수상행식에 

있어서 용어 사용은 극명하게 갈린다. 전재성박사는 색수상행식에 

대하여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이라는 한자 용어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보였다. 이는 용어의 선점으로 보인다. 반면 후발주자인 대림-

각묵스님의 경우 선발주자와 차별화 하다 보니 한자용어, 순수한글용어, 

빠알리 용어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음알이’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선발주자에 대한 후발주자의 차별화 전략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 

무리를 범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음알이’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알음알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어디선가 들어 본 것 

같은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다. 알음알이에 대한 국어사전식 

표현을 빌리면 “서로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 

“어려운 일을 잘 피하는 꾀바른 수단” 또는 “늘어나는 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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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 표현 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알음알이는 선가에 사용되는 용어라 한다.  좋은 예가 사찰 주련에 있는 

“이 문을 들어오거든 알음알이를 피우지 말라”라는 문구 일 것이다. 

이처럼 알음알이는 선가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와 같이 선가에서나 사용하는 용어를 윈냐나(식)의 번역어로 사용하다 

보니 뜻이 잘 다가 오지 않는 것이다. 반면 전재성 박사는 의식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용어의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만일 초불에서 알음알이 대신 의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모방했다는 비판을 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일까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이 알음알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알음알이는 선가의 

스님들은 잘 알지 몰라도 일반 재가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생소한 

용어이다.  

  

이처럼 선발주자의 용어를 피해 가다 보니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큰 불이익이라 여겨진다.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 났을까 

  

이렇게 빠알리 니까야에 대한 번역어가 서로 다른 것은 선발주자에 대한 

후발주자의 차별화 시도가 일차적 요인이고, 다음으로 출가자의 

입장에서 번역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생소해 보인다는 것이다. 

‘알음알이(윈냐나)’와 ‘잡도리하다(마나시까라)’가 대표적인 

예이다.  

  

‘알음알이’와 ‘잡도리하다’라는 말은 모두 선가에 사용되는 말이다. 

또 하나 선가에서 사용되는 말을 이용하여 만든 말이 있다. 그것은 

‘마음챙김’이다. 

  

몇 년전 법보신문에서 사띠용어 논쟁이 있었다. 빠알리어 사띠(sati)를 

우리말로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번역어가 정확한 것에 대한 논쟁이다. 

크게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갈려져 토론이 진행 되었는데, 이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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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와 스님들이 참여 하여 각자 생각하는 바를 지면으로 통하여 

알려 주었다.  

  

사띠논쟁에 불을 당긴 것은 인경스님이었다. 사띠에 대한 번역어 

마음챙김은 선가에서나 사용되는 잘못된 용어라고 주장하였다. 마음은 

챙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렇다면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 났을까.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발제자는 '마음챙김'이라는 역어를 바탕으로하여 '챙김'이라는 역어를 

선호하는 편인데 사띠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법이며 특히 

청정도론 주석서 『빠라맛타만주사』에 나타나는 "사띠는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apilaapana)*을 특징으로 한다"는 말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띠를 표현하자면 '마음이 대상(명상주제)을 

간단없이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간화선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거듭 강조하는 "화두를 챙긴다. 화두를 

잡도리한다"는 말이야말로 사띠의 의미를 가장 멋지게 담아낸 술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각묵스님, 相(산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구마라즙의 4 相과 현장의 

9 相 <1-3 장>. 불기 2546(2002)년 동안거, 실 상 사 화 림 원)  

  

  

각묵스님이 2002 년 실상사에서 마음챙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음챙김이라는 말의 어원이다. 스님은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선가의 ‘화두챙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화두를 챙긴다. 

화두를 잡도리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챙긴다” “잡도리한다”라는 말은 선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 한다. 모두 화두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가에서 화두 

참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일과이기 때문에 “챙긴다” “잡도리한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인지 모른다. 하지만 선가를 벗어나 일상에서 그와 같은 

말은 매우 생소하다. 더구나 “잡도리하다”라는 말은 사전을 따로 찾아 

보아야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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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도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런데 선가에서나 사용되는 용어를 니까야 번역에 사용하였다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선가에서는 아는 용어이지만 일반불자들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잡도리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대체 ‘잡도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대림스님이 번역한  앙굿따라니까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남자는 안으로 남자의 기능을 마음에 잡도리하고  

남자의 행위와 남자의 외관과 남자의 자만과 남자의 의욕과 남자의 

목소리와 남자의 장식을 마음에 잡도리한다.  

  

(속박 경(A7:48), 대림스님역, 초기불전연구원) 

  

  

경에서 “마음에 잡도리하고”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선수행을 

하는 스님들 외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이지?”하며 고개를 갸웃하게 

할 것임에 틀림 없다. 여기서 “잡도리하고”라는 말은 빠알리어 

‘마나시까라’를 의미하며 ‘주의 깊게 관찰함’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선가에서나 사용되는 용어를 빠알리 니까야 번역어로서 사용되다 

보니 그 의미가 잘 들어 오지 않는 것이다. “잡도리함” “마음챙김” 

“알음알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새김’을 슬며시 ‘마음챙김’으로 바꾸어 버려 

  

사띠에 대한 번역어로서 초불에서는 ‘마음챙김’이라 하였다. 이에 

반하여 성전협회의 전재성박사는 ‘새김’으로 번역하였다. 같은 용어에 

대한 번역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을 보면 일괄적으로 ‘새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용어 하나만 보아도 누가 번역하였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전재성박사가 번역한 경을 하나 입수하였다. 그런데 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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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음챙김의 토대에 대한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꾸루 국의 깜맛싸담마라고 

하는 꾸루 족의 마을에 계셨다. 

  

2. 그 때에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불렀다.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다. 

  

3. “수행승들이여, 뭇 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마음챙김의 토대이다. 네 

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4.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1)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마음챙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2)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마음챙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한다. 

  

3)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마음챙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마음에 대해 마음을 관찰한다. 

  

4)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마음챙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한다.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 맞지마니까야 M10, 전재성님역) 

  

  

맛지마니까야의 사띠빳타나경(M10)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염처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경의 제목이 ‘마음챙김의 토대에 

대한 경’이라고 되어 있다. 번역내용은 전재성 박사가 한 것인데, 

누군가 옮기는 과정에서 슬며시 제목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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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지마니까야를 찾아 보니 원래의 제목은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목만 슬며시 바꾼 것만 아니다. 내용도 

바꾸어 버렸다. ‘새김’이라는 말 대신 모조리 ‘마음챙김’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챙김’한다고? 

  

이는 입력자가 임으로 바꾼 것이다. 저자도 모르는 사이에 용어가 

새김에서 마음챙김으로 둔갑한 것이다. 만약 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매우 실망할 것임에 틀림 없다. 왜냐하면 새김이라는 말을 

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맛지마니까야 해제에서 특별히 사띠 번역어 

‘새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 역자의 번역과 다른 초기경전의 역자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번역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싸띠(sati)에 대한 것이다. 최근 위빠사나 

수행자들 사이에 이 싸띠를 두고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마음지킴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싸띠는 내용적으로,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분별적 

사유나 숙고에 휩싸이지 않고 대상을 알아채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단순히 고려한다면 싸띠를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몇 가지 모순을 갖는다.  

  

첫째, 모든 가르침의 요소들이 마음과 관계되는 것인데 유독 싸띠에만 

별도로 원래 없는 마음이라 단어가 부가될 이유가 없다.  

  

둘째, 올바른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이라는 말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지향하는 올바른 정진과 특히 내용상 구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셋째, 네 가지 새김의 토대(사념처)에서 토대가 되는 명상주제의 하나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두고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챙김’이나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지킴’이라고 삼중적으로 

번역하는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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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싸띠라는 빠알리어 자체는 마음은 커녕 챙김이나 지킴이라는 뜻도 

어원적으로 없다. 

  

(전재성박사, 맛지마니까야 해제, 중요한 번역 술어에 대한 설명) 

  

  

 
Mindfulness 

  

  

  

전재성 박사에 따르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 중에 세 번째 항을 보면 사념처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에 대한 마음의 마음챙김”이 될 수 있는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띠라는 말에서 그 어떤 마음에 

어원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띠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상윳따니까야에 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anussarati anuvitakketi,아눗사라띠 아누위딱께띠), 그 때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시작한다.(S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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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구를 이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띠는 

‘기억과 사유’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앎’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재성박사는 사띠에 대하여 

‘새김’으로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성 박사의 번역물을 누군가 컴퓨터로 입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김을 마음챙김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보여 진다. 

  

게송(Gatha) 번역을 보면 

  

흔히 번역을 제 2의 창작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한다. 누구나 우리말로 옮길 수 있지만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경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더구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환희심이 나게 한다며 제 2창작이라 볼 수 있다.  

  

번역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게송(Gatha)’이라 한다. 운문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송은 짧은 문구에 상징적으로 표현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면 번역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불교경전에서 상당수는 게송으로 되어 있다.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는 

전체가 게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게송번역 능력이 

불교경전의 성패를 좌우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윳따니까야에 로히땃사경(S2.26S)이 있다. 이 경의 말미에 게송이 

하나 있는데 테라와다 불교권 국가에서 애송되고 있는 유명한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한 성전협회와 초불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빠알리어 

  

Na kho panāhaṃ āvuso, appatvā lokassa antaṃ dukkhassa antakiriyaṃ 

vadāmi. Api cāhaṃ āvuso imasmiññeva byāmamatte kalebare sasaññimhi 

samanake lokañca paññāpemi. Lokasamudayañca lokanirodhañca 

lokanirodhagāminiñca paṭipadanti. 
  

Gamanena na pattabbo lokassanto kudācanaṃ, 

Na ca appatvā lokantaṃ dukkhā atthi pamoca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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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mā have lokavidū sumedho lokantagū vusitabrahmacariyo, 

Lokassa antaṃ samītāvi ñatvā nāsiṃsati1 lokamimaṃ parañcāti. 

  

(Saṃyuttanikāyo Nānātitthiyavaggo  S2. 3. 6.) 

  

  

  

2. 전재성박사 번역 

  

 [세존]  

“그러나 벗이여, 나는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도 괴로움의 끝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벗이여, 나는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단신의 몸 

안에 세계와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가르친다. 

  

걸어서는 결코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지만 

세계의 소멸에 이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남이 있네. 

참으로 세계를 아는 슬기로운 이는 세계의 끝에 이르고 깨끗한 삶을 

성취하여 

고요함에 이르러 세계의 끝을 잘 알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전재성박사, 상윳따니까야 로히땃사경 S2.3.6) 

  

  

  

3.각묵스님 번역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도반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 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각묵스님, 상윳따니까야 로히땃사경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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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림스님 번역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 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걸어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그러므로 세상을 알고 슬기롭고 

세상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범행을 완성했고 

모든 악을 가라앉힌 자는 이 세상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대림스님, 앙굿따라니까야 로히땃사경  A4:45) 

  

  

  

5. 영문 번역 

  

“Yet, friend, without reaching the end of the world, I say, there 

is no ending of un - pleasantness. Yet friend, in this fathom long 

body, this perceptive form, I appoint the world, its arising, its 

ceasing and the path leading to its cessation. 

  

“The end of the world cannot be reached by traveling. 

Yet, without coming to the end of the world,  

there's no release from unpleasantness. 

Therefore be wise, know the nature of the world. 

Lead the holy life to the end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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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eased, know the end of the world. 

And do not wish for, this or the other world.” 

  

(Samyutta Nikāya Nānātitthiyavaggo  , Rohita - Rohita the Son of 

the Gods, S2. 3. 6) 

  

  

전재성박사의 번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드럽다. 물이 흘러가듯이 

번역이 매끄럽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였다. 더구나 

마무리로 “~벗어남이 있네.” “~바라지 않네”로 되어 있어 

“네”자로 끝나기 때문에  전형적인 운문형식으로 되어 있다. 

  

반면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딱딱한 느낌이다. 또 문장이 

끝날 때 “~말하지도 않는다.”처럼 “다”자로 끝나 산문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선발주자의 용어를 피해 가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림스님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문번역과 유사하다. 특히 게송 부분은 

거의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용어를 선점한 전재성 박사는 “벗이여”라고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였으나, 용어를 선점당한 대림-각묵스님의 경우 “도반이여”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출가자 출신의 대림-각묵스님의 경우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선가의 용어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그것은 

몸을 ‘몸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법문할 때 몸을 몸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몸뚱이라 

한다. 이제까지 수 많은 법문을 불교방송이나 불교 tv 등을 통해서 들어 

왔지만 예외 없이 몸을 ‘몸뚱이’ ‘몸뚱아리’ ‘몸띵이’ 등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선가에서 말하는 ‘몸뚱이’라는 말이 

니까야 번역물에 등장하고 더구나 아름다운 게송에 까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도권과 비제도권 번역 

  

우리나라에는 현재 두 개의 번역물이 존재한다. 하나는 재가자가 번역한 

것이고 또 하나는 출자가가 번역한 것이다. 이는 또 비제도권과 

제도권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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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의 경우 재자자로서 혼자의 힘으로 산저수전 다 겪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루어 내었다. 승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주류이자 비제도권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대림-각묵스님의 경우 

종단의 지원하에 비교적 좋은 환경 속에서 번역이 이루었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면에 있어서 주류이자 제도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재가자와 출가자, 비제도권과 제도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재가자이자 비제도권의 경우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번역을 훌륭하게 하였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사장될지 모른다. 그러나 제도권에 속해 있다면 같은 번역이라도 오래 

갈 수 있다. 그것은 제도권에 속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단의 스님이나 종단과 관련이 있는 교수가 글을 

쓸 때 경전을 인용할 수 있는데, 이때 “비구들이여”로 시작 되는 

번역물을 인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몇 달 지나면 초불에서 맛지마니까야가 출간 된다고 한다. 그런 

맛지마니까야는 이미 10 년전에 성전협회에서 출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번역물을 또 내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 것이다. 이렇게 맛지마니까야가 초불에서 출간되면 초불의 

경우 4 부 니까야를 모두 갖추게 된다. 이는 이미 4 부 니까야 완역을 

끝낸 성전협회와의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니까야가 있다는 것은 한국불교로 보았을 때 

매우 좋은 현상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때문이다. 만일 한 종류의 니까야만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문체나 용어가 있을지라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 밖에 없는 불교방송에서 듣기 싫어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왜 최초 번역이 중요한가 

  

두 가지 종류의 니까야가 있을 때 스님들은 스님이 번역한 초불 

번역물을 선호할 것이다. 이는 스님들의 기호에 맞게 번역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선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에서 선과 관련된 

“잡도리함” “마음챙김” “알음알이” “몸뚱이” 등과 같은 용어가 

많이 발견 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그런 용어는 스님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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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재가불자들은 “잡도리함” “마음챙김” “알음알이” 

“몸뚱이” 등과 같은 용어는 낯설다. 별도로 국어사전을 찾아 보아야 

할 정도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재가불자들에게 성전협회의 전재성 

박사의 번역물이 맞을지 모른다.  

  

무엇이든지 일등만 기억된다고 한다. 역사상 수 많은 발명이 있었지만 

최초 발명자 또는 발견자만 기억 될 뿐 그 이하의 발견자는 잊혀진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번역에 있어서도 최초 번역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번역어의 선점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된 전재성 박사의 번역물은 누구나 읽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단 내용은 

심오하기 때문에 새기며 읽어야 한다고 전재성 박사는 동국대 정각원 

법회에서 말하였다. 이는 번역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 볼 수 있다.  

  

반면 후발주자는 번역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특히 

용어선택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용어가 많이 

보인다. 심지어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승가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많이 채용하였기 때문에 승가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읽기에 부담 없고 환희심을 일으키는 번역물 

  

이렇게 구분해 본 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출가자라도 

초불번역스타일 보다 성전협회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가자의 경우 그 반대 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번역물이 

좋은 것인지는 독자에게 달려 있다. 읽기에 부담 없고 환희심을 

일으키는 번역물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2012-07-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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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탄광의 광부가 석탄을 캐는 심정으로 

  

  

‘법구경 담마빠다’를 구입하고 

  

책을 한 권 구입하였다. ‘법구경’이다. 시중에 수 많은 법구경이 

있지만 특별히 전재성박사가 번역한 ‘법구경 담마빠다’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가가 5 만원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를 하여 가장 싼 곳에 주문하였다.  

  

이렇게 가격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려는 것은 빠알리 원본을 

직역한 것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 많은 법구경을 보아 왔지만 대부분 

일본어판등을 참고 하여 중역한 것이 대부분이고 심하게 윤문한 흔적을 

보이는 것이 많다.  

  

인터넷에서 책을 소개하는 기사에 따르면 ‘법구경 담마빠다’는 빠알리 

원전번역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사원에서 전승되어 온 문헌학적 주해를 

보충해 2023 개의 주석을 달아 놓았다고 한다. 철학적 주석뿐만 아니라 

방대한 인연담까지 총망라하여 세계최초로 출간한 것이라 한다. 그러다 

보니 860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단순히 게송만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인연담, 주석 등 철학적 사유 

등 각종 읽을 거리가 있다는 것이 매력을 끌었다. 이런 점이 가격이 

비싼 느낀 점이 들지만 저자 특유의 고증과 해석을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주저 없이 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저자의 명쾌하고 

유려한 번역때문이다. 특히 게송에서 그렇다.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게송이라 하는데, 이는 인문학적, 철학적 소양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게송에 대한 번역문은 이미 

상윳따니까야나 숫따니빠따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런 번역을 한 

전재성 박사는 어떤 분일까.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책들 

  

전재성 박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다만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전재성 박사는 4 부 니까야 완역자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최초라 한다. 한사람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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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니까야를 번역한 것은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전재성박사는 4부 니까야 뿐만 아니라 쿳다까니까야에 실려 있는 

경전들도 번역하였다는 사실이다. 숫따니빠따, 법구경, 우다나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 박사는 5부 니까야 번역에 모두 관계 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은 아마 전세계적으로 깨어지지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4 부 

니까야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편의상 다른 번역자들도 함께 실었다. 

그리고 주요한 요약본도 함께 소개 하였다. 

  

  

4 부니까야 
  니까야 내  용 성전협회 초불 

1 디가니까야 

(Digha 

Nikaya) 

-긴 길이의 경. 

-

마하빠리닙바나경(대

반열반경)의 경우 

96 페이지에 달한다. 

-웅대하고 철학적 

내용으로 구성됨. 

-34 경 

-디가니까야 

(2011 년 1 권, 

전재성박사) 

  

-요약본: 신들과 인간의 

스승 

디가니까야 

(2006 년 3 권, 

각묵스님) 

2 맛지마니까

야 

(Majjhima 

Nikaya) 

-중간길이의 경. 

-3-8 페이지정도의 

길이. 

-수행을 위한 가장 

심오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 

-152 경 

-맛지마 니까야 

(2003 년 초간 5 권, 

2009 년 개정판 1 권, 

전재성박사) 

  

-요약본: 명상수행의 

바다 

- 

3 상윳따니까

야 

(Samyutta 

Nikaya) 

-56 개의 주제로 

구성됨. 

-반페이지도 않되는 

짧은 경부터 그 

길이가 다양함. 

-단순하고 소박한 

문장구조으로 

고층으로 분류됨. 

-2,904 경 

-쌍윳따니까야 (1999 년 

초간, 2002 년 전 11 권 

완간, 

2007 년 개정본 전 7 권, 

전재성박사) 

  

-요약본: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상윳따니까야 

(2009 년 전 6 권, 

각묵스님) 

  

-요약본: 초기불교의 

이해 

4 앙굿따라니

까야 

-법수에 따라 

구분됨. 

앙굿따라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2007 년, 대림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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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ttara 

Nikaya) 

-가장 늦게 성립된 

경. 

-기본적인 윤리, 

수행, 바른 지혜를 

강조. 

-2,344 경 

(2008 년 11 권. 

전재성박사) 

  

-요약본: 가려 뽑은 

앙굿따라 니까야 

  

  

표를 보면 4 부 니까야 번역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전재성박사로 대표 되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번역물이고, 또 하나는 대림-각묵스님으로 대표 되는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물이다.  

  

이 두 가지 부류에서 전재성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니까야를 번역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4 부 니까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윳따니까야(1999 년)와 맛지마니까야(2003 년)를 최초로 번역 하였다.  

  

이후 각묵스님의 디가니까야(2006 년), 대림스님의 

앙굿따라니까야(2007 년), 전재성박사의 앙굿따라니까야(2008 년), 

각묵스님의 상윳따니까(2009 년), 전재성박사의 디가니까야(2011 년) 

순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빠알리니까야 번역본을 

모두 갖게 되었다.  

  

  

이렇게 방대한 빠알리니까야에서 핵심만 추려 한권으로 만든 책도 있다. 

전재성 박사의 경우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이라는 책은 

상윳따니까야의 요약본이고, ‘명상수행의 바다’는 맛지마니까야의 

요약본이고, ‘신들과 인간의 스승’의 스승은 디가니까야의 

요약본이다.  

  

초기불전 연구원의 경우 ‘초기불교의 이해’는 상윳따니까야를 

기본으로 하여 편집된 교리서이고, ‘가려뽑은 앙굿따라니까야’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을 뽑아서 한권으로 만든 

책이다.  

  

이렇게 니까야를 한권으로 가려 뽑아 만든 이유는 일종의 경전 맛보기라 

볼 수 있다. 이만원대의 책이 구매에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일종의 

안내서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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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 번역은 어려운 것이라는데 

  

다음으로 쿳다까니까야에 대한 것이다.  

  

  
쿳다까니까야(Khuddaka Nikaya) 

  경전 내  용 성전협회 초불 

1 쿳다까빠타 

(Khuddakapath

a,小誦經) 

-20 페이지도 안되는 짧은 경 9 개로 

이루어짐 

-초심자들의 수련을 위한 가르침으로 

편집 

축복이나 예식의 독송용 

-9 경 

    

2 담마빠다 

(Dhammapada, 

法句經)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진리의 정수가 

응축된 단순하고 짧은 게송 

-붓다고사의 주석서에 350 개의 

인연담이 있음 

-423 게송 

-BC 4-3 세기 

법구경 

담마파다 

(2008 년 , 

전재성박사) 

  

3 우다나 

(Udana, 

自說經) 

-부처님 자신이 마음에 깊이 감동되어 

스스로 말씀하신 게송. 

-80 게송 

우다나 

(2009 년, 

전재성박사) 

  

4 이띠웃따까 

(Itivuttaka, 

如是語經) 

-매경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를 강조. 

-자설경과 유사한 경. 

-게송과 산문이 섞여 있음 

-112 경 

    

5 숫따니빠따 

(Sutta 

Nipata, 經集) 

  

-1 장, 4 장, 5 장의 주석서가 

닛데사임. 

-경의 내용이 다른 니까야와 소송경에 

사용됨. 

-고층적인 문체와 게송, 단순하고 

소박한 기르침 

-55 경,1149 게송 

- 부처님재세시 

숫타니파타 

(2004 년, 

전재성박사) 

  

6 위마나왓뚜 

(Vimanavatthu

, 天宮事經) 

  

-천신에게 전생에 어떤 선업을 쌓아 

이런 좋은 세계에 태어났는지를 물음. 

-천신들의 공덕에 대한 인연담을 소개 

-85 이야기 

    

7 뻬따왓뚜 

(Petavatthu, 

餓鬼事經) 

-아귀에게 어떤 악업을 지었기에 

아귀로 태어났느냐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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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들의 악행에 대한 과보이야기를 

소개 

-51 이야기 

8 테라가타 

(Theragatha, 

長老偈經) 

  

-264 명의 장로비구의 게송. 

-장로비구들의 깨달음과 수행, 해탈의 

기쁨의 게송을 모은 것. 

-5 세기에 담마빨라는 게송에 대한 

주석을 함 

-1279 게송 

-부처님재세시 

    

9 테리가타 

(Therigatha,

長老尼偈經) 

  

-92 명의 장로비구니의 게송. 

-20 개의 게송이 다른 빠알리경전에 

있어서 고층에 속함. 

-장로비구니들의 깨달음과 수행, 

해탈의 기쁨의 게송을 모은 것. 

-5 세기에 담마빨라는 게송에 대한 

주석을 함 

-522 게송 

- 고층에속함 

    

1

0 

자따까 

(Jataka, 

本生經) 

  

-가장방대한 경전.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5 세기 붓다고사가 주석함. 

-32 편 547 이야기 

-BC3 세기 

    

1

1 

닛데사 

(Niddesa, 

義釋) 

  

- 숫따니빠따 1 장, 4 장, 5 장의 

주석서. 

-가장초기의 주석서로 논장의 성격 

    

1

2 

빠띠삼비다막가 

(Patisambhida

magga, 

無碍解道) 

-논장의 형태로 교리를 분석적으로 

다룸. 

-이론을 분석하고 해설한 논서 

    

1

3 

아빠다나 

(Apadana, 

譬喩經) 

  

-자서전적인 경으로 붓다와 아라한의 

과거생에 대한 이야기. 

-559 명의 장로 아라한, 40 명의 

장로니 아라한 자신들의 게송 

    

1

4 

붓다왕사 

(Buddhavamsa, 

佛種性經) 

  

-고따마 붓다의 짧은 역사적 이야기와 

과거 24 불에 대한 이야기. 

-미래 멧떼야붓다(미륵불)가 올 

것이라 예언. 

-성립연대 늦음 

    

1

5 

짜리야삐따까 

(Cariyapitaka

, 所行藏經) 

  

-자따까에서 가져온 35 개의 고따마 

붓다의 전생이야기. 

-35 이야기 

-성립연대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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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넷띠빠까라나 

(Nettipakaran

a) 

      

1

7 

뻬따꼬빠데사 

(Petakopadesa

) 

      

1

8 

밀린다판하 

(Milinda 

Panha) 

      

  

  

표에서 전재성박사는 숫따니빠따를 2004 년에 번역출판 하였고, 법구경은 

2008 년에, 우다나는 2009 년에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가지 

경전은 모두 게송에 관한 것으로 번역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재성 박사의 경우 그 동안 니까야 번역을 한 바탕이 있어서 그 

번역의 힘이 무르익어 게송 번역을 해 낸 것이라 보여진다.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수천개의 경과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빠알리 

니까야를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을까.  

  

전재성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니까야를 번역하였다. 그리고 4부 

니까야를 세계최초로 완역하였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이는 한국판 

‘구마라집’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기도 한다. 인도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역경한 서역 출신 승려  구마라집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니까야 번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 또는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이 전재성박사에게 붙어 다니지만 번역과정은 험난 하였다. 찬사 

뿐만 아니라 비난도 받았기 때문이다.  

  

전재성박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지적은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대체 어떤 오류가 있길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인터넷으로 ‘전재성 번역오류’를 키워드로 검색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 전재성 박사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실려 있었던 

내용이라 한다. 

  

  

Name :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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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쌍윳따 니까야에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번역해주신 경전을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24 쌍윳따' 중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경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란 문장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원문과 다시 한번 대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Name : 전재성 

Subject: [re] 쌍윳따 니까야에서 문의 사항 

  

지적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쌍윳다니까야의 초간본에서는 반복부분이 

내용상 꺼꾸로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 번역조건이 너무다 

열악하다보니 교정진도 없었고 한 번 읽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종종있고 긍정이 부정이되었다던가 부정이 긍정이 된 경우나 

정형구를 따붙이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곧 출간된 예정인 

쌍윳따니까야 개정본이나 이미 출간된 개정판 엔솔로지인 오늘 부처님께 

문는다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승에서 초기불교로’ 카페에서) 

  

  

어느 인터넷 카페에 올려져 있는 것을 가져 온 것이다. 질문자는 번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솔직하게 시인한다.  

  

그런데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편집상 실수 때문이라 한다. 

그러면서 열악한 번역환경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1999 년 최초로 

상윳따니까야를 출간할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과 출간환경이 열악하였고 그 결과 교정한 번 보아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출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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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쌍윳따 니까야가 처음으로 번역되어 책으로 나오자 일반 불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란다.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 발심을 하였지만 중반에 자금조달이 잘 안 되어 어려웠고, 책을 

내며 4, 5 권 부분의 교정이 잘못 되어 독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다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1 권 <인연모음> 뒤에 번역상의 

문제점을 밝혀 놓았으며 6 권, 8 권 목차 다음에도 교정표를 만들어 

넣었단다.  

  

(전재성 박사, 전재성 박사님과 잘 엮어진 쌍윳따 니까야, 월간 붓다 

2002 년 3 월호) 

  

  

2002 년 도 ‘월간 붓다’에 따르면 상윳따니까야에서 잘못 편집된 

부분은 제 4권과 5 권이라 한다. 앞서 어느 독자가 지적한 24 상윳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제 4 권과 5 권이라면 이는 2000 년에 발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재성 

박사의 상윳따니까야는 우리나라 최초로 1999 년에 1-3 권이 발행되었고 

이후 해마다 4권이 발행되어 2002 년에 11 권이 완간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0 년에 발행된 책 4 권과 5권이 편집상 문제가 발견되어 

11 권(2002 년 발행)에서 문제점을 밝혀 놓았다고 한다. 이후 4 권과 

5 권은 별도로 개정판이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 권을 7권으로 묶는 개정판(2007 년)이 출간됨으로서 모든 오류는 

해결된 것으로 본다. 

  

1 권으로 개정한 맛지마니까야 

  

이런 교정상의 문제는  맛지마니까야에서도 발견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맛지마 니까야 개정판해제에서 전재성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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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맛지마니까야>> 전집은 칼 오이겐 노이만 이후 전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완전 복원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되어 출판된 

초간본<<맛지마니까야>> 전 5 권 152 경을 한 권으로 출간한 것인데, 

초간본에서 복원이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개정하여 윤문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칠년전 초간본을 낼 때만 하더라도 열악한 조건하에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 시험적 번역의 삽입으로 인한 오역의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출간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맛지마니까야>> 교정과정에서 발견된 기 출간된 본 

협회 책의 중대한 오역에 대해서는 일러두기 페이지에, 교정란을 만들어 

밝혔습니다. 

  

(전재성박사, 맛지마니까야 개정판 해제) 

  

  

전재성박사는 맛지마니까야 오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초간본이 간행될 당시 역시 조건이 열악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시험적 

번역으로 삽입한 문구가 그대로 실리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모든 오류가 해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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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전재성박사가 번역한 오류에 대한 것이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편집상의 오류인데, 이는 열악한 

환경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할 당시 환경은 어떠했을까 

  

이런 오역이나 오타가 발견되면 번역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가슴을 찌르듯 아팠다”라고 표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재성 박사가 번역할 당시 환경은 어떠했을까. 월간 붓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전재성 박사님은 1989 년부터 이 쌍윳따 니까야 번역작업을 시작하셨다. 

도중에 화재가 나서 3,000 권 정도의 장서가 불에 타 버린 적도 있었고, 

원고 일부가 소실되었던 적도 있었다. 후원이 거의 끊어졌던 적도…. 그 

와중에 빠알리 대장경 번역을 잘 번역하기 위해 번역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빠알리 어 사전과 범어 문법책을 펴냈으며, 올초 쌍윳따 

니까야를 완역하여 봉정식을 가졌다.  

  

(전재성 박사, 전재성 박사님과 잘 엮어진 쌍윳따 니까야, 월간 붓다 

2002 년 3 월호) 

  

  

전재성박사의 역경작업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89 년부터 번역이 시작 되었지만 불운하게도 화재로 타 버리고, 

번역도중에 후원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번역이 중단 되기도 하였고, 다시 번역을 하긴 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출간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도법스님으로부터 후원 약속을 받고 간신히 

1999 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윳따니까야 3 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까.  

  

소승경전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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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번역이 시작될 당시 지금으로부터 20 여년 전까지만 해도 

초기불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남방테라와다 불교는 

‘소승불교’이고 더구나  근기가 낮은 자들이나 보는 열등한 

경전이라는 인식이 불교계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 

환경속에서 니까야를 번역한다고 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여 

주지 않은 것이다. 후원도 끊긴 상태에서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한역경전 역경작업과 대조된다.  

  

1960 년대 초반 통합종단이 발족한 이래 조계종의 역경사업은 3 대 추진 

과제이었다. 그러다 보니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또 중국의 

경우 역경을 작업을 할 때 황실에서 후원을 하여 집단을 이루어 

번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런 환경과 달리 전재성박사의 역경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고난에 찬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빠알리 니까야에 대한 무지, 더구나 소승경전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대승불교의 환경속에서 더구나 화재를 겪어 모든 자료가 

불타버리고 또 모든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생계마저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알리 니까야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혼자힘으로 삼중고, 사중고를 감내 하면서 어렵게 이루어진 

출간이었지만 혼자 하다 보니 교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난 것이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말하기를 전재성 박사의 번역에 

대하여 ‘오류 투성이’라고 한다.  

  

개정판이 왜 중요한가 

  

어느 책이든지 오류가 없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수천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처음 나오는 것 치고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어느 제품이든지 첫 제품은 신선한 충격을 주지만 반대로 어느 곳에 

오류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필드에 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보완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생산에 완전한 

제품을 내 놓게 된다. 출판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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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박사의 번역상의 오류는 교정 조차 봐 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여 진다. 하지만 개정판에서 

이미 보완 조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본다.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가 피어나듯이,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 나듯이 오롯이 서  있는 것이 현재의 개정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정판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개정판은 상윳따니까야의 경우 2007 년에 7 권으로 정비 되었고, 

맛지마니까야의 경우 2009 년 단권 1600 여 페이지로 완결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재성 박사의 번역물이 오류 투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처음 간행된 출판물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성 박사의 번역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아마도 전재성 박사의 번역 스타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탄광의 광부가 석탄을 캐는 심정으로…” 

  

그렇다면 전재성 박사는 어떤 스타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을 다닐 때 서대문에 있는 보육원에서 야학을 한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불교를 설명하고 싶었으나 한문자체의 어려움이 불교를 

접하기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려웠던 것이다.  

  

이때 원전의 직역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이것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 동기다. 나는 경전 번역작업을 탄광의 광부가 석탄을 캐는 

심정으로 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책을 번역해놓고도 출판비가 없어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앞이 캄캄한 경우가 많았다. 앞이 캄캄할 바에야 

탄광의 광부처럼 작업하자며 스스로 위안하고 견뎌내며 이것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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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동에 사무실이 있을 때였다. 2 년 간 <쌍윳따 니까야> 1, 2 권을 

번역했는데, 연구소에 불이나 3천 권의 장서가 불타고 원고도 일부 

소실되었다. 그래서 한때 번역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한국불교대학 스리랑카 빠알리 불교대학에서 빠알리어를 

강의하면서 <빠알리어사전>을 2 권 발간하였고 어원적으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범어문법학>이란 책도 발간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했던 번역작업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법스님을 비롯해 정대, 월주 원혜 스님 등이 도와주셔서 1 년에 4 권씩 

책을 출판해 현재 12 권이 나오게 됐다. 그 분들께 감사 드린다.  

  

혼자 번역을 해서 번역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항간의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번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불교연기사상’이라는 

논문을 써서 소위 문맥의 앞뒤라든가 철학적 개념 등을 분석했다. 또한 

<쌍윳따 니까야>의 경우 세계적으로 많은 번역본이 있어 영어판, 

독일어판, 일어판 등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을 병행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번역본에는 6 천 개의 주석을 달아 완성도를 높였고, 설사 내가 

번역한 용어에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색인을 통해 그 어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번역은 현대적인 학문적 소양이 있으면 불자가 

아니어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것이 특징이다. 

  

(전재성박사, 쌍윳따니까야 봉정법회, 2002.01.21 )  

  

  

지난 2002 년 상윳따니까야 봉정법회를 앞두고 불교관련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니까야번역 작업에 대하여 마치 막장의 

광부와 같은 심정으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진 

번역 작업이 ‘고독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번역, 불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용어 

  

전재성박사의 번역목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자는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을 알기만 하면 초등학생도 이해 할 수 있는 번역서를 

만들고자 함이다. 더구나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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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번역서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박사의 번역을 보면 우리말 위주로 되어 있다. 어려운 

한자 용어를 가급적 배제하고 철저하게 풀어 쓴 것이다. 그런 노력 중의 

일부가 부처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룩한 님(아라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정득각자) 

지혜와 덕행을 갖춘 님(명행족)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선서) 

세상을 아는 님(세간해)  

위없이 높으신 님(무상사)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님(조어장부)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천인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세존) 

  

  

또 한가지 전재성박사의 번역문특징은 화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하늘사람]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세존]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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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빠니야띠경-Upanīyati suttaṃ - Comparing- 덧없음 경, 

상윳따니까야 S1.1.3, 전재성님역) 

  

  

데와따상윳따 세번째에 등장하는 매우 짤막한 경이다. 경에서 

데와따(하늘사람)가 부처님에게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시로 읊자, 부처님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역시 시로서 읊는다.  

  

이렇게 전재성 박사의 모든 번역문은 [하늘사람] [세존]  하는 식으로 

대화자가 구분 되어 있다. 이런 구분법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는 거의 다 번역이 됐지요. 과거에도 

일본어책에서 중역본은 나왔는데 부처님의 문답을 어느 것이 질문이고 

어느 것이 대답인지구분을 하지 않아서 제자의 말이 부처님 말로 소개된 

책도 있어요." 

  

(전재성 박사, [서화숙의 만남] 초기불교 연구 권위자 전재성 박사, 

한국일보 2012-05-27) 

  

  

부처님과 대화하는 이들을 문답식으로 구분하여 놓은 것은 어느 것이 

부처님 말씀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화자를 구분하여 놓지 않아 제자의 말을 부처님의 말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문답식 

문장으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은 한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였고, 더구나 부처님과의 문답 

형식으로 대화자를 구분하여 놓았기 때문에 불교를 처음 접한사람이나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이라는 번역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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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스타일을 모두 좋아 하는 것 같지 않다. 지나치게 우리 

말을 고집하고 지나치게 쉽게 풀어 쓰다 보니 역으로 반발감이 생길 

우려도 있는 것이다. 전재성박사의 번역어 중에  ‘하느님’이라는 

말이다.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31.  

그는 하늘의 길, 먼지를 떨어버린 

큰길에 올라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그의 태생이 막지 못했습니다.  

  

(와살라경- Vasala sutta-천한 사람의 경, 숫따니빠따 

Sn1.7,전재성님역) 

  

  

와살라경에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는 

말도 나온다. 부처님 가르침에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것일까. 특히 기독교와 공존하고 있는 한국불교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 온다. 이는 한국의 불자들에게 있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고유의 말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 ‘하느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땅에 들어 오고 난 이후 하느님 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에따라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마치 기독교 전용용어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은 불자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빠알리 니까야 번역자는 

과감하게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전재성박사의 번역본에서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접하였을 때 심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자주 접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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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니까야에 표현된 하느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나 여호화가 

아니라 범천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범천은 색계 초선천에 해당된다. 그런 범천은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에서 믿는 창조주를 말한다. 그런데 범천의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윤회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범천 자신이 창조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착각일 뿐 범천 보다 더 높은 

세계에서 공덕이 다하여 아래 세상으로 떨어진 윤회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이 윤회한 존재인 줄 

잊어 버린 것으로 경(바까 범천 이야기)에서는 묘사 되고 있다. 

  

이렇게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윤회속에 존재하는 

범천’이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범천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자신이 창조주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너무 오래 살아 

자신의 전생을 기억에서 잊어 버린 커다란 착각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윤회 할 수 밖에 없는 범부중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범부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두 제도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파격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가불자와 국민들 모두를 위한 경전 

  

전재성박사의 번역은 파격적이다. 특히 1700 년 불교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니라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그렇다. 이제까지 경전이라는 것은 모두 

한역경전이었고, 그에 따라 한자용어가 매우 낯익은 종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재성박사의 번역문은 한자용어를 모두 우리말로 풀이하여 

적용 하였기 때문에 불편해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한국불교에서 ‘하느님’ 또는 

‘하느님 나라’라는 용어는 거부감을 주었을 것이다. 또 한글을 깨친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문답식으로 역어진 경전을 보면 

양에 차지 않았는지 모른다. 한편 “수행승들이여”로 시작되는 경의 

문구 또한 거부감이 있었을지 모른다. 한역 경전은 예외 없이 

“비구들이여”라고 시작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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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수 기득권층으로부터 반발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까지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인터뷰기사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인터뷰 

기사에서 전재성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교가 너무 어려운 차원에서만 존재한다면 박물관식 불교라 생각한다. 

일상용어로 얼마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상언어로 이야기 할 때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도 

있고 참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불교학계나 종단이 이러한 부분에 

소홀한 것 같다.  

  

사실은 일상용어로 새롭게 풀이되지 않는다면 학문이라든지 훌륭한 

설법이라도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재성박사, 쌍윳따니까야 봉정법회, 2002.01.21 )  

  

  

전재성박사는 일상용어를 강조 하였다. 승가에서나 사용되는 용어를 

불자들이 알리 없다. ‘알음알이’라든가 ‘잡도리하다’등과 같은 

용어는 전형적인 선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런 용어를 번역에 

도입하였을 때 일반재가불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재성 

박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용어를 사용하였고 또 가급적이면 

한자용어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풀이하여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전재성박사의 번역물은 철저하게 

‘일반재가불자’위주이고 또 ‘국민들 모두를 위한 경전’이라 보여 

진다.  

  

하지만 이런 이상과 다르게 현실은 냉혹한 것 같다. 기존 보수 

기득권층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승단에서 별도로 경전번역이 착수 된 것으로 보여진다. 

  

승단에서 별도로 니까야번역에 착수한 까닭은? 

  

전재성박사에 따르면 학계에서 많은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학자들이 인간적인 



228 

 

대접을 받으며 번역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한다.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한역경전과 차별화 된 파격을 보이고 누구나 

쉽게 읽고 감동할 수 있는 번역을 하였을지라도 사 주지 않거나 

채용하지 않으면 사장 되고 말 것이다. 특히 종단과 학계, 언론계 등 

주류 제도권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다면 세월이 흐른 다음 

잊혀 지고 말 것이다.  그런 조짐은 이미 보이고 있다.  

  

지난 봄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전재성박사는 현재 팔리고 있는 

니까야가 일년에 100 여권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평생 니까야 번역에 

매진하여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되었고, 또 수천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 왔던 부처님의 원음이 너무 팔리지 않은 것에 대한 허탈한 

심정을 말한 것이다.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주류 제도권 불교의 외면도 한몫 했으리라 작용된다. 혹시 재가불자가 

번역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편견’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실참 

수행을 해본 스님만이 바른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오만’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번역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너무 쉬운 말을 

사용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비구들이여”라고 하지 않고 “수행승들이여”라고 해서일까.  

  

온갖 추측이 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류 제도권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별도의 

니까야 번역을 또 다시 착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2012-07-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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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 

 

  

인기절정의 혜민스님 

  

혜민스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것 같다. 최근 혜민스님의 대중강의 

일정표를 보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하루에 두 차례에 

열리는 것도 있다. 참고로 혜민스님의 블로그에 소개된 대중강의 

일정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월 14 일, 오후 4 시: 

광주 KT 문화재단 웨딩홀 마음 치유 콘써트 (동구청 근처, 위치 링크 

아래): 

  

7 월 15 일 오전 11 시: 

군산 흥천사 법회  

  

7 월 17 일 낮 12 시: 

대전 롯데 백화점 문화센터 마음치유 강의 

(대전 롯데 문화센터로 전화 문의) 

  

7 월 17 일 저녁 7 시: 

서울 김포 롯데 문화홀 마음치유 강의 

(김포 롯데 문화센터로 전화 문의) 

  

7 월 19 일 오후 3 시 

익산 원광 대학교, 마음치유 원리 강연 

  

7 월 19 일 저녁 6 시 

전주 롯데 백화점 문화센터 마음치유 강의 

(전주 롯데로 전화 문의) 

  

7 월 21 일 오후 4 시: 

부산 MBC 홀 마음치유 콘써트  

  

7 월 21 일 저녁 8 시: 

부산 해운대 부처님 마을,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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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홀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7 월 22 일 오전 10 시 30 분: 

서울 상도선원 일요법회 

  

7 월 23 일 저녁 7 시 30 분: 

대구 엑스코, 마음치유 콘써트 

  

7 월 24 일 오전 10 시 30 분: 

대구 보성선원, 법회 

  

7 월 28 일 저녁 7 시: 

제주 한라대학교, 마음치유 콘써트 

  

7 월 30 일 오후 4 시: 

서울 고려대학교 도서관, 강연  

(16 일부터 도서관 웹싸이트 통해 접수) 

  

8 월 3 일 대략 오후 6시쯤 

서울 SBS 방송국, 지식나눔 콘써트 아이러브인 녹화 

(방송 모객 광고 일주일후에 방영 시작) 

  

(혜민스님의 대중강의 일정표) 

  

  

7 월 중순이후 일정표인데 거의 ‘살인일정’이라 볼 수 있다. 전국을 

무대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혜민스님의 인기는 법륜스님과 

거의 맞먹는 듯하다.  

  

불교계는 물론 전국민들도 이제 혜민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것 같다. 아마도 여러 차례의 공중파 방송출연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혜민스님은 여러모로 스타스님이 될 조건을 타고 난 것 같다. 우선 

외모부터 영화배우 빰치는 미남형이고 하바드대학으로 표현되는 

남부러울 것 없는 학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외모와 학벌, 

현직교수등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스펙에다 스님이라니 세간의 

주목을 받고도 남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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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을 알게 된 것은 

  

혜민스님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05 년도이다.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2005 년도 법보신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 

혜민스님은 법보신문 ‘세심청정’이라는 컬럼에 글을 기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바드 학생신분일 때이다.  

  

그때 당시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는데, 글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불교관련 신문사이트에 실려 있는 좋은 글을 퍼 

나르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때 혜민스님의 글도 열심히 퍼 날랐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글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주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느낀점 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블로그 고층(2005 년 또는 2006 년)에 들어가면 그 때 당시 혜민스님의 

글을 볼 수 있다. 

  

혜민스님의 글을 접하면서 한가지 배운 것이 있다. 그것은 글쓰기를 

마친 다음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연월일’을 쓰고 자신의 법명인 

‘혜민’이라는 문자를 기록 하는 서명을 본 것이다. 2006 년부터 

글쓰기를 하면서 이를 채용하였다. 그래서 직접 작성한 모든 글에 

반드시 ‘연월일’을 작성하고 그 밑에 붙인 글자로 하여 

‘진흙속의연꽃’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혜민스님의 불교관은? 

  

최근 혜민스님의 인기가 치솟음에 따라 불교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올랐다. 그래서 국민멘토로 부상하였는데, 혜민스님의 말 한마디에 

위로 받는 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가 된 것 같다.  21 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혜민스님의 트위터에서는 연일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 박태환 선수와 관련 하여 “박태환 선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로 열심히 끝까지 잘 해 주었어요. 얼마나 맘 

고생 했을까. 토닥토닥~ (7 월 28 일)” 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불교계는 물로 전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혜민스님이지만 

스님의 불교관에 대하여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스님의 

대중법회에서 법문한 내용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제열 법사는 

미디어붓다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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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님의 다보법회 설법 내용들 속에는 치열한 구도의지와 수행 

정신은 엿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해 

정견(正見)을 갖추고 공부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혜민 스님이 

설법한 내용 가운데에서 스님의 개인적 체험에 관한 것들은 그렇다 

치고, 논자가 무엇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곳은 “원래부터 있어 

왔던…” 운운하는 부분이다. 스님은 설법 가운데에서 주인공(主人公),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는 용어를 구사하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찾는 

것이 불교이며 수행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불교가 몸과 마음과 세계의 근원이 되는 주인공을 

찾고 본래면목을 깨닫고 참나, 진아(眞我) 따위를 보는 종교인가? 

원래부터 있어온 그것이라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두고 설법을 했는데, 

스님이 진아론(眞我論)을 믿는 힌두교도인지 아니면 성리를 주장하는 

도교(道敎)의 수행자인지 정체성에 의문이 간다.  

  

(이제열법사, 有見을 지니고 설법하는 혜민스님은 힌두교 수행자인가? 

도교의 수행자인가?  미디어붓다 2012-07-31) 

  

  

 
  

사진 : 미디어붓다 

  

  

재가결사 ‘법림’을 이끌고 있는 이제열법사는 혜민스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다. 스님의 법문중에 불교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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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주인공’ 또는 

‘본래면목’이라는 말이다. 이런 용어 사용에 대하여 힌두교의 교리를 

주장하는지 도교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 

  

사실 혜민스님의 불교관에 대해서는 몇 차례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스님의 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을 보고 나서이다. 스님이 올린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깨달음이란?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뭐냐고 묻는 그 놈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로 알아채는 그 주인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씨를 보는 그 놈을 역으로 반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 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뒤는 무형상이라서 컴퓨터 모니터보듯 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떨어져 나가 마음이 고요하고 비여있지만 

한 생각이 뽀록하고 올라오면  

그 생각이 일어 났다는 것을 그 놈이 바로 알아채요. 

  

  

그럼 조금전까지만 해도 텅텅비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까요? 

텅텅비어 고요했는데 그 텅텅비어 고요한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거 

그리고 지성知性이 있어서 빛보다 빠르게 안다는 거 

텅텅비어 아주 고요한 상태로 살아있는 그것이 내 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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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아챔, 앎 자체입니다. 

내면의 빛을 본다던가 

천상의 소리를 듣는다던가 

천상에 있는 듯한 말할수 없는 지복감이나 

부처님, 예수님을 명상이나 기도중에 만난다던가 

화두가 깨지고 밑둥이 확 빠진듯한 느낌이나 

내 몸이 온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투명하게 변한 상태 

내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경험이 아니고 

  

  

오직  

오직 

오직 앎만이 해탈을 시켜 줍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해탈할것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앏입니다. 

그런데 이 앎은 앎 스스로를 확인할때 그렇다는 것을 앎니다. 

즉 이 앎은 희한하게도 앎 스스로를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앎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는 그놈,  

즉 앎자체가 스스로를 깨닫는 순간 온세상에 앎만 홀로있다는 것을 

압니다. 

태초부터 그 앎이 혼자라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앎이 묘妙를 부려서  

둘로 셋으로 나온후 원래 하나라는 것을 잊어 버린것입니다. 

왜냐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앎은 

개념적 앎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아는 앎이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 나간후에  

그 마음 바탕을 확인한 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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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텅텅 빈 본성이 듣고 말하고 쓰고 다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텅텅 빈채로 있는 그 본성은 듣고 말하고 쓰는 것에  

한번도 물든 적이 없습니다. 

즉 아주 고요히 텅빈채로 있는 그것이 즉 앎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의식) 공간=앎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앎을 통해서  

눈을 떠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앎에서 공간적으로 펼쳐진 세상입니다. 

즉 앎 자체가 공간화 되어 3 차원 영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앎과 공간안의 대상들이 둘이 아닙니다. 

이래서 일체유심一切唯心 마음뿐 입니다. 

  

  

하나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앎자체가  

눈을 떠 세상을 보면  

비여있다는 앎이 물질에 스며들어 보입니다. 

즉 물질, 사람, 소리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비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앎이 물체를 투과하면서 자성自性 없이 비여서 있음을 스스로 앎니다. 

  

  

그 앎안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공간도 없고 앎 자체입니다. 

앎에서 펼쳐 놓으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일뿐입니다. 

  

  

이 앎은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습니다. 

텅텅빈채로  아주 아주 고요한 그 놈이 알고 보고 말하고 다 합니다. 

또 스스로를 확인하여 알수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하나(뿐인) 님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觀 놈 스스로가 自 있는 그 자리 在,  관자재 보살이 이것이라는 

것을 

둘이 아닌 불이문 不二門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 앎이라는 사실을 

비어서 고요한데 영묘하게 아는 공적영지 空寂靈知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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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홀로 밝은 이놈!  

이 앎만 또렸합니다! 

  

  

이 앎은 도착하려는 피안에서  

한발자국도 떠난적이 없었음을  

아는 부처의 앎입니다! 

  

  

그런데 그 앎안에는 부처도 사실 없습니다. 

오직 앎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도 알수 없습니다. 

  

(혜민스님, 깨달음이란) 

  

  

이글은 혜민스님이 2011 년 12 월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글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놈’이나 ‘그분’이나,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이다.   

  

어느 기독교인은 

  

위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글이 실리고 난후 혜민스님의 블로그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주로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 어느 

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하기도 하였다. 

  

  

요한복음 1 장을 읽는 기분인데요ㅎ  

여기 수행법으로 가면 불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없는듯해요. 

다르다면 그 앎을 인격화시킨 것이 기독교라는...^^ 

저도 이런 기도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긴해요. 

짧은 저의 지식을 주워섬겨 비유한다면  

앎이라는 신에 공명 내지는 감응하는  

거울뉴런을 제한하는 인슐라 영역(몸에서 뇌로 오는 감각정보의 

물류센터)의 차단방법...? 

그래서 신 혹은 앎과 하나되는 경험, 공감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우린 실제로 몸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고 

또한 산 위에서만 살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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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일상과 어쩌면 악다구니같은 세상의 필요가 기다리고 

있으니....^^ 

위에 어느분 언급하셨듯 일상으로 돌아가는순간,  

그 깨달음의 경험들은 언제그랬나싶게 무색하게 느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삶의 현실에 튼튼하게 기반한 기도, 평범한 삶을 살아나가는 

기도가  

속세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많이 요청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이의 댓글) 

  

  

어느 기독교인은 혜민스님의 글 ‘깨달음이란?’글을 읽고 마치 

요한복음 1 장을 접하는 기분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기독교 바이블의 요한복음 1 장을 보면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과 혜민스님의 글에서 ‘그놈’과 거의 같은 

느낌이다. 더구나 혜민스님은 자신의 글에서 그놈에 대하여 

“하나(뿐인) 님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라고 말하였는데, 그놈은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그 ‘하나뿐인님’을 줄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를 보고 그 기독교인은 댓글에서 요한복음 1장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혜민스님의 글에서 말하는 ‘그놈’은 받아 들이기에 따라 

기독교의 ‘그분’으로 오해하기 쉽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는 

선불교의 영향때문이라 본다. 혜민스님이 법문한 내용이 모두 선종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선사들의 법문을 들으면 ‘참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종정에 취임한 진제스님의 경우 입을 열었다 하면 

참나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이제열법사는 미디어붓다 기고문에서 

“마치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입만 열면 끊임없이 주인공, 참나, 

본래면목 등의 언설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리고 표현 하고 있다. 

  

주인공, 참나, 본래면목을 찾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없는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을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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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에서 일상화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김종욱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이다. 010 정책에 따라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스마트폰은 일종의 ‘소형컴퓨터’와 같다. 각자 작은 

컴퓨터를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폰이다. 그런 스마트폰에서 전화기능은 수많은 부가 기능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종전의 핸드폰에서는 전화기능이 

메인이었다면 스마트폰에서 전화기능은 서브기능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종종 방에서 

스마트폰을 볼때가 있다. 그럴경우 불교 TV 와 접속한다. 수많은 법문과 

강좌가 스마트폰 사용자에 맞도록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 김종욱 

교수의 강좌시리즈가 있다. 그 중에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철학’이 

있다. 23 강을 보면 ‘자성(自性)’에 대한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에서 

김종욱 교수는 설일체유부와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자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설일체유부가 주장하는 자성은 고유성개념입니다.” 

  

김종욱교수의 강의에 따르면 자성(自性)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설일체유부의 자성과 대승불교의 자성과 선불교의 자성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자성에 대하여 ‘실체성’으로 

본다고 한다. 이런 실체성이 결국 새로이 일어난 대승불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용수의 중론은 설일체 유부의 

실체성을 비판하여 ‘무자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 와서 다시 ‘자성을 찾자’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자성과 대승의 자성과 선불교의 

자성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하여 먼저 설일체유부의 자성에 

대하여 김종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일체유부가 주장하는 자성은 고유성개념입니다. 자기만의 존재방식이 

그만의 고유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최종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한 것은 각각의 고유성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 

설일체유가 주장하는 자성이라는 것은 대승불교가 공격을 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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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의 입장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유성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철학 제 23 강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 

– 자성, 2008-03-24)   

  

  

김종욱 교수는 설일체유부의 75 법에 대하여 ‘실체성’이라기 보다 

‘고유성’의 주장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 오온 무아라고 했을 때 

색은 색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체성이 아니라 고유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75 법에 대하여 자신들끼리는 원래부터 

고유성으로 쓴 것이라 한다.  

  

중관학에서 이해하는 ‘실체성’ 

  

대승불교가 일어날 당시 설일체유부는 가장 영향력이 큰 학파 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설일체유부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립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치고 넘어가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부의 고유성을 

공격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런 예로 중관학을 들수 있는데, 중관학에 따르면 ‘설일체유부가 

주장하는 것은 실체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즉 75 법이 독립해 있다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독립해 있다면 

부처님의 핵심가르침인 연기법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다. 연기이므로 고립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용수는 ‘설일체유부는 연기이므로 유자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은 ‘연기이므로 무자성’이라고 주장한 것이라 한다. 연기를 

관계성이라고 이해 한다면 관계성과 독립성은 충돌하기 때문에 ‘독립적 

실체성’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용수에 따르면 ‘자성이 없다는 것(무자성)은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空)’이라 한다. 그래서 ‘연기이므로 공이다’라는 

논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일체유부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무자성 공이라고 하였을 때는 용수의 

중관학에서 이해하는 ‘실체성’으로서의 그 자성을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 한다. 인도의 대승불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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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에서는  ‘자성을 찾자’고 하는데 

  

그런데 중국으로 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중국에서 선불교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견성(見性)’을 이야기한다.   

  

견성이란 무엇일까. 이는 견자성(見自性), 견불성(見佛性)을 의미한다. 

우리 내면의 자성과 불성을 보기만 하면 끝난다는 것이다.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선불교에서는 ‘자성을 보자’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보면 

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설일체유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소승부파불교에 가까운 것이다.  

  

대승에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대승인 선불교에서는  

‘자성을 찾자’고 말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글자로 보면 다 자성이라는 한글자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설일체유부가 주장하는 자성이 고유성이고, 중관학에서는 자성이 

실체성이라면, 선불교의 자성은 ‘본래성’인 것입니다. 연기를 

깨우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가 성립하고 나서도 천년이 훨씬 더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부처님과 멀어져 갑니다. 

멀어질수록 우리속에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욱 교수,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철학 제 23 강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 

– 자성, 2008-03-24)   

  

  

설일체유부는 연기를 유자성으로 보았고, 인도 대승에서는 연기를 

무자성으로 보았지만, 선불교에서는 ‘연기를 통한 자각의 가능성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본 것이라 한다. 이것이 천년의 시차와 

중국이라는 지역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개념이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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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천년이나 지난 나도 과연 부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며 

그런 것에 관심있었다고 한다. 즉 본래성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자성 비고 

설일체유부(부파불교) 고유성 연기-유자성 

중관학(용수, 인도대승) 실체성 연기-무자성 

선불교(중국불교) 본래성 연기를 통한 자각의 

가능성 

  

  

표에서 중요한 것은 자성에 대한 것이다. 설일체유부의 경우 

인도대승에서 75 법에 대하여 독립된 실체성을 주장하는 것이라 

공격하였지만, 유부에서는 자신들끼리는 자성에 대하여 고유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부를 공격한 용수는 연기이므로 

무자성이라 주장하였고, 이는 연기를 또한 관계성이라 보았다. 이를 

공의 논리로 설명하였는데, 결과론적으로 ‘자성에 실체가 있다’라고 

본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하여 진공묘유로 설명한다.  

  

이렇게 유부는 자성에 대하여 ‘고유성’, 중관학에서는 ‘실체성’, 

선불교에서는 ‘본래성’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중국식대로 소화 된 것이 선불교 

  

선불교 주장의 핵심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이 두 개의 용어에서 

주목해야 할 문자는 심(心)과 성(性)이라 한다. 선불교의 모토는 

‘돌아가지 않고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성불하는 

것’이다. 그 때 성(性)은 ‘불성’일 수도 있고 ‘자성’일 수도 있다.  

  

선불교는 중국불교의 독자적인 학파라 한다. 당나라에서 시작하여 

송나라 때 만개를 하였는데, 가장 중국적인 불교의 대표로 본다. 중요한 

것은 선불교가 ‘중국적’ 불교라는 것이다. 중국적이라는 말은 

‘심성론’과 ‘인성론’을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철학의 핵심이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 오기 이전에 이미 

중국만의 독자적인 철학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고도의 철학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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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그것을 성(性)으로 본다는 것이다. 성철학을 말한다.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같은 것이다.  

  

핵심은 성에 대한 담론이다. 태어날 때의 그 마음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본성은 모두 마음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인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오자 중국식대로 소화 된 

것이 선불교라 한다. 따라서 불성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내면의 심성을 

개발하면 되는데, 나의 ‘자성’을 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선불교에서의 불성 또는 자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일체유부의 

자성(스바바와)과 무관하게 지극히 중국철학적 발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을 집어 넣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용수로 대표 되는 인도대승과도 다른 것이다. 

  

상호의존적 관계성으로 보는 연기 

  

하지만 김종욱 교수는 설일체유부의 고유성, 중관학의 실체성, 선불교의 

본래성에 대하여 다 성립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설일체유부도 일리가 있는데, 이는  그만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연기를 관계성으로 본다면 실체성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여 무자성 공이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선불교도 

우리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본래면목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선불교의 본래성을 자성이라고  해서 견성하자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기는 관계성입니다. 상호의존적 관계성입니다.   

  

(김종욱 교수,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철학 제 23 강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 

– 자성, 2008-03-24)   

  

  

김종욱 교수는 연기에 대하여 상호의존적 관계성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고 충돌 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고유성, 실체성, 

본래성은 모두 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철학적으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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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고유성과 비실체성(공성),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철학의 영원한 

테마라 한다.  

  

법계연기는 어떤 것일까 

  

김종욱 교수는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고유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화두처럼 말한다. 그런 관계성을 연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승불교의 ‘법계연기’에 해당된다. 그런 법계연기는 어떤 것일까,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엄종에서는 인도사상가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 세상을 더럽고, 

타락하고, 무상하고, 고통에 가득 찼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은 그 존재 자체로 깨달음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장소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면적, 다층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힌 그믈을 형성하며, 그 그믈 안에서 각 부분들은 

모두 연결되어 거대하고 완전한 전체, 일체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개념의 근간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수히 많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 상입, 혹은 완전한 융합, 즉 원융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근본개념은 이 상호관계가 개별성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개별적 존재가 

각각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 

주변의 다른 사물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는 상호관계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산물로 

보는 것이다.  

  

(로버트 버스웰교수, 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 , 원효의 화쟁사상, 아시아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 

8 회) 

  

  

이와 같은 대승의 법계연기는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법계연기의 특징은 ‘상호의존’으로 본다. 이는 선형적인 인과가 

아니라 무한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인과를 말한다. 그래서 “우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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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재창조하며 만물이 서로를 창조한다”는것이다. 이런 인과에 

대한 설명은 초기불교와 다른 것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인과가 ‘선형적으로’ 설명된다. 근본원인이 있고 

부수적인 조건들과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는 식이다. 주변조건이 갖추어 

지면 원인이 과보를 맺는 것이다. 만물은 모든 조건이 들어 맞아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제거되면 모든 만물이 소멸할 것이며 

따라서 만물이 무상한다고 믿는것이다. 따라서 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여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 설법을 구사해야 

  

이처럼 초기불교의 연기와 대승불교의 연기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선불교는 중국적 토양속에서 발생된 중국화된 불교로서 초기불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른 불교이다. 그러다 보니 초기불교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예를 혜민스님의 법문에서 볼 수 있다.  

  

혜민스님이 법문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 보다 중국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에 근거 한 것이다. 그런 법문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기불교를 접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한다. 더구나 참나, 본래면목과 같은 실체론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도 확산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혜민스님은 중국식 불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설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열 법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겨 들어야 

할 듯하다. 

  

  

혜민 스님은 외국의 명문대학 출신 교수라는 경력과 출가 수행자라는 

신분으로 불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 

있어 언어의 파급력이 매우 큰 분이다. 따라서 스님은 누구보다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 설법을 구사해야 하고 정법에 입각한 교화 

활동을 펴야한다고 본다. 

  

(이제열법사, 有見을 지니고 설법하는 혜민스님은 힌두교 수행자인가? 

도교의 수행자인가?  미디어붓다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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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구경 423 개 게송을 다 외울 수 없을까? 

  

  

  

‘법구경-담마파다’책이 도착하였다. 택배로 신청한지 사흘만이다. 

책을 보니 밝은 청색의 하드 카바에 두툼한 것이 보기에도 무게가 나가 

보인다. 850 여페이지에 달하는 새책 법구경을 보자 마치 초등학생이 

빳빳한 새 교과서를 맞이 하는 듯한 기분이다.  

  

  

 
  

  

  

책을 열어 보았다. 게송부분의 글자체는 큼지막하다. 다만 주석부분은 

작은 글씨로서 빠알리 원어가 많이 보인다. 특히 빠알리어로 된 주석은 

이제까지 시중에 선보였던 다른 법구경과는 확실히 차별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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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부분을 읽어 보았다. 책의 방향을 알려 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해제는 저자의 저작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글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해제가 매우 방대하다. 무려 57 페이지에 달한다. 해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해제를 보니 이제까지 궁금해 하던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편역자들의 책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영어와 일어로 된 법구경을 

중역한 것이라 한다. 빠알리 원전을 보고 번역한 것은 단 한권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번역한 법구경-담마파다가 빠알리 원전에 입각한 

최초의 번역이 될 것이라 한다. 그것도 스리랑카 정통적인 주석을 

보완하여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주석을 달았다고 하였다.  

  

숫따니빠따와 법구경은 어떻게 다른가 

  

법구경은 어떤 가르침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박사는 숫따니빠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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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따니빠따가 정각을 이루신 직후에 아직 승단이 구성되기 전의 

은둔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면, 법구경은 정각을 이루신 

이후의 45 년간의 전 생애에 걸쳐 설하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주요한 

주옥 같은 시들로 형성된 것들을 선별하여 모아 놓은 경입니다. 

  

(전재성 박사, 법구경-담마파다 머리말) 

  

  

숫따니빠따와 법구경에 대하여 대표적인 원시경전이라 한다. 특히 

숫따니빠따의 경우 부처님 ‘재세시’까지 거슬러 올라 간 것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전재성 박사의 글에 따르면 정각을 

이루시고 난 후 승단이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숫따니빠따의 게송을 보면 단순하고 소박하고 기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홀로 떠돌아 다니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는 듯한 장면을 숫따니빠따에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게송이 대표적이라 본다.  

  

  

[소치는 다니야]  

“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살아가고,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나는 누구에게도 댓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유행하므로,  

댓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다니야경(Dhaniya sutta, 숫따니빠따 Sn1.2 7-8 번 게송, 전재성박사역) 

  

  

재가자 다니야를 만나서 대화 하는 장면이다. 소치는 농부 다니야는 

자신만만하다.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새끼송아지도 있고 새끼 밴 

암소도 있어서 그 숫자가 무척 많고 더구나 착한 아내와 아들과 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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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있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비가 내릴 테면 

내려 봐라’하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아무 가진 것이 없지만 부처님 역시 비가 내려도 

걱정없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이미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 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패기 넘치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숫따니빠따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숫따니빠따에서의 부처님의 모습은 젋은 시절에 대한 것이 

많지만 법구경은 부처님의 45 년동안의 핵심가르침을 시로서 요약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불교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한다.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여 주기 때문에 종교나 믿음에 상관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교양서라 한다.  

  

그래서일까 법구경이 19 세기 중반에 유럽에 소개된 이래 영역만도 

100 여종이 번역 되었고, 그외 일역, 독역, 한글역 등으로 번역되어 

전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라 한다. 그래서 

법구경에 대하여 서구에서는 ‘동방의 성서’라고 한다.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심란할 때 법구경을 읽으면 문구가 쏙쏙 들어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마다 마치 나의 현실을 꼭 집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 성립된 법구경이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주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와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무상, 고, 무아일 것이다. 실제로 법구경에서 무상(아니짜), 고(둑카), 

무아(아낫따)에 대한 게송(Dhp277-279)도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법구경의 문제점들 

  

현재 시중에는 한글로 번역된 법구경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전재성박사는 

빠알리 원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번역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글법구경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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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의 해제글에 따르면 국내에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대부분 

일역이나 영역에서 옮긴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No 법구경 저자 비  고 

1 히말라야의 지혜 서경수 -빠일리본의 라다크리슈난의 영문번역본을 

중역함 

-1996 년 초판발행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책 

-중역에 의한 번역상의 심각한 왜곡 

-문헌학적, 철학적 주석 없음 

2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혁 -빠알리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한역의 

한글중역을 빠알리 시문번역인 것처럼 

왕왕삽입 

-번역의 일관성상실 

-인연담을 극히 간략하게 소개 

3 법구경 I, II 거해스님 -법구경 원문조차 빠알리에 기초한 

법구경이라 볼 수 없음 

-붓다고사의 주석인 법구경-인연담에 대한 

편저이지만 원문과 대조하면 원문을 

자의적으로 간추리거나 부풀리고 때로 

심각하게 왜곡함. 

4 법구경 석지현스님 -1994 년 

-주석없이 시구만 번역 

5 법구경 활안 -2003 년 

-라다크리슈난의 영문번역본을 중역함 

6 법구경 이병두 담마딘나 스님의 영역을 중역함 

7 법구경 한갑진 -1994 년 

-나까무라 하지메에 의한 일역의 중역 

(막스 뮐러류의 번역) 

8 진리의 말씀 법정스님 -1999 년 

-나까무라 하지메에 의한 일역의 중역 

(막스 뮐러류의 번역) 

  

  

표와 같이 여러 종류의 법구경 번역서가 있지만 모두 영역본과 일역본의 

중역이라 한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라다크리슈난의 영문번역본과 

나까무라 하지메의 일문번역본을 한글로 옮긴 것이다.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 중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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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 중역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부처님의 

금구(金句)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예를 몇 가지 

샘플게송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석적 번역이 대표적이라 한다. 

영역이나 일역에서 주석에 설명되어 있는 문구를 근거로 하여 자유롭게 

번역한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원문에 없는 용어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97 번 게송에서 빠알리어‘sandhicchedo’을 보면 전재성박사는 ‘결박을 

끊은 님’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다른 번역자들은 각각 “모든 속박을 

끊고” “윤회의 속박을 끊고” “생사의 올가미를 끊고” “세속 

굴레를 벗어 버리고” “윤회의 줄을 끊어 버리고” “생사윤회의 

얽매임을 끊어 버리고”와 같이 원문에 없는 ‘윤회’를 부가하여 

자유롭게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석을 보고 번역한 대표적 

사례라 한다. 

  

423 개의 게송을 다 외울 수 없을까 

  

법구경에는 총 423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423 개의 게송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도 빠알리어로 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는 실제로 423 개의 게송을 모두 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스리랑카 빅쿠들이라 한다.  

  

현재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담마키티 빅쿠의 말에 따르면 스리랑카 

빅쿠들은 법구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다. 법구경을 외우지 못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법구경의 게송이 모두 423 개이므로 하루에 하나씩 만 외워도 1 년 

2 개월이면 다 외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 법구경 게송은 매우 

짤막하다. 실례로 3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Akkocchi maṃ avadhi maṃ   악꼿치 망 아와디 망 

ajini maṃ ahāsi me”,   아지니 망 아하시 메 

Ye taṃ upanayhanti    예 땅 우빠나이한띠 

veraṃ tesaṃ na sammati.   웨랑 떼상 나 삼마띠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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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구경, Dhp3, 전재성님역) 

  

  

이렇게 짤막한 게송이 모두 423 개이지만 모두 26 개의 왁가(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번 야마까왁가(쌍의 품)의 경우 모두 20 개의 게송이고, 2 번 

압빠마나왁가(방일하지 않은 품)의 경우 12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짦게는 10 개에서 길게는 20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 개 

정도가 평균으로 보여 진다.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것 

  

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왁가별로 외우면 되는 것이다. 한 

왁가에 15 개 가량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라따나경(보배경, 

Sn2.1)과 비슷하다. 라따나경의 경우 모두 17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라따나경을 이미 외운바 있다. 약 한달 보름 정도 걸렸다. 

그렇다면 한 왁가에 게송이 15 개 정도라면 충분히 외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23 개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질려 버리지만 

26 개의 왁가로 나누어 외우고자 한다면 각개격파식으로 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슬슬 

발동이 걸리는 것 같다. 

  

  

2012-08-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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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왜 정거천이 가장 수승한 천상인가 

  

  

  

아침부터 작렬하는데 

  

아침부터 작렬한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동쪽에 떠 있는 태양은 

강렬하게 비추고 있다. 더구나 구름도 별로 없는 하늘이다. 그런 동쪽 

하늘을 쳐다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아침부터 이 정도로 쪄 대니 오늘 

낮은 얼마나 심할까. 더 걱정되는 것은 밤이다. 

  

  

  

 
  

  

  

요 몇 일 ‘열대야’로 인하여 잠못이루는 밤이 많아 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열대야 없이 여름이 지나 갔지만 이번 여름만큼은 다른 것 같다.  

  

열대야는 밤의 기온이 섭씨 25 도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라 한다. 한 낮에 

기온이 30 도 이상 되어 작열하더라도 밤의 기온이 25 도 이하로만 

내려가면 잠을 자는데 있어서 문제 없으나 열이 식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럴 경우 꼼짝 없이 인내 하며 버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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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소나기라도 한 번 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많은 피해를 

주는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런 태풍이라도 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데 이번 여름의 경우 태풍도 피해 가는 듯 하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으로 더 뜨거워졌다.  

  

이런 와중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여름궁전, 겨울궁전 또는 여름별장, 겨울별장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도시의 소시민과 서민들은 지옥 같은 열기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하루 빨리 찬바람이 불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이다. 

  

“이 큰 행복이 부서질것 같아…” 

  

항상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늘 추운 것과 

더운 것에 관한 고통스런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 그럴 때 일수록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에 대한 기억을 떠 올리게 된다. 봄과 

가을 날씨를 말한다.  

  

봄과 가을 같은 날씨를 맞았을 때 살 맛이 난다. 그러나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러다 보면 항상 마주 하게 되는 것은 춥거나 더운 

날씨이다.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사랑을 얻었네 하늘같이 큰사랑 선녀님같이 울엄니같이 

크나큰사랑 나는얻었네 해가가도 달이가도 내사랑위해 

죽기라도 하겠네 사랑을 얻었네..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큰 행복이 부서질것 같아 사라질것 같아요 

내몸엔 사랑이 깃들수가 없나요 꼭 붙들어야죠..오~ 

달아나지않도록 내마음에 깃든 이 큰사랑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큰 행복이~~ 

 

손에손을 맞잡고 기운을 차려야지 험준한 황토도 옥토도 갈아  

울엄니 얼굴같은 꽃을 피우자.. 

자 손에 손을 맞잡고 기운을 차리자 아~~ 

 

사랑사랑 사랑사랑 사랑을 얻었네 

선녀담서 얻은사랑 무지개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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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처럼 맑게 꽃처럼 곱게 하늘같이 큰사랑 

바다같이 넓은사랑 사랑사랑 사랑사랑 사랑을 얻었네... 

  

(연극 ‘한네의 승천’중에서 ‘사랑가’) 

  

  

연극 한네의 승천에 나오는 ‘사랑가’이다. 이 노래에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큰 행복이 부서질것 같아 사라질것 같아요”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곧 사라질 것 같은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에 누리는 쾌적한 날씨는 마치 곧이어 닥칠 덥거나 

추운 날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좋은 날씨는 후딱 

지나가 버리고 항상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찜통 같은 더위이다.  

  

‘태어남’의 의미는? 

  

이렇게 찜통 같은 더위와 살을 에는 듯한 추위속에 항상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마치 고향의 집과 같은 것이다. 본래 그 자리로 

되돌아 간 듯하기 때문이다.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을지라도 결국 돌아 

오게 되는 곳은 집이듯이 더위와 추위는 익숙한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태어남’이라는 말이 있다.  탄생, 생겨남 등 여러 말이 있지만 

한존재의 생이 시작됨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남에 대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태어남은 당연히 인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태어남이라 하였을 때 반드시 인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태어남은 

인간을 포함하여 축생,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이나 지옥과 같은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태어남이란 악처를 의미한다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처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를 말한다. 이처럼 악처에 나는 

것이 태어남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변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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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한삽 푸면 그 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 많는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현미경을 들이대면 소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그에 비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남은 악처에 

태어남을 의미하고 악처야말로 고향집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악처로 되돌아 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이나 천상의 존재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법구경인연담에서도 보여진다. 선업공덕을 쌓은 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삼십삼천으로 인도할 ‘꽃마차’가 대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한다. 반면 악업을 많이 지은 자가 죽을 때의 장면을 보면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선처로 가는 탈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그 대신 

악처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탈 것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천상행 ‘꽃마차’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지옥행 열차, 

축생행 열차, 아귀행 열차, 아수라행 열차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겁화(刧火)의 전조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 가는 곳은 대부분 악처로서 마치 고향집을 가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지금 찜통 더위 역시 고향집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나다녀 보지만 결국 집으로 되돌아 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옥과 같은 찜통 더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될까.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불이 겁을 태울 때 처음에는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몰려와 백 천 

구지의 우주에 한 차례 큰비가 내린다.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기뻐하여 

모든 씨앗을 가져나가 심는다. 새순들이 소가 뜯어먹을 만큼 자랐을 때 

나귀의 울음소리 같은 천둥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때 이후부터 비는 완전히 그쳐버린다.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3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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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 초월지에 있는 내용이다. 신통으로 전생을 보는 능력을 갖춘 

부처님이 우주의 성주괴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먼저 우주가 파괴 될 때 이야기인 ‘겁화(刧火)’의 전조가 있다. 전 

우주에 한 차례 큰 비가 내리는데, 이 비로 인하여 초목이 자라 모두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그 큰비가 마지막 비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한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옥중생도 천상에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천년동안, 여러 백천년동안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음에 

따라 빗물에 의지하던 중생들은 모두 죽어 버린다. 그리고 범천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또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바다물도 말라 버려 

물고기와 거북이 등도 역시 범천에 태어 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옥 중생들은 어떠할까. 일곱번째 해가 떠 오를 때 범천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 태양이 일곱개나 떠 올랐을 

때 지옥중생들이 범천이라는 색계 초선천에 태어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욕계의 천상세계에서 얻은 

선(禪)으로 그곳에 태어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비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일지라도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언젠가 선을 닦았기 때문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선정수행을 하면 그 업에 대한 과보로 색계나 무색계 천상으로 태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록 지옥중생일지라도 지옥고가 다하면 

과거에 선정수행한 업이 있어서 그 과보로 천상에 태어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아라한과 같이 악업도 선업도 짓지 않았다면 어느 세계에서도 태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지은 업이 

남아 있는 한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옥중생들도 천상에 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자애를 닦으십시오” 

  

그렇다면 범천 즉, 색계 초선천도 안심 할 수 있을까. 말세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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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뷰하라고 이름하는 욕계의 신들이 백 천 년이 지난 뒤 겁의 종말이 

시작될 것임을 알고서 관모를 풀고, 산발한 머리털과 비참한 얼굴로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물들인 옷을 입고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다니면서 이와 같이 알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백 천 년이 지난 뒤에 겁의 종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대해도 마를 것입니다. 이 대지와 산의 왕인 

수미산도 불타고, 멸할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범천의 세계까지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애를 닦으십시오.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을 

닦으십시오,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라고.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34 절) 

  

  

로까뷰하라고 부르는 욕계천상에 사는 천신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를 예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종말을 예고 하고 있다. 

비가 오지 않아 세상이 마르고 궁극적으로 모두 불에 타버릴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산발하고 울면서 사람들에 ‘자애(metta)’를 닦으라고 

호소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겨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애를 닦게 된다. 그 과보로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 나게 된다. 

악처에 있는 중생들 역시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는 “미래에 

겪어야 할 업이 없이 윤회에 유전하는 중생이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고 있다.  

  

업이 없어서 윤회를 멈추는 자는 아라한 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음 

세상에 태어 날 수 밖에 없고, 비록 악처에 떨어진 중생일지라도 과거에 

지은 선행공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악처에서 과보가 다하면 천상에 태어 

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일곱개의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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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겁화에 의한 우주가 소멸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가 끊어진 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른다.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그때에” 라고 설하신 삿따수리야 경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를 때 밤과 낮의 

구분이 없다. 한 개의 태양이 뜨면 다른 한 개의 태양이 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태양으로 불탄다.  

  

보통의 태양에는 태양의 천자가 있지만 겁이 멸하는 태양에는 없다. 

보통의 내양이 운행할 때는 허공에 먹구름과 연기도 떠다니지만 겁을 

소멸시키는 태양이 운행할 때 허공은 텅 비었고 연기와 구름 한점 없는 

것이 마치 거울의 표면과 같다. 다섯 개의 큰 강을 제외한 나머지 작은 

강 등의 물은 모두 말라버린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세 번째 태양이 떠오른다. 그것이 

떠오름으로 인해 큰 강들도 말라버린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네 번째 태양이 떠오른다. 그것이 

떠오름으로 인해 큰 강들의 원천인 히말라야에 있는 일곱 개의 큰 

호수들이 말라버린다. 시하빠빠따나, 항사빠따나, 깐나문다까, 

라타까라, 아노땃따, 찻단따, 꾸날라가 그 일곱 개의 호수이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다섯 번째 태양이 떠오른다. 그것이 

떠오름으로 인해 서서히 큰 바다에 손가락 한마디를 적실만큼의 물도 

없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여섯 번째 태양이 떠오른다. 그것이 

떠오름으로 인해 전 우주는 한 무리의 연기가 된다. 그 연기로 인해 

그것의 수분은 증발한다. 이것처럼 백 천 구지의 우주도 이와 같이 

된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일곱 번째 태양이 떠오른다. 그것이 

떠오름으로 인해 전 우주는 백 천 구지의 우주와 함께 한 개의 불꽃이 

된다. 백유순의 높이인 수미산 봉우리가 파괴되어 허공에서 사라진다. 

그 불꽃이 높이 솟아 사대왕천을 덮친다. 그곳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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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전, 보석으로 만든 궁전, 수정으로 만든 궁전을 태우고 삼십삼천을 

덮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초선의 영역까지 계속된다. 그곳에 있는 세 가지 

범천의 세계 [즉,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을 태우고 광음천에 이르러서 

그친다. 형성된 것들이 미진만큼이라도 있는 한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형성된 것들은 모두 태우고는 꺼진다. 버터기름과 기름을 태우는 

불꽃처럼 재도 남기지 않는다. 아래 허공과 함께 위 허공은 일대 암흑을 

이룬다.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36-41 절) 

  

  

비가 오지 않은 하늘에 처음에 하나의 태양만 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모든 것이 말라 버린다. 그런데 하늘에 태양이 하나 더 떠 태양이 

두개가 된다. 그렇게 되자 낮과 밤이 구별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게 된다. 허공은 구름 한점 없이 텅비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나자 세번째 태양이 떠 오른다. 하늘에 

태양이 세 개나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모든 강이  말라 버린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가 네 번째 태양이 떠 오르고, 또 세월이 지나자 다섯 번째 

태양, 여섯 번째 태양,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 그 

결과 하늘에는 모두 일곱개의 태양이 있게 되어 온 세상이 모두 

타버리게 된다. 그래서 한 개의 불꽃이 되는데 그 불꽃은 전 우주를 

삼켜 버린다는 것이다.  

  

성주괴공(成住壞空)하는 우주 

  

이렇게 거대한 불덩이가 차례로 세상을 파괴 해 가는데 범천까지 

파괴하고 멈춘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론이다. 

주기적으로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주의 성주괴공  
성주괴공 기 간 

1 수축하는 것 괴(壞) 1 아승지겁 1 대겁 

  2 수축한 상태로 머무는 것 괴주(壞住) 1 아승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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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팽창하는 것 성(成) 1 아승지겁   

4 팽창하는 상태로 머무는 것 성주(成住) 1 아승지겁 

  

  

  

  

한번 큰비가 내린 후 비가 오지 않아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것이 우주의 

성주괴공에 있어서 수축이 시작 되는 전조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태양이 일곱개나 나타나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데 이를 수축기간으로 

본다. 그런 수축기간을 1 아승지겁이라 한다.  

  

이렇게 범천 즉 색계 초선천 까지 불의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겁화라 

한다. 이런 겁화는 탐심이 치성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이처럼 겁화가 일어나면 남김없이 불로 태워 색계 초선천까지 텅빈 

상태로 지속 되는데 이를 괴주(壞住)라 본다. 그 기간은 수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 아승지겁이다.  

  

이토록 오랜 동안 우주가 텅빈채로 있다가 다시 우주가 생겨 난다. 이를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라 하고 이를 ‘성주(成住)’ 또는 ‘성겁’이라 

부른다. 성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큰 구름이 이러나 처음으로 가는 비가 내린다. 

서서히 연꽃 줄기, 막대기, 절굿공이, 야자수의 줄기 등의 크기의 

물줄기가 내리면서 백 천 구지의 우주의 불탔던 곳을 모두 채우고서 

그친다. 그 물 아래와 주위에 바람이 일어나 [그 물을] 덩어리의 둥근 

형태를 만든다. 마치 연잎의 물방울처럼. 어떻게 거대한 분량의 물을 

덩어리로 만드는가? 구멍을 냄으로써 그렇게 한다. 바람은 그것의 

여기저기에 구멍을 만든다.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42 절) 

  

  

우주가 수축되면서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성겁이 시작 되면서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기 시작 함으로서 ‘성겁’이 시작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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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로 착각하고 있는 ‘하느님’ 대범천 

  

현재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팽창기일까 아니면 수축기일까. 

청정도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는 주기적으로 파괴와 

생성을 반복하는데, 이를 성주괴공으로 설명한다. 이 성주괴공은 각각 

1 아승지겁마다 성주괴공의 사이클이 반복하므로 한사이클을 돌면 

4 아승지 겁이 된다. 이 4 아승지 겁을 1 대겁이라 한다.  

  

그런데 세상 도표를 보면 색계 초선천 즉, 범천 중에 가장 오래 산다는 

대범천의 수명은 1 아승지겁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에서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믿는 대범천의 수명이 

1 아승지겁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대범천은 전재성박사의 니까야 번역에 따르면 ‘하느님’으로 

표현되어 있다. 천지창조주로서의 대범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대범천은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 범망경,D1)을 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믿고 있는 대범천은 무상한 

존재이다. 수명이 1 아승지겁이나 살아도 우주의 성주괴공의 사이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대범천은 자신이 창조주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1 아승지겁이라는 세월동안 너무나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의 

전생을 잊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을 알려 주어 깨우치게 한다는 내용이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다. 그것이 ‘바까범천이야기’이다.  그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바까] 

 "세존이시여,  

나는 무한을 보는 자로서 태어남과 늙음의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나의 

지난 계행과 덕행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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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그대는 갈증에 신음하고 더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네. 

그것이 그대의 옛 계행과 덕행이라고 잠에서 깨어난 나는 기억하네. 

  

에니 강 언덕에서 습격당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풀어주었네. 

그것이 그대의 옛 계행과 덕행이라고 잠에서 깨어난 나는 기억하네. 

  

사악한 용왕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갠지스 강 급류 속에서 사로잡은 

배를 

신통력으로 공략하여 놓아주었네. 그것이 그대의 옛 계행과 덕행이라고 

잠에서 깨어난 나는 기억하네. 

  

옛날 나는 그대의 제자로 깝빠라 불렸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다고 그대는 

나를 인정했네. 

  

그것이 그대의 옛 계행과 덕행이라고 잠에서 깨어난 나는 기억하네." 

  

(바까브라흐마경- Bakabrahmasuttaṃ, 상윳따니까야 S6.1.4, 

전재성박사역) 

  

  

  

바까범천은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의 전생을 잊어 버렸다. 그 결과 

자신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불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하여 부처님은 바까의 거처로 

간다.  

  

부처님은 바까의 전도된 인식을 지적한다.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든가,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든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든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든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생각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전도된 인식은 모두 ‘무명’에 기인한 것이라 말하고 바까의 

전생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다. 바까는 창조주가 아니라 무상한 존재라는 

것이다. 단지 너무 오래 살아 전생을 잊어 버렸을 뿐 윤회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범부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바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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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으로부터 자신의 전생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모든 현상이 무상, 고,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 락, 아, 정이라고 전도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무명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바로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바까 하느님을 교화시킨 부처님 

   

이것이 바까 브라흐마(Baka Brahma)를 교화시킨 바까범천이야기이다. 이 

바까 범천이야기는 ‘부처님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 ‘예불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야망갈라가타(Jayamangala-gatha)’에도 실려 있는데, 여덟번 째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브라흐마 바까(Brahma B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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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망갈라가타-Jayamaṅgala Gāthā- 吉祥勝利偈, 전재성님역) 

  

  

  

자야망갈라가타의 여덟번 째 게송은 바까 범천에 대한 이야기이다. 

바까가 자신이 창조주이고 불멸하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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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된 생각의 뱀에 손 물렸을 때(Duggāha diṭṭhi bhujagena  sudaṭṭha 
hatthaṃ)”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바까에 대하여 부처님은 바까의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 줌으로써 

굴복시켰다. 이를 “성자들의 제왕 지혜의 의약으로 

섭수하셨네(Ñāṇāgadena  vidhinā jitavā munindo)”고 표현 하였다. 

부처님은 지혜로서 ‘바까 하느님(브라흐마)’을 교화 시킨 것이다.  

  

이런 자야망갈라가타는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 독립기념일과  같은 

공식행사에서 불려지고, 또 결혼식 축가로도 사용된다. 

  

  

왜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 것일까 

  

1 아승지겁이나 되는 한량없는 수명을 가진 범천도 성주괴공하는 우주의 

순환사이클 속에 있는 무상한 존재이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 

곳이 범천 즉, 색계 초선천이다. 이런 파괴는 겁화 즉, 불의 의한 

파괴를 뜻한다. 그런데 청정도론에 따르면 불의 의한 파괴 뿐만 아니라 

물과 바람에 의한 파괴도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큰 불이 났을 때 두려워 한다. 마찬가지로 홍수나 태풍이 났을 

때도 두려워 한다. 그러나 아무리 큰 불이 무섭기로 해일을 동반한 

‘쓰나미’에 필적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을 쓸어 가 버릴 듯한 물과 바람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 것도 대처 할 수 없는 미약하기 그지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불과 물과 바람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파괴 된다는 것이다. 왜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세계가 파괴되는가?  

세 가지 해로운 뿌리 때문이다.  

해로운 뿌리들이 치성할 때 이와 같이 세계는 파괴된다.  

  

탐욕이 치성할 때 그것은 불로 인해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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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냄이 치성할 때 물로 인해 파괴된다. 

어떤 자들은 성냄이 치성할 때 불로 인해 파괴되고,  

탐욕이 치성할 때 물로 인해 파괴된다고도 주장한다.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 바람으로 인해 파괴된다.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64 절 ) 

  

  

세상이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 이유에 대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본다. 탐욕이 ‘치성’하였을 때 겁화가 일어나 불로 

파괴되고, 성냄이 치성하였을 때 물로 파괴 되고, 어리석음이 

치성하였을 때 바람으로 파괴 된다고 한다.  

  

어느 세상까지 파괴 되는가 

  

이렇게 탐진치 3 독에 의하여 파괴되는 세상은 그 범위가 각각 다르다. 

이를 세상도표와 함께 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분 세상 수 명 
불 물 바람 

(탐) (진) (치) 

무색계 

(4) 
 

31 비상비비상처천 84000 대겁    

30 무소유처천 60000 대겁    

29 식무변처천 40000 대겁    

28 공무변처천 20000 대겁    

색계 

(16) 

4 선 

27 

정거천 

(불환자) 

색구경천 16000 대겁    

26 선견천 8000 대겁    

25 선현천 4000 대겁    

24 무열천 2000 대겁    

23 무번천 1000 대겁    

22 무상유정천 500 대겁    

21 광과천 500 대겁    

3 선 

20 변정천 64 대겁    

19 무량정천 32 대겁    

18 소정천 16 대겁    

2 선 17 광음천 8 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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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량광천 4 대겁    

15 소광천 2 대겁    

초선 

14 대범천 1 아승지겁    

13 범보천 
1/2 

아승지겁 
   

12 범중천 
1/3 

아승지겁 
   

욕계 

(11) 

육욕천 

11 타화자재천 
16000 천상 

년 

불로 

파괴 

물로 

파괴 

바람으로 

파괴 

(탐욕) (성냄) (어리석음) 

10 화락천 
8000 천상 

년 
   

9 도솔천 
4000 천상 

년 
   

8 야마천 
2000 천상 

년 
   

7 삼십삼천 
1000 천상 

년 
   

6 사대왕천 500 천상 년    

인간 5 인간 
정해지지 

않음 
   

악처 

4 아수라계 
정해지지 

않음 
   

3 아귀계 
정해지지 

않음 
   

2 축생계 
정해지지 

않음 
   

1 지옥 
정해지지 

않음 
   

 2012-08-03 진흙속의연꽃      

  

  

도표를 보면 불(탐욕)로 인한 파괴 되는 세상은 색계 

초선천(범천)까지이다. 그 이상 세상은 안심이다. 물(성냄)로 인한 

파괴는 색계 2선천에 이른다. 바람(어리석음)에 따른 파괴는 색계 

3 선천까지이다. 바람에 의한 파괴 즉, 어리석음에 의한 파괴가 가장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왜 정거천이 가장 수승한 천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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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탐짐치 3독에 따른 불과 물과 바람에 

의한 파괴에서도 안심인 곳이 있다. 바로 색계 4 선천 이상이다. 따라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색계 4 선천 이상의 세계에 태어나야 

한다. 그런 색계 4 선천에 정거천이 있다.  

  

정거천은 불환자들이 가는 곳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여 

불환과를 얻은 이들 즉, 아나함과를 얻은 자들이 태어 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열반에 들기 때문에 천상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천상이라 볼 수 있다. 

  

정거천은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 보다 더 수승한 곳으로 본다. 

비상비비상처의 경우 8만 4 천 대겁동안 오래 살아도 또 다시 윤회해야 

하는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상비비상처에 사는 존재들은 8만 4 천 대겁을 살 동안 우주가 불과 

물과 바람에 의하여 8만 4 천번이나 깨지는 것을 지켜 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다시 윤회할 수 

밖에 없는 범부중생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불환자들이 나는 정거천은 비록 색계 4선천으로서 수명도 

비상비비상처에 사는 존재들 보다 적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불(탐)과 물(진)과 바람(치)에 의하여 파괴 되지 

않아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와 과를 이루어 

불사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한 안심할 수 없다. 삼계에 안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과 물과 바람에 의하여 파괴 되는 세상도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탐진치를 소멸했을 때만이 

  

청정도론에서 우주의 성주괴공을 설명한 것은 부처님의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것이다. 범부중생들은 전생을 볼 수 있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로 본 우주의 묘사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주기적으로 파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 1아승지 겁이라는 기간으로 성주괴공 하는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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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승지겁이 된다. 그 기간 동안 범천까지 파괴 되는데, 이는 자신을 

창조주라 믿고 있는 하느님 범천 역시 무상한 존재로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 이유는 존재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기인한다. 그래서 삼계에서 안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윈 

성자들은 안심이다. 불환자들의 가는 곳인 정거천의 경우 불과 물과 

바람으로도 절대 파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진치를 소멸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12-08-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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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출의 계절에  

  

 

중노릇 하기 힘들다는데 

  

불교포커스에 다음과 같은 칼럼이 실렸다.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이다. 도시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화장을 멋지게 

하고 속살이 훤히 드러나는 옷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산속에 사는 수행자가 어쩌다가 도시에 나갈 일이 있어 

이런 여성들과 마주치는 것은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런면에서 

보면 도시 포교당에 사는 스님들은 산속에 사는 스님들보다 더 근기가 

수승한 분들인지도 모르겠다. 

  

(조신, 중노릇 힘들다, 불교포커스 2012-07-30)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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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이라는 익명으로 실린 칼럼이다. 글의 내용을 보니 스님이 

작성한 글이다. 산속에 사는 수행자가 어쩌다 도시에 나왔을 때 

마주치는 여성들을 쳐다 보기가 민망하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과도한 노출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과도한 노출은 필연적으로 성적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적욕망은 탐진치 중에서 탐욕에 해당한다. 이 성욕이라는 감각적 

욕망은 아나함과를 얻어야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일반 범부는 

물론이거니와 예류과를 얻은 성인이나 일래과를 얻은 성인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신, 중노릇 힘들다, 불교포커스 2012-07-30) 

  

  

성욕은 아나함이 되어야 없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중생을 윤회하게 

하는 열가지 족쇄에 근거한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아나함이 

되어야 성욕이 없어질까. 

  

왜 아나함이 되어야 성욕이 없어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면 성자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첫번째 

단계가 수다원이다. 수다원은 유신견, 법에 대한 의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을 때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도둑질이나 

성폭행을 할정도로 탐진치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 한다.   

  

이렇게 수다원이 되면 비록 성자의 흐름에 들었을 지라도 탐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초기경에 따르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예류자가 된 재가자가 많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다음으로 사다함이 되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은 매우 옅어진다고 

한다. 단지 매우 옅어졌을 뿐 탐욕 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탐욕과 성냄은 언제 

완전히 뿌리가 뽑히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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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딘나 비구니 이야기가 있다. 법구경 인연담에 나온다. 담마딘나 

비구니의 전남편 ‘위사카’가 아나함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있다. 이는 탐욕이 완전히 뿌리 

뽑혔기 때문이다. 아나함이 되면 탐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경우 출가를 하여 궁극적으로 

아라한 되는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아나함(불환자)이 되어야 더 이상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부딪쳐도 흔들리지 않는 다고 한다. 그런데 글을 쓴 

스님은 “범부는 물론이거니와 예류과를 얻은 성인이나 일래과를 얻은 

성인도 성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하였다. 일반 범부나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를 성적 욕망에 있어서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열반이 보장된 존재가 예류자인데 

  

성인은 범부와 다르다. 왜 다를까.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자 즉, 

예류자(수다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최대 일곱생 이내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 갈 것이라고 초기경전 도처에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류자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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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that develop the noble truths, preached with deep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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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they live negligently, would not have an eighth birth.  

This is precious in the jewel of the Community, by this truth may 

there be mental happiness.  

  

(라따나경-보배경 9 번 게송, 숫따니빠따 Sn2.1, 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이는 “여덟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Na te bhavaṃ aṭṭhamaṃ ādiyanti, would not have an eighth 

birth)”고 하였다. 이렇게 열반이 보장된 존재가 예류자인데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일곱생 이내에 윤회를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라는 말이다.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성자가 되어 윤회의 종식이 보장 되어 있다면 설령 잘못을 하였더라도 

성폭행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일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예류자가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폭행을 하였다면 악처에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코 예류자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라는 말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라는 말에 대한 영문은 ‘Even 

if they live negligently’로 되어 있다. 영어 ‘negligently’는 

태만하게, 부주의하게, 무관심하게, 소홀하게 라는 뜻이다. 그런 뜻으로 

보아 악처에 나게 할 정도로 커다란 잘못이 아니리 ‘작은 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재성박사의 번역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미 성자의 흐름에 든 자에게 있어서 잘못이라는 것은 매우 사소하고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성자에게 있어서 그런 잘못도 

커다랗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라고 해석 하였을 것이다.  

  

예류자의 번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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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해석을 뒷 받침하는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큰 대지와 내가 손톱 끝에 집어든 이 티끌과 어느 쪽이 더 큰가?" 

  

[수행승] "세존이시여, 이 큰 대지가 훨씬 크고 세존께서 손톱 끝에 

집어드신 티끌은 아주 작습니다. 세존께서 손톱 끝에 집어든신 티끌을 

큰 대지와 비교한다면 백 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천 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며 또는 그 십만 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카시카경-Nakhasikhāsuttaṃ- on the Nail- 손톱 끝 경, S12.1.10.1) 

  

  

나가시카경에 따르면 성자에 흐름에 든 자의 번뇌는 매우 미미한 것이라 

한다. 부처님은 최대 일곱생 이내에 윤회가 종식 되는 예류자에게 남아 

있는 번뇌에 대하여 손톱 끝에 있는 티끌로 비유하였다. 그래서 경의 

이름도 ‘손톱 끝 경’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예류자에게 남아 있는 번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올바른 세계관을 갖추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현관에 도달한 

거룩한 제자들에게는 이미 파괴되어 끝나 버린 괴로움이 더 많고 남아 

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  

  

많이 잡아 일곱 번을 더 환생한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 있는 괴로움을 

이미 파괴되어 끝나버린 괴로움과 비교하면 백 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천 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며 또는 그 십만 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카시카경-Nakhasikhāsuttaṃ- on the Nail- 손톱 끝 경, S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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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흐름에 들어선 수다원은 거의 대부분의 번뇌는 파괴 되었고 남아 

있는 번뇌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남아 있는 번뇌는 이미 

파괴되어 버린 번뇌의 십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한다. 

손톱끝에 있는 때 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수다원만 되어도 어지간한 번뇌는 다 제거 

되거나 약화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수다원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덟번째는 윤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신이라는 필명의 스님은 범부나 수다원이나 

사다함의 성적 욕망에 대하여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초기경전을 

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글을 썼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여인을 보거든 

  

이렇게 범부와 성자의 흐름에 든 이의 성적 욕망을 동일시하고 글을 쓴 

스님은 성적 욕망이 일어 났을 때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과 아난다존자가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쳐다보지 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스님은 첫번째인  “여인을 쳐다보지 말라”와  두번째인 “여인과 

말하지 말라”는 정확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三界의 導師이시며 四生의 慈父이신 부처님도 여인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뾰쪽한 수가 없나보다”라고 토를 달았다. 그리고 세번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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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방법은 세 번째 답변처럼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뿐이다. 여인이 

늙었거든 어머니 같이, 나이가 조금 많으면 누님같이 생각하고, 적으면 

여동생 같이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조신, 중노릇 힘들다, 불교포커스 2012-07-30) 

  

  

여인을 보거든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 어머니같이, 조금 많으면 

누님같이, 적으면 여동생 같이 보라는 이야기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대체 어느 경에 

있을까.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딸처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법문이나 칼럼에서 종종 보았다. 대부분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십이장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글 (여인과 수행자, 감각적욕망은 언제 

없어지나)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늘 경전적 근거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에 관한 경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상윳따니까야 이곳 저곳을 

보다가 눈에 확 들어 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위에 언급된 여인을 

보았을 때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었다. 경전적 근거를 찾은 것이다.   

  

그렇다면 상윳따니까야에 어떻게 표현 되어 있을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라드와자]  

“대왕이여,  

알고 또한 보는 거룩하고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어머니같은 여인에 대하여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매같은 여인에 대하여 자매를 대하는 마음을 



277 

 

일으키고 딸같은 여인에 대하여 딸을 대하는 마음을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드와자경-Bhāradvājasuttaṃ - Venerable Piṇḍola Bhāradvāja, 
상윳따니까야 S34. 13. 4, 전재성님역) 

  

  

상윳따니까야 바라드와자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경에서 부처님의 제자 

바라드와자는 부처님의 말을 빌어 “어머니같은 여인에 대하여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을, 자매같은 여인에 대하여 자매를 대하는 마음을,  딸같은 

여인에 대하여 딸을 대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대왕에게 말하고 있다. 

앞서 스님이 말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스님은 어머니, 누님, 여동생이라고 하였으나 부처님은 어머니, 자매, 

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딸이 다른 것이다.  즉, ‘딸 뻘 되는 여인을 

보면 딸 같이 생각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과 스님의 말과 다른 

것이다.   

  

가족처럼 생각해도 동요 되면  

  

이처럼 여인을 보았을 때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딸을 보는 것처럼 

마음을 일으켜도 동요 되면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하여 대왕이 묻자 

바라드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바라드와자] 

“대왕이여,  

알고 또한 보는 거룩하고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오라.  

그대들의 이 몸은 발바닥부터 머리 가운데 아래 피부 끝까지 여러 

가지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이와 같이 이 

몸에는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대장, 소장, 위, 똥, 뇌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이 

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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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드와자경-Bhāradvājasuttaṃ - Venerable Piṇḍola Bhāradvāja, 
상윳따니까야 S34. 13. 4, 전재성님역) 

  

  

바라드와자는 부정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 몸안에는 

피, 고름, 오줌 등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 들로 가득차 있다고 관찰 

하라는 것이다. 이런 부정상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경 도처에 등장하는데 

숫따니빠따 위자야경(승리의 경, Sn1.11)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부정상을 닦아도 욕망이 생기면 

  

이렇게 부정상을 닦아도 여인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바라드와자]  

“대왕이여, 알고 또한 보는 거룩하고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오라. 그대들은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해야 한다. 

  

형상을 보고 그 특징을 취하지 말고 그 속성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시각능력을 수호하지 못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우울과 죄악의 

건강하지 못한 법들이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각능력을 보호하고 시각능력을 수호해야 한다. 소리를 듣고 그 특징을 

취하지 말고 그 속성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청각능력을 수호하지 못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우울과 죄악의 

건강하지 못한 법들이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각능력을 보호하고 청각능력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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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를 맡고 그 특징을 취하지 말고 그 속성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후각능력을 수호하지 못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우울과 죄악의 

건강하지 못한 법들이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후각능력을 보호하고 후각능력을 수호해야 한다. 

  

맛을 보고 그 특징을 취하지 말고 그 속성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미각능력을 수호하지 못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우울과 죄악의 

건강하지 못한 법들이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각능력을 보호하고 미각능력을 수호해야 한다. 

  

감촉을 느끼고 그 특징을 취하지 말고 그 속성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촉각능력을 수호하지 못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우울과 죄악의 

건강하지 못한 법들이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촉각능력을 보호하고 촉각능력을 수호해야 한다. 

  

사물을 인식하고 그 특징을 취하지 말고 그 속성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능력을 수호하지 못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우울과 죄악의 

건강하지 못한 법들이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능력을 보호하고 정신능력을 수호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대왕이여,  

젊은 수행승들이 아직 어리고 머리카락이 검고 행복한 청춘을 

부여받았으나 꽃다운 시절에 쾌락을 즐기지 못하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충만하고 깨끗한 청정한 삶을 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다른 원인은 

이것이고 다른 조건은 이것입니다.” 

  

(바라드와자경-Bhāradvājasuttaṃ - Venerable Piṇḍola Bhāradvāja, 
상윳따니까야 S34. 13. 4,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마지막으로 감각의 문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눈,귀, 코 

등의 감각기관을 말한다. 그 중에 눈에 대한 것을 보면 “형상을 보고 

그 특징을 취하지 말고 그 속성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 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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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눈이 크다” 

  

  

  

사람이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보여 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그 

특징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일까. 이것은 전체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하는 전체적인 

표상을 말한다. 여자라면 “예쁘다” 거나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라는 개념이 달라 붙는 것을 말한다. 이런 특징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처님은 속성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일까. 

이것은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즉, “코가 높다”든가 

“눈이 크다” 든가 하는 부분적이고 세세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여인에 대하여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면 번뇌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다. 여인을 보았을 때 단계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가 가족처럼 보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정상을 닦으라는 것이고, 세번째는 감각의 문을 수호하라는 

가르침이다.  

  

왜 빠알리니까야를 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포커스에 칼럼을 쓴 조신이라는 필명의 스님은 

오로지 여인을 볼 때 가족처럼 보고 마음챙김하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그 이전에 일반 범부와 성자의 흐름에 든 이의 성적 욕망이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모욕이다. 성자의 

흐름에 든 이는 늦어도 일곱생 이내에 열반이 보장 되어 있는데, 

범부들과 똑 같이 “예류과를 얻은 성인이나 일래과를 얻은 성인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단정한 것은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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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글을 보았을 때 왜 출가자니 재가자들이 부처님의 원음이 

들어가 있는 빠알리 니까야를  보아야 하는지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다.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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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교적 우주론과 신통에 대하여 

  

  

불교적 우주론에 대한 글을 하나 썼더니 

  

종교와 철학은 양립할 수 없을까. 또 종교와 과학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글을 하나 썼는데, 법우님들로부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통’에 대한 것이었다. 

  

청정도론에 ‘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교적 우주관을 보여 주는 장면이 있다. 부처님 만이 볼 

수 있는 숙명통으로 우주의 성주괴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불교적 

우주관에 대하여 청정도론의 저자 붓다고사는 청정도론 초월지에서 

‘스펙터클’하게 묘사 하고 있다. 그런 우주론은 요즘 말로 하면 

유일신교의 천지창조과 종말론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법우님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어느 법우님은 

댓글에서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희론’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과연 그럴까. 

  

상윳따니까에서 보는 초월적 존재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빠알리 니까야를 보면 초월적이고 

신비스런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우리의 감각적 인지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것 들이다. 상윳따니까야를 예로 든다면  아야짜나경(청원경, 

S6.1.1)에 범천 싸함빠띠가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다. 마치 순간이동을 보는 듯하다.  

  

이런 장면에 대하여 받아 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떠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아무런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신통스런 행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경 도처에 범천 사함빠띠, 하늘사람 데와따, 하늘하들 

데와뿟따등이 등장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윳따니까야 56 개의 

주제 가운데 등장할 정도이다. 예를 든다면 제 1상윳따인 

데와따상윳따(Devatā Saṃyutta), 제 2 상윳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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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와뿟따상윳따(Devaputta Saṃyutta), 제 6상윳따인 

브라흐마상윳따(Brahma Saṃyutta)가 있다. 심지어 악마 마라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그것은 제 4상윳따인 마라상윳따(Māra 

Saṃyutta)이다. 이들 상윳따는 온, 처, 계, 근, 제, 연으로 표현 되는 

상윳따와 함께 56 개의 상윳따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악마 마라까지 등장하는 상윳따니까야에서 마라가 들어 갔다고 

해서 속아 내자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 우리의 

감각적 인지를 벗어난 천신이나 범천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상윳따니까야의 반 이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천신이나 범천, 초월적 내용과 신통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적으로 초기경에서 악마 마라가 등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마라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가 등장하였다고 하여 경이 조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다. 또 경을 읽어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나 방편없이 있는 

그대로 설한 경도 있지만 비유나 방편을 들어 이해 하기 쉽게 설한 경도 

많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승단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승단에 속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체의 비유나 

방편 없이 설하였다면 무미건조할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의 근기는 

다양해서 상근기도 있지만 탐진치에 절어 사는 중근기, 하근기도 있고,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다양한 방편을 써서 근기에 따라 설법한 

것이 초기경전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편과 대기설법은 부처님이 

최초로 설하였다는 초전법륜경에서도 볼 수 있다.  

  

초전법륜경에는 야마천, 도솔천 등 욕계천상의 신들을 포함하여 범천 

까지 등장한다. 더구나 초전법륜경의 후반부에 가면 ‘일만세계가 

흔들리고 한량없는 찬란한 빛이 나타났다’고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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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기경전을 보면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따라 비유와 방편을 써서 

법을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비유와 방편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시대에 하늘사람, 하늘아들, 범천, 천신 등이 

등장한다면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극단적인 견해를 

드러낸자들이 아마도 단멸론자들일 것이다.   

  

지금 여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단멸론자들은 모든 것을 육체에 기반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외에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감각적 인지주의’에 기반한 단멸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현실에 기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지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초기경에 쓰여있는 신통이나 초월적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거짓이라 주장한다. 더구나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은 

모두 후대에 삽입되었거나 조작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다. 초기경에서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각 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배척한다면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도 같다.  

  

그러다 보니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이 없는 경을 찾게 된다. 그런 경이 

바로 사띠빳타나경(염처경) 또는 마하사띠빳타나경(대념처경) 등과 같이 

수행을 강조하는 경들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될까. 그것은 MBSR 프로그램과 같이 될 것이다.  

  

종교성을 배제한 MBSR 프로그램 

  

MBSR 프로그램은 지난해 KBS 특집 다큐 다르마에 소개 되었다. 그런 

MBSR 프로그램은 구미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치료를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초기불교의 사념처 명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불교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종교성을 배제하고 수행방법만 가져가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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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금 여기만 강조하다 보면 종교성이 배제되고 결국 불교가 

배제가 된다. 따라서 불교의 윤리적, 도덕적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내생이나 윤회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멸론자들이 

사념처를 기반으로 하여 지금 여기만 강조하는 것도 종교성이 배제된 

MBSR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내생, 업에 의한 

과보, 윤회, 삼세양중인과, 천신, 신통등과 같은 이야기는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멸론자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중시하다 보니 내생이나 윤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인데 내생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욕심이고 

영속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육체를 기반으로 한 단멸론자들은 오로지 지금 여기만 강조한 

결과 육체가 멸하면 정신 또한 함께 멸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단멸론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연기법을 육체와 정신의 

의존 관계라고 왜곡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단멸론으로 빠져 들 수 있다. 

그 결과 초기경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감각적 인지주의와 과학적 

실증주의 잣대를 들이대어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런 단멸론적인 주장이 

일부 불자들에게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초기경과 

논서를 대하는 불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처음 부처님의 원음을 접하였을 때 

  

불과 몇 년 전에 초기불교를 접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 

논서부터 접하고 이어서 빠알리 니까야를 접하였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받아 들였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원음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설령 논서나 초기경에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희론으로 보지 않았다. 천신, 범천, 초월, 신통 등과 

같은 용어가 나온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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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기경이나 논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 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고통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 이는 우리 현실과 조금도 다름 없었고,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것이고, 또  확인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다.  

  

또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을 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 모두가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설령 초기경이나 논서에서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늘사람(Devatā)과 하늘아들(Devaputta) 

  

왜 그럴까. 이는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연 정도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예를 하나 든다면 다음과 같다. 

  

  

그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시로써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하늘사람]  

"한적한 숲속에서 살면서 고요하고 청정한 수행자는 하루 한끼만 

들면서도 어떻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합니까?" 

  

[세존]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 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아란냐경-Araññasuttaṃ - In the Forest- 숲속에서 경, 상윳따니까야 

S1.1.10, 전재성님역) 

  

  

상윳따니까야 데와따상윳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현재에 마음을 두면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릴 것을 말하는 사띠빳타나경에서와 같은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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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펴는데 있어서 화자가 ‘하늘사람(Devatā)’라는 

사실이다. 부처님과의 대화 상대로서 하늘에 있는 존재를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늘사람 (Devatā)’이라고 했고, 이름이 알려 지면 

‘하늘아들(Devaputta)’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들’이라고 한 사실을 들어 초월적이라고 

한다든가, 팔을 굽혔다고 펴는 순간에 나타났다는 표현에 대하여 신통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라 볼 수 있다. 

  

사견(diṭṭhi, 邪見) 과 정견(dassana,닷사나)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할 수 있다. 자신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말 할 수 있는 것을 견해라 한다. 

이를 빠알리어로 ‘딧띠(diṭṭhi)’ 라 하고 한자어로 ‘견(見)’ 또는 

‘논(論)’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견해는 ‘사견(邪見)’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으로 단견(斷見, uccheda-diṭṭhi, 
우쩨따딧티), 무인론(無因論, ahetuka-diṭṭhi, 아헤뚜까딧티), 

허무론(虛無論, natthika-diṭṭhi, 낫티까딧티)등을  들 수 있다.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에서 볼 수 있는 견해들이다.  

  

이에 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면 정견(sammā-diṭṭhi, 
삼마딧티) 이다.  이를 ‘닷사나(dassana)’라 한다.  

  

따라서 불자라면 항상 정견을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견에 치우치지 않고 정견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빠알리 

니까야와 주석에 의존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당연히 빠알리 니까야와 이를 해석한 논장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론자들은 초기경이나 논장에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못 믿겠다고 나온다. 이는 자신의 감각적 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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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보고 듣고 느끼는 ‘깜냥’으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든가 후대에 조작 

되었다든가 희론으로 치부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마치 장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단멸론자들은 신통이나 초월, 내생, 윤회 등과 같이 자신의 

감각적 인지를 벗아난 것, 과학적 인지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모조리 

인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불자들은 신통이나 초월적인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논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에서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용인 할 수 있지만  논사의 견해가 담겨져 있는 신통이나 초월적 내용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제자의 신통이야기 

  

초기경에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무척 많이 등장한다. 

아야짜나경(청원경)에서 사함빠띠가 팔을 굽혔다 펴는 순간에 

나타났다든가, 로히땃사경에서 로히땃사가 하늘을 날아 다녔다는 

신통이야기,  우빨라반나경에서 수행녀 우빨라반나가 빠삐만에게 

신통력의 기초를 닦아서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하나인 목갈라나 존자의 신통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부처님과 십대제자들의 신통과 관련되 이야기가 초기경에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범중천]  

"벗이여, 목갈라나여,  

목갈라나와 깟싸빠, 깝삐나, 아누룻다와 같은 위대한 신통력과 이와 

같이 위대한 능력을 지닌 다른 세존의 제자들도 있습니까?" 

  

그러자 존자 마하 목갈라나는 범중천에게 게송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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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갈라나]  

"세 가지 신통한 지혜와 신통한 힘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데 숙달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한 거룩한 님들은 깨달은 님의 제가 

가운데 다수이네." 

  

(아빠라딧티경-Aparādiṭṭhisuttaṃ- 다른 견해경, 상윳따니까야 S6.1.5, 

전재성님역) 

  

  

브라흐마가 부처님의 제자들의 신통에 대하여 물어 보는 장면이다. 이에 

대하여 신통제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목갈라나존자는 부처님의 제자중에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신통장면을 보면 

  

그렇다면 초기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통을 부리는 장면이 묘사 

되어 있을까.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다른 어떤 범천에게 이와 같은 나쁜 견해가 생겼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수행자나 성직자는 없다.' 

  

그때 세존께서 마음속으로 그 범천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제따바나에서 모습을 감추고 하늘나라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범천의 머리 위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었다. 

  

그때 존자 마하 목갈라나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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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 목갈라나는 사람의 눈을 초월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세존께서 그 

범천의 머리 위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어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제따바나에서 모습을 감추고 하늘나라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서 존자 마하 목갈라나는 동쪽에서 그 범천의 머리 위 

세존보다 낮은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었다. 

  

그때 존자 마하 깟싸빠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마하 깟싸빠는 사람의 눈을 초월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세존께서 그 

범천의 머리 위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어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제따바니에서 모습을 감추고 하늘나라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서 존자 마하 깟싸빠는 남쪽에서 그 범천의 머리 

위 세존보다 낮은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었다. 

  

그때 존자 마하 깝삐나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마하 깝삐나는 사람의 눈을 초월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세존께서 그 

범천의 머리 위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어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제따바니에서 모습을 감추고 하늘나라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서 존자 마하 깝삐나는 서쪽에서 그 범천의 머리 

위 세존보다 낮은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었다. 

  

그때 존자 마하 아누룻다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마하 아누룻다는 사람의 눈을 초월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세존께서 그 

범천의 머리 위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어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제따바니에서 모습을 감추고 하늘나라에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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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그리고 나서 존자 마하 아누룻다는 북쪽에서 그 범천의 

머리 위 세존보다 낮은 공중에 결가부좌를 하고 불의 삼매에 들었다. 

  

(아빠라딧티경-Aparādiṭṭhisuttaṃ- 다른 견해경, 상윳따니까야 S6.1.5,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부처님을 포함하여 마하목갈라나, 마하깟싸빠, 마하깝삐나, 

아누룻다존자 이렇게 5인이 등장한다.  

  

전도된 인식을 부수기 위해 

  

이런 부처님과 제자들이 신통을 부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목갈라나]  

"그대가 예전에 지녔던 견해를 그대는 아직도 갖고 있는가? 

하늘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찬란한 광휘를 보고 있는가?" 

  

[범천] 

 "벗이여, 예전에 가졌던 견해를 나는 지금 갖고 있지 않네. 

하늘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찬란한 광휘를 나는 보고 있네. 

  

오늘 이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나는 항상하고 영원하다고." 

  

(아빠라딧티경-Aparādiṭṭhisuttaṃ- 다른 견해경, 상윳따니까야 S6.1.5, 

전재성님역) 

  

  

부처님을 비롯하여 신통제일 마하목갈라나 존자 등 부처님의 제자들이 

신통을 보여 준 것은 범천 브라흐마를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범천 브라흐마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범천 브라흐마나는 자신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창조한 세상은 영원하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92 

 

이런 인식을 부수기 위하여 부처님과 제자들은 신통을 

이용하였다. 경에서는 ‘세 가지 신통한 지혜와 힘’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숙달’등에 언급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에서 언급한 ‘세가지 신통한 지혜’는  삼명이라 한다. 이는 주석에 

따르면 육신통 가운데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에 대응하여 각 

숙명명(宿命明), 천안명(天眼明), 누진명(漏盡明)이라고 한다. 

  

이처럼 경에서 신통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신통 그 자체를 이야기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범천 브라흐마의 전도된 인식을 

깨우쳐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 조도품 (三十七助道品)에도 신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에서 신통이야기만 나오면 경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는 신통 그 자체에만 집착하여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식의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이나 논서에 신통이 등장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일까. 신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방편없이 법을 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방편으로 법을 설한 것이다. 전자는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의 법을 말한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근기의 존재들이 알아 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한 법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단멸론자들을 비롯하여 일부 불자들은 전자의 법만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내생이나 윤회, 신통 등 자신의 감각적 

인지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하여 받아 들이기를 거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편없이 설한 법만이 진실이고 조금이라도 감각적 

인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모두 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신통이 있다. 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통을 부정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신통은 놀랍게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37 조도품 (三十七助道品)에서 볼 수 있다. 그런 

37 조도품은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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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도품 (三十七助道品)이란 무엇인가? 

  

37 조도품은 일곱가지 깨달음의 범주를 한데 묶은 것으로 보리분이라 

한다. 빠알리어로 보디빡키야(bodhi-pakkhiya)이다. 이런 37 조도품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출세간의 도인 

네가지 도의 지혜인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이바지 하기 때문이다.  

  

그런 37 조도품에는 사념처, 팔정도 등과 함께 신통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단멸론자들이나 신통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이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37 조도품에서 신통에 대한 것은  ‘네 가지 신통력의 

기초(사신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37 조도품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일곱가지 보리분으로 되어 있다.  

  

  

1. 네가지 새김의 토대(四念處：cattāro satipaṭṭhānā),  
2. 네가지 바른 노력(四正勤：cattāro sammappadānā),  

3. 네가지 신통력의 기초(四神足：cattāro iddhipādā),  

4. 다섯가지 정신적 능력(五根：pañc'indiyāni),  

5. 다섯가지 힘(五力：pañca balāni),  

6. 일곱가지의 깨달음 고리(七覺支：satta bojjhaṅgā),  
7.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길(八聖道：ariya aṭṭhaṅgika magga) 
  

  

이중 세 번째의 것이 신통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성전협회에서는 ‘사신족’ 이라 번역하였고, 초불에서는 

‘사여의족’이라고 이름 붙였다. 모두 같은 말이다. 그렇다면 

사신족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이는 다음과 같다. 

  

  

네가지 신통력의 기초(四神足：cattāro iddhipādā) 

-의욕의 신통력의 기초(欲神足：chanda-iddhipāda) 

-노력의 신통력의 기초(勤神足：viriya-iddhipāda) 

-마음의 신통력의 기초(心神足：citta-iddhipāda) 

-관찰의 신통력의 기초(觀神足：vīmaṃsā-iddhipā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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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지 신통력의 기초라 불리우는  ‘사신족’에는 의욕, 노력, 마음, 

관찰이라는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요소를 빠알리어로 

쩨따시까라 하는데, 전재성박사는 이를 ‘정신적 요소’라고 

번역하였다.  

  

이와 같이 일곱가지 보리분법과 그에 해당되는 열네가지 정신적 

요소(cetasika)를 이용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37 조도품과 사신족(네 가지 신통력의 기초)과의 관계 

 정신적요소 

네 

가 

지 

새 

김 

의 

토 

대 

네 

가 

지 

바 

른 

노 

력 

네 

가 

지 

신 

통 

력 

의 

기 

초 

다 

섯 

가 

지 

정 

신 

적 

능 

력 

다 

섯 

가 

지 

의 

힘 

  

일 

곱 

가 

지 

깨 

달 

음 

고 

리 

여 

덟 

가 

지 

성 

스 

러 

운 

길 

합 

계 

  

1 
정진  4 1 1 1 1 1 9 

2 
새김 

4   1 1 1 1 8 

3 
지혜   1 1 1 1 1 5 

4 
집중    1 1 1 1 4 

5 
믿음    1 1   2 

6 
사유       1 1 

7 
안온      1  1 

8 
경이      1  1 

9 
평정      1  1 

10 
의욕   1     1 

11 
마음   1     1 

12 
정어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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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행       1 1 

14 
정명       1 1 

합계 4 4 4 5 5 7 8 37 

  

  

  

이것이 37 조도품에 대한 표이다. 모두 37 가지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정진(viriya)’이다. 37 개 중에 

9 개로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새김(sati)’로서 8 개, 다음이 ‘지혜 

(pañña)’로서 5 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았을 때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진, 

새김(알아차림), 지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진과 

새김(알아차림)이 가장 강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통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와 같이 신통은 깨달을 이루기 위한 보리분법에 당당하게 포함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청정도론에서는 이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다. 두 개의 장에 걸쳐 무려 100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청정도론 12 장은 ‘신통변화’에 대한 것으로 

열가지 신통변화에 대한 주석이고, 13 장은 이른바 육신통이라 불리우는 

‘초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주석을 한 이유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 설명중에 ‘세계가 파멸하는 원인’에 대한 것이 있다. 

이른바 불교의 우주론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글을 쓴 것이 “왜 

정거천이 가장 수승한 천상인가”이다.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청정도론의 

우주론에 대하여 마치 ‘SF 환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 

논사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이야기들로서 터무니 없는 

‘희론’이라고 하였다. 그런 견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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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석서에 쓰여진 이야기는 논사들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른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 초기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석서에 쓰여 있는 것은 철저하게 초기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설령 초기경에 없는 것을 설명한 글일지라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무상, 고, 무아, 연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 

  

주석서에서 신통이나 초월지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 그런 주석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어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정도론에서 볼 수 있는 신통에 대한 주석을 보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드러내기 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세계가 파괴되는가?  

세 가지 해로운 뿌리 때문이다.  

해로운 뿌리들이 치성할 때 이와 같이 세계는 파괴된다.  

  

탐욕이 치성할 때 그것은 불로 인해 파괴된다.  

  

성냄이 치성할 때 물로 인해 파괴된다. 

어떤 자들은 성냄이 치성할 때 불로 인해 파괴되고,  

탐욕이 치성할 때 물로 인해 파괴된다고도 주장한다.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 바람으로 인해 파괴된다.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64 절 )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는 세계가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 이유에 대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치성하게 될 때라 하였다.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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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르면 새롭게 세계관이 정립된다.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돌아가는 세계를 말한다. 이는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다른 것이다. 유일신교의 경우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믿는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도 마찬가지이었다. 세상의 근원이라는 브라만이 있고, 

이와 합일 할 수 있는 개아 즉, 아뜨만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선불교도 

마찬가지라 본다. 우리 모두에게 내재 되어 있는 불성이 있어서 그런 

성품을 보면 부처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떠나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것이 연기로 작용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체는 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히땃사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그러나 벗이여,  

나는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도 괴로움의 끝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벗이여,  

나는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단신의 몸 안에 세계와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가르친다. 

  

걸어서는 결코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지만 

세계의 소멸에 이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남이 있네. 

  

참으로 세계를 아는 슬기로운 이는 세계의 끝에 이르고 깨끗한 삶을 

성취하여 

고요함에 이르러 세계의 끝을 잘 알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로히땃사경-Rohitassasuttaṃ-Rohita the Son of the Gods, 

상윳따니까야 S2.3.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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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d Spiral Galaxy NGC 6217 

  

  

  

부처님은 육척단신의 몸안에 세상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름아닌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매우 혁명적인 발상이다. 부처님 당시 브라만의 브라만-아뜨만 

사상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한 몸안에 우주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정도론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치성하였을 때 불에 

의하여 우주가 파괴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탐욕이 치성하였을 때 

불에 의하여 색계 초선천까지 파괴되고, 성냄이 치성하였을 때 물에 

의하여 색계 2선천까지 파괴되고, 어리석음이 치성하였을 때 바람에 

의하여 색계 3선천까지 파괴 된다는 것은 모두 이 한몸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보면 

  

실제로 탐욕을 부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 버리는 것은 허다한 일이다. 

주식을 하여 전재산을 날려 버리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탐욕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탐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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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하였을 때 ‘겁화(刧火)’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이 한몸안에서,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성냄은 어떨까. 성을 내면 자기자신도 괴롭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제까지 쌓은 공덕이 모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친구와 사귀다 화를 내었을 때 다시는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수년간 잘 유지해 오던 거래처가 있는데 사소한 잘못으로 

인하여 화를 내었다면 다시는 주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 이제까지 쌓은 공덕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성냄이 치성하면 물에 의하여 색계 2선천까지 파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마음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리석음의 바람이다. 청정도론에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 

바람에 의하여 색계 3선천까지  파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어리석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리석음은 일반적으로 

무명으로 비유된다.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삿된견해를 

말한다. 그런 사견은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범망경, D1)에 실려 

있는 62 가지 사견이 잘 말해준다. 이런 삿된견해가 치성하면 어리석음의 

바람에 의하여 색계 3선천까지 남김없이 파괴되듯이 이 몸안의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파괴 하는 것과 같다거 본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불과 물과 바람에 의한 

세상의 파괴는 우리 몸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탐욕의 불길로 패가 망신한 경우도 

있고, 성질 한번 잘못 부려 살인을 하였을 경우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삿된 견해에 치우쳤을 때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 수 

때문에 일생을  허비할 수 있다.  

  

“그러려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도론에 설명되어 있는 불교적 우주론에 대하여 

단지 ‘SF 환타지 소설 같다’거나 ‘논사의 희론’으로 보는 것은 

대의(大意)를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라 본다.  

   

빠알리 니까야와 주석서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성제와 연기법 등 부처님이 설한 근본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 경이나 주석서에 신통이나 초월적인 이야기, 

천신, 마라와 같은 내용이 나와도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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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아, 연기 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 그 자체만 문제삼는다면 이는 한면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현상을 단멸론자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한쪽면만을 

보게 되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방법에 이르는 길을 설하였을 때 이를 현재 당면한 나의 현실과 

맞다고 느꼈을 때 비로서 의심없이 받아 들이게 된다. 이렇게 믿게 되면 

설령 초기경이나 주석서에 초월적인 내용이나 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의심없이 받아 들이게 된다. 이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일 뿐 초월이나 신통 그 자체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설령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감각적 인지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는  판단을 유보 하거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사를 의심하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초기경에서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도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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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의 무리에 실체라는 견해  

매사의 의심, 계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의 어떤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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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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따나경-Ratanasuttaṃ-The three Jewels-보배경-寶石經 10 번째 게송, 

숫따니빠따-Sn 2.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나가 있다’는 견해(유신견), 매사에 대한 의심(회의적 

의심), 그리고 잘못된 수행방법(계금취견)에 대한 것을 버리라고 

하셨다. 그런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매사에 대한 의심은 법에 대한 의심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연기법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경이나 주석서에 실려 있는 모든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과 같다. 

  

  

  

  

2012-08-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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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 탓이오?  나는 업의 상속자이자 업의 주인 

  

  

  

네 가지 업설 

  

TV 나 라디오에서 선사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현재 내가 괴로운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과거 전생의 

지은 업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반드시 윤회의 주체를 

세운다. 업을 경험하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마치 옷을 갈아 입듯이 몸뚱이만 바꾼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윤회의 주체를 상정하다 보니 영원불멸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실체를 ‘자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와 다르다.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유행자]  

"벗이여, 싸리뿟따여,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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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띳티야경-Aññatitthiyasuttaṃ- Wandering Ascetics With Other 

Beliefs-이교도경, 상윳따니까야 S12.3, 전재성님역) 

  

  

사리뿟따존자와 이교도 유행자와 대화에서 먼저 유행자가 사리뿟따에게 

묻는 장면이다. 업보를 믿는 자들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 남이 만든 것,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 나는 것 이렇게 네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내 탓이오!  신의 뜻대로! 

  

하지만 사리뿟따존자는 이를 부정한다. 모두 아니라고 한다. 왜 그렇게 

말했을 까. 이 경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업설의 신봉자는 모든 행위, 즉 업은 좋건 나쁘건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현세에 영향을 끼치거나 내세에 그 영향을 끼친다고 

하며 우리의 현세의 존재는 과거의 행위의 결과라고 본다.  

  

여기서 소개된 네 가지 종류의 업설은 업에 관한 네 가지 명제형식, 즉 

'X 는 Y 이다. X 는 -Y 이다. X 는 Y 이고 -Y 이다. X 는 Y 도 아니고 -Y 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무기(無記)의 논리형식에 포함되는 1) 自 

2) 他 3) 共 4) 無因의 사구분별(四句分別 catuskoti)이다.  

  

1)의 입장은 자아원인설로 영원불변의 자아(atman)를 가정하고 그 

전개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우빠니샤드 시대에 와서는 창조 

또는 전변(轉變)의 자아론과 연결되었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이론은 여기에 기원하고 있다.  

  

2)의 입장은 외부원인설로 시간, 신, 자성, 업, 운명 등의 다른 

것(타자)에 의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3)의 입장은 내적외적인과설(內的外的因果說)에 소속되며 자이나교에서 

취하는 입장으로 다양한 원인설(1 과 2 를 포함)을 주장한다.  

  

4)의 입장은 어떠한 인과론도 부정하는 철저히 유물주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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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 안냐띳티야경-Aññatitthiyasuttaṃ- 이교도경, 

상윳따니까야 S12.3, 주석) 

  

  

경에서 유행자가 언급한 네 가지 업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 네 

가지 업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데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네 가지 업설 원 인 비고 비   고 

1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 

  

자아원인론 영원불변의 

자아(atman)를 가정 

-내 탓 

-내 탓이오! 

2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 외부원인론 -타자에 의해 

만들어 진 것 

-신의론 

-자성론 

-운명론 

-남의 탓 

-네 탓이야! 

-신의 뜻대로! 

  

3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 

내적외적원인론 다양한 원인설 자이나교 

4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 

원인부정론 인과부정 유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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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크게 ‘내 탓’과 ‘네 탓’으로 볼 

수 있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원인이 모두 나로부터 기인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내 탓’이고, 나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떠 넘기는 

것이 ‘네 탓’이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 탓으로 보았을 때는 나라는 불변하는 존재를 가정하게 된다. 

이를 주석에서는 ‘아뜨만’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때 아뜨만은 

개별적인 자아로서 윤회의 주체를 말한다. 이렇게 윤회의 주체를 

내세웠을 때 경험을 해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과보 역시 

내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언가 잘 못 되었을 때 보통 내 

탓이라고 말한다. 가톨릭에서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는 자아라는 주체가 있음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남의 탓’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의론(神意論)’을 들 수 있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이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하여 ‘신의 뜻’이라거나 신에게 

떠넘겨 버린다.  

  

이외에 내외적원인을 주장하는 자이나교와 인과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유물론도 있지만 부처님은 이들 네 가지 원인을 모두 부정하였다.  

  

접촉을 연유로 해서 

  

그렇다면 부처님은 고통이 일어 나는 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부처님은 사리뿟따의 이교도 유행자의 대화를 들으시고 난 후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훌륭하다.  

아난다여, 훌륭하다.  

싸리뿟따가 올바로 설명한 것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아난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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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은 연유가 있어 생겨나는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무엇을 연유로 

해서 생겨나는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이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을 설명한다면 허위로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진리에 

일치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며 법다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결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아난다여,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업보를 믿는 자로서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안냐띳티야경-Aññatitthiyasuttaṃ- Wandering Ascetics With Other 

Beliefs-이교도경, 상윳따니까야 S12.3,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고통이 생겨 나는 원인에 대하여 ‘접촉을 연유해서’라고 

표현 하였다. 고통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발생된 것으로 본다. 

이를 빠알리어에서는 ‘빠띳짜사뭅빠낭(Paṭiccasamuppannaṃ)’으로 표현 

하였다. 부처님은‘접촉(Phassa)’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연기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눈과 귀 

등 여섯가지 감각기관이 형상과 소리 등 여섯가지 감각대상과 

접촉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아뜨만과 창조주를 부정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만들어 내는 자는 없고 단지 접촉을 조건으로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는 ‘내 탓’이 아니라는 말과 같고 아뜨만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또 고통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접촉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남의 탓’이 아니라 하였다. 이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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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와 아라한의 차이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감각접촉은 어떤 것일까. 마하시사야도의 12 연기에 

따르면 보는 순간에 식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정신-물질(명색)과 

여섯감각장소(육입)와 감각접촉(촉)과 느낌(수)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범부에게 느낌은 반드시 갈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갈애는 선하거나 불선한 업을 짓도록 하는 

집착(취)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업으로서의 존재(업유, kamma-

bhava)라 한다. 특정한 조건하에서 업으로서의 존재(업유)는 중생으로 

하여금 늙음, 병듦, 죽음, 근심 등 다른 모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도록 하는 재생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느낌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윤회하는 고통에 이르는지 설명해 준다. 

  

그런데 식의 부수물로 정신-물질(명색)과 여섯감각장소(육입)와 

감각접촉(촉)과 느낌(수)이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아라한도 감각접촉으로 인해 즐겁거나 괴롭거나 무덤덤한 

느낌이 생겨 나는 것이다. 그분들도 육체적 고통에서 생기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 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워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파도 “아프다”라고 할 뿐 

“아파 죽겠네!”하며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이다. 좋으면 “좋다”라고 느낄 뿐 “좋아 죽겠네!”하며 

정신적 즐거움으로 가져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은 갈애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 즐거움이나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업을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재생과 정신-물질과 

기타의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이 보이는 대로 보는 

범부와 있는 그대로 보는 아라한의 차이라 한다. 

  

마두삔디까경(M18)에서 

  

그런데 감각접촉에는 눈과 귀, 코, 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노(意)도 있기 때문이다. 눈은 형상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식)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정신-물질(명색)과 여섯감각장소(육입)와 

감각접촉(촉)과 느낌(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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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노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감각접촉이 일어 날까. 이에 대하여 ‘마두삔디까경(M18)’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정신과 사물과 정신의식이 있을 때에  

접촉의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접촉의 생겨남이 있을 때에  

느낌의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두삔디까경-Madhupiṇḑikasutta- 꿀과자의 경, 맛지마니까야 M18, 

전재성님역)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남을 말하고 있다.  즉, 마노(정신, 의)와 

마노의 대상(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정신(의)과 사물(법)과 정신의식(식)의 ‘삼사화합’을 조건으로 하여 

접촉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는 ‘마음의 접촉’을 말한다. 

  

과거에 지었던 업은 모두 마음의 대상 

  

눈은 보이는 대로 본다고 하였다. 가려 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라 마음 역시 가려서 마음을 낼 수 없다. 스스로 

마음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제멋대로인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 마음도 반드시 마음의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 그런 마음의 

대상을 ‘법(dhamma)’이라 한다. 이렇게 마음의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뜨만이나 창조주나 우연한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반드시 인과관계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은 법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등 모든 것이 

다 포함 된다. 과거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업이 모두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으로서 법이 된다.  

  

그런 대상은 불쑥불쑥 튀어 나오기 때문에 종 잡을 수가 없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 갑자기 떠 오르면 그 법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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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데, 마두삔디까 경에서와 같이 사물(법)과 정신의식(식)의 

‘삼사화합’을 조건으로 하여 접촉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  셋 중의 

하나가 된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면 괴로운 

느낌이 날 것이고, 반면 좋은 기억이 떠 올랐다면 행복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를 과거 전생까지 확장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Kammassaka) 

  

그래서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라고. 이때 

나는 아뜨만이 아니라 연기적 존재로서의 나를 말한다. 마음(의)이 

마음의 대상(법)을 만나서 일어나는 마음을 말한다. 그 마음의 대상이 

과거에 지은 모든 업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이 존자는 업이 바로 그의 주인이고,  

그는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의 권속이고,  

업이 그의 의지처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가 업을 지으면  

그는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빠타마 아가따빠띠위나야경-Paṭhama - āghātapaṭivinayasuttaṃ - 

First on repression of hurtfulness- 원함을 제거함 경 1, 

앙굿따라니까야 A5:161), 대림스님역)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 ‘업설’이다. 따로 업을 지은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다. 내 탓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내 탓이오!”하는 것도 맞지 않고, 

반대로 “네 탓이야!”하며 떠 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 단지 자신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이 마음을 통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Kammassaka, 

깜맛사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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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massaka    깜맛사까 

Uddhaṃ yāva bhavagga ca  웃당 야-와 바왁가 짜 

adho yāva avīccito   아도 와-야 아윗찌또 

samanta cakkavāḷesu   사만따 짝까와-레수 

ye sattā pathavīcara   예 삿따- 빠타위-짜라 

abyāpajjhā nivera ca   아뱌빳자- 니웨라 짜 

nidukkha ca nupaddava  니둑카 짜 누빳다와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 

위로 가장 높은 천상의 중생에서부터 

아래로 아비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철위산의 주변 모두  

땅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성냄도 없고, 증오도 없게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게 하여지이다! 

  

  

2012-08-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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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세계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삼천대천세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몇 년전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동국대 J교수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선뜻 받아 들이기 힘들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삼천대천세계에서 항하사에 불과한 한 존재의 고통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이 못 마땅 했던 것이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나는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나는 세계의 

주체자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받아 

들인다. 특히 주류종교에서 그렇다. 대표적으로 유일신교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초기불교적 입장이라 볼 수 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을 세계의 일부로 받아 들이는데 익숙할까. 

이에 대하여 미디어붓다에 기고한 김정빈님의 글(내가 날 구제 

가능할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공간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세계, 또는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그리고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세계(나 

자신을 포함)를 읽는 독도법(讀圖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읽는 법이고, 두 번째는 실존을 걸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읽는 법입니다(이 두 번째 독도법으로부터 부처님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독도법은 무심결에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읽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세계를 읽게 되면 “나는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독도법에서 볼 때 이 세계가 나를 태어나게 하였고, 나는 이 

세계의 일부입니다. 이 관점은 일견 지극히 타당해 보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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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계가 있었습니다. 또,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은 

곧 나는 이 세계에 대하여 후차적인 존재, 또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본 나와 세계의 관계입니다만,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비슷한 추론이 성립합니다. 내가 태어나보니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시간에 대해서도 후차적인 존재,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이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공간적으로는 우주 전체를 거쳐 우주를 

만든 신을 상정하게 되고, 시간적으로는 태초에 이르러 역시 시간을 

출발시킨 원동자(原動者), 또는 제일동인(第一動因)으로서의 신을 

상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상정된 신을 원동자로 하는 세계관이 우리 자신을 객체로 

만들고, 피구제자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같은 관점이 

근현대인으로서의 자기 독립주의, 이성 중심주의와 배치됩니다. 

  

(김정빈님, 내가 날 구제 가능할까?, 미디어붓다 2010-10-15) 

  

  

자신을 세계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김정빈님은 공간적요인과 

시간적 요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무심결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세계를 읽는 방식이라 한다. 그래서 세계가 나를 

태어 나게 하였고 나는 이 세계의 일부이고, 후차적 존재이고, 종속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일신교가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존재의 근원 또는 궁극적 실재라 불리우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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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종교다원주의자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길희성교수는 

“다양한 이름(道, 梵 Brahman, 太極, 하느님, 空 혹은 法身)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 동일한 실재 (진리라고 말하는 신앙조차 모두 

불완전하다,  휴심정, 2012-05-04)”라고 표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불교방송 불교강좌에서 동국대 교수가 한 

말인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삼천대천세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받아 들이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생성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와 같은 관점을 부정하였다. 이 세상이 있게 한 

제일의 원인으로 다양한 이름의 궁극적 실재 또는 존재의 근원을 상정한 

것은 인과법을 무시한 것이고 연기법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 세상을 읽는 방식을 말씀 하셨는데 이는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잘 나타난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세상의 생성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겨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고,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며,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며,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이 세상의 생성이다.  

  

(로까경-Lokasuttaṃ- The World-세상 경, 상윳따니까야 S12.1.5.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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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세상의 생성에 대하여 조건발생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세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눈과 눈의 대상인 형상이 부딪치면 이를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데 이를 거의 동시적으로 보고 ‘삼사화합’이라 한다. 즉 

눈과 대상과 시각인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삼사화합에 의하여 

‘감각접촉’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상의 시작의 시작이라 본다.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연기법의 정형구에 따른다. 그래서 경에서 

“이것이 이 세상의 생성이다 (lokassa samudayo, To this is called 

the arising of the world)”라고 표현하였다.  

  

세상의 발생과 둑카(苦)의 발생 

  

부처님은 시각 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이 세상의 생성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발생은 둑카(고통)의 발생과 같은 말이다. 세상의 발생과 

둑카의 발생을 동일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상의 소멸과 둑카의 소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정신과 사물을 조건으로 정신의식이 생겨난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겨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고,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난다.  

갈애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한다.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한다.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한다.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이 세상의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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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경-Lokasuttaṃ- The World-세상 경, 상윳따니까야 S12.1.5.4, 

전재성님역) 

  

  

이렇게 부처님은 세상의 생성과 소멸에 대하여 연기법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둑카(고통)의 생성과 소멸의 다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계가 있었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왜 기독교에 귀의 하였나? 

  

김정빈님은 미디아붓다 기고문에서 이어령교수의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이어령 교수는 늦은 나이에 기독교에 귀의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는 왜 기독교에 귀의 하게 되었을까.  

  

이어령 교수가 늦은 나이에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이교수의 가족사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미 블로그에서 

‘나약한 지성 이어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동기는 다음과 같다.  

  

  

그에게는 딸 민아(장민아 변호사)가 있는데 그 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92 년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수술을 두 번 받았지만 

암이 재발했고,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아동으로 판명이 

나서 “지난 10 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하와이로 

건너갔을 때 자신의 망막이 파열되어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망막박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딸의 전화를 받고 급히 하와이로 가서 딸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를 가자고 하여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 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신론자 이어령 세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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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신론자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라 한다.  

  

이성의 펜대를 꺽고 

  

그러나 미디어붓다에 기고한 김정빈님의 글을 보면 이와 다르다. 이 

땅의  최고지성이자 무신론자인 이어령 교수의 기독교 귀의한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설명 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르네상스적 기초 위에서 궁극 관심을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자신의 지성(이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현대인은 

나 자신이 주인인 상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궁극 관심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지성을 꺾고 믿음을 받아들이며, 주체성을 포기하고 신을 

받아들입니다. 이 점에서 현대인 또한 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빈님, 내가 날 구제 가능할까?, 미디어붓다 2010-10-15) 

  

  

일반적으로 지성인들은 무신론자에 가깝다.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성은 데카르트적인 사유에 가깝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풀어 보려 하지만 한계에 

부딛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적 사유방식은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해석해야 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통절하게 느낄 수 밖에 

없고, 그 통절함이 자기 비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 손쉬운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이는 ‘완전지’ 또는 ‘절대지’를 가진 분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신 

또는 창조주, 그 밖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道, 梵 Brahman, 

太極, 하느님, 空 혹은 法身)을 찾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의 근원 또는 궁극적 실재라 불리우는 존재는 절대지 

그자체이지만, 그에 비하여 나의 지, 인간의 지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지로 본다. 절대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지성은 매우 무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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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앎에 대한 목마름, 무지에 대한 무력감, 

절망감 끝에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이성의 펜대를 꺽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신을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삶은 문제투성이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짜증이 나고, 상처 받기도 한다. 삶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은 10 밖에 되지 않는데 100 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를 말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에게 의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에 의지하다기 

보다 차라리 ‘떠 넘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이 세상을 있게 

한 창조주가 책임 질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뜻대로”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신의론(神意論)’이 나왔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연론, 숙명론 등에 의지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육사외도는 

‘단멸론’으로 설명된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한계를 넘는 고통에 대하여 

육체의 소멸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우연론, 숙명론 

등도 허무주의적 단멸론에 포함 된다. 

  

영속론과 단멸론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하지만 부처님은 신의론이나 단멸론은 삶의 방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신의론으로 대표되는 영속론과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단멸론은 양극단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는 부처님의 ‘연기송’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의 해제에 따르면 ‘약생차즉생피(若生此卽生彼)의 세계를 

관찰하면 절대적 무(無, natthita)는 성립하지 않고, 

약무차즉무피(若無此卽無彼)의 세계를 관찰하면 절대적인 유(有, 

atthita)의 세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상견과 단견을 

논파한 것이다. 연기법으로 영속론과 단멸론이 거짓임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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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 연기송의 폐해 

  

그런데 이와 같은 연기송이 종종 단멸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역된 연기송의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한역 연기송 중에 ‘약유차즉유피 약무차즉무피(若有此卽有彼 

若無此卽無彼)’라 고 번역된 문구가 있다. 이를 단순하게 번역해 보면 

“만약 이것이 있으면 곧 저것이 있고, 만약 이것이 없으면 곧 저것이 

없다”가 된다. 이런 식의 한역은 “C, 그러므로 E” 또는 “E, 

왜냐하면 E”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건발생적 연기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약유차즉유피 약생차즉생피 약무차즉무피 

약멸차즉멸피(若有此卽有彼 若生此卽生彼 若無此卽無彼 

若無此卽滅彼)라고 번역한 한역은 예외이다. 이는 빠알리문과 같이 

조건성과 인과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유차즉유피 

약무차즉무피(若有此卽有彼 若無此卽無彼)’에 대한 것이다. 

  

연기법을 ‘상의성(相依性)’이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금오 김홍경 선생의 여민동락 강의를 들었다. 불교 TV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해서이다. 강의에서 김홍경 선생은 연기송을 

낭송하였다. 그것은 앞서 인용한 ‘약유차즉유피 

약무차즉무피(若有此卽有彼 若無此卽無彼)’에 대한 것이다.  

  

김홍경 선생이 해설 하기를 “이것이 있으면 곧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곧 저것이 없다”라고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김홍경 

선생은 이 연기송을 설명하면서 ‘상의성(相依性)’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런 상의성은 다름 아닌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다.  

  

이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단멸론자들의 주장과 동일 

하였기 때문이다. 단멸론자들의 바이블이라 불리우는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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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기법 중 3 번째 4번째에 위치한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도 기존의 

불교 교리에서는 ‘식’을 재생연결식, 혹은 전생의 업식이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식’과 명색은 따로 떼래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인 것이다. ‘식’이 없으면 명색은 존재할 

수 없고 명색이 없으면 ‘식’은 성립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을 상호의존적 발생의 원리, 즉 연기법이라고 한다,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 김종수감수, 훤일 지음, 민족사간 )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저자 훤일 스님은 “상호의존적 발생의 원리가 

연기법”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조건 발생에 따른 연기와 전혀 다른 것이다. 만일 

이런 해석이 먹혀 들어 간다면 부처님은 졸지에 단멸론자가 되어 버릴 것이다.  

  

왜 그럴까. 단멸론자들은 ‘약유차즉유피 약무차즉무피(若有此卽有彼 

若無此卽無彼)’에 대하여 “육체가 있을 때 정신이 있으며, 육체가 소멸됨으로서 

정신도 소멸된다”라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가 소멸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단멸론의 근거로 활용 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연기송은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정확한 연기송은 어떤 것일까. 이는 빠알리 니까야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imasmiṃ sati idaṃ hoti.   이띠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이맛숩빠다 이당 웁빳자띠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 호띠 

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i.  이맛사 니로다 이당 니룻자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약유차즉유피 (若有此卽有彼)  

약생차즉생피 (若生此卽生彼) 

약무차즉무피 (若無此卽無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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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멸차즉멸피 (若無此卽滅彼) 

  

when this is present, this comes to be,  

when this arises, this arises.  

When this is not present, this does not come to be,  

when this does not arise, this does not arise. 

   

(다사발라경-Dasabalasuttaṃ- Ten Powers I, 열 가지 힘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1, 전재성님역) 

  

  

이것이 부처님이 설한 ‘연기송’ 정형구이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연기의 인과성과 조건성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부처님은 이 연기송 다음에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로 시작 되는 연기의 순관과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로 시작되는 연기의 역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이처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말하자면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며, 감수가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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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다사발라경-Dasabalasuttaṃ- Ten Powers I, 열 가지 힘 1 경, 상윳따니까야 S12. 

1.3.1, 전재성님역) 

  

  

 
  

  

Bodhi tree 

  

  

  

이와 같이 연기송다음에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말씀하셔서 연기법이 조건발생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연기법이다. 

  

현재 내가 처한 상태를 보면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해 볼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럴 경우 신에 의지하거나 자포자기 하기 쉽다. 

상견(常見) 이나 단견(斷見)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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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견해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연기적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 모든 

현상을 인과와 조건발생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즉,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인연과’라 한다. 이는 현재 내가 처한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과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에 따른다. 이것이 

‘먼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을 인(因, hetu)이라 본다. 그렇다면 ‘가까운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주변환경적 요인’으로 본다. 먼 원인이 익을 만한 

조건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을 연(緣, patticca)으로 본다. 이런 인과 연이 

만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를 과(果, phala)로 본다. 이처럼 

인연과(因緣果, hetu-paticca-phala) 로 설명되는 것이 연기법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인과에 따른 조건발생으로 보는 것이다.  

  

희론(papañca, 빠빤짜)이 되는 경우 

  

이렇게 연기법적으로 관찰하면 고정된 자아나 영혼은 있을 수 없다. 법이  일어나서 

사라지면서 조건을 남기고, 그 조건으로 다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상속하는 

연기적인 나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연기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고는 ‘희론(papañca, 빠빤짜)’이 될 것이다.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희론에 대하여 부처님은 매우 경계하였다. 초기경 도처에 이와 같은 희론은 

번뇌만 증장시킬 뿐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희론에 탐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섯가지 존재의 다발로 구성된 존재 즉, 오온에 대하여 

‘나’,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취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초기경에서 

설명된다.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따라서 희론에 대한 답은 있을 수 없다. 설령 존재의 근원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고 

할지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결국 펜대를 꺽어 버리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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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보는 신에게 귀의 할 것이다. 그런 예를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로 부터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결국 ‘나약한 

지성’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어떤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빠알리 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둑가따경-Duggatasuttaṃ- In Unpleasantness- 불행경, 상윳따니까야 

S14.2.1,전재성님역) 

  

  

2012-08-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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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깔라마경 다시 읽기 

  

  

교조적 글쓰기라는데 

  

보통불자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일상적인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그런데 글쓰기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전과 주석에 근거한 글쓰기이다. 그래서 경전이나 주석의 문구를 

인용한 글쓰기 위주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때로 ‘교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경전이나 주석에 갇혀 글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비아냥’이라 볼 수 있다.  

  

불자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삼보(三寶)’이다. 부처님(Buddha)과 가르침(Dhamma)과 성스런 

상가(Sangha)를 말한다. 하지만 불자들이 현실적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 뿐이라 볼 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에 모두 실려 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원음이라 일컬어 지고 있는 빠알리경전이 그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담마)과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부처님은 가르침과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하였는데, 아직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가르침(Dhamma)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초기경전을 열어 보게 되는데, 단지 경만 보아서는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을 설명해 놓은 주석을 보아야 한다. 마치 천년고찰의 안내판과도 

같기 때문이다. 천년고찰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나면 그 절에 대하여 

속속들이 잘 알게 되듯이, 주석을 읽으면 경에 대한 이해를 매우 쉽게 

해 준다. 그래서 초기경에서 주석이 없다면 매우 허전하게 여기고, 마치 

앙꼬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기도 한다. 그런 주석서 중에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이 있다. 

  

회의론자들은 

  

어떤 이는 말한다.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은 읽어 볼만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문구로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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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래서 주석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 온갖 ‘희론’으로 가득차 

있다고 결론을 내 버린다. 과연 그럴까.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에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모두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았다면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종교를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중의 하나가 31 가지 세상에 대한 것이다.  

  

아미담마와 청정도론에 등장하는 31 가지 세상은 모두 부처님이 말씀 

하신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상(想, sañña, 산냐)’이 없는 중생 

  

31 가지 세상 중에 무상유정천(無想有情天, assañña-satta)이 있다. 색계 

사선천에 속해 있고, 수명은 500 대겁이고, 화생으로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상유정천에 사는 존재는 문자 그대로 ‘상(想, sañña, 산냐)’이 없는 

중생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 생각하여 

인식에 대한 탐욕을 혐오 하고, 이를 제거 하는 수행의 공덕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석서에 따르면 무상유정천에 사는 존재는 생명이 있는 육체(생명의 

9 원소)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죽은 듯이 산다고 한다. 마치 나무로 만든 조각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상유정천에 사는 존재는 인간과 달리 삶과 죽음을 거꾸로 

산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죽은듯이 아무생각 없이 500 대겁 동안 수명대로 살다가 

공덕이 다하여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때 깨어나는 것이다. 죽어서 

다른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비로서 마음이 생겨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유정천에 사는 존재들은 삶과 죽음을 거꾸로 사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논사들이 만든 허구이자 희론이라 

주장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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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정천의 경전적 근거 

  

부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경전을 근거로 하여 주석한다고 하였다. 

무상유정천에 대한 이야기 역시 경전을 근거로 한다.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범망경, D1)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실려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바라문 존자들은 우연발생론자들 인데 두 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바라문 존자들은 우연발생론자들이 되어 두 

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무상유정(無想有情)이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인식이 생겨나면 그 무리로부터 죽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중생들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줄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에 잡도리함을 닦아서 마음이 삼매를 얻는다. 마음이 삼매에 들어 

(재생연결)의 인식이 생겨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어떤 사문·바라문 존자들은 우연발생론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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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마잘라경, Brahmajāla Sutta-梵網經, 디가니까야 D1, 

각묵스님역) 

  

 

부처님은 ‘우연론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연론자는 일종의 회의론이라 볼 수 있고 또 단멸론의 범주에 들어 

간다.  

  

논장에 대해 의심한다면 

  

경에 따르면 무상유정천에서 수명이 다한 자가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 새로운 세상에 태어 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바로 이전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전 생에서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착각’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우연론이라는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무상유정천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전적 근거에 의하여 

부처님의 제자들은 주석을 달았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체계화 하기 위하여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하는 참고서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비담마와 청정도론과 같은 논장이다. 특히 아비담마 

논장은 율장, 경장과 함께 빠알리 삼장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자들이 논장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깜냥’에 벗어난 것은 모두 

  

회의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눈과 귀 등 감각기관으로 확인 되지 

않는 한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깜냥’에 벗어난 것은 

모두 회의적으로 보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 볼 수 있다. 

  

  

1) 4 색계선정(초선, 2 선, 3 선, 4 선) 

2) 4 무색계선정(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3) 상수멸정 

4) 육신통(신종통, 타심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누진통) 

5) 사쌍팔배의 성자(예류자. 일래자, 불환자, 아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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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반 

7) 천상, 지옥등 자신의 현상세계를 제외한 불교의 세계관 

8) 윤회 

  

  

위 8 개의 사항중 1 번부터 6 번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수행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경지이고, 7 번과 8 번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계된 

불교의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덟가지 사항은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수행의 경지에서나 가능하고 불교적 지혜의 눈으로나 확인 

가능한 여덟가지 사항에 대하여 회의론자들은 자신들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 대면서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7 번과 8번의 육도 윤회에 대해서는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 이들 여덟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경에 대하여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이를 주석한 주석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아 볼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경의 문구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한다.  

  

  

깔라마들이여,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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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라마 경- Kālāma Sutta , 앙굿따라니까야-A3:65, 대림스님역)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은 열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회의론자들은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라는 문구를 들어 초기경전에 

쓰여 있는 문구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신통이나 육도윤회 같은 것들이 타겟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회의론자들의 특징은 거두절미하고 깔라마경의 한구절만을 

토대로 초기경전이나 주석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판단대로 결정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경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않은 ‘단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것이다.  

  

회의론자들의 견해는 단편적이고 단멸론적인 경향이 있다. 또 그들의 

주장은 미확인 된 것이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 하다. 그래서 경을 올바로 해석한 주석서가 

필요 한 것이다. 그런 예를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볼 수 있다.  

  

  

  

Tipitaka 

  

  

  

  깔라마 경 제대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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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합리주의 

-『깔라마 경』다시 읽기 - 

  

사나트 나나야까라 지음 

이순주 옮김 

  

 

How Free is Freedom of Thought 

Sanath Nanayakkara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Kandy, Sri Lanka  

(Bodhi Leaves No. 156)  

  

  

*모든 주는 역주(譯註)임 

  

 

불교와 합리주의 

-『깔라마 경』다시 읽기 - 

 

불교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가르침이라는 

인식이 최근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지식층 불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런 관점을 구체화시키고자 많은 저술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들 저술로 인해 그 견해가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내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지부』의 「깔라마 경」1)을 끌어내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물로 

삼고 있다. 즉, 불교가 완벽한 과학적 기반 위에 성립한 합리주의적 

가르침이며, 부처님이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로서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을 설파하셨다는 것이다.  

  

「깔라마 경」을 이처럼 ‘자유로운 탐구를 위한 헌장’이나 되는 듯이 

부각시킨 것은 서구의 학계라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서구 

교육을 받은 당시 불교학자들은 이를 ‘새로운 발견’으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 강하게 지지하였다. 이로 인해 새삼 조명을 받게 된 것은, 

부처님께서 맹신과 독단을 강력하게 비난하셨으며 그 대신 자유로운 

질문과 탐색을 격려하셨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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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자들은 부처님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신 점, 자유 

의지를 수용하셨던 점, 인간이 처한 제반 곤경에 대하여 인간중심적으로 

접근하셨다는 점,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셨다는 점, 당신이 가르치신 

법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신이 주장한 깨달음에 대해서마저도 

추종자들이 묻고 확인하도록 요청하셨다는 점 등을 적극 인용해 

자신들의 견해를 한층 더 확고히 하였다.  

  

한편 신중한 불교학자들은 사고의 자유와 질문의 자유에 대한 부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자유가 어떤 변수 내에서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깔라마 경」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열된 불자들은 여전히 앞서 말한 ‘새로운 발견’에 

도취되어 불교를 순전히 과학적 사실에만 근거를 둔 철저하게 합리적인 

가르침으로 단정하고는, 「깔라마 경」을 그러한 의도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시도를 해나가던 중에 이들은 완강한 

합리주의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들 합리주의자 

역시 부처님께서도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창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깔라마 경」을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전적으로 합리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견해를 강력히 

견지하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지나쳐 주저 없이 

다음 두 가지 중대한 결론을 서둘러 내렸다. 

 

 

첫째, 불교의 접근 방식은 참으로 합리적인데, 「깔라마 경」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당시 일반인들에게 통용되었던 열 가지 지혜의 

방편, 어떤 가르침이나 견해가 진실하고 건전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던 방편을 「깔라마 경」에서는 완전히 

거부할 것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결론은, 「깔라마 경」에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만이, 

종교적이거나 다른 일이거나 간에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하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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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결론은 불교의 교리와 실수행, 양쪽 모두와 중대한 연관이 

있으므로 차제에 신중하게 검토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깔라마 경」을 편견 없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안에는 

부처님께서 열 가지 지혜(진리)의 방편(판단 기준)을 ‘거부하도록’ 

권고하셨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도 않고 

암시되어 있지도 않다. 오히려 진실을 가려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부처님께서는 이들 열 가지 방편을 거의 모두 다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깔라마 경」에 

많이 있으며, 이 점에 대해 여러 주석서들 또한 지지하고 있다.  

  

열 가지 지혜의 방편(판단 기준)과 일반적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Anussava) - 베다 성전의 전통에 의해 

2. 전승(Parampar?) - 여러 세대에 걸쳐 스승들을 통해 전승되어 온 

온전한 전통에 의해 

3. 소문(Itikir?) -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 

4. 장경구족(藏經具足, Pi?akasampad?) - 공인된 문헌상의 전통이 

그러하므로  

5. 논리(Takkahetu) - 추측에 의해 

6. 추론(Nayahetu) - 공인된 도리(공리)가 그러하므로 

7. 논거의 연구(?k?raparivitakka) - 가르침에 들어 있는 논거의 

타당성에 의해 

8. 견심체인(見審諦忍, Di??hinijjh?nakkhanti) - 가르침과 개인적 

견해들 간의 일치에 따라  

9. 유능한 형상(Bhabbar?pat?) - 스승의 권능에 미루어보아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10.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Sama?o no gar?) - 스승의 인품과 평판에 

대한 존경심에서 

  

  

이 열 가지 기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 3, 4, 9, 

10 은 밖으로 권위에 의존하는 지혜의 방편(판단 기준)이고, 나머지 넷인 

5, 6, 7, 8 은 자신의 이성에 의한 지혜의 방편(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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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처님께서는 몇몇 사문 스승들과는 달리 베다를 어리석은 

허튼소리라 해서 전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으셨다. 그 대신 『장부』의 

「떼윗자 경」2)에서 보듯이 부처님께서는 다른 견지에서 베다를 

비판하시며 그 한계와 단점을 지적하셨다. 그러고는 베다를 무오류의 

절대 진리를 담은 것으로 생각하여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셨다.  

  

부처님께서는 베다뿐 아니라 ‘권위’의 범주에 속하는 다른 방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로 대하셨다. 여러 세대에 걸쳐 스승들을 통해 

끊이지 않고 전승되어 온 전통과 성전이든지, 아니면 그 밖의 

전통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든 전통을 굳이 거부할 필요도 없거니와, 

맹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관점이었다.  

  

예를 들어『장부』의 「대반열반경」에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 권위의 

원천’에 대한 가르침 3)은 부처님께서 그러한 전통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잘 보여준다. 『장부』의 「빠야시 경」4)은 모든 종류의 

전통에 대한 부처님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부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로 전통을 맹종하는 태도이다. 그 경에는 심지어 

소문(Itikir?)까지도 검증해 보면 쓸모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논리와 이성의 사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경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중부』의 

「산다까 경」5)에서 보듯이 논리와 이성은 둘 다 본래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못 박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이성이 때로는 끝없는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밝히셨다.  

  

『숫따니빠따』의 「깔라하위와다 경」, 「쭐라위유하 경」, 

「마하위유하 경」 등에서의 가르침 6)은 소위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지혜에 대한 부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들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논리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치 없고 쓸데없는 

짓이라 하여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셨다는 점 또한 경전이 증명해 

준다. 『중부』의 「우빨리 경」7), 「아빠나까 경」8), 「쭐라말룽꺄 

경」9)을 보면 부처님께서 논리와 이성의 한계성, 그리고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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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없이 쓰는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을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이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권위의 원천’을 검토해 보면 ‘스승의 권능, 

스승의 인품과 평판’에 대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스승의 권위를 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신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스승의 가르침과 지도를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가르침을 

‘남의 발언(paratoghosa)’이라 하여 정견(正見)을 계발하는 데 긴요한 

두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하셨다. 나머지 한 요소는 ‘적절한 

주의(yoniso manasik?ro)’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깔라마 경」에서 부처님이 열 가지 지혜의 

방편(판단 기준)을 거부하라고 주창하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창하시는가. 부처님께서 어떤 특정한 

종교적 가르침, 특히 윤리 도덕에 관한 가르침일 경우, 그 가르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내지 표준이나 척도로서 열 가지 지혜의 방편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의존하지 말도록 깔라마인들에게 

충고하셨다는 것은 경의 내용상 분명하다.  

  

어떤 가르침이, 신성하다고 소중히 여기는 성전에 들어있다거나, 

훌륭하고 존경할만한 스승이 가르쳤다거나, 논리와 이성에 완전히 

부합된다든가 하는 등의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참되고 

건전하다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통해 그 

가르침을 직접 시험해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신다.  

  

『중부』의 「바히띠까 경」10), 「암발라티까 라훌로와다 

경」11)에서도 이러한 새 기준에 대해 가끔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깔라마인들에게 앞서 언급한 열 가지 기준들 중 그 어느 

것에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말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깔라마인들이여,  

‘이것들은 무익하며, 이것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들은 지혜로운 

이들로부터 책망 받을 일이며, 이것들을 시행하고 수용하면 손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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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게 된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게 될 때, 실로 그때야말로 

너희들은 마땅히 그것들을 버려야 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부언하신다.  

  

“너희가 ‘이것들은 이롭고 비난할 점이 없고, 지혜로운 이들이 칭찬할 

일이고, 시행하고 수용했을 때 이익과 행복에 도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그 일들을 수용하고 계속 준수해 나아가라.”  

  

자, 그러면 이러한 부처님의 새 기준에서 볼 때 합리주의자들의 두 번째 

결론,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만이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하고 타당한 방법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새 기준을 어떤 범위까지 적용시켜도 

되는가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이 새 기준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성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문자로 표기되는 담마(dhamma), 즉 세상 모든 것에 이러한 사고를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문자 담마(dhamma)를 포함하여 대문자로 

표기되는 담마(Dhamma), 즉 붓다의 가르침에까지도 이러한 사고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깔라마 경」이 설해진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경에 보면 이런저런 여러 종교의 스승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자기의 가르침만을 자랑하고 그 밖의 다른 가르침들은 모두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깔라마인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다. 

  

 부처님께서 께사뿌따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깔라마인들이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여러 사문, 

바라문들이 께사뿌따에 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론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자랑하면서 다른 이론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고 멸시하고 

저주만 합니다. 존자시여,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들 중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의심과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듯 혁신적인 새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시험해 보게 하신 것이다. 부처님이 주신 해답으로 미루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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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윤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다.  

  

깔라마인들에게 주신 부처님의 훈계는, 요컨대 그러한 가르침이 

탐욕[貪]?성냄[瞋]?어리석음[癡]을 증대시키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탐욕?성냄?어리석음, 이 세 가지야말로 

악의 뿌리요 원인이며, 이들을 피하는 것이 도덕적 삶을 사는 확실한 

길이며, 이 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열반으로 이끌어 준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스스로 깨달을 때(attan? va j?neyy?tha)’라는 

훈계는 이런 맥락 속에서만 이해해야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Dhamma)과 관련된 것이나,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에 

「깔라마 경」의 가르침을 확대 적용하도록 정당화해 주는 어떤 빌미도 

경에서 찾을 수 없다.  

  

합리주의자들의 두 번째 가정은 분명히 억지이다. 세상에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알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무어라고 견해를 표명하는 이들의 

권능을 믿고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가 날마다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일상적 삶의 자잘한 

일조차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식견이 높고,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의 충고와 도움을 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합리주의자들의 첫 번째 결론, 즉 「깔라마 경」에서 열 가지 지혜의 

방편(판단 기준)을 완전히 거부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을 바탕으로, 

불교는 합리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장 역시 의문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부처님께서는 이 훈계를 일반적인 범부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러한 범부들이 높은 

전문적 지식이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하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상적 상황에 부딪쳤을 때 그 상황이 그들을 

탐욕?성냄?어리석음으로 이끌 것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상식과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권고하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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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의 지혜는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점진적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중부』의 

「끼따기리 경」12)에서 분명하게 설하셨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 

원리들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원리들은 초심자나 공부가 미진한 

사람들의 이해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탈을 성취한 큰 제자 스님들까지도 부처님께 나아가 어떤 근본적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장면이 경에도 꽤 자주 나온다. 그 

장로스님들은 부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쟁점들에 관해 지혜가 밝아져 분명한 통찰력을 얻고 있다.  

  

업(業), 윤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출세간 지혜의 형태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런 지혜는 일반인들의 능력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큰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이런 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모든 사람이 자유 탐구라는 방법을 써서 붓다의 

가르침(Dhamma)에 관한 일체의 지혜를 얻도록 「깔라마 경」이 

백지위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깔라마 경」뿐 

아니라 다른 어떤 주석서에서도 이런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 해서 이런 기본 쟁점들에 대해 우리가 탐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조급하게 진리에 도달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되며, 

그래서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거나 다른 모든 견해는 다 그릇된 것이라고 

비방하면서 자기 것을 선양해서도 안 된다.  

  

자의적인 탐구를 통해 진리에 도달할 경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결론은 ‘자신만의 견해’가 되어버리며, 

그런 경우 자기 견해를 선전하고, 자기 견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한다. 이런 전개과정은 한편으로는 갈등을 가져오고 

또 한편으로는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경우 양쪽 다 

그 결과는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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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믿음’이란 원시적인 것이며 덜 발달된 종교의 특징이라는 

신념과, 서양에서는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불교가 모든 형태의 믿음을 

배척하고 있다는 신념, 이 두 가지가 많은 이들이 자유로운 탐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강한 이유이다. 이 또한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삿다’(Saddh?, 信)를 확신, 믿음, 신앙 등 그 어떤 용어로 옮기든, 

이 ‘삿다’가 불교 수행의 본질적인 특질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삿다’는 맹목적 믿음(am?lik? saddh?) 같은 것이 아니고 

합리적 토대위에 세워진 믿음(?k?ravati saddh?)을 말한다.  

  

‘삿다’를 계발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탐구는 우선 

‘삿다’가 있고 난 다음 그 보다 훨씬 뒤에 오는 것이다. 

  

『중부』의 「짱끼 경」13)에는 이 자유로운 탐구를 적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절차는 ‘삿다’에서 시작해서 

‘빤냐(지혜)’로 끝난다.14) 그 사이에는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들은 유익하고도 건전한 

것이다.  

  

불교가 수행에 있어서 근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삿다’의 

유용함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불자들이 꺼려할 이유는 없다. 

‘삿다’는 우리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어준다.  

  

『중부』의 「알라갓두빠마 경」15)에서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그 

경에는 뱀의 몸뚱이나 꼬리를 잡는 사람이 뱀에 물리게 되는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그와 같이 해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고 나와 있다. 

  

자유로운 탐구는 불자들 사이에 거의 유행이 되었다. 그 결과 흥미를 끌 

만하고 신기한 해석을 담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억지소리를 하거나 전혀 엉뚱하게 전하는 것들도 많다.  

  

일부 편견 없는 저술가들이 「깔라마 경」의 진정한 중요성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예 : BPS 소식지 No. 9, 1988, 봄호)16)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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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적인 포교자들에게 경고를 주고자 하였으나, 불행히도 이러한 

시도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무제한적 사고의 자유가 마치 불교의 등록상표인양 야단스레 떠들어 

대면서, 잘못된 해석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This translation was possible 

by the courtesy of the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54, Sangharaja Mawatha P.O.BOX 61 

Kandy, Sri Lanka 

  

보리수잎 45 

불교와 합리주의 

-『깔라마 경』 다시 읽기 

 2005 년 12 월 15 일 초판 1 쇄 발행 

  

  

  

  

각주)----------------- 

 

 

「깔라마 경」 (『증지부』Ⅲ 대품 65 경)  

 

     부처님께서 꼬살라 국, 께사뿌따 마을의 깔라마인들에게 해주신 

법문이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께사뿌따 마을에 와서 자신들의 이론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이론들은 비난하기 때문에 깔라마인들은 누구의 

말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몰라 심한 혼란에 빠져 있음을 호소한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통용되던 열 

가지의 가치 판단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실제 체험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도록, 즉 그 가르침을 따르면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貪]?성냄[瞋]?어리석음[癡]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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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더 나아가, 탐욕?성냄?어리석음을 여읜 사람은 자(慈), 비(悲), 

희(喜), 사(捨)로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살며, 바로 지금 여기의 삶에서 

네 가지 편안한 마음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즉, 내생이 있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가 드러난다면 자신은 선을 

행한 만큼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 틀림없다는 첫 번째 편안한 마음, 

만일 내생과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가 없다 해도 자신은 지금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두 번째 편안한 마음, 악행을 

한 사람이 악한 과보를 받는다 해도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괴로움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세 번째 편안한 마음, 악행을 한 사람이 

악한 과보를 받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청정해졌음을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우니 마음 쓸 것 없다는 네 번째 편안한 마음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깔라마인들은 크게 환희심을 내며 

부처님께 귀의했다.  

     

 법륜?둘 『구도의 마음, 자유 - 칼라마 경』 참조. 

 

 

  

「떼윗자(삼명) 경」 (『장부』 13 경) 

      

여기서 삼명(tevijj?, 三明)은 불교의 숙명, 천안, 누진의 삼명이 

아니라 세 가지 베다(리그, 아유르, 사마)에 대한 지식을 갖춘 바라문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꼬살라 국의 한 시골 읍 근처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었다. 

두 젊은 바라문이 찾아와 여쭈었다. 자기네 마을에 수많은 바라문 

스승들이 와서 제각기 진리를 설하며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브라흐마와의 

합일이라는 바라문 최고의 목표에 도달한다고들 말하는데 마을의 

골목길도 아니고 최고 경지로 나아가는 길이 어찌 그렇게 여러 갈래일 

수 있느냐며 자기들 역시 각자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견해가 

상충하여 부처님께 판정을 구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 베다에 능통한 많은 스승들 중에 

브라흐마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다더냐. 없다면 그들의 스승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더냐. 그도 없다면 그들의 스승의 스승, 7 대(代)로 

소급해 올라가면서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브라흐마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더냐. 그 또한 아니라면 옛 성구(聖句)를 모아 베다서를 편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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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성자들 중에 ‘우리는 안다. 우리는 본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브라흐마가 출현했는지를.’ 하고 말한 사람이 있다더냐. 그 모두가 

아니라면 그들이 선언하는 진리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은 앞 

못 보는 장님들의 행렬이나 마찬가지로 맨 앞에 선 사람도 중간에 선 

사람도 맨 뒤에 선 사람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세 베다의 권위만 맹종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고, 브라흐마와 합일하려면 브라흐마처럼 

탐욕?성냄?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사람이 되는 길 밖에 없으니, 세속에 

매여 오욕락에 물들지 말고 출가의 청정한 길을 걸으라며 구체적 공부 

길을 적시해 주신다. 

  

  

네 가지 권위의 원천(Mah?padese) :「대반열반경」(『장부』16 경)에 

나오는 이야기 

      

 비구나 불자들이 새로운 경이나 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내세울 

때, 그것의 근거로 다음 네 가지 출처를 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② 모처에서, 장로와 뛰어난 

스승들이 있는 승가(조실 스님 회상(會上))로부터 들었다. ③ 모처에서, 

아함을 전승받아 법과 율과 논모(論母)를 수지하는 학식 높은 장로 

비구들(대덕스님들)에게서 들었다. ④ 모처에서, 아함을 전승받아 법과 

율과 논모를 수지하는 학식 높은, 한 장로 비구(대덕스님)에게서 

들었다. 

  

 따라서 ‘이것은 법이며, 이것은 율이며,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 

함부로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말고 확립된 경과 율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라고 가르치신다.  

      

「대반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해에 라자가하로부터 

암발라티까, 날란다, 웨살리 등을 지나 꾸시나가라까지 유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수록한 경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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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꼬띠가마에서는 사성제를, 나디까에서는 진리의 거울을, 

벨루바에서는 ‘자신을 섬(등불)으로 삼고, 법을 섬(등불)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는 마지막 유훈을 남기신다.  

  

「대반열반경」의 제 4장에서는 반다가마에서 설하신 ‘계, 정, 혜, 

해탈 이 네 가지를 이해하지도 붙잡지도 못해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윤회의 길을 걸어왔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보가나가라에서는 ‘네 

가지 권위의 원천(Mah?padese)’에 관해 설하신다. 

 

 

  

「빠야시 경」 (『장부』23 경)  

       

꼬살라 국의 빠야시 왕자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 

화생(化生:신이나 지옥 중생들처럼 모태를 빌리지 않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몸을 바로 받는 탄생 과정 및 그 존재)은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열매나 과보라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마을에 온 꾸마라 까사빠 비구가 여러 가지 비유로써 그 견해의 

잘못됨을 일깨워 주고 버릴 것을 충고하지만 갖가지 이유를 들어 버티다 

마침내 승복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비유를 줄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두 남자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삼[麻] 더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삼은 

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둘이 나누어서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다시 삼으로 만든 실 더미를 줍게 된다.  

  

한 남자는 삼실을 주웠으므로 삼더미는 필요 없고 무거우니 버리고 

삼실만 가지고 가자고 하지만, 다른 한 남자는 이미 여기까지 오랫동안 

무겁게 삼더미를 지고 온데다 그 삼더미는 단단히 잘 묶여져 있으므로 

버리지 않고 그냥 그걸 지고 가겠다고 한다.  

  

다른 마을 앞을 지나 집으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차례로 삼옷감, 좀 더 

나은 아마, 아마실, 아마천, 목화더미, 목화 실, 면 옷감, 철, 구리, 

납, 은 등을 발견하다가, 결국 금덩이를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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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는 더 나은 가치의 물건을 발견할 때마다 낮은 가치의 것은 

버리고 새로 주운 물건들을 지고 가다가 결국 금덩이를 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고, 다른 한 남자는 처음 주운 삼더미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집에 돌아간다.  

  

금덩어리를 지고 집에 돌아온 남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 친지, 

동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었지만, 삼더미만을 지고 온 남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동료들에게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주지 

못했다.  

       

이처럼 자신이 부딪히는 경험을 향상의 계기로 살려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언제나 향상의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처럼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서도 향상을 이루지 못한 채 기존 전통이나 관념, 

편견 따위에 매인 채 헛된 삶을 살고 만다는 점을 절절이 가르치고 

계시다. 

  

  

「산다까 경」 (『중부』76 경) 

      

부처님께서 꼬삼비의 고시따 승원에 계실 때, 아난다 존자가 떠돌이 

수행자 산다까에게 설한 법문이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성스러운 삶[梵行]을 부정하는 

외도들의 네 가지 견해를 통해서는 올바른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비유를 들어 자세히 가르쳐준다. 또한 성스럽되 궁극적으로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도 설한다.  

  

이와 같은 외도들의 견해나 가르침을 통해서는 올바른 범행을 닦아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산다까는 아난다 존자에게 현명한 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게 되고 아난다 존자는 바른 공부길을 일러준다. 

그러자 유행자 산다까는 기뻐하며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한다. 

      

 위의 네 가지 견해와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스러운 삶을 부정하는 외도들의 네 가지 견해 : ① 어리석은 자든 

현명한 자든 죽은 후에는 모두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다[단멸론(허무주의)].  ②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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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일(계행, 보시, 수행)을 해도 공덕이 없다[인과의 

부정].  ③ 정진, 노력은 필요 없고 운명과 팔자대로 고와 낙을 누릴 

뿐이다[운명론].  ④ 일곱 가지 요소[地身, 水身, 火身, 風身, 樂, 苦, 

靈魂]의 부동의 존재만 있을 뿐이고, 어떤 변화도 선악의 행위도 

없다[유물론].  

       

성스럽되 궁극적 평안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네 가지 가르침 : ① 

자신은 항상 지견이 현전해 있으며, 신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② 전해들은 

바를 진리라고 알고 이를 설하는 경우, 그 전해들은 기억이 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므로 완전할 수 없다.  ③ 추론과 심찰(審察)에 

따라 가르치는 스승의 경우, 잘못 고찰할 수도, 잘못 추론할 수도 

있으므로 완전할 수 없다.  ④ 어떤 스승의 경우, 삶은 청정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자문을 받게 되면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궤변을 일삼는다. 

 

 

  

「깔라하위와다(언쟁과 논란에 관한) 경」 (『숫따니빠따』IV 품 

11 게송) 

       

언쟁, 논란, 비탄, 자만, 중상 등은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서 

일어나고 존재와 비존재, 쾌락과 불쾌는 접촉에서 일어나고 접촉은 

명색(名色)에서 일어나며 일체 희론적 개념은 상(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명색(名色)과 상(想)의 차원을 떠나 해탈의 경지에 들면 논쟁에 

끼어들지 않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쭐라위유하(다툼에 관한 작은) 경」 (『숫따니빠따』IV 품 12 게송) 

      

서로 자기가 현명하고 상대방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주관적인 상(想)을 고집하기 때문이며 독단을 버리면 다툼은 없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마하위유하(다툼에 관한 큰) 경」 (『숫따니빠따』IV 품 13 게송) 

      

구하는 바가 있으면 욕망이 일어나고 도모하는 바가 있으면 두려움이 

일어나며, 명색과 식(識)에 입각한 주장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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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수 없지만 성자는 견해에 흐르지도, 지식에 묶이지도 않고 성찰을 

통해 평정을 누리기 때문에 일체 다툼에서 초연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이 경들은 모두 해탈분상에서 볼 때 식과 명색은 주관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이성’이라는 것 역시 

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범주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빨리 경」 (『중부』56 경) 

      

부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자이나교의 교주 니간타 나따뿌따는 

신업(身業)이 가장 무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업(意業)을 

중시하는 불교와 대립한다.  

  

그의 제자인 재가자 우빨리는 자신이 직접 부처님을 논파하겠다며 

부처님께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찬물을 먹지 

않고 따뜻한 물만 먹다 죽으면(자이나교에서는 찬물에 유정물이 살고 

있으므로, 살생을 피하기 위해 찬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함), 어디에 

태어난다고 자이나교에서는 가르치는가’라고 물으셨다.  

  

이에 대해 우빨리는 ‘의(意)에 속박된 채 죽었으므로 

‘의중생천(意衆生天)’에 태어난다’고 대답하였다. 그 뒤로도 문답이 

계속 이어지지만 우빨리는 이 첫 문답에서 이미 자기가 논쟁에서 패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 계속 버티다가 

충분한 확신을 얻고 승복하여 부처님께 귀의한다. 

 

 

  

「아빠나까(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 (『중부』60경) 

      

부처님께서 환대를 받으며 꼬살라 국 바라문 마을인 살라 마을에 

도착하셨다. 부처님께서 바라문들에게 이치에 합당한 믿음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이 그런 스승을 갖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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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스승을 못 만났으면 논란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법을 찾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기 

상반되는 두 입장을 부각시키신다. 

  

①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허무론자와 그 반대론자, ② 결과를 부정하는 

자(무결과론자)와 그 반대론자, ③ 원인을 부정하는 자(무원인론자)와 

그 반대론자, ④ 무색계를 부정하는 자(무무색계론자)와 그 반대론자, 

⑤ 멸(滅)을 부정하는 자(무멸론자)와 그 반대론자.  

  

이들 상반된 두 입장들 중 전자의 입장이 틀리고 후자의 입장이 맞는 

것은, 사실에 의해 분명히 밝혀지는 바로서 더 이상 논란할 여지가 

없으므로 맞는 쪽을 택함으로써 향상 해탈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하신 후 이 세상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 남들을 

괴롭히는 자, 자신과 남들을 괴롭히는 자 등의 어리석은 세 부류와 

자신과 남 모두를 괴롭히지 않는 현명한 자들이 있으니, 마땅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을 누리는 자는 이런 현명한 자가 될 것임을 가르치셨다. 

 

 

  

「쭐라말룽꺄(말룽꺄 작은) 경」 (『중부』63경) 

      

세계는 영원한가 아닌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몸과 마음은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 부처님의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등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지 않으면 수행을 포기하겠다는 말룽꺄 비구의 다그침에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의문을 풀어줄테니 수행을 하라고 권하신 

적은 없노라 하신 후,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말룽꺄 비구의 

태도가 잘못임을 일깨워 주셨다. 

       

“말룽꺄뿟따여, 그것은 마치 독을 잔뜩 바른 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어 

그 친구와 친척들이 의사를 데려오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구에게서 상처를 입었고 내가 맞은 화살의 성질은 어떤 것인지 등 

모든 것을 상세히 알기 전엔 이 화살을 뽑게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말룽꺄뿟따여, 그런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지 설명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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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지 아닌지, 유한한 것인지 무한한 것인지 

밝히려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논의들은 이익됨이 없고 성스러운 

삶[梵行]의 기초와 관계가 없으며, 염리(厭離), 이욕(離欲), 멸(滅, 

nirodha), 적지(寂止, upas?ma), 증지(證智, abhi???), 등각(等覺, 

sambodhi), 열반(涅槃, nibb?na)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말룽꺄 비구는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다.   

 

 

  

「바히띠까(겉옷) 경」 (『중부』88 경) 

       

꼬살라 국의 빠세나디 왕이 아찌라와띠 강가에서 아난다존자를 만나 

왕이 묻고 아난다 존자가 이에 답하며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눈다.  

     

“부처님께서는 신(身)?구(口)?의(意) 삼면에서 현자와 바라문들이 

비난할 만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가?”  

     

“그렇지 않다.” 

     

“몸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비난받게 되는가?”  

     

“불건전한 행위가 비난을 받는다.”  

     

“불건전한 행위란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행위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행위란 아픔을 주는 행위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픔을 주는 행위는 고통의 과보를 맺는 행위이며, 이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또는 나와 남 모두를 아프게 하여 그로 

인해 불건전한 상태가 증대하고 건전한 상태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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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나 바라문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불건전한 것을 끊고 버리도록만 

가르치      시는가?”  

     

“부처님께서는 불건전한 법은 끊고 버리고, 건전한 법은 

성      취하도록 가르치신다.” 

       

왕은 위와 같은 아난다 존자의 대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      며, 어떤 

보물이라도 아낌없이 보시하고 싶은데 비구에게는      보물이 닿지 

않을 것이므로, 마가다 국왕이 선물로 보내온      겉옷(바히띠까)을 

보시하겠다고 한다.  

  

아난다 존자가 그것마      저도 거절하자, 이 옷으로 비구의 

삼의(三衣)를 능히 만들 수      있으니 받아 주십사고 간청한다. 

아난다 존자는 그것을 받      아서 부처님께 돌아가 바친다. 그러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빠세나디 왕은 아난다를 만날 수 있었고 

공경을 바칠 수 있      었으니 그 이득이 컸다고 말씀하신다.  

 

 

  

「암발라티까 라훌로와다 경」 (『중부』61 경) 

      

부처님께서 암발라티까에 머물고 있던 일곱 살 사미이자 당신의 아들인 

라훌라에게, 특히 거짓말을 경계하시며 신중한 처신으로 거짓말하는 

일이 없게 되도록 간절히 신칙(申飭)하신 법문이다.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코를 내두르며 싸우기에 이르면 이미 더 이상 못 

할 일이 없듯이, 수행자가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 

못할 악이 없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여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타이르셨다. 즉, 코끼리에게 

코가 생명이듯 사문에게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뜻이다.  

  

신?구?의 삼업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거울로 비추어 보듯 ‘내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장차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 했던 일이 자신을 해치는 일은 아닌가, 남을 해치는 일은 

아닌가, 나와 남 모두를 해치는 일은 아닌가. 이 행위가 불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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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苦)를 일으키는 것, 고의 과(果)를 맺는 것이 아닌가’ 신중히 살펴 

만일 그러하면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기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와 남 모두를 해치지 

않고, 선하며, 낙(樂)을 일으키며, 낙의 과(果)를 맺으면’ 그런 행위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저지른 잘못은 스승이나 도반들 앞에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오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끼따기리 경」 (『중부』70 경)  

       

부처님께서는 오랜 경험에 비추어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나 끼따기리에서 수행 중인 아싸지 

비구(초전법륜 때의 다섯 비구 중 하나인 아싸지 비구가 아니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던 여섯 비구군에 드는 비구임. 뿌나빠숫까 비구 역시 

그러함)와 뿌나빠숫까 비구는 장래의 이익을 위해 지금 당장의 이익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하루 세끼 식사를 고집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비구를 불러서 당신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불분명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신 후, 이 세상에는 

심?혜 양면에서 해탈한 자, 지혜로 해탈한 자, 몸으로 실증(實證)한 자, 

법에 이른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불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일곱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해탈열반은 ‘점진적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해 주신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믿음이 있으면 스승을 찾게 되고, 스승을 찾게 

되면 존경을 표하게 되고, 존경을 표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귀를 기울이면 법을 듣게 되고, 법을 들으면 법을 기억하게 되고, 법을 

기억하면 그 의미를 궁구하게 되고, 그 의미를 궁구하면 그 가르침을 

성찰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면 열정이 

솟아나게 되고, 열정이 솟아나면 뜻이 확고히 서게 되고, 뜻이 확고히 

서면 정사(精査)하게 되고, 정사(精査)하면 열심히 정진하게 되고, 

정진하면 마침내 지혜로써 꿰뚫고 구경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시며 공부의 길에 든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스승에 대한 

믿음(삿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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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끼 경」 (『중부』95 경) 

       

부처님께서 꼬살라 국왕의 영지인 오빠사다에 방문하셨을 때였다. 

그곳에 살고 있던 대 바라문인 짱끼가 여러 바라문들과 같이 부처님을 

찾아뵈었을 때, 십육세 바라문 소년 까빠티까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여 

바라문들 가운데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었다.  

  

까빠티까는 부처님께, 바라문들은 구전이나 성전으로 내려오는 옛 

바라문들의 성구(聖句)를 두고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명확하게 결론지어 버리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본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바라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없다는 대답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럼 7대(代)를 거슬러 

올라가는 스승 중에는 있느냐, 그도 없다면 앗타까, 와마까, 와마데와, 

�사밋따, 야마딱기, 앙기라사, 브라하다와자, 와세타, 깟사빠, 브하구 

등 옛 성전의 편찬자들 중에는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러고 나서, 그도 

없다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 책의 주 2, 「떼윗자 

경」에서처럼) 장님의 행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그러자 이 진지한 청년 바라문은 진리의 보존에 대해, 진리의 발견에 

대해, 진리에의 궁극적 도달에 대해, 다시 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에 관해 차례로 묻고 부처님의 자세한 대답에 크게 환희심을 발하여 

마침내 부처님께 귀의한다. 앞의 주 12 「끼따기리 경」의 셋째 문단 

참조. 

 

 

  

「알라갓두빠마(뱀의 비유) 경」 (『중부』22경) 

      

독수리 사냥꾼 출신 아리타 비구가 ‘부처님께서 장애라고 가르치신 

법들이 반드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삿된 견해를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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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의 이런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을 수 없었던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 사실을 고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께서 아리타 비구를 불러 꾸짖으신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과 근심과 재난이 많다고 열 가지 

비유로써 말씀해주셨던 가르침을 상기시켜주시며, 불법을 배우고는 그 

의미를 슬기롭게 궁구하지 않고 불법에 관한 지식을 잘못 파악하고 

남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뱀을 잡을 때 

몸뚱이나 꼬리를 잘못 잡다가 해를 입는 것처럼 위험한 일임을 지적하신 

후 ‘그대는 스스로 잘못 해석하여 오히려 우리를 왜곡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은 실로 그대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신다.  

       

위의 열 가지 비유란,  

  

갖가지 욕망은 맛없는 것이 살 없는 뼈와 같고,  

뭇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고기 덩어리와 같고,  

끊임없이 불타는 것이 건초 횃불과 같고,  

뜨겁기가 숯불 구덩이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꿈과 같고,  

남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빌린 물건과 같고,  

다치기 쉬운 것이 열매 딸 때 잎과 줄기가 상하기 쉬운 나무와 같고,  

도살장과 같고,  

몸을 난자하는 칼과 창 같고,  

위험하기가 독사의 머리 같다는 비유이다.  

       

이 경에는 또 유명한 ‘뗏목의 비유’도 나온다. 아리타 비구가 자신의 

견해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을 딱하게 여기신 부처님께서 유용한 뗏목도 

버려야 할 때에는 버려야 마땅한데, 하물며 유용하지 못한 견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신다.  

  

‘「깔라마 경」에 대한 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비구 보디는 

「깔라마 경」의 한 구절만을 토대로 부처님이 일체의 원리와 믿음을 

포기하고 진리탐구에 있어서 각자의 판단대로 결정하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에 대해 과연 이 경을 그렇게 해석해도 좋은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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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의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씀은 일반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시 깔라마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특수한 혼란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당시 깔라마인들이 바른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전제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도덕적으로 미숙한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구 보디는 보고 있다. 또 당시 

깔라마인들은 아직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한 불자들이 아니라 부처님께 

단지 자신들의 혼란한 입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묻고 있는 

속인들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본격적으로 귀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처음부터 심오한 가르침을 펴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누구든 

실제 체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도덕률, 즉 탐욕?성냄?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다스리는 쪽이 이에 끌려가는 쪽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부터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한 부처님에의 신뢰야말로 믿음을 지혜로, 신념을 

확신으로 발전시켜 일체 고로부터의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데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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