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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갈 길이 멀다. 언제 써 놓은 글을 다 책으로 만들어야 할까? 이제 2016

년에 왔을 뿐이다. 아직도 7년 남았다. 부지런히 달리는 수밖에 없다. 

틈 나는 대로 책을 만들어야 한다. 

 

책만들기를 하고 있다. 남들은 한권 쓰기도 어렵다는 책을 81권 만들었

다. 이제 82권째 책을 만들려고 한다. 이미 편집까지 끝내 놓았다. 목차

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이렇게 서문 쓰는 일만 남았다. 

 

책이 책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목차와 서문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서문을 

잘 써야 한다. 서문 없는 책은 상상할 수 없다. 서문이 없다면 그저 글

의 무더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81권까지 책을 만들었는데 

모두 서문을 썼다. 그것도 장문으로 썼다.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집착일지 모른다. 

그런데 집착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쓰는 것도 집착이다.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진다. 이런 글을 쓰면 어떤 이는 

글쓰기를 중단하라고 할 것이다. 

 

매달 몇 권씩의 책을 만들고자 한다. 한달에 최소한 네 권 이상은 만들

어야 한다. 일년이면 40권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7년 기간 

동안 쓴 글에 대한 책을 모두 만들지 모른다. 무려 140권이 되는 것이다. 

 

책을 내기 위한 글을 쓰지 않는다. 글을 쓰다 보니 책이 된 것이다. 책

은 만들어도 그만 만들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럼에도 책으로 만들어 놓

으면 삶의 결실처럼 보인다. Pdf를 만들어 블로그에 올려 놓으면 누군가 

가져 갈 것이다. 

 

이번에 만든 책의 제목을 ‘82 담마의 거울 2016 II’으로 정했다. 생애 

통산 82번째 책으로 2016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쓴 

것으로 담마에 대한 것이다. 모두 35개의 글에 312페이지에 달한다.  

 

2016년은 나에게 어떤 시기였을까? 써 놓은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다. 목차 25번에 ‘테라가타 출간 기자간담회’(2016-11-24)라

는 제목이 눈에 띈다. 이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발간된 테라가타 기

자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소감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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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찾아 간 것은 2016년 봄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본 니까야를 근거로 글을 썼는데 번역자를 한번 찾아 가 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홍제동 전재성 선생 자택을 방문했다. 이것을 인연

으로 니까야공부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전재성 선생이 교정 한번 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정

작업을 한 것이 테라가타였다.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것은 테

라가타가 처음이었다. 그것도 각주에 있는 주석도 꼼꼼히 챙겨 읽었다. 

두 번 교정을 보았다. 그리고 노트도 만들었다. 새기고 싶은 내용을 메

모한 것이다. 나중에 글 쓸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82번 책은 담마에 대한 책이다. 경전을 읽고 느낌을 쓴 것이다. 그래서 

주로 교리에 대한 것이 많다. 그런데 교리는 체계적이어서 테이블을 만

들기도 했다. 전재성 선생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시

스터메틱하다’라고 했다.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정교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근거로 하여 쓴 것이 23번 ‘시스터메틱(Systematic)한 

부처님 가르침’(2016-10-25)이다. 

 

틈만 나면 글을 쓰듯이 틈만 나면 책을 만든다. 여유롭고 한가할 시간이 

없다. 책을 많이 만든다고 하여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

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자기만족인지 모른다. 

 

세상사람들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것은 돈으로 나타난다. 세상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부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오로지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

리 많이 모아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최고 부

자가 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은 아니

다. 남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을 때 만족은 있을 수 없다. 그러

나 비교를 중단하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삶

이다. 소욕지족의 삶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어떠한 것이든 만족하

는 것이 행복이다.”(Dhp.331)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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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

러나 학벌이 없다면 콤플렉스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학벌을 돈으로 사

고자 한다. 이른바 학력세탁을 하는 것이다. 재산도 갖추고 학벌도 갖추

었다. 그러면 만족할까? 비교하는 삶을 사는 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글 쓰는 것을 낙으로 산다. 요즘은 책 만드는 재미로도 산다. 책이 서가

에 하나씩 추가 될 때마다 뿌듯한 느낌이다. 마치 아파트가 한채씩 늘어

나는 것 같다. 어느 때 책장을 보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다. 마치 부자가 된듯한 느낌이다. 

 

부자라고 하여 반드시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다. 마음의 부자도 

있다. 정신적 재물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물질적 재물 보다는 정신적 

재물을 강조했다. 그래서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부끄러움을 아는 

재물, 창피함을 아는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을 

말한다. 이를 칠성재라 하여 일곱 가지 고귀한 재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물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돈으로 학력세탁하듯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은 어떤 재물에 속할까? 아마도 ‘배움의 재물(suta dhana)’에 해당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학벌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책 만들기를 해서 책이 이만큼 된다고 말했을 때 대부분 

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책만들기는 삶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다. 진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

꿀 수 있을까?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죽어서 다시 태

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성자의 흐름에 들면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를 청정도론에서

는 종성(種姓: gotrabhū)으로 설명한다. 범부에서 성자로 계보가 바뀜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열반을 대상으로 삼아 범부의 혈통-범부의 호칭-

범부의 지평을 뛰어넘어, 성자의 혈통-성자의 호칭-성자의 지평으로 들

어가는, 열반을 대상으로 삼는… 돌이킬 수 없는 혈통전환의 앎이 생겨

난다.”(Vism.22.5)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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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을 체험해야 한다. 열반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혈통전환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거

듭 태어난 사람이다.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일생동안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얼굴이

나 성향은 죽을 때까지 가져 가는 것이다. 세월에 따라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크지는 않다. 그런데 한번 학벌을 취득하면 역시 평생간다는 

것이다. 자격증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신분제를 보는 것 같다. 

 

신분제는 불평등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불평등을 타파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면 신분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력이 낮은 자

는 학벌세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장관이면 죽을 때까지 장관

이라고 부른다. 한번 교수이면 죽을 때까지 교수라고 부른다. 한번 박사

이면 죽을 때까지 박사라고 불러준다. 한번 스님이면 죽을 때까지 스님

으로 불러 준다. 

 

신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조기교육시키고자 

한다. 초등학교를 사립에 보내는 것이 좋은 예이다. 더 나아가 유치원에

서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동네에 살아야 

한다. 이른바 교육특구에서 사는 것이 된다.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을까? 부모를 잘 만나면 어느 정도 운명이 결

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가 경제력이 있어서 교육특구에 산다

면 유치원에서부터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조기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 사람의 일생은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처럼 스

무스해질 것이다. 그래서일까 불평등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

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이 말한 것이다.  

 

사회는 본래 불평등한 것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났

다면 불평등한 세계에서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신체적으로 정신

적으로 우월하게 태어났다면 세상 살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불

평등은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아이가 22개

월이 되면 어느 계층에 속할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회의 불평

등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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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세상에 태어났다. 부자가 아니어서 불편한 것이 있다. 학력이 

높지 않아서 콤플렉스를 느낀다. 그러나 글을 쓰고 책을 만들 때는 불평

등을 잊어 버린다. 이는 “어느 누가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이렇게 많

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자만이 있기 때문이다. 

 

책을 만드는 작업은 기계적이다. 다만 이렇게 서문 쓰기가 어렵다. 그렇

다고 책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으로 우월감을 갖는다면 불선업이 된다. 

현재를 바꾸려면 글을 쓰는 것이나 책을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혈

통전환을 해야 한다. 혈통전환을 해야 자궁에서 시작된 불평등을 근본적

으로 해소할 수 있다. 

 

 

2023-01-26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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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교수의 유전자연기론은 무작설(無作說) 

  

  

  

승려들도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 

  

과학만능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것은 구식으로 보인다. 

불과 이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접하기 힘들었다. 또 휴대폰 

역시 접하기 힘든 귀중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불과 이십여년 사이에 

인터넷은 일상화 되고 사람들은 수시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오가며 

살아 가고 있다. 더구나 손안의 컴퓨터라 하여 이동통신단말기, 즉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십여년전 

살았던 삶이 원시적이고 지혜가 없고 무지한 삶이었을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여 정신세계까지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다. 

고도정보화사회가 되었다고 하여 인성까지 고도화 된 것은 아니다. 

물질과 정신세계는 엄연히 다르다. 과학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질을 기반으로 과학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것도 과학적 시각으로 불교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포항공대 K 교수는 자신의 ‘환망공상’시리즈에서 승려들이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생물학·뇌과학·물리학 등 현대과학문명을 좇아가려면, 죽도록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 했다. 그렇다면 과학이 무엇인가? 물질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다. 정신영역인 종교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을 죽도록 공부해야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연기론은 단멸론 

  

K 교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는“특히 진화론을 연구하는 

스님들이 배출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불교를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업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다. 업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유전자로서 불교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화연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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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삼법인 등의 근본인정할지 

몰라도 업과 내생, 윤회와 같은 부처님의 핵심가르침을 부정한다. 이런 

가르침이 실려 있는 초기경전에 대하여 낡아 빠지고 케케묵은 것으로 

간주한다. 과학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보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의 시대에 2500 년 전에 사유했던 것들을 전근대적 

산물로 보는 것이다.  

  

K 교수가 간과한 것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물질에 대한 탐구 보다는 

정신영역에 대하여 인식론적인 탐구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과학에 입각하여 유전자로 업의 가르침을 대체 하려는 것은 

‘넌센스’이다. 물질을 기반으로 한 과학은 정신적 현상이나 인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교를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훼불’하는 것과 다름 없고 사실상 ‘외도의 

사상’이다. 물질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으로 불교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단멸론’이나 다름 없다. 

  

무작설(akiriya)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물질을 기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멸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단멸론이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이교도의 경’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Tīṇimāni, bhikkhave, titthāyatanāni yāni paṇḍitehi 
samanuyuñjiyamānāni [samanuggāhiyamānāni (syā. kaṃ. ka.)] 

samanugāhiyamānāni samanubhāsiyamānāni parampi gantvā akiriyāya 

saṇṭhahanti. Katamāni tīṇ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교도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현자에 의해 조사되고, 탐구되고, 철저하게 연구되고, 단지 

전승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설로 드러난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Titthāyatanādisutta-이교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6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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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 가지 이교도의 관점이란 숙작인설과 

존우화작설과 무인론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세가지에 대하여 

‘무작설(akiriya)’이라 했다. 아끼리야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업]지음 없음’이라 번역했다. 빅쿠보디는 ‘non-doing’이라 했다. 

  

무작설이란 무엇일까? 각주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부정하는 

강한 결정론이나 강한 비결정론을 무작설이라 한다.”라고 정의해 

놓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외한 모든 사상은 사실상 무작설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자신을‘작론자’라 했다. 작론자는 업과 업의 과보를 말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머리털로 만든 옷의 경’에서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현세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인 나도 

업을 설하고 있고 정진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 막칼리는 업도 없고 업의 과보도 없고 정진도 없다고 그것을 

거부한다.”(A3.135) 라 했다. 부처님은 나도 “업을 설하고 있고”라 

했다. 업을 설한다고 하여 ‘작론자(kiriyavādin)’라 하는 것이다.  

  

무작론자는 업과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업과 업보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도덕무용론’이 된다.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금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 막칼리 고살라가 있다. 막칼리 고살라는 “업도 없고 

업의 과보도 없다.”(A3.135) 라고 했다. 이런 무작론자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떠한 수많은 수행자의 설법자의 가르침 가운데 막칼리 

고살라의 가르침을 최악이라고 한다.”라 했다. 업과 업보를 부정하는 

단멸론이 최악임을 말한다.  

  

세 가지 무작설이 있는데 

  

경에서는 무작론에 대하여 대하여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느낌’에 대한 것이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숙작인설(pubbekatahetūvā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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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sabbaṃ taṃ pubbekatahetū) 

  

2) 존우화작설(issaranimmāṇahetuvāda)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sabbaṃ taṃ issaranimmānahetū) 

  

3) 무인론(ahetuavāda) 

그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sabbaṃ taṃ ahetuappaccayā) 

  

  

업과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세 가지 무작설은 대표적인 외도사상이다. 

모든 것을 전생의 업보 탓으로 보는 숙작인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 

보는 존우화작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 없이 생겨났다는 무인론을 

무작설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법으로 

업과 업의 과보를 설명하는 것을 작론이라 한다.  

  

숙작인설은 무엇인가? 

  

숙작인설은 자이나교 니간타사상에 대한 것이다. 자이나교주 마하비라는 

사물들이 “부분적으로는 결정되고 부분적으로는 비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강한 결정론과 강한 비결정론의 조합으로서 업에 관한 한 

강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강한 결정론은 결국 ‘무작설’로 간주 

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숙작인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경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이간질을 하더리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욕지거리를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꾸며대는 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탐욕스럽더라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분노하더라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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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thāyatanādisutta-이교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61, 전재성님역)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전생의 원인 때문이라 보는 

것이다.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전생탓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전생탓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에서는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나 정진이 없는 셈이다.”라 했다. 모든 

것을 전생의 원인으로 돌렸을 때 사실상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수행자라고 칭할 타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 했다. 

  

동시적 인과에 대하여 

  

숙작인론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MN36.21(IV230-31)을 참고하라고 했다. 

찾아 보니 ‘몰리야 씨바까의 경’이다. 경에 따르면 씨바까가 

부처님에게 느낌에 대하여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본다. 이에 

부처님은 느낌에 대하여 1)담즙, 2)점액, 3)바람, 4)체질, 5)계절의 

변화, 6)불운한 사건, 7)우연한 피습, 8)업보의 성숙에 대해 설명한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지금 격고 있는 느낌은 업보의 성숙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과거의 행위에 의한 과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과가 반드시 선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동시적 인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전생의 업에 대한 과보로 본다면 숙명론이다. 그러나 동시적 

인과로 본다면 불운한 사건 또는 우연한 피습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나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또 불운한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장애자로 태어나 한평생 고통스럽게 

살아 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라 볼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은 숙작인설을 부정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담즙 등 여덟 가지로 현재의 느낌을설명했다. 그 중에 업보의 성숙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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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보듯이 세존께서는 이전에 지은 업이 병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이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같거나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업의 익음[業異熟]이라는 이 여덟 번째의 원인은 신통지에 

의해서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담즙 등의 7가지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업의 익음은 괴로움의 발생에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일 

뿐이며, 그것도 다른 여러 조건들과 결합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해여 할 것이다.”(초불연 상윳따 4 권 390 번 각주, 각묵스님) 

  

  

즐겁과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 났을 때 느낌이 

일어날 마한 조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몸에 병이 났다면 담즙, 

점액, 바람, 계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전생에 지은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 우연한 피습 등 역시 

전생에 지은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무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항목에 업의 성숙항목이 들어가 있다.  

  

각묵스님은 업의 익음(業異熟)에 대하여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 했다. 그것도 신통지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겪고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은 반드시 

전생 탓만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맛지마니까야 각주에서 

숙명론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느낌의 존재는 과거의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느낌은 업의 작용도 아니고 업의 결과도 아니다라고 말씀 

하셨다.”(맞지마니까야 1888 번 각주) 라고 설명했다. 

  

지금 겪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 전생에 지은 업에 대한 과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가르침이다. 그러나 무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또한 

가르침이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라는 것이 반드시 선후관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사고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고, 간판이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을 전생탓으로 

돌려 버린다면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액땜했다”느니 하는 말을 할 

것이다. 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음보살의 

가피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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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사고가 일어날 한 조건이 형성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재수 없게 

타고 간 차가 굴러 떨어져 모두 사망했을 때 하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차를 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선후인과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나 났다거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면 동시적 인과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선후인과 동시인과가 복합되어 ‘불운한 사건, 

우연한 피습, 업보의 성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전생의 업을 고행으로 없애고자 

  

자이나교에서는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로 보고 있다. 이런 숙작인설에 

대하여 부처님은 강하게 비판했다. 맛지마니까야 ‘데바다하의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벗이여 니간타들이여, 그렇다면 그대들은 ‘우리는 전생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대들은 ‘우리는 전생에 악업을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대들은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악업을 짓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악업이 소멸되었고, 이와 같이 악업이 소멸될 것이고, 이와 같이 

괴로움이 소멸되었고, 이와 같이 괴로움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법을 버리고 

착하고 건전한 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대 

니간타들이 이와 같이 ‘무릇 어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전생의 업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의 업을 고행으로 없애 버리고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업을 파괴하고, 업을 파괴함으로써 괴로움을 부수고 

괴로움을 부숨으로써 감수를 부수고 감수를 부숨으로써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M101) 

  

  

자이나교의 숙작인설을 보면 “모든 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S36.21) 라 했다. 과거 전생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과거에 지은 행위가 모두 업의 과보로 나타난다면 숙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업을 짓는 마음도 있지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ki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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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ta)도 있는 것이다. 작용만 하는 마음, 끼리야 찟따는 과보를 생산해 

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행위가 업보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몸에 병이 나서 아픈 것도 전생의 업보때문이고, 사고가 난 

것도, 장애를 가진 것도 업보라 볼 것이다.  

  

업보는 과거의 행위와 현재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인과라는 

것이 반드시 선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일 수도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고행으로 과거에 지은 업을 파괴하여 청정에 이룰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존우화작설은 오늘날 유일신교와 유사하다. 창조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무작설이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절대자, 전지자, 창조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이간질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욕지거리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꾸며 대는 말을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탐욕스럽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분노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다.’ 

  

(Titthāyatanādisutta-이교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61, 전재성님역) 

  

  

지금 행복과 불행을 모든 것을 그분 창조주, 절대자, 전지자, 

전능자에게 돌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 해야 할 의도도 없고 정진도 없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확인 되지 

않는다면 ‘새김을 잃게 되고 수호를 잃게 된다.’고 했다.  

  

영화 ‘밀양’을 보면 목사가 여인의 유혹에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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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극단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라 했을 때 

행위에 대한 과보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무작설(akiriya: non-

action)이라 했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무인론은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무인론은 우연론과 

가깝다. 일상적 우연론이 아니라 절대적 우연론을 말한다.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깟싸빠의 비결정론에 대하여 “그는 모든 원인과 결과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처럼 초월적이고 완전히 우연적이어서 절대적으로 

예측가능하지도 않고, 무법칙으로 변화하므로 인과관계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인과적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단멸론에 

속한다.”(앙굿따라니까야 3 권, 242 번 각주) 라고 설명되어 있다.  

  

절대적 우연론에 도덕적 책임감은 성립될 수 없다. 처음부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삶을 부정한다.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본다. 그렇다면 누가 

우연론자로 되는가?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에 따르면 우연론자 

이야기가 있다. 우연론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무상유정천에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물질로 된 몸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없었던 경지 

즉 무상유정천을 기억하는 자는 우연발생론자가 되는 것이다.”(초불연 

디가니까야 1 권 126 번 각주) 라 했다.  

  

색계 4 선천 무상유정천에 태어난 존재들은 이전 생에서 인식에 대한 

혐오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났다고 한다. 몸만 있을 뿐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삶과 죽음을 거꾸로 사는 

존재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상유정천존재들은 죽어야 비로서 

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 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무에서 유가 된 것처럼 홀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연론자가 되는 것이라 했다. 경에서 

무인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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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이간질 하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욕지거리하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꾸며 대는 말을 하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탐욕스럽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분노하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다.’ 

  

(Titthāyatanādisutta-이교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6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세 가지 이교도 관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관점은 현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 되었다고 했다. 철저하게 탐구하고 철저하게 

연구해 보니 모두 무작설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원인과 

조건이 없이 결과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 받지 않고, 수행자나 성직자나 

현자에게 비방받지 않는다.”(A3.61) 고 했다. 왜 그럴까? 부처님 

가르침은 ‘작론’이기 때문이다.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가르침이고 

연기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비방받지 않는 가르침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현자들에게 

비난이나 비방 받지 않는 가르침이라 했다. 그런 이유로서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세계, 여섯 가지 감역, 열 여덟 가지 정신적 사유, 네 가지 

진리에 대하여 설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여섯 가지 세계는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광대한 세계와 허공과 의식을 말한다. 흔히 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지수화풍 사대의 근본물질과 

허공에서 파생된 물질인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인식의 요소로 의식의 

다발이 있다. 이렇게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에서 

단순하게 물질로만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  

  

여섯 가지 감역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적 감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각의식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생겨난다.”라고 설명된다. 이 세 가가지 화합하면 접촉이 생겨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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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조건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발생된다. 이렇게 조건발생하여 세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열 여덟 가지 정신적 사유란 무엇일까? 이를 정신적 탐구라고도 하는데 

사유와 숙고를 말한다. 사유와 숙고를 통해 대상을 경험한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예를 보며면 “형상을 보고 쾌락을 야기하는 형상에 대한 

탐구, 불쾌를 야기하는 형상에 대한 탐구, 평정을 야기하는 형상에 대한 

탐구”라고 설명된다. 모두 열 여덟 가지 탐구가 있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눈으로 형상을 볼 때 정신적 즐거움의 기반이 되는 

형상을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정신적 괴로움의 기반이 되는 형상을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평온의 기반이 되는 형상을 지속적으로 

고찰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는 느낌에 대한 것이다. 감각접촉에 

따라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이 여섯 

감각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18 계가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진리가 아니라고 비방하지 못할 것이다. 

  

네 가지 진리란 사성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느낌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했을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Channaṃ, bhikkhave, dhātūnaṃ upādāya gabbhassāvakkanti hoti; 

okkantiyā sati nāmarūpaṃ, nāmarūpapaccayā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iyamānassa kho 
panāhaṃ, bhikkhave, idaṃ dukkhanti paññapemi, ayaṃ 

dukkhasamudayoti paññapemi, ayaṃ dukkhanirodhoti paññapemi, ay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ti 
  

“수행승들이여, 여섯 가지 세계를 조건으로 입태가 있고, 입태를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가지 감역이 있고, 여섯 

가지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나는 느끼는 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선언한다.” 

  

(Titthāyatanādisutta-이교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6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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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결국 사성제를 설했다. 조건발생하는 연기법을 설한 것이다. 

원인과 조건 없이 그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없음을 말씀 하신 것이다. 

특히 “입태를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라 했는데, 여기서 

‘입태(gabbhassāvakkanti)’는 분명히 재생연결식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 십이연기에서 의식이 들어설 연기고리의 자리에 입태가 들어 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결생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작론이다.  

  

유전자연기론으로 윤회와 부활을 통합한다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에 대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말한다. 과학적 상식을 가진 자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더 상식있는 자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말한다. 우리의 몸이 부모의 유유전자부터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물질에 기반을 둔 

과학적 상식으로는 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지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는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느낌이나 의도와 같은 

정신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행위와 

행위의 과보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과학만능주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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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이 세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K교수가 말하는 유전자연기론이다. 

  

K 교수의 유전자연기론에 따르면 불교의 윤회와 기독교의 영생도 설명이 

된다. 그는 불교닷컴칼럼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불교와 기독교라는 

이질적인 두 종교의 핵심교리인, 윤회와 부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라 했다. 이는 물질적 생체유전자와 비물질적 

문화유전자(meme)를 염두에 두고 한말이다. 생체유전자가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윤회’하는 것으로 보고, 자손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유전자의 ‘부활’로 본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일까 정신적 유전으로서 문화유전자를 말하고 

있다. 한집단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는 후대로 전승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하여 “개체적인 유형의 생물학적인 몸과 집단적인 무형의 

사회적인 몸이다.”라고 주장한다. 마치 몸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 같다.  

  

K 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계속 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이 진화해 

온 것처럼 불교도 2600 년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시대에 맞게 끊임 없이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함을 말한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듯이 불교도 진화해서 21 세기 

과학의 시대에 맞는 불교를 만들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로, 다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또다시 

대승불교에서 선불교로 끝없이 모습을 바꾸어온 2,500 년 불교역사”라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미완성 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는 계속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K 교수의 유전자연기론은 무작설(akiriya) 

  

부처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다. 만일 불완전한 것이거나 덜 

깨달았다면 전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르침을 이해 하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 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 불교는 정법에서 멀어지고 변질 되었다. 오늘날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유전자연기론을 주장하는 것 역시 불교의 변질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은 철저하게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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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하여 오온으로 분석하여 십이처와 

십팔계로 설명했다. 주로 정신현상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작론’이다. 이를 연기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물질에 기반한 과학은 정신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기반한 유전자연기론을 말하는 것이다.  

  

물질에 기반한 모든 것은 단멸로 끝난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남는 것이 있다면 후손에게 전달 된 유전자라 

한다. 만일 후손이 없다면 단멸하고 말 것이다. 설령 문화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깊은 산속에서 살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가 있다면 역시 단멸이라 볼 수 있다.  

  

K 교수의 유전자연기론은 단멸을 설한 것이다. 겉으로는 생체유전자와 

문화유전자에 의한 윤회의 재생을 설명하지만 물질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멸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K 교수의 유전자연기론은 이교도의 교설에 가깝다. 부처님 당시에 

숙작인설, 존우화작설, 무인론이 업과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무작설이듯이 K교수의 유전자연기론 역시 무작설(akiriya)이라 볼 수 

있다. 

  

  

  

2016-07-2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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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명을 베어 명지의 피를  

  

  

니까야를 읽다 보면 역동적이고 생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앙굿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볼 수 있는 

‘무명의 경(A1.41)’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벼와 보리의 잎파리를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Seyyathāpi, bhikkhave, sālisūkaṃ vā yavasūkaṃ vā 

micchāpaṇihitaṃ hatthena vā pādena vā akkantaṃ hatthaṃ vā pādaṃ 

vā bhecchati [bhijjissati (syā. kaṃ. ka.), bhejjati (sī.) 

moggallānabyākaraṇaṃ passitabbaṃ] lohitaṃ vā uppādessatīti netaṃ ṭhānaṃ vijjati. Taṃ kissa hetu? Micchāpaṇihitattā, bhikkhave, 
sūkassa. Evamevaṃ kho, bhikkhave, so vata bhikkhu micchāpaṇihitena 
cittena avijjaṃ bhecchati, vijjaṃ uppādessati, nibbānaṃ 

sacchikarissatīti netaṃ ṭhānaṃ vijjati. Taṃ kissa hetu? 

Micchāpaṇihitattā, bhikkhave, cittassā” ti. Paṭhamaṃ.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벼이삭이나 보리이삭이 잘못 놓였다면, 

손이나 발이 스치면 손이나 발을 베어 피가 흐르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삭이 잘못 놓인 까닭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들에게 마음이 잘못 놓이면, 무명을 

베어서 명지를 흐르게 하지 못하여 열반을 실현시킬 수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마음이 잘못 놓인 까닭이다.” 

 

 

(무명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1.4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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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굿따라니까야 ‘벼이삭의 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경이다. 

전재성님은 ‘벼이삭품’이라 하여 ‘sūkavagga’라 했으나 

빠알리원전에는 ‘Paṇihitaacchavaggo’라 되어 있다. 초불연에서는 

‘바르게 놓이지 않은 품(paṇihitaacchavaggo)’ 이라 번역했다. 

빅쿠보디의 NDB 에서는 ‘A Spike’라 번역했다. 영어 Spike 는 ‘대못, 

이삭’의 뜻이다.  

  

빠알리어 sūka 는 ‘awn of barley’의 뜻이다. 보리의 꺼끄라기로 

번역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꺼끄라기는 ‘벼나 보리 등의 낟알 

겉껍질에 붙은 수염이나 수염 동강으로서 몸에 붙으면 

따끔따끔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초불연 대림스님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비구들이여, 만약 밭벼나 보리의 꺼끄러기가 [위로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잘못 놓여있을 때 손이나 발에 밟히면 손이나 발을 찔러 

손이나 발에 피를 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꺼끄러기가 있는 벼가 잘못 놓여있기 

때문이다. 

  



`27 

 

비구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못 쓰는 비구가 무명을 꿰찔러 

영지(靈知)를 일으켜 열반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이다.” 

  

(바르게 놓이지 않음 품 1 번 경, 대림스님역) 

  

  

빠알리원문을 보면 두 종류의 식물이 등장한다. 그것은 sālisūka 와 

sālisūka 

이다. 공통적으로 sūka 가 들어 있다. 여기서 sūka 는 ‘awn of barley, 

茅草’의 뜻으로 보리이삭을 뜻한다. Sālisūka 는 ‘sāli+sūka’형태로서 

sāli 가 ‘a good kind of rice’이므로 ‘쌀보리’라는 뜻이다. 

yavasūka 는 ‘yava+sūka’로서 yava 가‘barley’의 뜻으로 보리 이삭의 

꺼끄러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sālisūka 와 sālisūka 는 쌀보리나 

보리의 날카로운 잎파리를 뜻한다. 빅쿠보디는 ‘spike of hill rice or 

barley’로 번역했다. 쌀이나 보리의 날카로운 잎파리를 뜻한다. 

  

벼나 보리를 보면 잎파리가 위로 향하게 되어 있다. 마치 기세등등한 

창끝이 위로 향해 있는 것과 같다. 만일 잎파리가 옆으로 누워져 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럴 경우 벼나 보리의 잎파리는 예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벼이삭이나 보리이삭이 잘못 놓였다면, 

손이나 발이 스치면 손이나 발을 베어 피가 흐르게 할 수 없다.”라 

했다. 초불연에서는 대괄호를 이용한 주석적 번역을 하여 “밭벼나 

보리의 꺼끄러기가 [위로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잘못 놓여있을 때 

손이나 발에 밟히면 손이나 발을 찔러 손이나 발에 피를 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 했다. 빅쿠보디는 “suppose a 

misdirected spike of hill rice or barley were pressed by the hand 

or foot. It is impossible that it would pierce the hand or the foot 

and draw blood.”라 했다. 빅쿠보디는 ‘micchāpaṇihita’에 대하여 

‘misdirected’라 번역하여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잎파리가 옆으로 또는 아래로 처진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식물의 잎파리가 쳐지면 예리 하지 않기 때문에 만져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  

  

벼와 보리의 잎파리가 위로 향해 있다면 손이나 발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벼이삭이나 보리이삭이 올바로 놓였다면, 손이나 발이 스치면 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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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베어서 피가 흐르게 할 수 있다.” (A1.42) 라 했다. 부처님은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었을까? 그것은 “무명을 베어서 명지를 흐르게 

하지 못하여 열반을 실현시킬 수 없다.”라는 말로 알 수 있다. 마치 

꼿꼿하게 잘 서 있는 잎파리 즉, 올바로 놓은 잎파리에 베이면 피를 

흘리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이 올바로 놓이면 무명을 베어서 명지라는 

피를 흐르게 하여 열반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무명의 경(A1.41)과 명지의 경(A1.42)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잎파리의 방향으로 비유하여 마음의 방향을 설명했다. 잎파리의 방향이 

바로 놓이지 않으면 피를 나게 할 수 없듯이, 마음이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무명을 벨 수 없음을 말한다. 무명을 베어 지혜의 피가 흘렀을 

때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은 매우 

역동적이다. 대승경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신선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앙굿따라니까야에서만 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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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어떻게 논파 되었나? 

  

  

  

 
  

  

  

평생 불교을 믿던 노보살이 죽음을 앞두고 유일신교로 개종했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평생 ‘관세음보살’을 염하던 불자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종교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이는 병원에서 적극적 선교하는 

타종교인들의 정성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기복으로 살아온 

불자가 더 큰 기복으로 갈아 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인지 

모른다. 관세음보살이 제아무리 용하기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 기도만 하고 살아온 불자들이 쉽게 개종하는 것은 교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한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빠알리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와서 불자들은 이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비담마와 

청정도론 등 논서도 번역 되어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초기불교를 강연하는 동영상도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빠사나 수행센터에 가면 수행과 함께 초기블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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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유일신교나 불교나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라 한다.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를 예로 들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사랑일 뿐이다. 창조주의 

사랑이 타종교인 모두에게 해당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불교의 

자애와 연민은 보편적이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교리 또한 불교와 

확연히 다르다. 창조론, 원죄론, 구원론, 대속론, 종말론과 같은 교리는 

불교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일신교는 상주론에 해당된다. 영원주의를 

말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영원주의에 대하여 허무주의와 하께 

삿된견해라 했다. 왜 영원주의가 사견일까? 이는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설명된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 이외 모든 견해는 사견이 된다.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D1)에서는 62 가지 사견이 소개 되어 있다. 

그 중에 영원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창조론으로 대표되는 

영원주의가 왜 거짓일까? 부처님은 상윳따니까야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에서 허무주의와 함께 영원주의를 다음과 같이 논파 했다. 

  

  

[세존]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S12.15) 

  

  

짤막한 이 문장이 상견(영원주의)과 단견(허무주의)를 논파한 유명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조건발생과 

조건소멸의 연기에 대한 지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석에서는 창조론 등 상견이 왜 거짓인지, 단멸론과 같은 허무주위가 

왜 성립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부처님 당시에는 각종 사상이 난무 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이다. 영원주의는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보는 

상주론을 말하고, 허무주의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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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단멸론을 말한다. 이는 양극단이다. 깟짜야나곳따의 경에서는 

“깟짜야나여,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有] 또는 비존재[無] 두 

가지에 의존한다.(S12.15)”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세상사람들은 부처님 당시 삿된 견해에 의존해서 살아 가던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양극단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유일신교는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와 유사한 영원주의 종교이다. 

이렇게 영원주의 또는 상주론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단멸론이다.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이라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극단은 잘못된 

견해이다. 이를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논파하였다. 그와 관련된 경이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영원주의를 부수었을까? 이는 연기의 역관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역관에서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라는 구절이다. 이렇게 무상하게 조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였을 때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절대유로서의 극단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영원주의가 논파 된다. 

  

허무주의는 연기의 순관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순관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조건발생하여 다시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을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보는 절대무로서 극단은 역시 거짓이 된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논파된다. 

  

부처님은 절대유와 절대무의 양극단에 대하여 연기법, 즉 십이연기로 

논파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라 하였다. 이렇게 양극단에 대한 중도의 가르침은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으로 설명된다. 

  

교리를 알게 되면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일어난다. 이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확신에찬 믿음이다. 경에서 유무중도를 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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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알게 되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된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이 

정견임을 알게 되어 불자 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그러나 교리를 모른 채 오로지 기도만 하며 기복적 신행생활 하다 

보면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게 된다. 절에 

10 년, 20 년, 30 년, 아니 평생 다녀도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모른다면 불자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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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부가 안되면 미련없이 떠나야 

  

  

흰구름이 모자이크 되어 

  

때로 하늘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 비가 온 다음 날 하늘은 맑고 

깨끗하다. 가을하늘 공활하다는 애국가 가사가 있듯이 청명한 하늘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이 아득하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구름이 

형성되어 시시각각 모습이 변한다. 

  

늦은 오후 하늘을 쳐다 보니 마치 방석을 깔아 놓은 듯 흰구름이 

모자이크 되어 있다. 하늘의 구름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거의 전국적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카톡으로 보내 온 

사진들을 보면 거의 동일한 구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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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백운(靑山白雲) 

  

동아시아불교에서 ‘청산백운(靑山白雲)’이라는 말이 있다. 푸른산과 

흰구름이라는 뜻이다. 이는 선시 “청산묵묵(靑山默默)이요 

백운잠잠(白雲潛潛)”에서 유래한다. 풀이하면 “청산이 말없이 

묵묵하니 그 위에 떠 있는 흰 구름조차 고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청산이란 주인을 말하고, 백운은 정처 없이 떠도는 객(客)을 비유한 

것이다. 예부터 불가에서는 대중이 머무는 큰 방의 좌우에 청산(靑山)과 

백운(白雲)을 써놓고 청산 쪽에는 절 안에 머물고 있는 대중들이 앉고 

백운 쪽에는 객스님들이 앉도록 자리를 배치하였다. 이때 청산의 

주인들이 묵묵한데 백운의 객승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떠들 리가 없다는 

것이다. 

  

작은 절 시골절 천장사에 올해 하안거때 일곱 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들였다. 해제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지지만 그 중에 두 명은 

해제기간에도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절의 주지스님과 

대중스님은 청산이 되고, 선방스님들은 백운이 되는 셈이다.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이미지이고 백운은 흘러가는 구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절의 대중스님과 선방스님과의 관계가 청산과 백운으로 묘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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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사 

  

  

운수납자(雲水衲子) 

  

해제가 되면 스님들은 뿔이 흩어진다. 다음 안거 때까지 만행을 하고 또 

다시 안거에 들지만 이전 스님들을 또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 마치 흘러 가는 구름처럼 떠 돌아 다니는 것이다. 

도를 구하기 위해 스승을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승려를 일컬어 

운수납자(雲水衲子)라 한다. 법구경에 운수납자의 삶을 연상케 하는 

게송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Uyyuñjanti satimanto,   

na nikete ramanti te,  

Haṃsā va pallalaṃ hitvā  

okam-okaṃ jahanti te.  

  

새김을 갖춘 님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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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백조들이 늪지를 떠나는 것처럼 

그들은 집마다 그 집을 떠난다. (Dhp91)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새김을 갖춘 님들은 스스로 

노력한다.(Uyyuñjanti satimanto)”라고 했다. 주석에 따르면 “광대한 

새김을 확립하고 번뇌를 끊은 자들은 선정과 통찰과 같은 자신이 

꿰뚫어야 할 명상수행에 노력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하며 이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달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러 이러한 때에 나는 그것들 속에서 지내리라.”라고 

결정하고 성찰함을 말한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주처를 좋아하지 않는다. (na nikete ramanti 

te)”라고 했다. 빠알리어 nikete 는 ‘abode; home’의 뜻이다. 머무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석에 따르면 “욕망의 경향에 

대하여 환락이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욕망 또는 집착에 대한 

경향이 없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즉 오욕락을 뜻하는 것이라 했다. 

  

법정스님의 난(蘭)이야기 

  

수행자는 욕망을 멀리 하는 삶을 산다. 세상사람들이 추구하는 오욕락을 

멀리 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소유물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곳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삶에 대한 재미 있는 일화가 있다. 법정스님의 

난이야기이다 .  

  

스님이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스님을 뵈로 떠났는데 갑자기 

‘난초’생각이 났다는 것이다. 햇볕을 쪼이기 위하여 밖에 내 놓았는데 

깜박 잊고 떠난 것이다. 난초가 햇볕에 말라 죽을까 걱정이 되서 길을 

가는 도중에 되돌아와 물을 주고 정성껏 돌 보아 주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스님은 집착과 소유욕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소유에서 해방 되고자 아는 지인에게 

난초를 주어 버렸다고 한다. 그러고 나니 그렇게 홀가분 할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소유를 실천한 것에 대하여 “이때부터 나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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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했다고나 할까.”라고 책에 써 놓았다. 

  

미련없이 떠난다 

  

세 번째 구절을 보면 “백조들이 늪지를 떠나는 것처럼(Haṃsā va 

pallalaṃ hitvā)”이라 했다. 수행승을 백조로 묘사한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백조들이 물고기 같은 음식이 풍부한 

물웅덩이에 있으면서 음식을 취하고 떠날 때에는 거기에 있는 어떤 

대상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백조들은 

“이것이 나의 물이다. 나의 연꽃이다. 나의 백합이다. 나의 

과피(果皮)이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대신 백조들은 

미련없이 그 장소를 버리고 허공으로 날아 가는 것이다.  

  

네 번째 구절을 보면 “그들은 집마다 그 집을 떠난다. (okam-okaṃ 

jahanti te)”라 했다. 거처가 없는 수행승에게 소유물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취하게 하는 것이 사라지고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 머물러 지낼 때에 가정에 집착하지 않으며, 떠날 때에도 

‘나의 승원, 나의 건물, 나를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련없이 

떠난다.”라 했다. 무소유로 사는 수행자에게 소유물과 거처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겨나지 않도록 떠나야 함을 말한다. 

  

백조(haṃsa) 와 백로(koñca) 

  

법구경 91 번 게송을 보면 수행승에 대하여 백조로 묘사하였다. 백조는 

빠알리어로 ‘haṃsa’라 한다. 영어로 ‘swan’이다. 초기경전에서 

수행승을 백조로 묘사한 곳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숫따니빠따 성자의 

경(Sm1.12)에서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백조의 빠름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재가자는 멀리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승, 

그 성자에 미치지 못한다.”(stn221)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공작을 

재가자로 비유하고, 백조를 수행승으로 비유했음을 알 수 있다. 날개를 

펼치면 마치 부채처럼 멋진 모습의 공작새는 컬러풀하여 화려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나는 재주는 별로 없다. 이는 백조와 비교 되고 있다. 

백조는 희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나는 것에 있어서 공작과 비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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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따니빠따 ‘방기사의 경(Sn2.12)’에서는 “백조가 목을 빼고 천천히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원만한 음성으로 말씀해주십시오.” (stn350) 

라 되어 있다. 부처님의 음성에 대하여 백조의 음성으로 비유한 것이다. 

숫따니빠따 ‘피안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마무리의 경(Sn5.18)’에서는 

“이를 테면, 새가 엉성한 덤불을 떠나 열매가 많은 숲에 깃들 듯, 저도 

또한 소견이 좁은 자들을 떠나, 백조처럼 큰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stn1134) 라 되어 있다. 백조가 깨달은 성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로와 대비되는 새가 있다. 백로가 그것이다. 법구경 155 번 게송을 

보면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라 했다. 

여기서 백로는 빠알리로 koñca 라 하며, 영어로는 heron 이라 한다. 

거해스님은 “마치 날개 부러진 왜가리가 물고기 없는 마른 연못에 있는 

것과 같다.”라 하여 왜가리라 했다. 나까무라하지메는 

“魚のいなくなった池にいる白鷺のように、�せて滅びてしまう”라 하여 

백로라 했다. 타닛사로빅쿠는 “they waste away like old herons in a 

dried-up lake depleted of fish.”라 하여 헤론(heron)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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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n(백로) 

  

  

백로를 뜻하는 Heron 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 보니 왜가리, 해오라기, 

백로과의 총칭이라 되어 있다. 백조가 수행승 또는 성자를 상징하는 

것과 비교하여 백로 또는 왜가리는 세속인으로 상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날게 부러진 늙은 왜가리는 말라 버린 호수가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호수라도 

청정도론에서는 “황금 백조의 왕이 천민촌의 입구에 있는 더러운 

웅덩이에 머물기를 즐거워 하지 않고 일곱 개의 큰 호수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수행자 백조도 위험이라고 분명히 본 여러 가지의 

상카라들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다.” (Vism.21.43) 라하여 백조를 

수행승의 상징으로 비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소유의 수행승은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수행자는 무소유의 청정한 삶을 살아 

간다. 오욕락을 멀리 하여 욕망을 여의는 삶에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고고한 자태의 

백조가 늪지에서 머물지만 떠날 때는 그 장소를 버리고 허공으로 날아 

가는 것처럼, 무소유의 수행승 역시 떠날 때는 ‘나의 승원, 나의 건물, 

나를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련없이 떠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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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스님들은 해제가 되면 미련 없이 거처를 떠난다. 언제 다시 돌아 

온다는 기약이 없다. 도를 찾아 스승을 찾아 유행을 하는 것이 흘러 

가는 구름과도 같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스님들이 집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굳이 집이 있다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이 내집이다. 

전국의 사찰이 내집이고, 전세계의 사찰이 내집인 것이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는다. 소유하지도 않는다. 바랑 하나 메고 도를 찾아 스승을 

찾아 구름처럼 유행하는 것이다. 고고한 자태의 백로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미련 없이 허공으로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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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고 익히면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앙굿따라니까야 ‘벨라마의 경(A9.20)’에 

실려 있는 가르침이다. 엄청난 보시를 해도 단 한순간 자애의 마음을 

내는 공덕만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 

gandhuttampi)’이라는 말은 주석에 따르면 “두 손가락으로 값비싼 

향료덩어리를 집어서 냄새 맡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짧은 시간을 말한다. 주석에서는 어원을 분석하여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통을 한번 빠는 시간 정도 된다(gandhuhanamatta)’고 한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더 큰 과보가 있다. 그것은 “단지 손가락 튕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는다면”이라 했다. 두 손가락을 

비벼서 소리가 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면 일초 이내라 볼 수 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무상을 절감한다면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 보다 비교할 바 없는 공덕이 된다고 했다.  

  

손가락 튕기는 시간은 매우 짧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무상을 지각할 

수 있을까? 계절이 변하면 자연무상을 느끼고 사람이 늙어 가면 

인생무상을 느끼지만 긴 시간이다. 계절이 바뀐 다음에야 무상함을 

느끼고 늙어서 역할이 없어 졌을 때 비로소 무상을 느끼지만 너무 늦다. 

손가락 튕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무상함을 지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고 익히면 

  

상윳따니까야에 ‘무상에 대한 지각의 경(S22.102)’이 있다. 이는 

“단지 손가락 튕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에 대한 지각을”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경에서는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고 익히면”이라는 

정형구로 표현되어 있다. 오온에 대한 것이다.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에 대하여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대한 탐욕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에 따르면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았을 때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고 

했다.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고 익혔을 때 1)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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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에 대한 탐욕, 3) 존재에 대한 탐욕, 4) 무명, 5) 자만을 뿌리째 

뽑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유를 들었다.  

  

첫 번째 비유는 쟁기의 비유이다. 쟁기질 하면 모든 뿌리들이 파해쳐 

없어지듯이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고 익히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등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가 뿌리째 뽑혀 없어진다고 했다.  

  

밥바자(babbaja)에 대하여 

  

두 번째 비유는 골풀의 비유이다. 전재성님의 번역을 보면 “골풀을 

베면 꼭대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 털어버린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골풀은 인터넷사전에 따르면“다년생 초본으로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한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풀밭의 습지나 강가 및 

논둑에서 자란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골풀에 대한 빠알리어는 

밥바자(babbaja)이다. 영어설명은 ‘the fragrant root of the 

Andropogon Muricatus’라 되어 있고 한자어로는 ‘등심초(燈心草)’라 

한다. 초불연 각묵스님은 ‘갈대’로 번역했다.  

  

밥바자라 불리는 풀은 영어로 ‘Andropogon’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beard grass’라 불리운다고 한다. 주로 아시아가 원산지로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유럽 등에 널리 퍼져 있는 풀이다. 한자어로 

등심초라 하는데 우리말 이름은 골풀이다. 한무더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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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초(골풀)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CDB 를 찾아 보니 ‘rush-cutter’라 

되어 있다. 인터넷검색을 해 보아도 rush-cutter 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초불연에서는 갈대라고 번역했으나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갈대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kaṭṭhaka’이다. 이는 법구경에서 “자기파멸을 위해 

익어가는 갈대의 열매와 같이. (phalāni kaṭṭhakasseva attaghātāy 
phallati)” (Dhp 164) 라는 게송에서도 알 수 있다.  

  

골풀을 뜻하는 밥바자와 갈대를 뜻하는 깟타까는 다른 것이다. 빠알리어 

kaṭṭhaka 는 ‘葦, 蘆葦’의 뜻으로 갈대라는 뜻이다. 갈대를 영어로 

reed 라 하는데 1~3 미터 정도로 높이 자라고 줄기는 곧고 속은 비었으며 

잎은 긴 피침형이다. 그러나 경에서 언급된 밥바자는 등심초로서 

무더기를 이루어 피는 식물로서 일종의 긴 풀 같은 것이다.  

  

등심초를 뽑았을 때 꼭대기를 잡고 흔들면 붙어 있던 흙이 털어진다. 

이를 “골풀을 베면 꼭대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 

털어버린다. (babbajalāyako babbajaṃ lāyitvā agge gahetvā odhunāti 

niddhunāti nipphoṭeti,)”라고 했다. 이와 같이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으면 탐욕 등이 떨어져 나감을 말한다. 

  

열 가지 비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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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비유를 보면 망고가 등장한다. “망고더미가 달린 나무줄기를 

자르면 그 줄기에 달린 망고들이 모두 그 줄기를 따라 잘려진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네 번째 비유는 용마루이다. “누각의 어떠한 

서까래든지 모두 용마루로 향하고, 용마루로 기울고, 용마루로 모이고, 

용마루를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네 번째 

비유에서부터 ‘최상’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어 다섯 번째 비유는 

“어떠한 뿌리의 향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흑단향을 최상으로 

여긴다”라 했다. 서까래 가운데 용마루가 최상이고 뿌리의 향가운데 

흑단향이 최상이듯이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으면 탐욕, 자만 등이 

뿌리째 뽑힘을 말한다. 

  

여섯 번째 비유는 적단향이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나무심의 향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적단향을 최상으로 한다.”라고 비유되어 있다. 

일곱 번째 비유는 재스민으로서 “어떠한 꽃의 향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재스민 향을 최상이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어 여덟 번째는 

전륜왕의 비유이다. “어떤 군왕이 있든지 그들 모두는 전륜왕에 

종속되며 그들 가운데 전륜왕을 최상이라고 한다.”라 되어 있다.  

  

아홉 번째 비유는 달의 광명이다. “어떠한 별이 비추는 광명이든 

그것은 모두 달이 비추는 광명이 십육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 

가운데 달이 비추는 광명을 최상이라고 한다.”라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태양의 비유이다. “가을에 하늘이 맑고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태양은 높이 떠오르면서 빛나고 빛을 방출하고 널리 

비추어서 일체의 어둠을 허공에서 없애 버린다.”라 되어 있다.  

  

열 가지 비유를 든 것은 무상의 지각을 닦는 것에 대한 이익을 말한 

것이다. 손가락 튕길시간 정도라도 잠시만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도 

엄청난 보시를 하는 것 보다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고 했는데, 무상의 

대한 지각을 지속적으로 닦았을 때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경에서는 탐욕, 무명, 아만 등의 족쇄가 떨어져 나가 아라한이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열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을에 농부가 큰 쟁기날로 쟁기질을 하면  

모든 뿌리들이 파 헤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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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풀을 베는 사람은 골풀을 베면  

꼭대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 털어버린다. 

  

3) 망고더미가 달린 나무줄기를 자르면  

그 줄기에 달린 망고들이 모두 그 줄기를 따라 잘려진다. 

  

4) 누각의 어떠한 서까래든지 모두 용마루로 향하고,  

용마루로 기울고, 용마루로 모이고, 용마루를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한다. 

  

5) 어떠한 뿌리의 향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흑단향을 최상으로 여긴다. 

  

6) 어떠한 나무심의 향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적단향을 최상으로 한다. 

  

7) 어떠한 꽃의 향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재스민 향을 최상이라 한다. 

  

8) 어떤 군왕이 있든지 그들 모두는 전륜왕에 종속되며  

그들 가운데 전륜왕을 최상이라고 한다. 

  

9) 어떠한 별이 비추는 광명이든  

그것은 모두 달이 비추는 광명이 십육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 가운데 달이 비추는 광명을 최상이라고 한다. 

  

10) 가을에 하늘이 맑고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태양은 높이 떠오르면서 빛나고 빛을 방출하고  

널리 비추어서 일체의 어둠을 허공에서 없애 버린다. 

  

  

이와 같은 열 가지 비유를 든 것은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았을 때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 무명, 자만이 제거 된 경지에 대하여 열 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왜 마음대로 삭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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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족쇄가 타파 되어야 한다. 그것은 

‘색계에 대한 욕망(craving for fine-material existence: rūpa-rāga), 

무색계에 대한 욕망(craving for immaterial existence, arūpa-rāga), 

자만(conceit, māna), 침착하지 못함(restlessness, uddhacca), 

무명(ignorance, avijjā)’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Aniccasaññā bhikkhave, bhāvitā bahulīkatā sabbaṃ kām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rūp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bhavarāgaṃ 

pariyādiyati. Sabbaṃ avijjaṃ pariyādiyati. Sabbaṃ asmimānaṃ 

pariyādiyati, samūhanti 

  

“수행승들이여,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고 익히면, 그것은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없애고,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없애고, 모든 

존재에 대한 탐욕을 없애고, 모든 무명을 없애고, 모든 ‘나’라는 

자만을 뿌리째 뽑아 없앤다.” 

  

(Aniccasaññā sutta-무상에 대한 지각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02, 

전재성님역) 

  

  

경에서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으면 다섯 가지가 없어진다고 했다. 

여기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은 아나함의 경지에서 없어지지만, 

나머지 네 가지는 아라한이 되면 사라진다. 그런데 빅쿠보디는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없애고 (Sabbaṃ rūparāgaṃ pariyādiyati)’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DB 를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Bhikkhus, when the perception of 

impermanence is developed and cultivated, it eliminates all sensual 

lust, it eliminates, all lust for existence, it eliminates all 

ignorance, it uproots all conceit ‘I am.’”라 되어 있다. 빠알리 

원문과 다르게 물질에 대한 욕망 부분이 삭제되고 네 가지만 번역되어 

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각주를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Sensual 

lust is eliminated by the path of nonreturning; lust for existence, 

ignorance, and the conceit "I am" by the path of arahantship.”(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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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번 각주) 라고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다. 감각적 욕망은 돌아오지 

않는 길(불환자)에서 제거되고, 아라한에게 있어서는 존재에 대한 

열망과 무명, 그리고 내가 있다는 자만이 제거 되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의 설명을 보면 “rupa raga 가 나타나면 arupa-

raga 가 나타나야 전자는 색계에 대한 탐욕, 후자는 무색계에 대한 

탐욕이 되어 색계에 대한 집착과무색계에 대한 집착으로 배대가 된다. 

아니면 rupa-raga 는 생략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보디스님은 본경에서 rupa-raga 를 빼버리고 번역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번역에 있어서 원문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번역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거나 삽입한다면 정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 

없다. 전재성님의 경우 ‘물질에 대한 탐욕(rūparāga)’에 대하여 

색계에 대한 욕망으로 보고, ‘존재에 대한 탐욕(bhavarāga)’에 대한 

탐욕을 무색계에 대한 욕망으로 보아 모두 다 번역했음을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  

  

절집에서 통용되는 한자말들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위 구절에 대한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을 보면 “무상의 [관찰로 생긴] 

인식을 많이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이라 되어 있다. 이 말은 

전재성님의 번역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고 익히면”라는 말과 

비교된다. 초불연 번역을 보면 대괄호를 이용한 주석적 번역을 했고 

선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공부짓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전재성님의 번역이 유려하고 유연하다면 각묵스님 번역은 대체로 

딱딱하고 경직되어 보인다. 더구나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공부]지으면’이라는 말은 낯설다.  

  

왜 이런 번역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해제글에서 

대림스님이 “한문불교 용어에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눈의 

알음알이[眼識], 무더기[溫], 기능[根] 등으로 한문을 병기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한문불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가장 먼저 절집을 들 수 있다. 절에서 한문교재로 공부한 스님들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이다. 스님들이나 옛날 한문 세대를 위하여 대괄호를 

이용하여 한문을 병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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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원칙에 따르면 술어의 한글화에 대하여 “오히려 

지금 절집에서 통용되는 한자말들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절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번역에 

반영했음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말이 ‘공부짓다’라는 말이다. 

  

보통불자들이나 일반사람들은 ‘공부하다’라는 말은 알아도 

‘공부짓다’라는 말은 매우 생소하다. 절집에서나 사용되는 말이 

번역에 실린 것이다. 그래서 빠알리어 ‘bhāvitā bahulīkatā’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많이 닦고 많이 [공부]짓다’라고 번역했다. 반면 

전재성님은 ‘닦고 익히다’의 뜻으로 번역했다. 여기서 닦다는 뜻은 

빠알리어로 ‘bhāvitā’라 하는데 영어로 ‘increased; cultivated; 

developed.’의 뜻이다. 문제의 ‘공부짓다’는 말은 빠알리어로 

‘bahulīkatā’라 하는데 이는 ‘took up seriously; increased. 

(adj.), practised frequently’의 뜻이다. 빠알리어 ‘bhāvitā 

bahulīkatā’의 뜻은 열심히 수행하여 닦고 익힌다는 뜻이다. 특히 

‘bahulīkatā’는 끊임 없이 자신을 향상시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공부짓다’라 하여 선가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을 보면 도처에 한문이 병기되어 있고 대괄호를 

이용한 주석적 번역이 되어 있다. 더구나 아름다운 시로 이루어진 

게송에서 조차 한문과 대괄호가 사용되고 있다. 한문과 대괄호를 

사용하여 주석적 번역을 하면 별도 설명을 해 놓지 않더라도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친절하게 주석적 번역을 해 놓으면 

마치 시냇물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시어에 

사용되었을 경우 시어로서 맛을 잃어 버리게 한다. 그럼에도 한자어와 

대괄호를 넣는 것은 한문불교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했다. 

만일 세월이 한 두 세대 흘로 한문불교세대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듯한 번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절집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번역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는 

승가라는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번역이라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독자를 외면하고 절집에 사는 스님위주의 번역이 되었을 때 

세상의과 유리된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특수한 집단에서 

사용되는 용어, 예를 들어 ‘공부짓다’라든가, ‘잡도리하다’ 등의 

선가에서나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익숙하지 않다.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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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을 찾아 보아야 하는 수고러움이 뒤따른다. 무엇 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무상을 느끼지만 

  

종종 TV 를 보면 나이 든 외국여인을 볼 수 있다. 환경이나 생명운동을 

한 지적인 여성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외모를 보면 형편없이 늙은 

모습이다. 피부는 쭈글쭈글하여 볼 품 없다. 전반적으로 몹시 늙은 

이미지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처음 본 것이다. 이전에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젊고 싱싱한 이미지와 대비시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유명영화배우라면 빛나던 청춘시절의 이미지와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인생무상을 느낄 수 있지만 TV 에서 처음 보는 늙은 여인의 모습은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노인에게도 분명히 젊음은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것 하나 가만 있지 않는다. 어떤 것은 서서히 

변하지만 어떤 것은 급격히 변한다. 노화는 서서히 진행 되지만 

오랜만에 보면, 그것도 수 십 년 만에 보면 급격하기 변한 것처럼 

보인다. 젊음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노년으로 몰아 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인생무상이다.  

  

누구나 무상을 느낀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인생무상을 느낀다고 하여 다음 생을 받지 않는 불사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범부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오취온의 존재에게 

있어서 인생무상이나 계절무상, 자연무상은 단지 변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감상일 뿐이다.  

  

오온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했을 때 

  

현자들이 느끼는 무상은 어떤 것일까? 부처님가르침을 접한 자라면 같은 

무상을 느껴도 오취온의 범부처럼 보지 않는다.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무상, 고, 무아로 보는 

것이다. 같은 무상이라도 대상을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에 대한 지각의 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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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 rūpaṃ iti rūpassa samudayo iti rūpassa atthagamo, 

iti vedanā iti vedanāya samudayo iti veda nāya atthagamo 

iti saññā iti saññassa samudayo iti saññassa atthagamo 

Iti saṃkhārā iti saṃkhārassa samudayo iti saṃkhārassa atthagamo, 

iti viññāṇaṃ iti viññāṇassa samudayo iti viññāṇassa atthagamoti.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이 물질의 발생이고, 이것이 물질의 소멸이다. 

이것이 느낌이고, 이것이 느낌의 발생이고, 이것이 느낌의 소멸이다. 

이것이 지각이고, 이것이 지각의 발생이고, 이것이 지각의 소멸이다. 

이것이 형성이고, 이것이 형성의 발생이고, 이것이 형성의 소멸이다. 

이것이 의식이고, 이것이 의식의 발생이고, 이것이 의식의 소멸이다.” 

(S22.102) 

  

  

부처님은 오온에서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라고 했다. 이는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자들은 발생과 소멸을 보지 못한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아쉬워 할 뿐이다. 그래서 슬퍼도 내가 슬프고 기뻐도 내가 기쁜 

것이다. 항상 자아에 대한 관념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현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관찰한다. 구체적으로 

일어남(samudaya)과 사라짐(atthagama)이다.  

  

몸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다. 느낌도 관찰한다. 어떤 느낌이든지 일어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만일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낌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면 집착이 되어 결국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지각도, 

형성도, 의식도 관찰의 대상이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한번 형성된 것이라면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것이라 했다.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했을 때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무명도 없어지고 아만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벨라마의 

경(A9.20)에서는 “단지 손가락 튕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과보를 가져 올 것”이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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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맛을 알고부터 

  

  

땅조각쿠키 

  

누구나 맛에 대한 갈애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찾아 어디로든지 달려 갑니다. 그런데 

맛에 대한 갈애로 인하여 세상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는 디가니까야 ‘세계에 대한 기원의 

경(Aggaññasutta , D27)’에 따르면 맛에 대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Nesaṃ rasaṃ paṭhaviṃ aṅguliyā sāyataṃ acchādesi,  

taṇhā ca tesaṃ okkami. 

  

“맛있는 땅조각을 손으로 맛보자  

그것에 매료되어 갈애가 그를 엄습했다.” (D27) 

  

  

여기서 맛있는 땅조각은 쿠키 같은 것입니다. 경에 따르면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 세상보다 더 수승한 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상에 사는 존재들은 몸이 스스로 빛나고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날아 다닌다고 합니다. 또 기쁨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음식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겁의 시기가 되자 우리가 

사는 우주가 형성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양도 별도 달도 없었고, 

계절도 없었고, 남자와 여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물의 존재만 있었던 

것입니다. 주석에서는 “일체의 철위산이 단지 일수(一水)로서 생겨난 

것이다.”(smv865)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지만 창조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된 것입니다. 더구나 욕망이 개입되어 이 세상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름 아닌 욕계입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 되어서 삼라만상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이 맛에 대한 

갈애입니다. 하나의 물에서 비롯된 세상에서 오랜 세월이 흐르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에서는 “마치 끊인 우유가 식으면 그 위에 엷은 

막이 생기는 것처럼, 맛있는 땅조각이 물위에 막을 형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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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D27)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땅조각 비스켓 같은 

것입니다. 모든 비스켓이 달콤하고 맛이 있듯이 땅조각비스켓 역시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마치 정제된 버터와 정제된 

생버터와 같은 색깔을 지녔고, 순수한 야생의 꿀처럼 맛있었다.”(D27) 

라고 묘사 되어 있습니다.  

  

맛에 대한 갈애 

  

성겁이 되어 새로 생겨난 세상에 중생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수승한 세상에서 공덕과 수명이 다하여 업의 힘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중생에게 맛있게 보이는 땅조각 비스켓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호기심과 함께 땅조각 

비스켓을 입에 댄 것입니다. 마치 바이블에서 하와가 금단의 사과에 

입을 댄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혀로 땅조각쿠키 맛을 보자 그 맛에 

매료되어 갈애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혀 끝에 

놓은 것만으로 칠천 개의 미각신경이 퍼져나가 마음에 드는 갈애가 

생겨났다.”(smv865)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맛을 보자 

칠천개의 미각세포가 동요한 것입니다. 

  

땅조각쿠키는 금단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한번 맛을 알게 되자 그 

맛에서 벗어 나지 못한 겁니다.땅조각을 한 덩어리씩 깨어서 먹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tha kho tesaṃ vāseṭṭhā, sattānaṃ sayampabhā antaradhāyi. 

Sayampabhāya antarahitāya candimasuriyā pāturahesuṃ. 

Candimasuriyesu pātubhutesu, nakkhattāni tārakārūpāni pāturahesuṃ, 

rattindivā paññāyiṃsu. Rattindivesu paññāyamānesu, māsaddhamāsā 

paññāyiṃsu. Māsaddhamāsesu paññāyamānesu utusaṃvaccharā 

paññāyiṃsu. Ettāvatā kho vāseṭṭhā, ayaṃ loko puna vivaṭṭo hoti. 
  

“바쎗타여, 그 뭇삶들은 스스로 빛나던 광명은 사라졌다. 스스로 

빛나던 광명이 사라지자 달과 태양이 나타났다. 달과 태양이 나타나자 

별자리와 별빛이 나타났다. 별자리와 별빛이 나타나자 밤과 낮이 

나타났다. 밤과 낮이 나타나자 한 달과 보름이 나타났다. 한 달과 

보름이 나타나자 계절과 일년이 나타났다. 바쎗타여, 이와 같이 해서 

세상은 다시 생겨난다.”(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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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을 보면 마치 바이블에서 천지창조를 연상케 합니다. 

바이블에서는 창조주가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지만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성주괴공과 욕망으로 설명합니다. 성겁의 시기가 되었을 때 업으로 

태어난 자들이 맛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발생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땅에 몸을 붙이고 땅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로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날고 또한 기쁨을 

먹고 살았으나 이제 땅조각쿠키의 맛을 알아 버린 이상 더 이상 빛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 이 맛!, 오 이 맛!” 

  

부처님은 맛에 대한 갈애로 인하여 달과 태양, 별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계절이 생겨 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맛에 대한 갈애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꾸 새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땅조각을 먹거리로 삼고 음식으로 삼았을 때 빛나고 가볍던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용모도 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용모에 있어서도 

차별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땅조각을 먹었지만 어떤 중생은 용모가 

추하고, 어떤 중생은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 때 생겨난 것이 

교만과 오만과 자만입니다. 맛에 대한 갈애가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해와 달과 절기 등이 생겨났다면 이제는 오만, 

시기, 질투, 편견 등 악하고 불건전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긴 중생들은 못 생긴 중생들을 깔보고 “우리가 이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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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잘 생겼고, 이들은 우리보다 못 생겼다.”라는 자만이 생겨난 

것입니다.  

  

땅조각쿠키에서 맛에 대한 갈애로 오만과 편견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에 대한 교만, 오만, 

자만이 생겨나자  맛있는 땅조각쿠키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땅조각 쿠키가 한정적 이었던 것습니다. 땅조각 쿠키가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늘날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같습니다. 화석연료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써버리면 모든 일이 올스톱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땅조각쿠키에 

대한 맛의 갈애로 인하여 모두 소진 되었을 때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함께 모여서 ‘오 이 맛!, 오 이 맛! (ahorasaṃ 

ahorasan)”하며 슬퍼 했다고 묘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아주 맛있는 것을 얻으면 ‘오 이 맛!, 오 이 

맛!’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 이 맛!, 오 이 

맛!’하는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성적교섭은 비법(非法) 

  

부처님은 맛에 대한 갈애로 이 세상이 생겨난 원리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게 되자 그 맛을 못잊어 탐착하게 되다 보니 

몸은 무거워지고 용모는 갈수록 추했졌다고 했습니다. 또 용모에 있어서 

차별이 생겨나 교만, 자만, 아만도 함께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맛에 대한 갈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을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남녀가 구분되고 네 가지 계급이 생겨난 것도 중생들의 욕망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남녀의 특징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쌀을 음식으로 삼고 나서 

부터라합니다. 땅조각 쿠키에서 맛에 대한 갈애로 지상에 몸을 붙이고 

살게 된 중생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끊임 없이 찾습니다. 하늘을 날던 

빛나던 존재가 자꾸 먹음에 따라 몸이 무거워져서 맛에 대한 갈애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생겨난 것에 대하여 여무는 쌀을 

먹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쌀맛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몸은 거칠어지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드러냈는데 마침내 

“여자에게는 여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남자의 특징이 나타났다.”(D27) 

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중성이었으나 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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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애가 결국 남녀로 구분짓게 만들었음을 말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됩니다.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 되어 있습니다. 

  

  

Itthi ca sudaṃ 'purisaṃ ativelaṃ upanijjhāyati, puriso ca 

itthiṃ. Tesaṃ ativelaṃ aññamaññaṃ upanijjhāyataṃ sārāgo udapādi, 

pariḷāho kāyasmiṃ okkami. Te parilāhapaccayā methunaṃ dhammaṃ 

paṭiseviṃsu. 

  

“그러자 여자는 남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었고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탐애가 

생겨났고 몸이 달아 올랐다. 그들은 몸이 달아 올라 성적교섭을 

행했다.”(D27) 

  

  

맛에 대한 갈애가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땅조각쿠키에 대한 

맛으로 칠천개나 되는 미각신경이 퍼져 나갔다고 했는데, 남녀가 

성적교섭으로 인한 감촉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땅조각쿠키에 대한 

맛의 갈애로 맛을 못잊어 하여 맛에 집착하였듯이, 한번 성적교섭이 

일어나자 그 맛에 대한 갈애 역시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교섭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그 때 당시에는 성적교섭이 비법(非法: 

adhamma)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에 따르면 성적교섭하는 자들에 대하여 

“짐승 같은 놈아 꺼져라! 어찌 뭇삶이 그럴 수 있는가?”라며 흙먼지를 

던지고 재를 던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지방에서는 신부를 데리고 갈 때에 어떤 자들은 흙먼지를 

던지고 어떤 자들은 재를 던지고 어떤 자들은 쇠똥을 던진다.”(D27) 

라고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 합니다. 성적교섭에 대하여 짐승이나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성적교섭에 대하여 법답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성적교섭은 법답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법을 

가리기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적교섭을 

행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에 다르면 

“바쎗타여, 그 당시에는 비법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법이 

되었다.(Adhammasammataṃ kho pana vāseṭṭhā, yaṃ tena samayena h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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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etarahi dhammasammataṃ.)”(D27)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적교섭은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고 더구나 울타리를 쳐 놓고 몰래 하는 

것이라 비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법이 이제는 정법처럼 

당연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성적교섭 역시 맛에 대한 갈애로 새로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욕계를 벗어나려면 

  

부처님이 설한 세계에 대한 기원의 경을 읽어 보면 우주적 스케일에 

놀라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던 초기경전과 전혀 다른 구성으로서 세계의 

발생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낮과 밤이 생겨 났는지에 대하여 알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녀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 가지 계급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원리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땅조각쿠키의 맛을 알고부터 

시작된 맛에 대한 갈애가 오늘날 세상의 온갖 것들이 생겨난 것의 

시초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망의 세계라 합니다. 이를 줄여서 욕계라 합니다. 

욕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위로는 욕계천상이 있고 아래로는 지옥이 

있습니다. 욕망에 매여 있는 한 끊임 없이 육도를 윤회합니다. 그러다가 

우주의 수명이 수명이 다하는 괴겁이 되면 우주가 소멸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겁기간이 되면 다시 

욕망의 세계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성주괴공합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경에서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Khattiyo pi kho vāseṭṭhā kāyena saṃvuto, vācāya saṃvuto, manasā 

saṃvuto, sattannaṃ bodhipakkhiyānaṃ dhammānaṃ bhāvanamanvāya, 

diṭṭheva dhamme parinibbāti. 
  

“바쎗타여, 왕족도 신체적으로 자제를 하고, 언어적으로 자제를 하고, 

정신적으로 자제를 하고, 일곱가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닦으면, 현세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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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왕족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수행자뿐만 아니라 바라문, 평민, 심지어 노예도 일곱가지 원리를 

닦으면 완전하게 열반에 들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땅조각쿠키에 대한 

맛의 갈애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늘을 날고 기쁨으로 살던 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태어남도 없는 완전한 열반에 대하여 

말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가지 원리란 주석에 따르면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말합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37 가지 보리분법을 뜻합니다. 

  

청정한 삶을 살았을 때 

  

요즘 TV 를 보면 먹거리방송이 대유행입니다. 적은 제작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광고에서도 “바로 이 맛이야!”라든가 

“너희들이 이 맛을 알어?”라 말합니다. 맛에 대한 갈애를 유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맛에 대한 갈애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말한다면 믿을까요? 그러나 초기경전을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이 생겨난 

원리에 대하여 맛에 대한 갈애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아주 맛있는 것을 얻으면  “오, 이 맛! 오, 이 맛!”이라 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맛에 대한 갈애가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맛에 대한 끊임 없는 갈애는 남자와 여자를 특징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적교섭을 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맛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적교섭이 비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성적교섭이 사실은 맛에 대한 갈애에서 비롯된 비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비법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맛에 대한 갈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욕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 맛집을 순례하는 것도 맛에 대한 갈애이고, 이성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성적교섭에 탐닉하는 것 역시 맛에 대한 갈애입니다. 권력에도 

맛이 있습니다. 작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맛을 

들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차나 커피, 술에 탐닉해도 맛에 대한 

갈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취향이라 하지만 맛에 대한 갈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욕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맛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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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애를 벗어나려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청정한 수행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Imesaṃ hi vāseṭṭhā catunnaṃ vaṇṇānaṃ yo hoti bhikkhu arahaṃ 

khīṇāsavo vusitavā katakaraṇīyo ohitabhāro anuppattasadattho 
parikkhīṇabhavasaññojano sammadaññāvimutto, so nesaṃ 

aggamakkhāyati. 

  

“바쎗타여, 이 네 가지 계급가운데 수행승으로서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고 짐을 내려 놓고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결박을 끊고 

올바른 궁극적 앎으로 해탈한 거룩한 님이 있다면, 그가 그들 가운데 

최상자라고 불린다.”(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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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탈과 열반의 기쁨 테라가타 

   

  

비가 오려거든 오라고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숫따니빠따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자로서 유행할 때 어느 농가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소치는 다니야는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고,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stn18) 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중산층의 삶을 살아 가는 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아파트에 살며 승용차를 굴리며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부처님 당시 소치는 다니야 역시 

오늘날 중산층처럼 여유만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분노하지 않아 마음은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stn19) 라고 말합니다.  

  

농부도 움막에 있고 부처님도 움막에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비가 내려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움막과 수행자의 움막은 다릅니다. 

농부의 움막에는 불이 켜져 있고 수행자의 움막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농부의 움막에 불이 꺼지면 살 수 없습니다.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움막에 비가 새지 않아야 합니다. 움막을 잘 지어 놓은 농부는 

비가 오려거든 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합니다. 

  

수행자의 움막에는 지붕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움막의 지방이 열려 있어도 꺼질 

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 꺼졌다는 것일까요? 주석에 

따르면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음을 말합니다. 

시각, 청각 등으로 생겨난 일체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가 불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각을 예로 든다면 

“수행승들이여, 시각도 불타고 있고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붙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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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35.28)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일체는 시각, 청각 등 

여섯 가지 감각능력에 따른 접촉의 결과 발생된 세상을 말합니다.  

  

일체가 불타고 있는 세상에서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해탈 했음을 

말합니다. 해탈한 자에게 아무리 비가 뿌려도 비를 맞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움막은 열리고’라 했습니다. 여기서 

움막(kuti)이라는 말은 자기자신이나 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이 

하늘에 노출 되어 있어 비를 맞아도 염려 없음을 말합니다. 탐욕의 

부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꺼져 버린 수행자에게 있어서 

오염원의 잠재성향이 뿌리채 뽑혀 버렸기 때문에 걸림이 없음을 

말합니다. 

  

테라가타 1 번 게송을 보면 

  

테라가타(장로게)에도 숫따니빠따 소치는 다니야의 경에서와 보는 

것처럼 유사한 내용의게송이 있습니다. 테라가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nnā me kuṭikā sukhā nivātā  
vassa deva yathāsukhaṃ  

Cittaṃ me susamāhitaṃ vimuttaṃ  

ātāpī viharāmi vassa devā'ti.  

  

“나의 초암은 지붕이 이어졌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으니, 쾌적하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나의 마음은 잘 집중되어 해탈되었고, 

용맹정진하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소서.” 

  

(테라가타 Thag.1, 전재성님역) 

  

  

무엇이든지 첫 번째 등장하는 경이나 게송은 의미가 있습니다. 

테라가타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게송은 ‘초암’에 대한 것입니다. 

빠알리어로 꾸띠(kuṭi)를 말합니다. 전재성님은 숫따니빠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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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any single-roomed abode, a hut, 

cabin’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행자가 머무는 작은 처소를 말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초암은 우리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몸은 

행위(업)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뼈와 힘줄 등으로 이루어진 몸은 집과 

같습니다. 이는 “집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못하리.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꺽였다.”(Dhp154) 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테라가타 1 번 게송은 수부티가 읊었습니다. 그런데 숫따니빠따에서의 

게송과 다르게 초암의 지붕이 잘 엮어져 있어서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치는 다니야의 경에서는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테라가타에서는 “나의 

초암은 지붕이 이어졌고”라 했습니다. 움막이 열린 것과 초암의 지붕이 

잘 엮인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두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부띠가 ‘초암은 지붕이 이어졌고’라 한 것은 바람이 들이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는 법구경에서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이 잘 닦여진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Dhp14)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잘못 지붕이은 집에는 비가 스며드는 

것처럼,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등의 모든 번뇌가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스며듦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부띠는 지붕을 잘 이어 놓았기 

때문에 비바람도 들이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라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잘 

이어진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샐 염려가 없듯이, 열 가지 족쇄에서 

벗어난 해탈자에게 번뇌가 스며 들 수 없음을 말합니다. 

  

교정작업에 참여하고 

  

테라가타는 부처님 제자들의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한 

초기경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번역되어 나온 책이 

없습니다. 민족사에서 ‘비구고백 비구니고백’이라 하여 일본어판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주석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게송만 소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번역서로 백도수님이 편역한 ‘위대한비구’가 

있습니다. 장로게 주석이라 되어 있으나 완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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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가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절판 된 

상태입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매우 난해하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완전한 번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재성박사 이를 

완역했습니다. 방대한 주석을 포함하여 모두 800 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최근 전재성박사의 테라가타 출간을 앞두고 교정작업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난달 모임에서 교정작업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다만 편집자 중의 한 사람으로 실명이 

올라간다면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부처님 원음이 

실린 성전에 교정작업에 참여 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택배로 교정본을 받았습니다. 책을 출간하기 앞서 오자, 탈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프린트 된 것입니다. 구성을 보니 출간될 책의 형태와 똑 

같습니다. 최대한 오자, 탈자 등을 잡아 내는 것이 교정자의 할 

일입니다. 800 여 페이지 달하는 책을 15 일 이내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50 페이지 이상씩 읽어 나가야 합니다. 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글씨로 주석이 빼곡한데 이를 읽고 최대한 오자와 탈자 등을 찾아 

내야 합니다.  

  

  

 
  



`64 

 

교정작업을 하다 보니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한구절 

한구절이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이제까지 습득된 불교지식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듯 

합니다. 교정이 끝나면 아마 한달이내로 테라가타가 출간 될 것입니다. 

이어서 테리가타(장로니게)도 출간 되는데 약 서너달 간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오도송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들은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체험한 경지를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의사로 말하면 임상실험이 

성공한 것입니다.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제자들의 오도송이 테라가타입니다.  

  

제자들의 오도송을 보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구절한구절은 매우 심오합니다. 그 한구절을 위해 부처님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승해 와서 오늘날 해탈과 열반의 기쁨에 대한 오도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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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빠다싸] 

“집을 떠나 출가한지 나는 

이십오 년이 되었으나, 

손가락 튕기는 순간만큼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 

  

“심일경성을 얻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의 탐욕으로 괴로워하며 

팔을 움켜잡고 울면서 

정사(精舍)를 박차고 나왔다.” 

  

“차라리 칼을 들어 자결해 버릴까? 

나에게 목숨이 무슨 소용이랴? 

학습계율을 포기하고,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삭도를 가져와 

침상이 있는 곳으로 왔다. 

나의 정맥을 자르기 위해 

면도칼을 갖다가 대었다.”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이 

그 때문에 일어났고 

위험이 분명해졌고 

싫어하여 떠남이 정립되었다.” 

  

“그 때문에 나의 마음이 해탈되었다. 

여법한 훌륭한 가르침을 보라. 

세 가지 명지를 성취하였으니, 

깨달은 님의 교법이 나에게 실현되었다.”(Thag.408~410) 

  

   

2016-09-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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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슬기로운 자는 백 가지를 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초기경전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테라가타에서 “어리석은 자는 한 가지 고리만 보고 

슬기로운 자는 백 가가지를 본다. (Ekaṅgadassī dummedho satadassī ca 
paṇḍito)”(Thag.106) 라 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백 가지나 됨에도 

오로지 한 가지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리석은 자는 한 가지 고리만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표와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만 보고 다양하게 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특징만을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가 생겨납니다. 이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다나에 코끼리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일신교의 교리와 유사한 

영원주의적 견해 입니다. 또 어떤 수행자들은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물론자의 허무주의적 견해입니다. 오늘날 과학을 

기반으로 불교를 이해 하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과학은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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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므로 유물론이 단멸론으로 귀결 되듯이 과학적불교를 표방하는 

자들은 업과 업의 과보를 인정하지 않아 내세와 윤회를 부정합니다. 

이외 수 많은 견해가 있지만 이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맹인과 코끼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태어날부터 눈이 먼 자들은 코끼리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 머리를 만지면서 물항아리같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키질 하는 바구니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우다나에 따르면 모두 아홉 가지가 소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 있는 

자가 볼 때는 코미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맹인들이 자신이 본 것에 대하여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른다.” (Ud6.4) 라 했습니다. 이는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말합니다.  

  

한쪽 면만 보았을 때 한쪽 면에만 해당되는 견해를 취합니다. 다양성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맹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이 생겨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사물의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사물이 백 가지 

고리로 연결 되어 있다면 백 가지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한 가지 고리만 보고 슬기로운 자는 백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의취는 백 가지 표정을 지니고 

백 가지 특징을 지녔으니, 

어리석은 자는 한 가지 고리만 보고  

슬기로운 자는 백 가지를 본다.”(Thag.106) 

  

  

2016-09-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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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가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시간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을 돌아 볼 여유도 없고 

뒤돌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가는 세상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밭에서 호미질을 하다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 

보는 것 같습니다. 푸른 창공에 흰구름이 흘러 가는 것을 볼 때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테라가타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 월 9 일 택배로 받았으니 꼭 

일주일 지났습니다. 보름 이내에 교정작업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니 하루 50 페이지 이상씩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급하게 일처리 하는 것들이 있었고 명절이라 긴 이동거리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겼습니다. 절대적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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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책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편한 자세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성전을 대하는 자세가 아님에도 약속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정작업을 한지 만 일주일 지난 현재 8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번역본에서 604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모두 1,291 개나 되는 게송에서 

992 번까지 보고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리뿟따존자의 35 개의 게송 

중에 10 번째 게송을 읽다가 잠시 멈춘 것입니다. 시를 읊은 자에 대한 

긴 인연담과 각 구절마다 상세한 주해가 읽기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단순하게 소설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음미해 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밭을 메다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잠시 호미질을 멈추고 하늘 한번 

바라보듯이 사리뿟따존자의 긴 게송을 읽는 도중에 잠시 멈추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번 쓰는 것이 글이고, 글쓰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어 

거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글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을 멈추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은 사람이 될지도 

  

테라가타 교정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까지 듣도보도 

못한 것을 접한 기분입니다. 등산할 때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접어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처음 밟아 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테리가타를 접하자 한번도 가 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밟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테라가타를 제대로 

접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테라가타 번역본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본 것을 중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석은 일체 보이지 않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역이 있기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번역하다 중단 

되었습니다. 주석을 번역하긴 했는데 대단히 난해 합니다. 1 권이 

출간되고 나서 2 권과 3권이 출간되어야 하나 1 권이 출간되고 난 후 

십년이 넘도록 나머지가 출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간된 1 권도 

절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리가타 정식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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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완역된 전재성박사의 테라가타는 전인미답의 경지라 봅니다. 

아마 번역자 다음으로 어쩌면 두 번째로 읽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빠알리어로 된 주석을 모두 번역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전재성박사에 따르면 담마빨라가 주석한 테라가타를 

세계최초로 ‘주석번역’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800 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대부분이 담마빨라 주석을 번역한 것입니다. 

도중에 게송과 관련된 니까야의 경을 소개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큰 글씨의 게송 밑에 작은 글씨의 주석으로 빼곡합니다. 

그래서 소설 읽듯이 진도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오자와 탈자도 잡아 나가야 합니다.  

  

테라가타 구성 

  

사리뿟따존자의 게송을 읽으면서 갈수록 내용이 심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 게송들은 매우 간략했습니다. 한 제자가 한 게송을 읊은 

것으로부터 시작 되는데 갈수록 게송이 늘어나 사리뿟따 존자에 이르면 

무려 36 개나 되는 게송이 됩니다. 이는 테라가타 구성의 특징입니다.  

  

테라가타는 마치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법수별로 경을 구별해 놓듯이, 

제자에 따라 시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편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제자가 네 개의 게송을 읊었다면 네 개의 게송을 읊은 제자들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뿟따처럼 36 개의 게송을 

읊었다면 36 개의 게송을 읊은 또 다른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 이상으로 시작 되는 품에서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십품이라면 게송이 30 개에서 39 개에 해당되는 제자의 게송이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시대가 오면 

  

테라가타 게송을 읽으면서 사부니까야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게송이 

많았습니다. 주석 역시 이제까지 접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습니다. 

  

  

“미래의 시기에 

최후시대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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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과 수행녀들의 

행실이 이와 같으리라.”(Thag.977) 

  

  

뿟싸존자가 읊은 31 개 게송중의 하나입니다. 게송을 보면 미래 불교의 

모습에 대해 예견 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 쇠퇴하였을 때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게송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다스럽고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 참모임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리”(Thag.955) 라 

했습니다. 또한 “잘 설해진 가르침을 어리석은 자들이 오염시키리라.” 

(Thag.954) 라고 했습니다. 정법이 쇠퇴하고 비법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승가역시 정법비구는 자리붙이지 못하고 이익을 탐내는 

자들이 차지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도 훌륭하고 등으로 설해진 

가르침을 지혜가 없는 자들이 오염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측은 

오늘날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 변질되어 원음과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디. 

그래서일까 “어떤 자들은 이교도의 힌색 깃발을 착용하리라.”라며 

마치 오늘날 한국불교를 예견 하는 것처럼 게송에서 말했습니다. 

  

가르침의 쇠퇴 다섯 단계 

  

뿟사존자에 따르면 게송에서 다가올 미래에 가르침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섯 시대(pañca 

yugani)라 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했습니다. 

  

  

“해탈의 시대, 삼매의 시대, 계행의 시대, 학습의 시대, 보시의 

시대이다. 첫 번째 해탈의 시대인데, 그것이 사라지면, 계행의 시대가 

전개되고, 그것도 사라지면, 학습의 시대가 전개되고, 그것도 사라지면 

보시의 시대가 전개되는데, 학습의 시대때 부터가 최후의 시대에 

해당한다. 학습의 시대에는 탐욕 등의 욕망 때문에 계행이 완전히 

청정하지 못하고 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논의의 주제를 

끝으로 하는 학습이 일체 사라지면, 그로부터 흔적만 남을 것이고 그 때 

부터는 재물을 모아서 보시로서 베푼다. 이것이 최후의 올바른 

실천이다.”(테라가타 977 번 게송에 대한 3097 번 각주,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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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을 한 담마빨라는 6 세기 중반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서는 

스리랑카에서 5세기 붓다고사, 6 세기 초의 아난다에 이어, 6 세기 중반 

담마빨라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담마빨라는 테라가타 뿐만 

아니라 우다나와 이띠붓따까 등의 주석서도 썼습니다. 

  

담마빨라에 따르면 다섯 단계로 가르침이 쇠퇴하는 것으로 표현 

했습니다. 담마빨라가 활동했던 6 세기 중반이라면 대승불교가 흥기하여 

대륙에서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섯 단계를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보시의 시대’가 전개 되리라 했습니다. 

보시바라밀을 가장 앞세운 대승불교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제자 뿟사는 테라가타게송에서 가르침의 변질에 대하여 예측 

했습니다. 이는 빤다랏싸라는 고행자가 뿟사에게 “미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소”라는 물음에 답한 것입니다. 미래에는 “부끄러움을 

알고 욕망을 여읜 자들은 참모임에서 힘을 잃게 될 것이라.”(Thag.954)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불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잘 

배우고 똑똑한 스님들은 변방에 머물고, 그대신 이득에 밝은 스님들이 

요직을 차지 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예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금화와 황금, 그리고 전지와 택지, 염소와 

양, 남자노비와 여자노비를 미래에 어리석은 자들이 

받아들이리라.”(Thag.957) 라 했습니다. 여기서 금화는 화폐단위를 

말하고, 황금은 보석과 진주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님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뿟사존자가 테라가타 

구성을 아무리 늦게 잡아도 부처님 멸후 삼백년이라 잡아도 아소까 왕 

이전의 사람이라면 그 옛날에도 오늘날과 같은 승가의 타락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성자가 출현하면 

  

다시 사리뿟따 존자이야기로 돌아 옵니다. 사리뿟따존자의 36 개 게송을 

보면 사부니까야에서 보던 것도 있고 처음 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구경과 병행하는 게송 중에 이런 게송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계곡이나 평원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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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님이 머문다면, 

그 지역은 즐거운 곳이다.”(Thag.991)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거룩한 님(아라한)들은 신체적 멀리 여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멀리 여읨을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소개 하고 있는데 

법구경 98 번 게송 인연담과 동일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단편적으로 

사리뿟따 존자의 게송을 소개 하고 있지만 테라가타에서는 이 게송과 

관련된 것을 소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치 경장에서 

율장에 있는 내용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율장을 보면 그 

게송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리리뿟따는 이 게송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게송에 따르면 마을에서나 숲에서는 거룩한 자, 번뇌 다한 성자가 

머무는 지역이 아름다운 지역임을 말합니다. 게송의 인연담에 따르면 

“마을이건 숲이건 거룩한 님이 사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한사람의 도인이 출현하면 세상에 향기가 

난다. 반면에 한사람의 사기꾼이 출현하면 세상에 악취가 풍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도인은 반드시 깊은 산속에 머물러 있어야 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속에 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할 바를 다하는 자가 성자입니다. 그런 성자가 있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즐거운 곳이라는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눕는다는 것 

  

교정작업을 하다 잠시 중단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밭을 매다가 

호미질을 잠시 멈추고 청산과 하늘을 쳐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택배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오자와 탈자를 잡아 내는 

재미도 쏠쏠 하지만 방대한 주석을 꼼꼼하게 읽어 봄으로 인하여 부처님 

제자들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관련된 경을 소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라빠리야 존자의 게송 중에 “그들은 등을 대고 눕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이 경책한 말입니다. 게송에서는 게으른 

비구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등을 대고 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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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서는 이야기를 즐기니, 스승께서 꾸짖은 것이다.” (Thag.93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부니까야에서 보기 힘듭니다. 부처님이 

잠을 잘 때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포개고”라는 정형구가 있는데, 잠을 잘 때 등을 붙이고 큰 대자로 

자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송이라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게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과 자식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출가하고도  한 숟가락의 탁발식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 을추구한다.”(Thag.934) 라는 게송입니다. 초발심으로 

출가했으나 출가목적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생존하기에 급급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게송은 아직까지 어느 경전이나 어느 

불교전통에서도 들어 본 바 없습니다. 아마 테라가타에서만 볼 수 있는 

게송이라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수 많은 게송과 주석에서 매우 

인상적적인 경구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랑메모리로 칠을 

하다 보니 이곳저곳이 노랑칠입니다. 모두 글로서 표현하고픈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가 있고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전을 대하는 자세 

  

세계최초로 완역된 주석번역을 접했습니다. 이런 주석번역을 접한 자는 

그다지 많지 않으르리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효대사도 이런 주석을 

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철스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천 개가 넘는 

게송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 

한 것이 테라가타입니다. 교정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경전을 읽고 싶은 부분만 읽었는데 이번 교정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는 소설읽듯이 다 읽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전이 책장에 꼽혀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노랑메모리펜을 들고 밑줄 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부처님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들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도 큰 기쁨이라 봅니다. 

  

  

2016-09-16 

진흙속의연꽃 



`75 

 

10.  나는 주인으로서 행세하리라 

  

  

주인으로 살기 

  

수처작주입처개진(隧處作主 立處皆眞), 이 말은 절에 가면 주련으로 볼 

수도 있고 법문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불교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 말 뜻은 무엇일까?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자리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곳이 진리다.’ 가 된다. 언제 어디에서나 ‘주인공으로 

살아라’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한다. 임제어록에 실려 이 말은 

무위진인(無爲眞人)의 삶으로써 구속받지 않는 삶을 뜻한다. 어떤 

경계에서도 걸림 없는 삶이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노예로 산다는 것과 반대의 말이다. 진리의 길에 

선 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말한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진리를 실천하여 세상의 이치를 알아 

버린 자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미쳐 날 뛰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항복기심(降伏其心)’이라 하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라 했다.  그 마음의 항복을 받아 내는 것이다.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종에서 말하는 ‘수처작주입처개진’과 금강경 문구 중의 하나인 

‘항복기심’이라는 말은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테라가타에서 

‘오십시집’에 ‘딸라뿟따존자의 시(Tālapuṭattheragāthā)’가 

그것이다. 수처작주에 해당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주인으로써 

행세하리라. (Tathā tu kassāmi yathāpi issaro)”(Thag.1144) 라는 

문구이고, 항복기심에 해당되는 말이 “마음이여, 어찌해야 그대가 내게 

항복하겠는가? (kiñcāpi te citta virādhitaṃ mayā)”(Thag.1135) 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전에 있는 문구가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제자들의 오도송 

  

테라가타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는 생소하다. 디가니까야 등 

사부니까야는 잘 알지만 쿳다까니까야에 실려 있는 경전들은 익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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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물론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는 매우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10 여 개에 달하는 소부경전(쿳다까니까야)에서 

테라가타(장로게)와 테리가타(장로니게)는 생소하다. 아직까지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최근 전재성박사는 테라가타를 완역했다. 출간에 앞서 교정작업에 참여 

했다. 단기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과 주석을 꼼꼼히 읽어 보면서 

사부니까야에서 볼 수 없는 주옥 같은 문구를 다수 발견했다. 그 중의 

하나가 오십시집에 있는 딸라뿟따존자의 긴 시이다. 무려 54 개의 긴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를 보면 진리에 대한 열망과 그 과정에서 

고뇌, 그리고 해탈과 열반의 기쁨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리뿟따나나 목랄라나의 시 보다도 무명에 가까운 

딸라뿟따의 시를 보면 진솔한 고백을 듣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1991 년 

일본어판을 중역하여 발행한 바 있는 민족사의 책에서는 테라가타에 

대하여 ‘비구의 고백’이라 했다. 마치 타종교의 ‘간증’을 

연상케한다. 출가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테라가타는 비구의 고백이라기 보다 부처님 ‘제자들의 

오도송’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나는 언제쯤이나 

  

테라가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송이 있다. 딸라뿟따존자의 시가 

그섯이다. 진리의 길에 들어 섰을 때 고뇌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을 보면 고백처럼 보이기도 하고 간증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마음의 항복을 받고 주인으로 살게 된 것을 노래하였을 때 마치 

인간승리를 보는 것 같다. 

  

딸라뿟따의 시를 보면 초반부에 “그것이 언제쯤일까?”라는 후렴구가 

붙은 연작의 시가 있다. 언제쯤이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Kadā nuhaṃ bhinnapaṭandharo muni,  
kāsāvavattho amamo nirāso; 

Rāgañca dosañca tatheva moh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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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tvā sukhī pavanagato vihassaṃ. 

  

“언제쯤이나 누더기 옷을 걸친 성자로서 

가사를 걸치고 나의 것이 없이 소망이 없이 

탐욕과 성냄뿐만 아니라 어리석음도 버리고 

나는 행복하게 산기슭에서 지낼 수 있을까?”(Thag.1098) 

  

  

  

Tipitaka books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오염원의 소멸을 갈망하고 있다. 

‘언제쯤이나 (Kadā)’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오염원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오염원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염원으로 인해 갈애에 끄달려 살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하여 

고뇌하고 있다.  

  

오염원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 교법을 충실히 따르면 

될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출가를 했지만 여전히 오염원에서 

해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정에 들면 오염원을 부술 수 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 대한 욕망을 내가 쳐부술 

수 있을까? 그것이 언제쯤일까?”(Thag.1111) 라며 고뇌한다.  

  

“마음이여, 왜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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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라뿟따는 믿음으로 출가했지만 마음의 항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알 수 없는 마음에 대하여 고백하듯이 이렇게 시로써 말한다. 

  

  

Bahūni vassāni tayāmhi yācito,  

‘agāravāsena alaṃ nu te idaṃ’; 

Taṃ dāni maṃ pabbajitaṃ samānaṃ,  

kiṃkāraṇā citta tuvaṃ na yuñjasi. 

  

“여러 해 동안 그대에게 나는 청원을 받았다. 

‘재가의 생활은 너에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출가한 수행자인데. 

마음이여, 왜 그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Thag.1113) 

  

  

시를 보면 마음을 제 3 자 대하듯 한다.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그대에게(te)’ 라든가 ‘마음이여(citta)’라고 말하고 있다. 

  

출가를 했어도 그 마음을 항복받지 못했다면 그 마음에 지배당하기 

쉽다. 마음이 하자는 대로 살아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종이나 마음의 

노예로 살아 갈 수밖에 없다. 가족을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세상의 갖가지 유희와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오염원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출가했건만 그 마음을 항복시킬 수 없다면 고뇌에 찬 

것이다. 그런 마음에 대하여 “마음은 동요하니 원숭이와 같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시구에 인용하기도 한다.  

  

원숭이 같은 마음 

  

마음이 마치 원숭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한가지를 붙잡았다가 그것을 놓아 버리고 다른 가지를 붙잡는 것과 

같다.”(S12.61)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원숭이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 가듯이 마음은 대상을 옮겨 다니며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킴을 말한다. 마음은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대상이나 과거, 현재, 

미래의 대상, 때로는 외적, 내적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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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었을까? 닦여지지 않는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한다는 속성을 보여주고자 원숭이 비유를 든 것이다. 

  

닦여지지 않은 마음, 계발되지 않은 마음은 제멋대로이다. 그런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마음은 1) 마음은 길들이기 

어렵고, 2) 마음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3) 마음은 제멋대로 

이고, 4) 마음은 원래 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그래서 잠시라도 마음은 가만있지 않는다. 대상에 따라 끊임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속성에 대하여 딸라뿟따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다채롭고 감미롭고 즐거운 것이라 거기에 의존하고 무지한 일반사람들은 

다시 태어남을 구하며 괴로움을 원하니, 그들은 마음에 이끌려 지옥에 

간다.”(Thag.1118) 라고 했다. 마음을 계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 이 시는 마치 ‘엔트로피(Entropy)’법칙을 연상케 

한다.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 2 법칙’으로서 닫혀진 계(界)내에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법칙은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 집안을 내버려 두면 엉망이 되고, 회사를 관리하지 않으면 부도로 

가고,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부랑아가 되듯이, 내 버려 두면 

무질서가 극대화 되어 엉망이 됨을 말한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멋대로 날 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계발하지 

않고 조복받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우리들을 결국 지옥으로 이끌고 말 

것이라 한다. 

  

“토해서 버려진 것을 다시 삼킬 수 없으리” 

  

마음을 조복받기란 쉽지가 않다. 마치 아주 작은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도 조건만 형성되면 불이 붙어 모든 것을 태워 버리듯이 아주 

작은 오염원이 남아 있어도 그 오염원에 압도될 수 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오염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완전히 다 

소멸되지 않았다면 아주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 자신을 집어 삼킬 수 

있다. 마치 금연하는 자가 담배 한모금 빠는 순간 이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과 같고, 금주하는 자가 술 한잔을 입에 털어 놓는 순간이 이전 

것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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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에 아주 작은 욕망도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알아차림이 없다면 

감각적 쾌락의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가한 딸라뿟따 역시 마음의 조복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마음이여, 이제 그대는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Thag.1130) 라 했다.  

  

마음을 조복받으려고 하였으나 조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노리게가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이에 대하여 딸라뿟따는 매우 인상적인 시를 

다음과 같이 남겼다. 

  

  

Taṇhā avijjā ca piyāpiyañca,  
subhāni rūpāni sukhā ca vedanā; 

Manāpiyā kāmaguṇā ca vantā,  
vante ahaṃ āvamituṃ na ussahe. 

  

“갈애, 무명, 여러 가지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형상, 즐거운 느낌, 

마음에 드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토해 냈으니, 

내가, 토해서 버려진 것을 다시 삼킬 수 없으리.”(Thag.1131) 

  

  

이 시를 접하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리얼(real)’하게 이것만큼 표현한 구절은 아직까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토해서 버려진 것을 다시 삼킬 수 

없다.”라는 말에서 절정을 이룬다. 

  

음식을 먹을 때 단지 미각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다. 오감이 총동원 

된다.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도 보고, 귀로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목구멍으로 넘어 갈 때 감촉을 

느낀다. 이어서 이전에 먹었던 맛과 비교하여 그 느낌을 표현하는데 

대게 ‘맛있다’ ‘최고다’ 라는 말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목구멍을 넘어 간 음식을 게워 냈을 때 그것은 어떤 

맛일까? 목구멍을 넘어 가기 전에는 예술품 같은 음식이었다. 그런데 

토해낸 것을 보면 더 이상 예술품이 아니다. 구토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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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감각적 대상도 

그렇다는 것이다. 

  

개뼈다귀 같은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가 있다. 맛지마니까야 

‘뱀에 대한 비유의 경(M22)’를 보면 ‘해골의 비유’ 등 모두 10 가지 

비유가 있다. 그 중에 해골의 비유는 ‘개뼈다귀’같은 것으로 

설명된다. 개가 개뼈다귀를 먹으려 할 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해골에는 살점이 붙어 있지 않다. 개가 먹는 뼈다귀에도 역시 살점이 

붙어 있지 않다. 다만 겉보기에 먹음직 해 보이지만 막상 먹으려 하면 

발라 먹을 것이 없음을 말한다. 마치 뼈다귀해장국에서 살점을 찾는 것 

같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갈증만 

일으킬 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말한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하여 해골의 비유 뿐만 아니라 고깃덩어리, 

건초횃불, 숯불구덩이, 꿈 등의 여러 비유가 있다. 부처님이 이와 같은 

감각적 욕망의 비유를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 (M22)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재난이 닥친다고 했다. 

즐거움은 잠시에 지나지 않고 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범부들은 감각적 쾌락에 목숨을 건다. 일시적인 짜릿한 느낌에 

“죽어도 좋아!”라며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지만 즐거운 느낌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지 않아 괴로운 것이다. 조건이 바뀌면 

이전 느낌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현자들은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으로 아는 것이라 했다. 세상사람들과는 반대로 살아 가는 것이다. 

  

티끌만큼이라도 

  

토해서 버려진 것을 다시 삼킬 수 없다. 오염원을 소멸시킨 성자들에게 

있어서 감각적 쾌락의 추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 만일 누군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막행막식하고 다닌다면 그는 감각적 욕망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 결코 깨달은 자가 아니다.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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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탐욕이 남아 있다면 속된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 

파계했듯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오염원이 남아 있다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마음의 항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모두가 계발되지 마음 때문이다. 조복받지 않은 마음에 대하여 

딸라뿟따는 이렇게 노래했다. 

  

  

Sabbattha te citta vaco kataṃ mayā,  

bahūsu jātīsu na mesi kopito; 

Ajjhattasambhavo kataññutāya te,  

dukkhe ciraṃ saṃsaritaṃ tayā kate. 

  

“마음이여, 어떠한 경우이든 그대의 말을 들었다. 

다생에 걸쳐 그대는 내게 항복하지 않았다. 

내부에서 생겨난 것은 그대의 은혜를 입었고, 

나는 그대로 인한 고통속에서 오래도록 윤회했다.”(Thag.1132) 

  

  

마음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이다. 

아름다운  형상을 보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역시 집착하게 된다. 오욕이 이끄는대로 살다보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여, 그대가 우리를 

바라문으로 만들고, 그대가 전사로 만들고,”(Thag.1133) 라 했다.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 “언젠가 우리가 평민이 되고 노예가 되고 하늘사람이 

되는 것도 그대 때문이다.” (Thag.1133) 라 하여 마음이 우리들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마음에 따라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수라에 태어나기도 한다.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것은 마음 때문이다. 그런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마음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마치 나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마음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딸라뿟따는 “시시각각 가면놀이를 보여 

주는 것 같지만, 그대는 거듭해서 나를 해치려 하지 않겠는가?” 

(Thag.1133) 라 했다. 적으로서 마음은 이전에도 가면놀이 하는 것처럼 

이생에서 저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해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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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앞으로도 해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마음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딸라뿟따는 “마음이여, 어찌해야 그대가 내게 

항복하겠는가?” (Thag.1133) 라며 마음과의 전쟁을 하는 듯이 말한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항복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에 끄달리지 않고 주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딸라뿟따의 54 개나 되는 긴 시에서 말미에 

해법이 나온다. 그 마음을 조복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Idaṃ pure cittamacāri cārikaṃ,  

yenicchakaṃ yatthakāmaṃ yathāsukhaṃ; 

Tadajjahaṃ niggahessāmi yoniso,  

hatthippabhinnaṃ viya aṅkusaggaho. 
  

“예전에는 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 

좋아하는 것에 따라, 즐거움에 따라 떠 돌았다. 

이제 나는 그것을 이치에 맞게 제어하리라. 

코끼리조련사가 미친 코끼리를 제어하듯.”(Thag.1136) 

  

  

마음을 미친 코끼리에 비유했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은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누군가 “내가 미쳤지”라며 후회한다면 그 순간에 미혹된 

마음에 지배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감각적 대상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헤어 나오지 못했을 때 미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를 코끼리 조련사가 

미친코끼를 제어 하듯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즐거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즐거운 느낌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면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유발하게 된다. 세상에서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고 보면 괴로운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느낌 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 차리면 

갈애로 넘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딸라뿟따는 “이제 나는 그것을 

이치에 맞게 제어하리라 (Tadajjahaṃ niggahessāmi yoniso)”라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치에 맞게(yoniso)’이다. ‘이치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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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yoniso manasikāra)’이다.  그렇게 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딸라뿟따는 마음을 조복받기 위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그래서 

“스승께서는 나에게 세상을 무상, 무견실, 무실체로서 시설하셨다. 

(Satthā ca me lokamimaṃ adhiṭṭhahi, aniccato addhuvato 
asārato)”(Thag.1137) 라고 했다. 테라가타에서 ‘스승(Satthā)’은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상을 무상, 고, 

무아인 것으로 보면 건너기 어려운 거센흐름을 건널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승리자의 교법’을 실천 했을 때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딸라뿟따는 “나는 그대의 지배아래 돌아 갈 수 

없다.”라고 선언 했다. 마음과의 전쟁이나 다름 없다. 마음을 

항복받으면 토해낸 것을 다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더 이상 감각적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음을 말한다.  

  

수행의 힘으로  

  

딸라뿟따에게 있어서 이전의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여, 끔찍하고, 끔찍하니, 무엇을 하려는가?”(Thag.1140) 라 

했다. 다시는 미쳐 날 뛰는 마음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하여 

“마음이여, 그대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리.” (Thag.1140) 라 했다. 

종이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선언한다. 

  

  

Tathā tu kassāmi yathāpi issaro,  

yaṃ labbhati tenapi hotu me alaṃ; 

Vīriyena taṃ mayha vasānayissaṃ,  

gajaṃva mattaṃ kusalaṅkusaggaho. 
  

“그러나 나는 주인으로서 행세하리라.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코끼리몰이꾼이 미친 코끼리를 길들이듯. 

나는 그대를 힘으로 나의 지배아래 두리라.”(Thag.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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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얻은 것’은 네 가지 필수품을 말한다. 탁발음식, 분소의, 

와좌구, 필수의약품이면 수행자로서 족함을 말한다. 무소유와 

소욕지족의 생활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 놓았을 때 더 이상 마음이 

주인행세를 하지 못한다.  

  

미쳐 날뛰는 마음은 미친 코끼리와 같은 것이다. 미친 코끼를 를 밧줄로 

기둥에 묶듯, 마음에 대해서는 “그대를 힘으로 명상대상에 붙들어 

매리니”(Thag.1147) 라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수행력’으로 널 

뛰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새김으로 잘 

닦아서”라는 말로도 알 수 있다. 늘 알아차리고 깨어 있음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멈춤(samatha)과 통찰(vipassana)이라는 수행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았을 때 마침내 “나는 

주인으로서 행세하리라.(kassāmi yathāpi issaro)”라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주인으로서 행세하리라” 

  

사람에게는 배꼽 위의 세상이 있고 배꼽 아래의 세상이 있다. 두 개의 

세상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것과 같다. 감각이 지배하는 세상과 

이성적 사유의 세상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상이 공존하다 보니 

부조화를 이루고 심지어 불화를 일으킨다. 마치 자이니즘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지바(영혼)와 형이하학적 푸드갈라(육체)가 끊임 없이 

갈등하는 것과 같다.  

  

이성과 감성이 부딪쳤을 때 어떻게 될까? 대게 감성이 승리하게 된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대표적이다. 도둑이 도둑질이 나쁜 것인줄 

알면서도 손이 가는 것은 손맛을 알기 때문이다. 알코올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도 맛에 대한 갈애 때문이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어기게 

되는 것은 오랜 습관 때문이다. 이런 못된 습관은 수행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 다른 사람 보다 월등한 힘을 

발휘 하듯이, 수행을 하면 수행의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을 수습이라 했다. 습관 들이는 것이 

수행인 것이다.  

  

배꼽아래 세상은 감각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물론 배꼽 위에도 감각이 

지배하는곳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처럼 위가 그렇고  위처럼 

아래가 그렇다.”(Thag.396) 라 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주석에 따르면 

“몸이 배꼽 아래로 부정하고 악취나고 혐오의 대상으로 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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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고 실체가 없듯, 그와 같이 이 몸이 배꼽 위로도 부정하고 악취나고 

혐오의 대상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ThagA.II.168) 라 

했다.  

  

신체에는 모두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데 대부분 배꼽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체 자체가 감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구멍에 대하여 “부끄럽다! 아홉 구멍으로 넘쳐 흐르는 

것!”(Thag.1140) 이라 했다. 또 배꼽 아래 세상은 시각, 청각 등 

오욕으로도 설명된다. 감각대상을 만났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끄달려 

갔을 때 감각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마음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다. 마치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와 같다.  

  

배꼽아래 세상은 욕망의 세계와도 같다. 욕계를 말한다.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색계와 무색계도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수행의 힘으로 욕계를 벗어나고, 더 큰 수행의 힘으로 색계와 

무색계마저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주인으로 살게 된다. 더 

이상 마음에 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항복 받아서 어디에 서 

있든지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선가에 말하는 수처작주 (隧處作主)라 볼 

수 있다. 수행의 힘으로 마음을 항복 받았을 때 주인으로 살 수 있다. 

테라가타에서 딸라뿟따 존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 본다.  

  

  

Ye tuyha chandena vasena vattino,  

narā ca nārī ca anubhonti yaṃ sukhaṃ; 

Aviddasū māravasānuvattino,  

bhavābhinandī tava citta sāvakā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어떠한 행복이든 

그대의 욕망과 기호를 좇아서 누린다면, 

마음이여, 그들은 무지한 자들, 악마에 사로잡힌 자들, 

존재에 환희하는 자들, 그대의 노예들이다.”(Thag.1151) 

  

  

2016-09-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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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테라가타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게송 

  

  

테라가타 교정작업을 하면서 경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경전을 갖추었지만 마치 책장의 장식품처럼 모셔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로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읽듯이 읽어 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읽어 보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방대한 경전을 처음부터 다 읽는 다는 것은 무리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테라가타 교정작업을 하면서 불과 십일도 

안되서 모두 읽어 보니 이제까지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입해 놓은 경전은 읽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메모해 가며 읽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나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노랑메모리펜으로 칠을 해서 구별 하고 간지를 끼워 두는 

식으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별도의 시트에 메모 해 놓는 

것입니다. 노랑메모리친 부위를  컴퓨터로 입력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길만 한 구절을 메모해 놓고 글의 소재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테라가타 교정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본문 뿐만 아니라 주석도 노랑칠을 하며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노랑칠을 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모 하였습니다. 일종의 요약정리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처럼 요약노트를 만든 것입니다. 게송과 주석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을 일부로 시간 내서 일없이 

자판을 두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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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출자 

  

“이름에 걸맞게 종성에 걸맞게 

여법하게 살아가며 

전념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나태를 여의고 살았으니  

  

행위의 궁극을 성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불사의 경지를 통찰하고 촉지하여 

그 의취를 선언했습니다.” 

  

  

-지혜: 세 가지 지혜를 갖춘 것을 말한다. 생득적 지혜, 후천전 지혜, 

수행에 의한 지혜. 

-의취(atthaṃ) : ‘의취’라는 것은 읊어진 게송이 자신과 관계되거나 

타인과 관계되거나 세간과 출세간에 관계된 의미를 말하는 것. 영어로는 

‘works for welfare’ 

  

  

2. 깡까 레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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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중에 빛나는 불꽃처럼 

광명을 주고 눈을 주며 

오는 자들의 의혹을 제거하니. 

이렇게 오신 님들의 그 지혜를 보라.” (Thag.3) 

  

따타가따: 담마빨라는 이띠부따까 주석(Ita.I.117-120)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1) 이렇게 오신님(tathā āgato) 

여러가지 바라밀을 닦고 많은 것을 버린 뒤에 비빳씨 부처님 이래로 

올바로 깨달은 님으로 오신님이다. 

  

2) 이렇게 가신님(tathā gato) 

비빳씨 부처님 이래로 땅에 안착 되는 발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칠보를 걸어가신 님이다. 

  

3) 이러한 특징으로 오신님(tathalakkham āgato) 

일체의 물질적-비물질적 사실의 개별적-일반적 특징에 맞게, 다르지 

않게, 앎의 행보를 통해, 실패하지 않고 도착한 님이다. 

  

4) 이렇게 사실에 맞게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tathādhamme yathāvato 

āgato)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일치하도록 올바로 깨달은 님이다. 

  

5) 이렇게 보는 님(tathādassita) 

천상계를 포함하는 신들과 인간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한량없는 뭇삶의 

시각등의 범주에 들어 오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세존은 일체의 

형태로 알고 또한 보는 님이다. 

  

6) 이렇게 말하는 님(tathāvādita)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을 성취한 그날 밤부터 남김없는 열반에 든 

그 날 밤까지 45 년간의 세존께서 설한 경전과 게송 등이 일체가 

청정하고 원만하고 탐욕의 도취 등을 떠나 한결같고 틀리지 않는 

님이다. 

  

7) 이렇게 행하는 님(tathākā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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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께서는 언어로 말하는 대로 몸으로 행하고, 몸으로 행하는 대로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님이다. 

  

8) 승리의 의미(abhbhavanaṭṭha) 
세존은 최상의 세계에서 밑으로 지옥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그의 계행, 

삼매, 지혜, 해탈, 해탈지견에서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으며 모든 뭇삶의 최상자이다.  

  

  

3. 발리야 

  

“죽음의 왕의 군대를 쳐부수는 것은 

큰 거센 흐름이 허약한 갈대의 교각을 휩쓸 듯하니,..” (Thag.7) 

  

악마: 악마는 모든 경우에 부처님과는 다른 입장에 선다. 악마는 

대조적인 견해를 드러내서 깨달음의 길을 분명히 하는데 활용된다. 

번뇌, 업의 형성력, 존재의 다발을 상징한다. 악마는 실제로 약한 

존재로서 힘이 거의 없는 오염의 군대를 상징한다. 

  

  

4. 꾼다다나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린 뒤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 가지 염착을 마침내 극복하면 

거센 흐름을 건넌 수행승이라고 불리운다.” (Thag.15) 

  

-다섯을 끊음(오하분결):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 의심,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분노 

-다섯을 버림(오상분결: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탐욕, 비물질계에 대한 

탐욕, 자만, 흥분, 무명 

-다섯 가지 닦아야 할 것(오근: 신근염정혜) : 믿음, 정진, 새김, 집중, 

지혜 

-다섯 가지 염착(탐진치만견):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견해 

  

  

5. 니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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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스승께서는 불사에 밝으시니, 

두려움이 남아 있지 않은 곳으로 

그 길을 따라서 수행승들은 나아간다.” (Thag.21) 

  

그길을 따라서: 윤회의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6. 싸밋디 

  

“나는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믿음으로써 출가하였다…” (Thag.46) 

  

믿음: 가르침에 대한 의욕을 일으켜 업과 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7. 밥빠 

  

“보는 자는 보는 자도 보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본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도 보지 못하고 

보는 자도 보지 못한다.” (Thag.61) 

  

지혜의 눈이 없는 자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의 본성으로부터 

알지못한다. ‘이자는 맹목적으로 눈이 없다.’라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 본다.  

  

  

8. 빡카 

  

“해야 할 일을 행했고, 즐길만한 것을 즐겼으니, 

지복은 행복을 따라 왔다.” (Tha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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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네 가지 길과 알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닦아야 할 것(지단증수).  

  

  

9. 아뚜마 

  

“어린 대나무가 꼭대기 순에서 자라서 

가지가 생겨나면, 제거하기가 어렵듯, 

제가 아내를 얻는 것도 이와 같으니, 

허락하십시오, 저는 이제 출가했습니다.” (Thag.72) 

  

어린 대나무인 내가 아내를 취해서 성장하여 아들, 딸 등의 가지가 

달리면, 나는 재가의 삶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10. 멘다싸라 

  

“나는 죄악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무수한 생의 윤회를 유전했다. 

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고통의 다발은 모두 사라졌다.” (Thag.78) 

  

태어남 등을 통해서 생겨난 세 가지 괴로움을 통한 괴로움을 겪는다. 

고통의 괴로움(고고성), 변화의 괴로움(괴고성), 형성의 

괴로움(행고성)이다.  

  

  

  

2016-09-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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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는 부처님의 유산상속자 

  

  

수행자는 굶지 않는다 

  

수행자는 굶지 않는다. 어느 스님이 깊은 산중 토굴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촌부가 지게에 쌀을 지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다는 말이 전설적으로 전해 오고 있다. 다만 수행자 뿐만 

아닐 것이다. 공부하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집안에 학생이 있으면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준다. 설령 자신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세칭 일류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출현하면 마을 사람들은 내자식처럼 

돌보아 준다. 학비를 대 주고 거처를 마련해 준다. 누군가 고시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준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낌 없는 지원을 했다. 그것은 미래가 기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옛말에 젊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별 볼일 없는 젊은 

사람이라도 세월이 흘러 나중에 어떻게 성장해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듯이 시골에서 공부 잘한 학생이 

판검사가 되어 출세했을 때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자랑거리였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대주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아낌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이런 풍습은 수행자라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계행을 지키며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에 대하여 신도들은 아낌 없는 지원을 한다. 깊은 산속 

토굴에서 용맹정진하는 스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게에 쌀 등 먹을 것을 

잔뜩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행자 역시 굶어 죽지 

않는다. 죽기살기로 공부하고 죽기살기로 수행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까지 수행을 마칠 때 까지 돌보아 주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누군가 도와 준다. 수행하는 사람 역시 누군가 

도움을 준다. 공부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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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는 굶지 않는다. 계행을 지키며 열심히 정진하는 자에게 먹을 

걱정이 없다. 수행자에게 보시하면 커다란 과보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수행자는 부처님의 공덕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테라가타에 이런 게송이 있다. 

  

  

Tādisaṃ kammaṃ katvāna  

bahuṃ duggatigāminaṃ  

Phuṭṭho kammavipākena  
anaṇo bhuñjāmi bhojanaṃ.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을 짓고 

아직 그 업보에 맞딱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긴다.”(Thag.882) 

  

  

  

 
Bhikkhu 

  

  

이 게송은 맛지마니까야 ‘앙굴리말라의 경(M86)’의 게송과 병행한다. 

게송에서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긴다.(anaṇo bhuñjāmi bhojanaṃ)”라 

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네 가지 즐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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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도둑질 한 것을 즐김, 2)빚진 것을 즐김, 3)유산의 즐김, 

4)자기 것을 즐김이다. 번뇌가 부수어진 즐김은 자기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가 없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바로 자기 것을 즐기는 

것이다.”(Pps.III.343) 라 되어 있다.  

  

수행자는 굶지 않는다고 했다. 일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가지지 않는 

수행자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먹을 것 등 누가 보시해도 

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 자나 계행이 

엉망인자가 시물을 받아 먹었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주석에 

따르면 ‘도둑질 한 것을 즐김(theyyaparibhogo)’에 해당된다. 

밥도둑이다. 밥먹을 자격도 없음에도 밥을 얻어 먹는 것은 음식을 

도둑질 하는 것과 같다.  

  

계행을 지키긴 지키되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수용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계행을 지키고 살지만 음식을 받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반조하지 않는다면 ‘빚진 것을 즐김(inaparibhogo)’에 

해당된다.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라고 대승공양게에서 말하듯이,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반조해 보아야 함을 말한다.  

  

부처님유산으로 알고 

  

음식을 대할 때 유산으로 볼 수도 있다. 왜 유산인가? 그것은 부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다. 음식을 부처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다. 출가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제공되는데 이는 

부처님의 유산이라 볼 수 있다. 주석에 따르면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자는 아라한을 제외한 일곱 부류의 ‘유학’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청정도론을 인용하여 “거룩한 님은 제외로 하더라도 

계행을 지키는 수행승들은 지방에서 특별한 음식에 대하여 부처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라 했다. 청정도론을 찾아 보니 

관련구절은 다음과 같다. 

  

  

evaṃ satthu mahattapaccavekkhaṇatā, “saddhammasaṅkhātaṃ me 

mahādāyajjaṃ gahetabbaṃ, tañca na sakkā kusītena gahetu” 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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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g the greatness of the heritage thus: “It is the great 

heritage called the Good Dhamma that is to be acquired by me, and 

it cannot be acquired by an idler”(냐니몰리역) 

  

‘나는 정법인 큰 유산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게으른 자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유산의 위대함을 반조함. 

(청정도론 4 장 55 절, Vism.1.132, 대림스님역) 

  

  

청정도론에 따르면 계행을 지키는 자로서 가르침을 실천하여 경지에 

오른 성자는 부처님유산의 상속자라 했다. 따라서 시주가 보시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처님유산으로 알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산의 즐김(dāyajjaparibhogo)’라 했다. 

  

수행자들은 음식 등 시물에 대하여 부처님의 유산으로 보고 수용한다. 

그러나 계행이 청정하고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유학에 해당된다. 아직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지 못한 자들의 음식에 대한 수용은 빚진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빚진 것을 즐김’ 또는 ‘빚낸 것의 수용’이라 

한다. 열심히 정진하여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야만 부처님의 상속자가 

되어 음식을 유산으로 여겨 즐기는 것이다.  

  

번뇌가 부수어진 무학의 아라한에게 있어서 음식의 주인은 자기인 

것이다. 아라한은 모든 오염원이 소멸되어 공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서 부채 없이 음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학의 

아라한은 보시한 음식에 대하여 ‘자기 것을 즐김(samiparibhogo)’이라 

하는 것이다.  

  

부처님상속자로서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 한국스님들이 노후를 

걱정하여 노후대책용으로 토굴을 장만한다든가 개인절을 갖고자 하는 

것은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만약 스님이 굶어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불교의 수치일 것이다. 아마 

한국불교의 신도들은 스님이 굶어 죽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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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행이 청정한 스님들은 부처님의 상속자들이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달은 스님들은 부처님의 유산을 상속 받았으므로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자는 음식도둑과 같은 

것이다. 계행을 지키며 정진하는 스님들은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먹는 것에 대하여 빚진 것을 즐기는 것과 같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며 산다. 때에 따라 용돈을 드리고 먹을 것 

등을 전한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부모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일까? 아마 매우 어색해 보일 것이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 

주고 교육시켜 주었기 때문에 시물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시물을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음식 등은 부채없이 

즐길만한 것이고 자기의 것이라 볼 수 있다. 수행자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라고 한다. 도이법사의 미얀마수행기에 

따르면 “특히 외국인 비쿠와 수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독방과 

수행처가 마련되어 있고 1 주일에 두 번의 수행에 대한 참문인 인터뷰와 

한 번의 담마 스터디가 곁들인 문화가 연면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런 체험을 하는 비용이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도이법사 수행기 Ⅲ] 2- 미얀마의 변화)라 했다. 비헹기 값만 있으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다.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부처님공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행자로써 부처님이 남겨 주신 유산을 찾아 먹는 것이다.  

  

어느 스님은 보시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다.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시물에 대하여 ‘감사하다’ 또는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에서 거래할 때나 하는 말이다. 스님들은 보시물에 대하여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그것도 부처님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아직 공부중인 

학인이라면 시물에 대하여 채무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가르침을 실천한 

스님들은 부처님상속자로서 부처님유산으로 생각하고 시물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주의 음식공양에 대하여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긴다.”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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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르침의 장군 사리뿟따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별칭이 있다. 부처님에게 열 가지 칭호가 있듯이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특징과 관련하여 마치 별명처럼 불려진 명칭이 

있다. 사리뿟따의 경우 ‘법의 장군(dhammasenāpati)’또는 ‘가르침의 

장군’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지혜제일’로 잘 알려져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제일의 품에서 ‘위대한 지혜를 지닌 님 가운데 

제일(mahāpaññānaṃaggaṃ)’이라 되어 있다. 목갈라나의 경우 ‘신통을 

지닌 님 가운데 제일(iddhimantānaṃaggaṃ)이라 한다. 대승에서 

‘신통제일’이라 한다. 마하깟싸빠는 ‘두타를 설하는 님 가운데 제일 

dhutavādānaṃaggaṃ’이라 하고 대승에서는 ‘두타제일’로 알려져 

있다.  

  

테라가타를 보면 부처님 주요제자 들의 해탈과 열반의 기쁨, 그리고 

오도송이 소개 되어 있다. 그 중에 사리뿟따의 게송은 삼십 수 이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석에서는 제자들의 인연담이 소개 되어 

있는데 사리뿟따에 대해서는 지혜제일이라는 말 대신 ‘가르침의 

장군’이라고 소개 되어 있다. 아난다에 대해서는 ‘가르침의 

창고지기’라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일의 호칭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더욱 친근감을 주는지 모른다. 

  

사리뿟따는 지혜제일이자 가르침의 장군이라 불리운다. 지혜제일로서 

사리뿟따는 목갈라나와 함께 상수제자로서 부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이는 테라가타주석에서 “부처님은 대중 앞에서 자주 주제만 

제시하고 싸리뿟따가 대신 설법을 했다.”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리뿟따는 어떻게 해서 가르침의 사령관 또는 법의 

장군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 이는 바라문 셀라가 부처님에게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Ko nu senāpati bhoto)”라고 

물어 본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왕이라 했기 때문에 장군이 

있느냐고 물어 본 것이다. 이는 가르침의 왕으로서 부처님을 말한다. 

부처님은 셀라에게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Thag.824) 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게송은 

숫따니빠따 ‘셀라의 경(Sn3.7)’과 맛지마니까야 ‘셀라의 경(M92)’ 

게송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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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법의 왕(dhammarājā)’또는 ‘가르침의 왕’으로서 

부처님이다. 왕이 있다면 신하도 있고 장군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퀴를 굴린다고 했다. 여기서 바퀴는 전차를 뜻한다. 

전륜왕은 전차의 바퀴를 굴려 진격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법의 바퀴(Dhammena cakkaṃ) 를 굴린다고 했다. 법의 바퀴 또는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법의 왕 또는 가르침의 왕으로서 부처님에게 가르침의 

장군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셀라에게 말한다. 

  

  

Mayā pavattitaṃ cakkaṃ  

(selāti bhagavā) dhammacakkaṃ anuttaraṃ,  

Sāriputto anuvatteti  

anujāto tathāgataṃ. 

  

“쎌라여, 내가 굴린 위없는 바퀴. 

위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싸리뿟따가 따라서 굴립니다. 

그가 곧, 여래를 닮은 자입니다.”(Thag.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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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문 셀라가 ‘그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라며 물었을 때 부처님은 

사리뿟따를 지적했다. 사리뿟따가 부처님의 장군인 것이다. 법의 바퀴를 

굴리는 가르침의 장군인 것이다. 그래서 사리뿟따에 대하여 법의 장군 

또는 가르침의 장군, 법의 사령관 등으로 불리운다. 그런데 번역을 보면 

사리뿟따에 대하여 “여래를 닮은 자입니다”라 했다. 여기서 ‘닮은 

자’에 대한 빠알리어는 ‘anujāto’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Anujāto : 역자의 ‘숫따니빠따’의 초판본에서는 

자야위끄라마(Jayawikrama)’등의 기존 번역을 따라 ‘여래의 

계승자’라고 번역했으나 역자가 문장의 원의를 숙고한 결과 ‘닮은 

자’라고 고친다. 여래는 계승자를 지정한 적이 없고, 또한 총애하는 

제자 사리뿟따는 여래보다 일찍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테라가타 2775 번 각주, 전재성님) 

  

  

빠알리어 아누자또(anujāto)에 대하여 빠알리 사전을 찾아 보니 ‘born 

after or resembling (one's father)’라 되어 있다. 아누자또는 

누군가를 ‘닮다’라는 뜻이다.  계승자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존 번역에 따라 계승자라고 관행적으로 적용한 결과 모순이 

발생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부처님은 후계자를 지정한 적도 없고 더구나 

사리뿟따는 부처님 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다.  

  

전재성님은 테라가타에서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 

출간된 숫따니빠따와 맛지마니까야에서는 “그는 여래의 

계승자입니다.”라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오역에 가깝다. 다른 

번역은 어떨까? 초불연 맛지마니까야 셀라의 경을 보니 “여래의 아들인 

사리뿟따가 뒤를 이어 굴릴 것입니다.”라 되어 있다. 계승자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리뿟따를 여래의 아들이라 하고 이어서 굴린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계승자의 의미로 번역한 것이다.  

  

초불연에서 사리뿟따에 대하여 여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지나친 

의역이라 본다. 본문에서는 ‘anujāto tathāgataṃ’라 하여 ‘부처님을 

닮은 자’의 뜻으로 되어 있는데 ‘여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적절치 

못한 번역이라 본다.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빅쿠보디의 MDB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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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보니 “Sariputta the Tathagata’s son. Helps me in turning 

this wheel”라 되어 있다. 빅쿠보디도 사리뿟따에 대하여 ‘여래의 

아들(Tathagata’s son)’ 이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초불연 번역과 

일치한다. 그러나 초불연에서처럼 “뒤를 이어 굴릴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빅쿠보디에 따르면 사리뿟따에 대하여 

부처님의 아들이라 번역했지만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굴리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여래의 아들’ 뒤이어 법의 바퀴를 굴릴 것이라 

했다. 이는 사리뿟따가 부처님의 후계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후계자를 두지 않았다. 후계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마하깟싸빠일 것이다. 부처님은 마하깟싸빠에게 “깟싸빠여, 그대는 

내가 입고 있는 삼베로 된 분소의를 받아라.”(S16.11)라 했다. 이에 

깟싸빠는 ‘가르침의 상속자이며 삼베로 된 분소의를 

입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깟싸빠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에 

가르침의 상속자로서 제 1 차 결집을 주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사리뿟따가 부처님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부처님을 닮은 

지혜제일로서, 가르침의 사령관으로서 부처님의 조력자는 될 수 있다. 

이는 빠알리어 ‘anujāto’가 ‘born after’ 또는 ‘resembling’라는 

것에서도 명백하다. 기존 번역을 답습한 결과 계승자이니 후계자이니 

하는 오역이 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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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입처는 마음의 영역이라는데 

  

  

사람이 본 것은 그다지 믿을 것이 못된다. 기억에 의존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 하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더구나 기억은 

조작된다는 사실이다. 기억 속의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어서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기억은 마음의 영역에 

있다.  

  

대상을 보면 마음이 일어난다. 눈이 있으면 보이고 귀가 열려 있으면 

듣게 된다. 마음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만나면 

여섯 가지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시각의 경우 시각대상과 만나면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경에서는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M148) 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각과 시각대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하여 삼사화합이라 한다.  

  

삼사화합을 접촉이라 하는데,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발생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난다. 이 모두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본 것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이 본 것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일까?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부처님은 제자들이 물어 보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불러서 설법하는 

경우가 있다. 맛지마니까야 ‘여섯의 여섯에 대한 경(M148)’도 그런 

예에 해당된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을 불러서 “여섯의 여섯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겠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내가 설하겠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Cha ajjhattikāni āyatanāni veditabbāni. Cha bāhirāni āyatanāni 

vedinabbāni. Cha viññāṇakāyā veditabbā. Cha phassakāyā veditabbā. 
Cha vedanākāyā veditabbā. Cha taṇhākāyā veditabbā. 
Cha ajjhattikāni āyatanāni veditabbānī'ti iti kho panetaṃ vuttaṃ. 

Kiñcetaṃ paṭicca vuttaṃ. Cakkhāyatanaṃ sotāyatanaṃ ghānāyatanaṃ 

jivhāyatanaṃ kāyāyatanaṃ manāyatanaṃ. 'Cha ajjhattikāni āyatanā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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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itabbānī'ti iti yaṃ taṃ vuttaṃ, idametaṃ paṭicca vuttaṃ. 

Idaṃ paṭhamaṃ chakkaṃ. 

  

“여섯 가지 내적인 감역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여섯 가지 외적인 

감역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여섯 가지 의식의 무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여섯 가지 접촉의 무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여섯 느낌의 

무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여섯 가지 갈애의 무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여섯 가지 내적인 감역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인가? 시각영역, 청각영역, 후각영역, 

미각영역, 촉각영역, 정신영역이 있다. ‘여섯 가지 내적인 감역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여섯이다. 

  

‘여섯 가지 외적인 감역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인가? 형상영역, 소리영역, 냄새영역, 

맛영역, 감촉영역, 사물영역이 있다. ‘여섯 가지 외적인 감역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여섯이다.” 

  

(Cha chakka sutta-여섯의 여섯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8, 

전재성님역) 

  

  

경에서 ‘여섯의 여섯(Cha chakka)’이라는 말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재성님은 ‘여섯 가지 내적인 

감역’과 ‘여섯 가지 외적인 감역’으로 번역했다. 여기 

‘감역’이라는 말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대상을 만나서 

감각의식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미촉법을 만나서’ 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내적 영역(ajjhattikāni 

āyatanāni)’ 이라 했다. 눈이라 했을 때 이는 단순한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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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입처는 몸 어디엔가 영역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하나의 

인식영역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육입처에서 눈은 단순히 눈이 아니라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갖는 정신적 영역을 말한다. 이를 초불연에서는 

‘안의 감각장소’라 했다. 색성향미촉법에 대해서는 ‘외적 

감역(bāhirāni āyatanāni)’이라 했다. 초불연에서는 ‘밖의 

감각장소’라 번역했다. 이렇게 육내입처는 안이비설신의라는 

내적영역들과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외적영역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정신영역들로서 인식된 것임을 말한다. 

  

마음을 하트로 표현 하였을 때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S6.1) 라 했다. 특히 심오하다는 말에 

주목한다. 육입처도 심오한 가르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육입처는 내입처와 외입처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하게는 

안이비설신의라는 육내입처와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육외입처이다. 그런데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는 모두 마음의 영역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하트로 표현 하였을 때 한편은 육내입처이고 또 한편은 육외입처인 

것이다. 이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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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림은 법륜법사의 ‘법륜 맛지마 니까야 149 위대한 여섯 가지 

감각장소 경’유튜브강좌에서 캡쳐해 온 것이다. 하트모양의 마음영역 

안에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모두 함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역들이 다를 뿐이다. 모두 12 가지 영역이 있어서 이를 12 처라 한다.  

  

육내입처가 육외입처와 만나면 여섯 가지 분별의식이 생겨난다. 

육내입처 6 가지와 육외입처 6 가지, 그리고 6가지 분별의식을 모두 

합하여 18 계라 한다. 이들 모두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5 온, 12 처, 18 계의 세상에 사는 것이다. 

  

육입처는 마음의 영역 

  

지나가면서 대상을 볼 때 흔히 ‘눈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 물병을 볼 때 ‘내가 

물병을 본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물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본다’라고 보는 것이 다. 내가 물병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내 눈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도몽상이다.  

  

눈이 있어서 대상을 본다면 나의 눈은 독립적 존재이고 물병 또한 

독립적 존재이다. 모두 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간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물병을 보았을 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이 있어 물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식작용에 따른 것이다. 

눈은 단순하게 받아 들이는 작용만 한다. 받아 들인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이를 인식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물병을 마음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대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망막에서는 

대상이 거꾸로 되어 뒤집힌 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눈에 포착된 

신호가 뇌에 전달될어 인식될 때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히기 대문에 

원래 형상대로 보인다고 한다. 두 번의 조작과정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두 번에 걸쳐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처음 

눈으로 본 것과 두 번째로 마음으로 본 것은 다르다. 마음으로 본 것은 

분별해서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물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분별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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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대상은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를 

육입처라하여  마음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속에 ‘여섯 가지 외적감역(bāhirāni āyatanāni)’과 ‘여섯 가지 

내적감역(ajjhattikāni āyatanāni)’이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영역안에 들어와 있어서 마음영역이라 볼 수 있다. 

  

같은 보름달이라도 

  

눈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시각의식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때 시각의식은 

단지 순수하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분별의식이 생겨나야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별의식의 과정에서 좋고 싫음의 

느낌이 일어난다. 대상을 보았을 때 그 대상과 관련된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반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보름달을 바라 볼 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어떤 이는 보름달을 

보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떠 올린다. 또 어떤 사람은 쓰리고 아픈 

기억이 생각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커다란 빵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대상을 놓고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상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 모두 다름을 말한다. 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을 

바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각 달라서 천개의 달, 만 개의 달이 

있는 것이다. 

  

같은 초록이라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여 안온하게 보는 이도 있다.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이라면 한강이북 접경지역 부대를 지날 때 초록은 남다를 것이다. 

백색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흰색이 순결을 상징한다 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이도 있지만, 병원에서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라면 

간호사의 흰 가운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다.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들마다 보기에 따라 다르다. 이는 마음속에 이미 

분별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게 과거의 기억에 따른다. 대상을 

보았을 때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여 즐겁거나 괴로움 느낌이 일어난다. 

그도 저도 아니면 무덤덤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갈애가 일어난다. 이것이 연기의 회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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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을 보았을 때 보름달은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그것도 

분별되고 조작된 형태로 마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나만의 

보름달이 되는 셈이다. 같은 물을 보아도 아귀가 보면 피고름이고, 

천신이 보면 금은보석이라 한다.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달리 보는 것은 

마음이 대상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만들어낸 형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살아 가면서 보거나 듣는다.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눈이 있는 한 보지 않을 수 없고, 귀가 있는 한 듣지 않을 

수 없다. 이때 강한 대상에 대해서는 ‘분별심’이 일어난다. 그것은 

좋거나 싫은 것이다. 좋으면 ‘죽어라’ 좋아하고, 싫으면 ‘죽어라’ 

싫어한다. 대상은 그대로이지만 받아 들이는 마음에 따라 ‘호불호’가 

명백히 갈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마음이 대상을 조작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형상을 즐기는 

것이다. 이는 자아에 기반한다.  

  

모든 것을 독립적인 실체로 보았을 때 자아관념이 생겨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시각을 예로 들어 “누군가 ‘시각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Cakkhuṃ attāti yo vadeyya taṃ na 

upapajjati.)”(M148) 라 했다. 여기서 자아를 뜻하는 빠알리어는 

‘attā’이다. 앗따라는 말이 자아를 뜻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실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시각이라는 독립된 실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마음의 영역에 있는 시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이다.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시각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고 했다. 만일 

독립된 실체라면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영역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Cakkhuṃ attāti yo vadeyya taṃ na upapajjati. Cakkhussa uppādopi 

vayopi paññāyati. Yassa kho pana uppādopi vayopi paññāyati, 'at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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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uppajjati ca veti cā'ti iccassa evamāgataṃ hoti. Tasmā taṃ na 

upapajjati, cakkhuṃ attāti yo vadeyya. Iti cakkhuṃ anattā. 

  

“누군가 ‘시각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 시각의 생성과 소멸이 시설된다. 그 생성과 소멸이 시설되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생성되고 소멸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따라온다. 그러므로 누군가 ‘시각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시각은 자아가 아니다.” 

  

(Cha chakka sutta-여섯의 여섯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8, 

전재성님역) 

  

  

시각영역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누군가 시각이 

자아라 하여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본다면 이는 잘못 본 것이라 

했다. 경에서는 시각을 시발점으로 하여 형성, 시각의식, 시각접촉, 

느낌, 갈애 이렇게 여섯 개의 단어가 반복구문형식으로 소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각영역, 후각영역, 미각영역, 촉각영역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 

영역을 오개조로 하여 모두 30 가지가 반복구문 형태로 설명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생성과 

소멸되는 것으로써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원리 

  

12 처는 마음의 영역이다.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았을 때 마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감각영역 안에서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름달이라는 대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마음 영역 안에 들어 오면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시각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M148) 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라 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보름달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고정된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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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각과 형상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Cakkhuñca bhikkhave,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ṅgati phasso. Phassapaccayā uppajjati vedayitaṃ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So su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abhinandati abhivadati ajjhosāya tiṭṭhati. Tassa rāgānusayo 
anuseti. Duk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socati kilamati paridevati 
urattāḷiṃkandati sammohaṃ āpajjati. Tassa paṭighānusayo anuseti. 
Adukkhamasu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tassā vedanāya samudayañca 
atthaṅgamañca assādañca ādīnavañca nissaraṇañca yathābhūtaṃ 

nappajānāti. Tassa avijjānusayo anuseti. 

  

 “수행승들이여, 시각을 조건으로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서,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접촉인데, 접촉을 조건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난다. 그 즐거운 

느낌에 닿아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착하면, 탐욕에 대한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비탄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미혹에 빠지면,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닿아 그 느낌의 생성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명의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  

  

 (Cha chakka sutta-여섯의 여섯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8, 

전재성님역) 

  

  

이 정형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알려준다. 

원리는 간단하다. 삼사가 화합하여 접촉이 발생하는데, 그 접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느낌이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다. 

여기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 거머쥐려 할 

것이다. 이것이 탐욕이다. 그래서 “그 즐거운 느낌에 닿아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착하면, 탐욕에 대한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라 했다. 반대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밀치려 한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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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냄이다. 이에 대하여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비탄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미혹에 빠지면,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라 했다. 이렇게 탐욕과 성냄은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 강한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은 크게 

동요하게 된다. 더구나 대상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 가미 된다면 

좋아함과 싫어함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거머쥐려 하고, 

느낌이 싫으면 밀쳐내려 한다. 이것이 탐욕과 성냄이다. 그런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이 있다. 일종의 중립적 느낌이다. 

평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조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탐욕이나 성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닿아 그 느낌의 생성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명의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라 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생성과 소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이라 

했다. 어리석음은 무명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있는 그대로(yathābhūta) 

  

부처님은 늘 ‘있는 그대로(yathābhūta)’ 볼 것을 말씀 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현상에 대하여 독립된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온에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본다는 것이다. 이 

몸과 마음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에서 

보는 것이다. 현상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Cakkhuñca kho bhikkhave,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ṅgati phasso. Phassapaccayā uppajjati vedayitaṃ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So su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nābhinandati, nābhivadati, nājjhosāya tiṭṭhati. Tassa 
Rāgānusayo nānuseti. Dukkhāya vedanāya phuṭṭho samāno na socati, na 
kilamati, na paridevati, na urattāḷiṃkandati, na sammohaṃ 

āpajjati, tassa paṭighānusayo nānuseti. Adukkhamasukhāya vedan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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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uṭṭho samāno tassā vedanāya samudayañca atthaṅgamañca assādañca 
ādīnavañca nissaraṇañca yathābhūtaṃ pajānāti. Tassa avijjānusayo 

nānuseti. So vata bhikkhave, sukhāya vedanāya rāgānusayaṃ pahāya 

dukkhāya vedanāya paṭighānusayaṃ paṭivinodetvā adukkhamasukhāya 
vedanāya avijjānusayaṃ samūhanitvā avijjaṃ pahāya vijjaṃ 

uppādetvā diṭṭheva dhamme dukkhassantakaro bhavissatīti ṭhānametaṃ 

vijjati. 

  

“수행승들이여, 시각을 조건으로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서,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접촉인데, 접촉을 조건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난다. 그 즐거운 

느낌에 닿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으면, 

탐욕에 대한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지 않게 된다.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슬퍼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비탄해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 분노의 잠재적경향이 잠재하지 않게 된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닿아 그 느낌의 생성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면, 무명의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지 않게 된다. 수행승들이여, 그가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적 경향을 없애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분노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적 

경향을 근절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킨다면, 현세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타당하다.” 

  

(Cha chakka sutta-여섯의 여섯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8, 

전재성님역)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거머쥐려 하면 탐욕이다. 이럴 때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네.”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춘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밀쳐 내려 하면 성냄이다. 이럴 

때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네.”라고 알아차리면 그뿐이다. 이는 

생성과 소멸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봄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했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잠재성향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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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일체를 설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란 어떤 것일까?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일체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바로 일체라고 한다.”(M35.23) 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일체는 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상이다. 구체적으로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다. 이는 인식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몸 밖의 외부적 세상은 실재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이는 일체를 이야기 하면서 외부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로지 마음으로 인식하는 세상만 있을 뿐 지금 눈 앞에 펼쳐진 

세상에 대하여 ‘환영’이라 한다. 또 어떤 이는 금강경 대미를 

장식하는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라는 게송을 들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꿈’과 같다고 말한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영이고 

꿈속일까?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하여 환영이라거나 꿈속으로 말한 적이 

없다. 금강경의  ‘환포영’이라는 말도 오온에 한정되어 있다. 

부처님은 오온에 대하여 “물질은 포말과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네. 

지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형성은 파초와 같고 의식은 환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 (S22.95)라 했다. 어디까지나 오온에 

한정한 것이다. 이는 우주론적으로 확장한 금강경과 다르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Nāhaṃ, lokena vivadāmi)”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loka)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즉 중생계 (Sattaloka)를 뜻한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열반했다. 이는 “여래는 

세상에서 성장했으나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지낸다.”(S22.94) 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오염되어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 물위로 솟아올라 물에 

오염되지 않고 지낸다.” (S22.94) 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산 것이다. 그런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보통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세상이다. 이를 현상계(器世間, 

Cakkavālaloka) 라 한다.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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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중생계에서도 살았고 현상계에서도 살았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라 하여 인식론적 세상을 말씀하셨다. 이는 조건계(Saṅkhāraloka)를 

말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다. 또 

오취온의 세상이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을 말한다. 부처님은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윤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하여 

환영 또는 꿈으로 보아야할까? 세상을 한바탕 꿈으로 보아 꿈만 깨면 

되는 것일까?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세상이 꿈속의 세상임을 

자각하면 모두 깨닫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식론적 세계 즉, 조건계를 

말한다.  

  

이 세상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삼계와 육도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세 가지 세상 중에서 ‘조건계’를 강조하신 

것일까? 그것은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오온에 대하여 

생성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관찰했을 때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탐, 진, 치가 

소멸된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관찰하면 

세계의 끝,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벗이여,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벗이여,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단신의 몸 안에  

세계와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가르칩니다.”(S2.26)  

  

  

2016-09-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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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윤회가 환망공상이라고?  

  

  

윤회는 사실일까 믿음일까? 신심 있는 불자들은 윤회가 사실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이 배운 자일수록 윤회는 믿음에 불과하다고 

한다. 심지어 과학을 전공한 학자는 윤회는 망상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과 업의 과보, 그리고 내세와 윤회에 대하여 말씀했다. 

불자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에서 

  

쓰리테너즈콘서트라 하여 세 명 교수들의 이야기가 사찰음식전문점에서 

열렸다. 방배동에 사찰음식전문점 마지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지 2층에는 약 100 여석 규모의 홀이 있어서 

종종 강연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콘서트는 9 월 30 일 저녁 7 시에 시작되었다. 교원대학의 박병기 교수가 

사회를 보고 포항공대 강병균교수와 서울대 우희종교수가 대담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회 명칭은 ‘가을밤, Three Tenors 가 

한국불교를 휘젖는다.’라 되어 있다. 부제로는 ‘안티들의 대향연, 

“다 덤벼! 품어주마!!”라 되어 있어서 코믹한 느낌을 주고 있다.  

  

콘서트는 마지 김현진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 되었다. 어떤 

이야기든지 걸림없이 마음껏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음껏 떠들어 

보라는 것이다. 1 부에서는 두 대담자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2 부에서는 

강병균교수의 신간 ‘기이한 세상’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3 부에는 

한국불교현실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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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균교수의 책 ‘기이한 세상’은 환망공상시리즈라 하여 불교닷컴에 

연재된 바 있다. 책으로 출간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재되고 있다. 

이 시리즈에 대하여 수 없이 비판한 바 있다. 주된 이유는 윤회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소위 유전자윤회론이라는 강병균식윤회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저녁 7 시가 되자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의 2층 홀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약 70 명 가량 왔는데 그 중에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불교관련 토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만큼 두 

대담자의 불교관에 관심이 많아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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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균교수의 불교관 

  

이번 강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강병균교수의 독특한 

불교관이다. 강교수는 이날 참나와 윤회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언을 했다. 제목이 말해 주듯이 강교수의 발언은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이다. 참나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기존의 권위를 모두 

허물어 버리는 듯 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에 

대해서는 진화반대론자로 규정하고, 무아의 불교에서 참나를 찾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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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회에 대하여 사람들을 겁주기 

위하여 꾸며낸 것으로 간주했다. 직업적 승려들이 육도윤회가 있다고 

하여 불자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나와 

윤회에 대하여 “수준 낮은 승려들이 병주고 약주는 식”이라 했다.  

  

강병균교수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윤회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가르침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는 것으로 본다. 

강병균교수가 생각하는 윤회는 어떤 것일까? 2 부 자유토론에서 

강병균교수는 ‘종쇼비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쇼비니즘이란 

배외주의로서 사회집단 내에서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배척 내지 적대적 

태도나 심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흑인은 열등하다하여 배척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도에서 윤회론 역시 아리안들이 브라만계급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종쇼비니즘으로 윤회를 

설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파격적이다. 업과 업의 과보로 인한 윤회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강병균교수는 윤회에 대하여 환망공상이라 한다. 소위 육도윤회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또 윤회에 대하여 

“경험해 보았는가?”라 묻는다. 윤회하는 것을 보았느냐는 것이다. 

죽어서 살아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오감에 따른 감각적 인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적 검증으로 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유전자윤회론 

  

과학을 전공하는 학자에게 있어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는 

모양이다. 수학을 전공한 강병균교수는 생물학을 주로 거론하며 

유전자윤회론을 주장했다.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자(DNA)가 윤회함을 

말한다. 이를 생물학적 윤회라 한다. 또 하나 윤회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문화적 윤회라 한다. 하나의 사회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유전자(Meme)가 있는데 언어나 풍속 등 문화가 윤회하는 것을 말한다.  

  

강병균교수는 윤회부정론자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믿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육도윤회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설령 윤회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간난아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시 태어나면 이전 생에 대한 것은 깨끗이 잊어 버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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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윤회부정론자들은 육도윤회를 부정한다.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순간에서의 윤회는 인정한다고 말한다. 일생윤회를 인정할 수 없지만 

순간윤회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각으로 인지 가능한 

것만 믿겠다는 것과 같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강병균식 윤회론은 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닷컴에 연재될 때부터 

논란거리였는데 이제 책으로 나와 더욱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일까 자유토론시간에 어느 불자는 부처님의 오도송을 거론하며 

강병균식 윤회론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병균교수는 

생물학적 윤회와 문화적 윤회를 거듭 강조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유전자연기론 또는 유전자윤회론에 따른 강병균식 윤회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수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먼저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 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라고 했지만, 강병균식 윤회론에 따르면 모든 유정물로 

확대된다. 그래서 지렁이까지 등장하는데 지렁이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해탈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부처님의 관심사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을 가진 인간이 

대상이었다. 초기경전 어디에도 오온을 벗어나 해탈과 열반을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전자연기론처럼 물질을 바탕으로 한 유전자윤회론을 

보면 그 대상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지렁이, 말미잘 등 사유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생명체와 심지어 

식물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윤회로 본 것이다. 

  

강병균식 유전자 윤회론에서 문화유전자를 거론함으로써 물질이 아닌 

정신영역도 윤회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도 윤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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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나 풍속 등 한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와 가치관 등이 전승되는 것에 

대하여 문화유전자에 의한 윤회로 본 것이다. 이것 역시 지나치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 밖에서 찾지 않았다. 

오온에서 일어나는 생멸의 현상을 관찰하여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음을 말씀했다. 부처님 가르침 그 어디에도 오온을 

벗어난 것이 없다.  

  

강병균식 유전자 윤회론은 단멸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유전자를 남기고 죽으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 따르면 사람이나 지렁이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과연 

부처님이 이런 윤회를 얘기 했을까? 부처님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유전자이론을 몰랐기 때문에 오온을 가진 인간에 

한정한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말씀했다는 것이다. 

그 외 어떤 다른 것도 망상이고 희론이다.  

  

과학을 기반으로한 유전자연기론 또는 유전자윤회론은 망상이고 

희론이다. 물질을 기반으로 한 생명은 생명현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단멸론이 될 수밖에 없다. 강병균식 유전자연기론 또는 

유전자윤회론은 물질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멸론적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다. 

  

윤회의 두려움을 안다면 

  

강병균교수의 유전자 윤회론은 무신론에 가깝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몸이 무너져 죽으면 정신도 

사라져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 단멸론에 지나지 않는다. 

강병균교수의 유전자윤회론은 신종단멸론인 셈이다. 

  

부처님은 윤회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셨다. 부처님의 오도송이라 불리는 

법구경 게송에서는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 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Dhp153) 라 했다. 초기경전에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풍부하다. 부처님은 윤회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고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점을 알 수 없다.”(S15.3)고 했다. 그리고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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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양과 사대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S15.3) 

라 했다.  

  

윤회의 두려움을 안다면 함부로 행위하지 않는다. 업과 업에 대한 

과보를 아는 자는 행위의 두려움을 알게 된다. 그래서 “뭇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며,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M135) 라 했다. 이것이 정견이다. 업과 과보, 그리고 

내세와 윤회를 부정한다면 사견이다. 이와 같은 업정견에 따라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고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M135) 라 했다.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남을 말한다. 삼계와 육도는 모두 

업으로 생겨난 것이다.  

  

반반의 가능성이라면 

  

강병균교수는 “윤회가 있어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억이 

모두 지워져 간난아기로 돌아 갔을 때 설령 윤회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단멸론이다. 그렇다면 단멸론자의 

주장을 믿어도 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크게 손해 나는 것이라 

했다. 죽어서 단멸하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만일 윤회하게 된다면 낭패 

볼 것이라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의 몸이 파괴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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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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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것이다.” (M60) 

  

  

 윤회를 믿지 않으면 굳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차피 

죽으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힘들게 오계를 지키며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웃에 대한 봉사나 

보시공덕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윤회를 믿지 않으면 행위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부분 악행을 저지르기 쉽다. 그 결과 몸이 파괴 

되어 죽으면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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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반반의 가능성이라면 윤회가 

있는 것에 내기를 거는 것이 현명하다. 부처님은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비난받는다.”(M60) 라 했다. 

행위의 두려움, 윤회의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단멸론자들에게 불행하게도 내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악처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 했다. 이렇게 본다면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단멸론자들은 “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진다.”(M60)라 했다. 현세에서 비도덕적 삶을 살기 때문에 

비난받아 불운하고, 죽어서는 악처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운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저 세상에서도 비난 받을 

것이라 했다. 

  

신종단멸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있다. 강병균교수가 칼럼에서 

윤회를 부정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윤회가 있어야 아무 소용없다.”라 했다. 윤회는 

브라만교의 교리체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급을 고착화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 했다. 또 어떤 이는 윤회는 방편이라 했다. 원래 윤회 같은 

것은 없는데 무지한 중생을 교화 시키려 하다 보니 방편으로 윤회를 

설했다고 한다. 또 어떤 존재하는 이 순간 윤회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윤회론은 불자들은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윤회를 부정하고 있다. 더구나 박사라는 

타이틀과 교수라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윤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윤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단멸론이다. 

강병균교수의 유전자연기론은 물질에 기반한 단멸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단멸론자로서의 강병균교수의 이야기는 환망공상일 

뿐이며 개인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강병균교수의 유전자윤회론은 

신종단멸론일 뿐이다.  

  

윤회를 믿어서 나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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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업과 업의 과보, 그리고 내세와 윤회를 말씀 하였다. 우리의 

삶이 끝나도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적합한 세계에 태어남을 말씀 

하였다. 이것이 업의 정견이다. 따라서 윤회를 믿으면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윤회는 믿음이라기 보다 사실이다. 설령 윤회가 

믿음이라 해도 윤회를 믿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했다. 

  

  

윤회를 믿으면 

  

  

1) 자살을 하지 않는다. 

2)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3) 불교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고 예류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한다. 

4) 다음생을 준비하게 된다. 

5) 불만이 없고 행복해진다. 

6) 현재상태를 받아들이게 된다. 

7)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한다. 

8)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9)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돕는다. 

10) 보시를 열심히 한다. 

11) 절 운영에 걱정이 없다. 

12) 불법승 삼보를 믿게 된다. 

13) 나날이 의미가 있고 새롭게 된다. 

14)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게 된다. 

15) 마음이 든든하다. 

  

  

윤회를 믿어서 나쁠 것이 없다. 윤회를 믿지 않는 단멸론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저 세상에서는 악처로 떨어져 양쪽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윤회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저 세상에서는 선처에 나게 되어 있어서 양쪽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불자들은 유전자윤회론자의 개인적 견해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것인가?  

  

  

2016-10-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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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윤회에 대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 

  

  

무아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늘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근거하면 논쟁이 일어 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이해 하지 못해서, 

가르침을 알지 못해서 발생된 ‘무지’라 봅니다. 윤회를 부정하거나, 

윤회에 대하여 반신반의 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 내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강병균교수의 독특한 유전자연기론에 따른 유전자윤회론에 대하여 비판 

했습니다. 이를 블로그에도 올렸고 불교닷컴에도 기고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뜨겁습니다. 윤회부정론자 또는 윤회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단멸론사이트에서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병균교수의 윤회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기경전을 믿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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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공통적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경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기경전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이 

덧붙여지거나 조작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교닷컴 댓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경전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언설과 이론이라도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쓰여진 책들의 

문구를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ㅎ법우님)  

  

  

경전을 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선별해서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초월적인 

이야기나 신비적인 이야기 등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개한 시대에 편집된 초기경전을 과학의 시대에 

곧이 곧대로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 합니다.  

  

과학자의 오만 

  

강병균교수의 글은 철저하게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모든 과학은 물질을 분석하고 연구 하는 등 물질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시대를 물질문명시대라 하는데 이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성과에 따른 것입니다. 물질을 기반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을 물질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질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정신문명도 따라서 발전했을까요?  

  

불과 삼십년 전까지만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의 

인류의 정신문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정신적 능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했을까요? 스마트폰시대인 지금이나 

삼십년전이나 정신적 능력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 정신세계나 지금의 정신세계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 당시 과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서 미개한 정신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과학적 지식을 가진자들의 ‘오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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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철저하게 물질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정신능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질을 분석하고 환원하여 과학적 원리를 

밝혀 내거나 실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어도 정신영역까지 

넘보지 않습니다. 아니 넘볼 수 없습니다. 물질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쓰여진 책들의 

문구를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다를 바 없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 접할수록 윤회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반신반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매우 탁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맛지마니까야에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M60)’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 가르침을 

논파 할 수 없습니다.  

  

경에서는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회부정론자에게 있어서 

사후에 윤회가 없다면 환호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하게 되었을 때 

낭패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올린 글에서 “윤회를 믿어서 

나쁠 것이 없다. 윤회를 믿지 않는 단멸론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저 세상에서는 악처로 떨어져 양쪽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윤회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저 세상에서는 

선처에 나게 되어 있어서 양쪽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불자들은 

유전자 윤회론자의 개인적 견해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것인가?”라고 표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법우님은 블로그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연꽃님의 논리는 

과격한 기독교인들의 논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윤회를 믿어서 나쁠 것이 없다... 

강병균교수가 지적했듯이 그냥 선언일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를 믿어서 나쁠 것이 없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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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를 사실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그게 어떤 윤회냐고요 

 

100 만 불자가 있는데 100 만 불자가 생각하는 윤회관이 다 

다르다면 100 만 개의 불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윤회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윤회를 어떤 실체로 

만드려는 모든 시도에서 부정적인 의도를 느낍니다.” (ㅇ님) 

  

  

댓글을 주신 법우님은 과격한 기독교인들의 논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마 맛지마니까야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M60)’을 읽어 보지 않고 자의적 판단하여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경을 읽어 보면 부처님은 매우 합리적으로 윤회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방식은 일명 ‘파스칼의 내기’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기독교에서도 종종 활용됩니다. 목사들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파스칼의 내기 방식을 들어 설명합니다. 신을 믿을 경우 천국에 가지만, 

신을 믿지 않을 경우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의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세열반론(ditthadhamma)과 

단멸론자들의 낭패(2013-03-0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파스칼이 살았던 시기와 부처님이 살았던 시기는 다릅니다. 파스칼의 

내기와 유사한 가르침이 맛지마니까야에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파스칼의 내기에 대한 오리지널 버전은 니까야에 있는 셈이 됩니다.  

  

확률이 반반이라면 

  

부처님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멸론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 당시 외도사상중에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단멸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업과 업의 과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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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니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고 합니다.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 보지 않아서 죽음이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정신도 

소멸 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어서 

살아 온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내세가 있느냐 내세가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단멸론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해도 그에 대한 과보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세가 있다면 단멸론자들은 악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고 하여 오욕락으로 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욕락의 삶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게 

살며 남에게 피해끼치지 않고 살면 되지 뭐”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선행보다 악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욕락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처에 가기 쉬운 것입니다.  

  

내세가 있는지 윤회가 있는지 범부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삼명으로 깨달은 현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멸론자들에게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진다.”(M60) 라 했습니다. 단멸론자에게 있어서 죽으면 저 세상이 

없어야 하는데 저 세상이 있을 때 낭패 보기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반반 입니다. 

확률이 반반이라면 저 세상이 있는 것에 내기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명한 자에게는 저 세상이 없어도 안심이고 있어도 안심입니다. 저 

세상이 없다면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은 몸이 

파괴된 뒤의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M60) 라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주석에 따르면 “그가 내세에는 내세가 없으므로 

현세에서처럼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반면 현명한 

자에게 저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한다면, 이 인간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M60) 라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착하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천상과 같은 선처에 태어날 것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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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 

  

‘착하고 건전한 삶(kusala)’을 살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세는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현세에서 칭찬받고 내세에서는 

선처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반반의 

확률이라면 있는 것에 내기를 거는 것이 훨씬 나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내세가 없다고 여겨 악하고 불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세가 없으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내세가 있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삶으로 인하여 현세에서 비난받고 내세에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반반의 확률이라면 있는 쪽에 내기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으면 천국,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파스칼의 논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파스칼의 

내기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나 확률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파스칼의 내기와 비슷하지만 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 말씀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있을 때에 ‘저 세상은 있다.’고 견해를 갖는다면, 

그는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M60)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업에 대한 가르침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이여,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란 어떠한 

것입니까?”라며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설한 것입니다.  

  

현자들에게 윤회는 사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내세와 윤회에 

대한 것도 경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기독교의 

“예수천국불신지옥”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폄하 한다면 

초기경전을 접하지 않은 무지로 봅니다. 스스로 무식을 폭로한 꼴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사람의 한계일 것입니다. 

  

수 많은 댓글을 접하면 집단지성의 힘을 느낍니다. 올려 주신 댓글을 

음미해 가며 읽으면 몰랐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재가불자에게 윤회의 교설은 당연히 ‘믿음’이죠. 본인들 입장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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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증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이라 하고요.” (M 법우님)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보통불자들은 윤회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론자들은 

윤회가 있음을 증명해야 믿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증명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믿는다고 해도 반신반의 하는 것입니다.  

  

현자들에게 있어서 윤회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부들에게 있어서는 

윤회는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대하여 매우 심오 하여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범부들이 자신의 육감에 따른 ‘깜냥으로 또는 과학적 사실을 

들어 윤회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반신반의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보통불자들에게 있어서 윤회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합리에 바탕을 둔 확신입니다.  

  

경전을 스승으로 

  

저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 저 세상이 없다고 불신하거나 반신반의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르침 외에 다른 것에 의지 한다면 불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나 스승이 없거든 차라리 경전을 스승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들이여, 그대들이 신뢰하는, 마음에 드는 스승이 없다면, 이러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M60) 

  

  

2016-10-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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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욕지족의 당당함 

  

  

십수념 

  

앙굿따라니까야에서 ‘하나의 원리에 대한 품(A1.304-313)’이 있다. 

이를 에까담마박가(Ekadhammavagga)라 한다. 초불연에서는 ‘한가지 

법의 품’이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념(髓念: anussati)’에 

대한 것이다. 흔히 십수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처님에 대한 새김 (buddhānussati: 불수념) 

2) 가르침에 대한 새김 (dhammānussati: 법수념) 

3) 참모임에 대한 새김 (saṅghānussati: 승수념) 

4) 계행에 대한 새김 (sīlānussati: 계수념) 

5) 보시에 대한 새김 (cāgānussati: 시수념) 

6) 하늘사람에 대한 새김 (devatānussati: 천수념) 

7) 호흡에 대한 새김 (āṇāpānasati: 안반수념) 

8) 죽음에 대한 새김 (maraṇasati: 사수념) 

9) 신체에 대한 새김 (kāyagatāsati:신수념) 

10) 지멸에 대한 새김 (upasamānussati:멸수념) 

  

  

청정도론에 40 가지 명상주제가 있다. 그 중에 수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섯 가지에 그친다. 위 열 가지 항목 중에서 1번 항에서 6번 

항까지만 명상주제로 선정되어 있다.  

  

정형구를 보면 

  

열 가지 수념에 대한 정형구가 있다. 불수념에 대한 것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Ekadhammo bhikkhave bhāvito bahulīkato ekanta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ṇāya saṃvattati. 

Katamo ekadhammo: buddhānus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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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닦고 익히면 결정적으로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멸, 곧바로 앎,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그 하나의 원리란 무엇인가? 부처님에 대한 

새김이다.”(A1.304, 전재성님역) 

  

  

이 문구는 정형화 되어 있다. 열 가지 수념은 단지 하나의 단어만 

바꾸면 된다. ‘buddhānussati’자리에 다른 수념을 끼워 놓으면 되는 

것이다. 열 가지 다른 단어를 끼워 놓아 문장을 구성하면 반복구문에 

따른 열 가지 문장이 완성된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번역서는 반복구문 생략 없이 모두 복원하여 열 

가지 수념에 대한 경을 완성했다. 그러나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서를 

보면 반복구문을 생략했다. 그래서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이다….” “…계를 계속해서 생각함이다….” 라는 식으로 점 

세게(…)를 이용하여 번역했다.  

  

사수념(死髓念: maraṇasati) 
  

반복구문 정형구에서 핵심적인 말은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이다. 

이후 소멸, 적멸, 곧바로 앎, 완전한 깨달음, 열반으로 이어지는데 

부처님은 이를 하나의 원리라 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청되는 말이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무엇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몸과 마음을 

싫어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는 한 욕망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세세생생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상관과 

부정관 등의 수행이 요청된다. 

  

불교에만 부정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도 부정관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한다. 교회에 가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리며 죽어 가는 끔찍한 모습의 십자가상을 볼 수 있다. 

명상에 든 부처님의 형상과는 대조적이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예수상은 죽음을 명상하기에 안성맞춤이라 한다. 십자가의 형상이 

끔찍한 것이긴 하지만 끊임 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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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내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초기경전에는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부정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와 선불교로 전개되면서 죽음에 대한 명상이 

사라져 버렸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 없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지만 근자에 이르러 불교에서는 죽음을 명상하는 가르침이 

사라진듯 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정관 등을 통하여 죽음이 바로 

가까이에 있음을 끊임 없이 강조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열 가지 

수념에 포함되어 있는 사수념(死髓念: maraṇasati)일 것이다. 

  

한호흡 기간에도 죽음이 

  

사수념과 관련하여 앙굿따라니까야 여섯 모음에 ‘죽음에 대한 새김의 

경(A6.19)’이 있다. 경에 따르면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대수명을 이야기하지만 기대수명대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간판이 떨어져 즉사할 수도 있다. 도처에 죽음이 

사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하루 밤낮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A6.19) 라고 말씀 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할 때 하루낮 하루밤도 긴 시간이다. 경에 따르면 

시간은 점점 단축 되어 간다. 하루밤낮에서 하루 낮으로, 하루 낮에서 

탁발음식을 먹는 동안으로, 탁발음식을 먹는 동안에서 네 다섯 모금 

씹어 삼키는 동안으로, 네 다섯 모금 씹어 삼키는 동안에서 한모금을 

씹어 삼키는 동안으로, 한모금을 씹어 삼키는 동안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쉬는 동안으로 짧아진다. 한호흡 기간에 죽음이 찾아 올 수 있음을 

말한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부처님은 숨쉬고 있는 기간 내내 죽음의 명상을 하라고 했다. 

기대수명대로 삶이 보장 되지 않음을 말한다. 지금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죽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호흡하는 

순간에도 찾아 올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매 호흡마다 ‘죽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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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김(maraṇasati)’을 하였을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수행승들이여, 죽음에 대한 새김을 닦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는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을 얻는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닦아라.” (A6.19, 

전재성님역)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 한다. 죽을지 몰라 벌벌떤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stn576) 라는 게송에서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밤이 지나면 내일이 올지 내생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른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도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의 

불확실성이다.  

  

죽음의 조건은 많다. 각종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고, 배타고 가다 배가 침몰해서 죽을 

수도 있다. 지하철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 지진으로 죽을 수도 

있다. 멀쩡 하던 체육관 천정이 무너져 죽을 수도 있고, 공연장에서 

바닥이 꺼져서 죽을 수도 있다.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길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다.  

  

도처에 죽음의 조건이 산재해 있다. 최악의 경우 한호흡 기간에 죽음이 

찾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간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왜 염오(厭惡)-이욕(離欲)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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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열 가지 새김에서 ‘죽음에 대한 새김’을 

보면(maraṇasati)’도 하나의 원리라 했다. 하나의 원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반으로 이끌기 대문이다. 부처님은 열 가지 새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닦아도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멸, 곧바로 

앎,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에서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이라는 말이 핵심이다. 이 말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정형구이다. 빠알리어로 ‘nibbidāya 

virāgāya’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 강조의 말 ‘ekanta’가 붙어 

‘ekantanibbidāya virāgāya’라 되어 있다. 이를 전재성님은 

“결정적으로 싫어하여 떠남”으로 번역했다. 여기서 ekanta 는 ‘sure; 

unfailing; extreme’의 뜻이다. 초불연 대림스님은 “절대적인 역겨움, 

탐욕의 빛바램”이라고 번역했다.  

  

빠알리 정형구 ‘nibbidāya virāgāya’에서 닙비다(nibbidā)는 

염리(厭離) 또는 염오(厭惡)라 하고, 위라가(viraga)는 이욕(離欲) 또는 

이탐(離貪)이라 한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정형구 

‘nibbidā virāgā’는 일반적으로 ‘염오-이욕’이라 한다. 대상에 

대하여 혐오 하는 마음을 일으켜 욕망으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눈과 귀 등으로 아름다운 대상을 접했을 때 괴로운 

것으로 보라고 했다. 이는 다음과 게송으로도 알 수 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의 모든 것들 

원하는 것, 사랑스런 것, 마음에 드는 것,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 

  

그것들은 하늘사람과 인간의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들이 소멸될 때가 되면 

그들은 그것들을 괴로운 것이라 여기네. 

  

개체가 소멸하는 것은 

거룩한 님에게는 즐거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모든 세상을 통해 보이는 것은 

거룩한 님에게 그와는 정반대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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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S35:136, 전재성님역)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괴로운 것으로 아는 것이라 했다. 

이런 가르침은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탐진치로 살아 가는 

자들은 즐거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 여기지만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거꾸로 알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로 가는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를 

‘역류도(逆流道)’라 한다.  

  

역류도에 따르면 세상의 즐거운 것은 괴로운 것이 되고, 세상의 괴로운 

것은 즐거운 것이 된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는 이와 같이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안다. 그것은 조건적이지 조건 없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이 몸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몸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적으로 생겨난 이 몸을 원인으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S36.6) 말씀 했다.  

  

쇠꼬챙이로 눈을 지질지언정 

  

조건발생한 것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즐거운 것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하여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관찰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극단적인 가르침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이라 본다. 

  

  

수행승들이여, 연소하고 작열하고 불꽃 튀는 뜨거운 쇠바늘로 

시각기관을 차라리 지질지언정,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의 인상과 

속성에 사로잡히지 말라.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의 의식이 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거나 속성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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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두 가지 운명 가운데 하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위험을 보고 이와 같이 

말한다.” (S35.235, 전재성님역)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는다. 그 중에 강한 대상을 만나면 

즐거운 느낌과 함께 갈애가 일어나고 집착이 생겨난다. 그런데 부처님은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의 인상과 속성에 사로잡히지 말라”라 했다. 

갈애와 집착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대상에 대하여 갈애와 집착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불에 

달구어진 쇠꼬챙이로 눈이나 귀를 지지는 것이 낫다고 했다. 왜 그럴까? 

아름다운 형상, 매혹적인 소리 등에 대하여 갈애를 일으켰을 때 결국 

악처에 떨어질 것이다. 더구나  유혹의 순간에 죽는다면 지옥이나 

축생으로 떨어질 것이라 했다. 그래서 악처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멀게 하여 갈애와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생략된 번역 

  

부처님은 한 순간도 사띠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계속 

알아차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누사띠(anusati), 즉  수념(隨念)이다. 

수념을 닦으면 싫어 하여 떠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하여 

앙굿따라나까야에 하나의 원리의 품에서는 결정적으로는 말을 붙여서 

“결정적으로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ekantanibbidāya virāgāya)”라 

했다. 빠알리원문에는 모두 열 가지 수념에 대하여 ‘결정적으로’라는 

뜻의 빠알리 ‘ekanta’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전재성님의 번역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새김에의 경에서만 ‘ekanta’에 대한 번역이 되어 있을 

뿐 나머지 아홉 가지 수념에서는 ‘ekanta’에 대한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되어 있어도 문맥에는 지장이 없으나 원문과는 다른 것이다. 

반면 초불연의 번역에서는 들어가 있다. 그러나 초불연 번역을 보면 

반복구문이 생략 되어 “…”라고 뻬이얄라 처리 되어 있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이다. 세상사람들이 탐, 진, 

치로 살아 갈 때 부처님은 무탐, 무진, 무치로 살아 갈 것을 말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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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역류도의 삶에 대한 것이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nibbidā 

viraga)”이다. 특히 ‘viraga’에 대하여 ‘사라짐’이라 했는데 이는 

‘이욕’ 또는 ‘이탐’을 말한다.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초불연에서는 ‘탐욕의 빛바램’이라 하여 주석적으로 번역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려 

놓아야 할 것이 욕망이다. 마치 옷감의 색깔이 바래져 하얕게 되는 

것처럼 탐욕이 사라져 갈 때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욕을 뜻하는 위라가는 ‘탐욕의 사라짐’이라 볼 수 있다.  

  

욕망이 사라졌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싫어하여 떠남(nibbidāya), 사라짐(virāgāya), 소멸(nirodhāya), 

적멸(upasamāya), 곧바로 앎(abhiññāya), 완전한 깨달음 (sambodhāya), 

열반(nibbāṇāya)”순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욕망이 사라졌을 때 두려울 것이 없다.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작은 차를 몰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 

간다. 그런 당당함은 디오게네스에게서 볼 수 있다. 알렉산더대왕에게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라고 말한 것이다. 소욕(appiccha)과 

지족(santuṭṭha)의 삶을 살아 갈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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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냐(相)의 극복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호불호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싫어 진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 오르고 과거의 기억까지 되살아나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한다. 반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이미지와 함께 좋았던 기억이 떠 오른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사람에 대하여 좋고 싫어 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잘 대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나를 힘들게 한 자에 

대해서는 혐오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좋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라’ 좋아라 하고, 싫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죽어라’ 싫어 한다. 

  

사람들은 극단을 살아 간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대표적이다. 한번 

좋으면 계속 좋은 것이고 한번 싫으면 계속 싫은 것이다. 그래서 좋아 

하는 사람을 계속 좋아 하게 되고, 싫어 하는 사람을 계속 싫어 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 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이는 양극단이다. 이미지와 이름에 

의하여 감정이 지배받는 것이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가 있다. 선생님이 

처음 출석을첵크 할 때 이름과 함께 얼굴을 확인 하는 경우가 있다. 

이름과 얼굴을 매칭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매칭 시켜 놓았을 때 

이름만 보아도 그 학생의 얼굴이 떠 오를 것이다. 이름과 얼굴이 확인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성격이나 성향, 성적을 파악한다.  

  

한번 이미지가 형성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려고 노력한다.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내 

놓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이다. 정치인이 대표적이다. 

온갖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전략은 누구에게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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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한다.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이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호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 포장작업은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미지 포장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다. 인터넷필명을 사용한다. 실명도 사용하지 

않고 사진도 올려 놓지 않는다. 학력이나 경력도 역시 올려 놓지 

않는다. 오로지 필명으로만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필명 

‘진흙속의연꽃’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교계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다. 미디어붓다에 칼럼을 쓴지 2 년 째이다. 

벌써 99 회 째가 되었다. 매일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서 선별하여 

일주일에 한편 또는 두 편을 올린다. 그러나 필자의 소개는 없다. 

인터넷필명이 전부이다. 그리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도 종종 

기고하고 있다. 필명 이외 다른 소개가 없다. 사진도 없고 학력은 물론 

경력도 없다.  

  

교계신문의 칼럼이나 기고문을 보면 이름과 함께 사진이 실려 있다. 

이름과 사진이 매칭 되어 이름만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초면임에도 매우 익숙하다. 마치 TV 에서만 보던 연예인을 

처음 보았을 때 구면인 것처럼 익숙한 것과 같다. 그런데 칼럼이나 

기고문을 보면 이름과 사진과 함께 경력이 소개 되어 있다. 이름 옆에 

현재직위나 직책이 표기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글의 말미에는 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출신학교는 필수이다. 학위를 취득했다면 

학위명칭까지 기재되어 있다. 더 나아가 저작물까지 기재되어 있다. 몇 

줄에 걸쳐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사진과 함께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름과 얼굴로 형성된다. 여기에서 학력과 경력 등 

과거 행적이 덧 붙이면 더 자세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대게 이미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장점만 나열된다.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나쁜 이미지가 

형성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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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名色)에 대하여 

  

사람의 이름과 얼굴로 구별된다. 이름과 얼굴이 매칭 되어야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름과 얼굴을 한자어로 말한다면 명색(名色)이 된다. 

‘명새기’라는 말도 명색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명새기 

사장인데”라든가 “명새기 사장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명색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는 “내용이나 실속은 그 이름에 걸마지 않지만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내세우는 이름이나 지위”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명색 또는 명새기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지위를 나타나는 말이다. 그 사람의 이름과 지위나 직책을 

동일시 하는 것이다. 아무게 사장이라 했을 때 이름이 사장을 뜻하는 

것과 같다.  

  

명색이라는 말은 불교용어이다. 불교에서 명색에 대하여 빠알리어로 

나마루빠(nama-rupa)라 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정신-물질’로 

설명한다. 그러나 힌두교에서는 ‘이름-형상’의 뜻이다. 오늘날 명색 

또는 명새기라고 하는 것은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나마루빠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물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름-형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초기불교는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최근 이중표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나마루빠에 대하여 이름-

형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마루빠에 대하여 이름과 형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불교가 될까? 이에 

대하여 이중표교수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교는 잘못된 것이라 한다.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물질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부파불교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 해서 발생된 오류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중표교수는 삼세양중인과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중표교수의 불교관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이름과 형상이라는 

나마루빠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산냐이다. 이를 

오온에서는 상(想)이라 한다. 이름 붙여지고 개념화 된 것이 타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2 연기는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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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여준 것이지 삼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종기고문과 강연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상(想: saññā)에 대하여 

  

나마루빠에 대하여 이름-형상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이미지와 

경력이 떠 오르는 것은 기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름과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매칭 되어 이미지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가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일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알렸다면 

이미지가 포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과 이미지, 개념을 뜻하는 

상(相: saññā)란 무엇일까? 

  

오온에 상온이 있다. 상온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상윳따니까야 3 권 

해제에서 이렇게 정의 해 놓았다. 

  

  

“지각의 집합을 뜻하며 지각에는 감각적 지각과 개념적 지각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책상이 있다면 그것을 책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지각에는 외적인 대상의 지향에 따라 명칭 지어진 여섯 가지 지각이 

있다. 그것들을 지각의 두 종류로 구별해 보면 감각적 지각에는 형상에 

대한 지각, 소리에 대한 지각, 냄새에 대한 지각, 맛에 대한 지각, 

감촉에 대한 지각, 개념적인 지각에는 사실에 대한 지각이 있다. 느낌과 

마찬가지로 지각도 외부세계와 여섯 감관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상윳따니까야 3 권해제, 전재성님) 

  

  

책상을 예로 들었다. 책상이 있어서 책상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책상이 없어도 책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책상의 이미지가 떠 오른다. 

이를 사람에 대입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놓았을 

때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 이미지는 

조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좋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좋지 않은 인상이라면 당연히 좋지 않은 

이미지이다. 그런 이미지도 과거의 것이다.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10 년 동안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10 년 전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 있다. 군대에 있었을 때 동기의 이미지는 항상 20 십대 

초반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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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님의 설명에 따르면 지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감각적 지각이고 또 하나는 개념적 지각이다. 감각적 지각은 마치 

얼굴모양을 보는 것과 같다. 개념적 지각은 이름을 듣는 것과 같다. 

사물에 대하여 이름과 형태로 구별하듯이 그 사람에 대하여 이름과 

얼굴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접촉에 따른 것이라 

했다.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지각하는 것이고, 이름이 떠 올랐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 오르는 것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의 

접촉에서 비롯된다. 

  

산냐는 극복의 대상 

  

산냐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인식으로 번역했다. 빠알리어 

산냐(saññā)는 영어로  ‘perception, recognition’의 뜻이다. 

전재성님은 지각으로 번역했다. 초불연 각묵스님은 상온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3권 해제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인식은 대상을 받아들여 이름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작용이다. 

그런데 이런 개념작용은 또 무수한 취착을 야기하고 해로운 

심리현상들[不善法]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기경의 여러 문맥에서 인식은 

부정적이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최초의 

가르침인 숫따니빠따 제 4 장에서도 인식은 견해와 더불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희론하는 인식’을 가지지 말 것을 초기경들은 

강조하고 있다.”(초불연 상윳따 3 권 해제, 각묵스님) 

  

  

인식, 즉 산냐에 대하여 ‘이름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사람에 대하여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여 분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별은 대게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부정적인 것과 같다. 좋으면 거머쥐려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싫으면 밀쳐 내려는 성냄이 일어나는 것도 호불호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산냐는 극복의 대상이라 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산냐이다. 이름과 명칭이 부여되어 개념이 형성되면 이에 집착이 일어날 

수 있다. 집착하게 되면 결국 괴로움을 야기 때문에 산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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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대상이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산냐의 극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고 했다. 그 중에 숫따니빠따 5 장에 산냐의 극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고 했다. 

  

예순세 가지 이설 

  

숫따니빠따를 찾아 보았다. 사비야의 경에 따르면  “사변적 논쟁에 

의존하고 일반적인 명칭에 의존하고, 개념적 지각에 의존하는 

수행자들의 예순세 가지 이설을 제압하고,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께서는 

거센 물결을 건넜습니다.”(stn538) 라는 게송이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명칭’과 ‘개념적 지각’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일반적 명칭(Saññakkhara)’이라는 말은 관용적 이름을 말한다. 

그리고 ‘개념적 지각(sañña)’은 전도된 지각을 뜻한다. 이렇게 명칭과 

개념에 의존하였을 때 견해가 일어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예순세 

가지 이설이라 했다. 왜 62 가지가 아니라 63 가지일까? 그것은 62 가지 

사견에다 유신견(sakkāya-diṭṭhi) 을 합하였기 때문이다. 

  

희론적 개념(papañcasaṅkhā)에 대하여 

  

산냐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사변적 견해로 대표 되는 62 가지 

견해와 유신견이 그렇다. 숫따니빠따 ‘투쟁과 논쟁의 경(Sn4.11)’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Na saññasaññi na visaññasaññi 

Nopi asaññi na vibhūtasaññi, 

Evaṃ sametassa vibhoti rūpaṃ 

Saññānidānā hi papañcasaṅkhā. 
  

“지각에 대한 지각도 여의고, 지각에 대한 잘못된 지각도 여의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각을 소멸시킨 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님에게 물질적 형상은 소멸합니다.  

지각을 조건으로 희론적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stn87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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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 따르면 지각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자에 

대하여 범인(凡人)이라 한다. 그런데 지각에 대하여 잘못 지각하는 자에 

대하여 광인(狂人)이라 했다. 누가 미친 자인가? 그것은 전도된 지각을 

가진 자이다. 네 가지 전도가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전도의 경’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A4.49) 라 했다. 무상, 고, 무아, 

부정인 것에 대하여 상, 락, 아, 정이라 여기는 것이 지각의 전도이자 

마음의 전도이고 견해의 전도인 것이다. 

  

게송에서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각을 소멸시킨 것도 아닌”이라 

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지각을 여읜 자는 멸진정에 든 자이고, 

지각이 소멸된 자는 사무색정에 든 자”라 했다. 멸진정에 들면 지각과 

느낌이 없어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무색계선정에서는 지각이 

소멸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대문에 삼매의 상태만 유지된다.  

  

게송 네 번째 구절에서 “지각을 조건으로 희론적 개념이 

성립한다.(Saññānidānā hi papañcasaṅkhā)”고 했다. 여기서 ‘희론적 

개념(papañcasaṅkhā)’ 이란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tn916 을 살펴보라. 세존께서는 ‘나는 생각하는 자이다’라는 희론적 

개념의 뿌리를 잘라버리라고말씀하셨다. 희론적 개념의 뿌리에는 ‘나는 

생각하는 자이다’라는 자의식(아만)이 있으며, 그것이 조건이 되어 

오히려 인식적인 지각(旋火輪)이나 개념적인 지각(토끼뿔)에서 실체적 

관점을 불러와서 지각을 설립시키고 형상을 성립시킨다. 그래서 그러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희론적 개념이 사라지면, 그러한 모든 지각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형상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희론적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갈애에 의한 희론적 개념, 견해에 의한 

희론적 개념, 아만에 의한 희론적 개념이 있다.” (숫따니빠따 3277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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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론적 개념이란 ‘생각하는 자아’를 말한다. 생각하는 자만은 

아만이라 했다. 아만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과 같은 말이다. 아만 

또는 아만이 강하다는 것은 주관이 강하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생각하는 자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토끼뿔이나 거북털 같은 것이다. 실제하지 않고 오로지 

상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를 빠알리어로 빠빤짜(papañca)라 한다. 

한자어로 망상 또는 희론이라 한다. 

  

망상 또는 희론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맛지마니까야에 따르면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 의식이 생겨난다. 세 가지의 화합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형상에서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납니다.” (M18) 라 되어 있다. 희론 또는 망상의 전개 

과정이 접촉-느낌-지각-사유-희론(망상)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못된 지각에서 벗어나려면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각은 희론 또는 망상으로 전개되기 쉽다. 

그렇다면 잘못된 지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까? 멸진정에 들어 

느낌과 지각을 소멸하지 않는 한 지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잘못된 

지각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각에 대하여 익히고 닦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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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 ‘일곱가지 지각에 대한 간략의 

경’에서는 1) 부정에 대한 지각, 2) 죽음에 대한 지각, 3) 음식에 대한 

지각, 4)일체의 세계에 즐길 것이 없음에 대한 지각, 5)무상에 대한 

지각, 6)무상 가운데 괴로움에 대한 지각, 7)괴로움 가운데 실체없음에 

대한 지각을 닦으라고 했다. 

  

일곱 가지 지각의 닦음을 보면 무상, 고, 무아에 대한 통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부정, 죽음, 음식, 즐길 것 없음이 추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곱 가지 닦아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일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에 대한 지각: 성적교섭과 관련해서 

2) 죽음에 대한 지각: 삶의 욕망과 관련해서 

3) 음식에 대한 지각: 맛에 대한 갈애와 관련해서 

4) 일체의 세계에 즐길 것이 없음에 대한 지각: 세속적인 마음과 

관련해서 

5) 무상에 대한 지각: 이득과 명예와 칭송과 관련해서 

6) 무상 가운데 괴로움에 대한 지각: 나태, 해태, 분방, 방일, 부적음, 

부주의와 관련해서 

7) 괴로움 가운데 실체없음에 대한 지각: 이 의식을 수반하는 이 몸과 

외계의 모든 인상과 관련해서 

(일곱 가지 지각에 대한 상세의 경, A7.49) 

  

  

위 일곱 가지는 앙굿따라니까야 ‘일곱 가지 지각에 대한 상세의 

경(A7.49)’에서 요약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지각을 닦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 들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고 했다. 

  

일곱가지 지각을 닦는 것 중에 ‘무아에 대한 지각’이 있다. 이를 

‘괴로움 가운데 실체없음에 대한 지각’이라 했다. 이러한 지각을 

닦으면 “이 의식을 수반하는 이 몸과 외계의 모든 인상과 관련해서 

‘나’를 만드는 자만, ‘나의 것’을 만드는 자만을 멀리 여의고 

자만을 뛰어넘어 적멸에 들어 잘 해탈한다.”(A7.49)라고 했다. 이렇게 

잘 닦았을 때 “올바른 알아차림이 생겨난다”라고 했다. 

  

명색은 이름-형태인가 정신-물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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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론이나 망상의 출발점은 지각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에것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대상에 대하여 

이름과 형태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름과 얼굴이 기억 되어 있어서,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발생된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이름과 형태는 명색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명색이 이름-형태가 될 수 

없다. 희론과 관련하여 숫따니빠따에 이런 게송이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질병의 근원이 되는  

희론적 명색(정신-신체적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온갖 질병의 근원인 속박에서 떠나면,  

이러한 자는 그 때문에 지성이 있는 님이라 불립니다.”(stn530,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숫따니빠따 ‘사비야의 경’에 실려 있다. 여기서 ‘희론적 

명색 (papañcanāmarūpaṃ)’에 대하여 이름-형태가 아닌 ‘정신-신체적 

과정’이라 번역했다. 이는 삼사화합에 따른 희론의 전개 과정에서 

정신-물질적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마루빠가 

이름-형태가 아닌 정신-물질인 것임에 틀림 없다. 

  

희론 또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는 생각하는 자이다’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하여 “ ‘나는 

생각하는 자이다’라는 확산적 경향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존재의 

다발(오온)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자아로 파악하여 자아 속에 

수반시키거나 함축하는 인위적인 조작이므로 모든 존재의 다발의 연생적 

표현인 명색(名色) 자체에 적용될 수 있다. 명색은 12 연기의 고리로서 

정신적 신체적 과정을 말한다.”(숫따니빠따 2548 번 각주) 라고 

설명된다. 

  

명색에 대하여 이름-형태로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중표 교수가 

대표적이다.이중표교수에 따르면 십이연기의 출발점에 대하여 이름-

형태의 나마루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십이연기에 대하여 

삼세양중인과로 보지 않고 “12 연기는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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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물질로 보았다. 정신-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특히 망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삼사화합에 따른 접촉-느낌-지각-사유-희론으로 설명했다.  

  

생각 하는 자아로 인하여 

  

희론은 지각에서 시작 된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지각이다. 

이름을 생각하면 이미지가 떠 오르는 것도 지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지각한 것을 사유하면 호불호가 일어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근본적으로 자아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곱 가지 

지각을 닦을 것을 말씀 했다.  

  

부정에 대한 지각을 닦으면 성적교섭과 관련하여 마음이 말려 들지 않아 

평정과 혐오를 유지한다고 했다. 죽음에 대한 지각을 닦으면 삶의 

욕망에 대하여 말려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에 대한 지각을 닦으면 

맛에 대한 갈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지각을 닦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은 사항은 무상, 고, 무아의 지각이다.  

  

지각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작용이다. 이러한 

지각은 희론이나 망상으로 전개되기 쉽다. 그결과 전도된 인식이 

발생한다. 무상, 고, 무아, 부정에 대하여 상, 락, 아, 정이라고 뒤바뀐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는 자아가 자리잡고 있다. ‘나는 

생각 하는 자아이다(mantā asmi)’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 

전도된 인식, 희론과 망상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산냐의 극복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Mulaṃ papañca saṅkhāya (iti bhagavā) 
mantā asmi sabbamuparundhe 

  

“현명한 자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희론적 개념의 뿌리를 모두 제거하십시오.”(stn916) 

  

  

2016-10-13 

진흙속의연꽃 



`151 

 

19.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말자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말은 법륜법사의 아비담마 강좌에서 들었다.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에지견명상원의 아비담마 강좌가 올려져 있는 

‘해로운 마음의 과보’에 대한 것이다.  

  

마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선심, 2)불선심, 3)과보의 

마음, 4)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세 번째 과보의 마음은 

선과보심(유익한 마음의 과보)과 불선과보심(해로운 과보의 마음) 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과보의 마음 중에서 주로 불선과보심에 대하여 

다루어 본다.  

  

불선과보심 

  

과거에 해로운 업을 지었으면 ‘해로운 마음의 과보(불선과보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어떤 업보를 

낼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기(abyākata)의 마음이라 한다.  

  

현존하는 불선과보심은 과거의 업의 과보의 마음으로서 잠재적인 업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해로운 업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생긴 것이다. 만일 해로운 대상을 만나면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어떤 업을 지을지 알 수 없는 무기의 

마음이다. 아직 대상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재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과거 해로운 행위로 인하여 그냥 나에게 

생긴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생겨난 해로온 과보의 마음은 유익하다거나 

해롭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과거의 업의 결과로 그냥 생겼기 때문에 

경계를 만나야 발현된다. 

  

선과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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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익한 업(선업)을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업의 과보로 현재 

‘유익한 과보의 마음(선과보심)’이 생겨난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유익한 행위가 익어서 현재의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 유익한 

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익한 업이 될지 안될지는 대상을 접해 보아야 

알 수 있다. 다만 유익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유익한 업을 

지을 잠재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둑질할 잠재성향 

  

업의 결과는 업이 아니다. 과거에 해로운 업을 지어서 현재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결과로서 나타나 있지만, 그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해로운 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해로운 업을 지을 ‘잠재성향’이 

남아 있다. 아직 해로운 업을 지을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업의 결과가 업이라면 무한복제가 될 것이다. 해로운 업을 

지었는데 그 결과로서 해로운 업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로운 

업의 과보의 마음이 생겨났다. 이미 경험한 것이 마음에 잠재성향으로 

남은 것이다.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도둑질한 마음이 

도둑질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도둑질할 성향이 남아 있는 것이다. 

과거에 도둑질했다고 하여 현재 도둑놈이라 볼 수 없다. 다만 도둑질할 

잠재성향이 남아 있는 것이다. 도둑질할지 안할지는 대상을 만나 보아야 

알 수 있다. 아직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는 잠재의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왜 도둑질 하는가? 

  

우리는 살아 오면서 수 많은 업을 지었다. 때로는 유익한 업을, 때로는 

해로운 업을 지었다. 그 업에 대한 과보의 마음은 현존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내재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업을 지을지 모른다. 

대상에 따라 유익한 업을 지을 수도 있고 해로운 업을 지을 수도 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났을지라도 인식하는 그 마음은 업이 될 

수 없다. 삼사화합에 의하여 감각의식이 생겨 났다고 하더라도 그 

감각의식은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다. 물건을 보았을 때 가지고 

물건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여 도둑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만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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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잠재적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의식 그 자체는 

업을 짓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해로운 업을 지음에 따라 현재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생겨났다. 

해로운 업을 지을 성향을 타고 난 것이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 자체는 

아직 업이 되지 않는다. 대상을 만났을 때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만일 대상과 만나면 해로운 업을 지을 것이다.  

  

물건을 보았을 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탐욕이 발동한 

것이다. 나에게 현재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마음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물건을 보았을 때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잠재성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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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이 다음에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것도 

해로운 과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살인, 도둑질,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의 결과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내재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살인, 도둑질, 음행이라 볼 수 없다. 대상을 만나야 한다. 대상을 

접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다만 살인, 도둑질, 음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도둑질한 자가 도둑질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알코올중독자가 술을 끊을 수 없는 것과 같고,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악순환의 반복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유익한 업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를 하는 자는 계속 보시를 한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보시에 

해당된다. 이는 “아난다여, 축생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백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M142)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람에게 

보시하면 그 공덕은 더할 것이다. 하물며 성자에게 보시하면 그 공덕은 

얼마나 클까? 이는 과거에 유익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 과보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에 결과로서 나나탄 것이다. 그래서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유익한 업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가진 자는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유익한 업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해로운 업은 해로운 과보를 내고, 해로운 과보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만들어 낸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 대상(물건, 술, 담배, 

여자)을 만났을 때 또 다시 해로운 업을 짓게 된다. 악순환이이다. 이를 

‘자기복제’라 한다. 영어로 ‘Self-reproduction’이라 한다. 그래서 

최악의 패를 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윤회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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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함께 하는 신식(dukkhasahagataṃ kāyaviññāṇaṃ) 

  

해로운 과보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비담마에 따르면 7 가지가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조사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 대상에 대한 

부딪침이 약하다. 그래서 평온이 함께 한다고 한다.  

  

평온이 함께 하는 안식, 평온이 함께 하는 이식, 평온이 함께 하는 

비식, 평온이 함께 하는 설식은 마치 솜과 솜이 부딪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식은 다르다. 대상에 대한 부딪침이 매우 강함을 말한다. 마치 

솜을 모루에 올려 놓고 쇠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다. 망치와 모루가 

부딪치기 때문에 데미지가 매우 큰 것이다. 그래서 신식에 대해서는 

‘고통이 함께하는 신식’이라 한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 중에 신식에 대하여 ‘고통이 함께하는 신식’이라 

했다. 과거에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은 자들은 현세에서 고통스럽게 살 

가능성이 높다. 살인, 도둑질, 음행 등 신체적으로 악업을 지은 자들은 

이 생에서 몸의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왜 그럴까?  

  

살인을 한 자라면 또 다시 살인업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도둑질한 

자는 또 다시 도둑질 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음행을 일삼던 자 역시 

그 과보의 마음으로 또다시 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와 

같은 업을 저질렀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여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알콜중독자가 간이 나빠져서 알코올중독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것과 같고, 흡연자가 폐가 나빠져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것과 같다. 

또 음행을 일삼는 자가 성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신식에 대하여 ‘고통이 함께 하는 신식(dukkhasahagataṃ 

kāyaviññāṇaṃ)’이라 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불선업을 짓지 않을까?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원하지 않는 대상과 접촉(phassa)한다.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상과 접촉한다. 우리는 어차피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면 반드시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촉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원하는 대상 또는 열열히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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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접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회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접촉 다음에 느낌(vedana)이 생겨난다. 십이연기에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느낌이 발생되면 갈애가 

일어난다. 이때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가면 연기가 회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느낌에서 알아차려야 한다.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 가기 전에 사띠(sati)하는 것이다. 

  

사띠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현명한 주의기울임이다. 이를 

요니소마나시까라(yoniso manasikara)라 한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 해로운 업을 지어서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해로운 업을 지을 원하지 대상과 만날 수 있다. 도둑질한 자가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에 손이 가는 것도 해로운 과보의 마음 

때문이다. 이때 알아차려야 한다. 대상에 대하여 접촉하려는 것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이다. 이런 주의 

기울임이 사띠로 이동시킨다.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말자 

  

우리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해로운 과보의 마음 

때문에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해로운 마음이 작동하게 된다. 이때 

알아차려야 한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띠하는 것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음을 알아 차리는 것이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대부분 또 다시 해로운 업을 짓게 된다. 그러나 현명한 주의 기울임과 

함께 대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알아차리면 

유익한 업이 된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해로운 업이 되지만 알차리는 

순간 유익한 업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띠하는 것에 대하여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않는 것”이라 했다. 

  

  

2016-10-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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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평범한 일상이 왜 불선(不善)일까?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마음, 마음’한다. 유행가 가사에서 “내마음 나도 

모르게~”라는 구절도 있다. 변심한 것에 대해 원망하는 가사도 볼 수 

있다. 유행가에서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유행가의 가사도 그렇고 선사들이 

말하는 것도그렇다. 선사들은 화두를 들 때 ‘알 수 없는 마음으로 

들라’고 말한다.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막연한 것이 마음이다. 또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기뻐하다가 슬퍼한다. 

아기들처럼 울었다가 금방 웃기도한다. 어제 말한 것과 오늘 말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것이다. 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일까? 

  

마음의 구조를 알면 마음에 대해 어는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장을 알아야 한다. 빠알리 삼장 중의 하나인 논장을 

공부해야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 수 있다. 아비담마가 대표적이다. 

북방불교에서는 아비달마구사론이라 한다.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정교하고, 수학의 공식을 보는 것 같다. 

  

불선심(akusala), 선심(kusala), 과보심(vipaka), 작용심(kiriya) 

  

예로부터 성선설이나 성악설을 이야기 했다. 인간에게 내재 되어 있는 

근본마음이 본래부터 선하다든가 본래부터 악하다는 이론이다. 

아비담마에서도 선설과 악설을 말한다. 그러나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 

되어 있다.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의 작용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불선심(akusala), 선심(kusala), 과보심(vipaka), 

작용심(kiriya)이다.  

  

불선심 과 선심은 문자 그대로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과 착하고 건전한 

마음을 말한다. 잘 이해 가지 않는 것은 과보심과 작용심이다. 과보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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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숙심’이라 하며 전생이 지은 업의 결과로서 내재 되어 있는 

마음이다. 전생에 악업을 지었다면 악업이 과보의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 악업과 관련된 대상을 만나면 악업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과보심에는 불선과보심과 선과보심이 있다. 작용심은 

아라한의 마음이라 한다. 어떤 대상을 만나도 업이 되지 않고 단지 

작용만 하는 무기의 마음을 말한다.  

  

마음이란? 

  

마음은 시시각각 변한다.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상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대상이 자꾸 

바뀜에 따라 마음 역시 자꾸 바뀐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제 1의 불교적 

정의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 한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 대상이란 무엇일까? 색, 성, 향, 미, 

촉, 법이다. 이를 육경이라 한다.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육근이 

육경과 접촉 하였을 때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 하여 육식이라 한다. 이렇게 매순간 육근이 

육경과 접촉하여 육식이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은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을 마음이라 한다.  

  

마음의 특징중의 또 하나는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고, 그런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지도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작용을 알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탐진치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한 마음인지 무엇이 불선한 마음인지 알아야 한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89 가지이다. 여기서 수다원도 등 

출세간의 마음 8 가지를 빼면 모두 81 가지 마음이다. 사람들은 이 

81 가지 마음이 수시로 일어난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것도 이 81 가지 

마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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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가지 마음에는 선한마음도 있고 불선한 마음도 있다. 대체 마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아비담마를 보면 초기경전을 근거하여 마음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 89 가지 

 不善心 12 善心 21 
無記心 56 

異熟無記心 36 唯作心 20 

세간 

의 

마음 

욕 

계 

54 

   원인 
재생연결

(19) 

등록 

(11) 
 

貪根 (8)  不善業異熟 (7)     

(1) 喜, 

邪見○, 行× 
 (13) 捨, 眼識 0    

(2) 喜, 

邪見○, 行○ 
 (14) 捨, 耳識 0    

(3) 喜, 

邪見×, 行× 
 (15) 捨, 鼻識 0    

(4) 喜, 

邪見×, 行○ 
 (16) 捨, 舌識 0    

(5) 捨, 

邪見○, 行× 
 (17) 苦, 身識 0    

(6) 捨, 

邪見○, 行○ 
 (18) 捨, 領受 0    

(7) 捨, 

邪見×, 行× 
 (19) 捨, 조사 0 ○ ○  

(8) 

捨 ,邪見×, 

行○ 

 善業異熟 (8)     

  (20) 捨, 眼識 0   無因 (3) 

瞋根 (2)  (21) 捨, 耳識 0   
(28) 捨, 

오문전향 

(9) 憂, 瞋○, 

行× 
 (22) 捨, 鼻識 0   

(29) 捨, 

의문전향 

(10) 憂, 

瞋○, 行○ 
 (23) 捨, 舌識 0   

(30) 喜, 

미소짓는 

  (24) 樂, 身識 0    

痴根 (2)  (25) 捨, 領受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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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捨, 

의심상응 
 (26) 喜, 조사 0  ○  

(12) 捨, 

들뜸상응 
 (27) 捨, 조사 0 ○ ○  

  善業異熟 (8)    有因 (8) 

 
(31) 喜, 智○, 

行× 

(39) 喜, 智○, 

行× 
3 ○ ○ 

(47) 喜, 智○, 

行× 

 
(32) 喜, 智○, 

行○ 

(40) 喜, 智○, 

行○ 
3 ○ ○ 

(48) 喜, 智○, 

行○ 

 
(33) 喜, 智×, 

行× 

(41) 喜, 智×, 

行× 
2 ○ ○ 

(49) 喜, 智×, 

行× 

 
(34) 喜, 智×, 

行○ 

(42) 喜, 智×, 

行○ 
2 ○ ○ 

(50) 喜, 智×, 

行○ 

 
(35) 捨, 智○, 

行× 

(43) 捨, 智○, 

行× 
3 ○ ○ 

(51) 捨, 智○, 

行× 

 
(36) 捨, 智○, 

行○ 

(44) 捨, 智○, 

行○ 
3 ○ ○ 

(52) 捨, 智○, 

行○ 

 
(37) 捨, 智×, 

行× 

(45) 捨, 智×, 

行× 
2 ○ ○ 

(53) 捨, 智×, 

行× 

 
(38) 捨, 智×, 

行○ 

(46) 捨, 智×, 

行○ 
2 ○ ○ 

(54) 捨, 智×, 

行○ 

색 

계 

15 

 (55) 初禪定 (60) 初禪定 3 ○  (65) 初禪定 

 (56) 第二禪定 (61) 第二禪定 3 ○  (66) 第二禪定 

 (57) 第三禪定 (62) 第三禪定 3 ○  (67) 第三禪定 

 (58) 第四禪定 (63) 第四禪定 3 ○  (68) 第四禪定 

 (59) 第五禪定 (64) 第五禪定 3 ○  (69) 第五禪定 

무색계

12 

 
(70) 

空無邊處定 

(74) 

空無邊處定 
3 ○  

(78) 

空無邊處定 

 
(71) 

識無邊處定 

(75) 

識無邊處定 
3 ○  

(79) 

識無邊處定 

 
(72) 

無所有處定 

(76) 

無所有處定 
3 ○  

(80) 

無所有處定 

 
(73) 

非想非非想處定

(77) 

非想非非想處定 
3 ○  

(81) 

非想非非想處定

출세간

마음 

출세간

8 

 (82) 수다원 도 (86) 수다원 과 3    

 (83) 사다함 도 (87) 사다함 과 3    

 (84) 아나함 도 (88) 아나함 과 3    

 (85) 아라한 도 (89) 아라한 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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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마음의 지도이다. 마음은 크게 세간의 마음 81 가지와 출세간의 

마음 8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세간의 마음 8 가지는 

성자들의 마음이므로 그다지 동요가 없다. 그러나 세간의 81 가지는 

불선한 마음, 선한 마음, 불선업과보심(불선업이숙) , 

선업과보심(선업이숙) 등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89 가지 

마음은 한 순간에 오로지 하나의 마음만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이다. 한순간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나머지는 잠재적인 

마음으로 된다.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이라면 매순간 다른 마음이 된다.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도 대상에 따라 마음이 달리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비담마에서 마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번호와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다. 89 가지 마음에다 고유의 번호를 매겨 놓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 번 마음의 경우 ‘(1) 喜, 邪見○, 行×’라 되어 있는데, 

이는 ‘기쁨이 함께 하고 사견이 있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하나’라고 

설명된다. 불선한 마음 8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설명된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 출세간을 막론하고 89 가지 

마음이다.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 8가지 

  

마음의 도표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불선심이다. 이는 도표에서 

1 번에서 12 번까지이다. 89 가지 마음 중에서 앞에 배치해 둔 것은 그 

만큼 의미가 있어서 일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탐, 진, 치에 대한 

것이다. 불교수행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소멸해야 될 것이 탐, 진, 

치이다. 그렇다면 탐, 진, 치의 마음이라 무엇일까?  

  

마음도표를 보면 불선심 12 가지 마음은 크게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8 개), 성냄을 뿌리로 하는 마음(2 개), 어리석음을 뿌리(2 개)로 

하는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흔히 말하는 

탐, 진, 치는 불선한 마음의 대표주자라 볼 수 있다.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에는 8가지가 있다. 마음도표에서는 “(1) 喜, 

邪見○, 行×, (2) 喜, 邪見○, 行○, (3) 喜, 邪見×, 行×, (4) 喜, 

邪見×, 行○, (5) 捨, 邪見○, 行×. (6) 捨, 邪見○, 行○. (7) 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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邪見×, 行×, (8) 捨 ,邪見×, 行○”라 되어 있다. 마치 암호문을 

보는 것 같다.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을 빠알리어와 함께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Somanassasahagataṃ diṭṭhigatasampayuttaṃ asaṅkhārikamekaṃ 

Somanassasahagataṃ diṭṭhigatasampayuttaṃ sasaṅkhārikamekaṃ 

somanassasahagataṃ diṭṭhigatavippayuttaṃ asaṅkhārikamekaṃ 

somanassasahagataṃ diṭṭhigatavippayuttaṃ sasaṅkhārikamekaṃ 

upekkhāsahagataṃ diṭṭhigatasampayuttaṃ asaṅkhārikamekaṃ 

upekkhāsahagataṃ diṭṭhigatasampayuttaṃ sasaṅkhārikamekaṃ 

upekkhāsahagataṃ diṭṭhigatavippayuttaṃ asaṅkhārikamekaṃ 

upekkhāsahagataṃ diṭṭhigatavippayuttaṃ sasaṅkhārikamekaṃ 

  

1)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2)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은 마음 하나 

3)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4)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은 마음 하나 

5)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6)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은 마음 하나 

7)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8)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은 마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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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누구에게나 내재 있는 불선심이다. 언제든지 조건만 형성되면 

발현될 수 있는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다. 탐욕을 뿌리로 하는 

8 가지 마음을 보면 기쁨과 평온, 사견이 결합되었는지, 자극받았는지로 

구분된다.  

  

사견(diṭṭhi)에 대하여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견(diṭṭhi)’이다. 사견은 빗나간 견해를 말한다. 정견(samma 

diṭṭhi)과 반대되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견이라 보았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모두 사견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사견은 

어떤 것일까? 

  

사견은 업(kamma)과 업의 과보(vipaka)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 과보가 

즉각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올 수도 있다. 과보가 익을 조건이 

되어야 과보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물건을 훔쳤을 때 그 즉시 들켰다면 

그 즉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나 발각되지 않았다면 언젠가 과보를 

받게 된다. 먼 후일 조건이 형성이 되면 훔친 것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생에서 받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받고, 차차기생에서도 받을 

수도 있다. 한번 지은 행위는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 다만 달리 익기 

때문에 업이숙(業異熟: kammavipaka)이라 한다.  

  

업은 달리 익는다. 업이 달리 익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도 업이 달리 익기 때문이다. 한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과보가 따른다. 다만 언제 업보로 나타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업과 업의 과보를 아는 것이 정견(samma diṭṭhi)이다.  

  

부처님은 업에 대한 정견을 설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뭇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며,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M135) 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부처님은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M135) 라 하여 업이 정견임을 

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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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제를 출세간의 정견이라 한다. 반면 세간의 정견은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업정견은 부처님 당시 숙작인론, 

존우화작설, 우연론 등 소위 삼종외도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에 뿌리박은 8 가지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사견(micchā 

diṭṭhi)’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사견과 관련하여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 8가지를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사견과 결합한(diṭṭhigatasampayuttaṃ)’ 

것이고, 또하나는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diṭṭhigatavippayuttaṃ)’ 

것이라고 표현 되어 있다. 사견과 결합한 것은 업과 업의 과보를 모르는 

것이다.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것은 업과 업의 과보를 알긴 알지만 

탐욕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불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법륜법사의 아비담마 강좌에서 

  

탐욕을 뿌리로 하는 8가지 마음, 즉 마음도표에서 1 번부터 8번 까지 

마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강좌가 있다. 지견선원 법륜법사의 

아비담마 강좌가 그것이다. 유튜브와 카페에 올려져 있는데 카페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탐욕에 뿌뿌리박은 마음’ 강좌에서는 8 가지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1) 

  

마음도표 1 번은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喜, 邪見○, 行×)’이다. 마치 암호문 같은 이 말은 어떤 

뜻일까? 법륜법사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어떤사람이  

업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즐겁게 음식과 음료들을 즐기고 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다. ‘업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라는 말은 ‘사견과 결합한 

것(diṭṭhigatasampayuttaṃ)’을 뜻한다. ‘즐겁게’라는 말은 ‘기쁨이 

함께(Somanassasahagataṃ)’ 하는 것을 말한다.  ‘즐겁게 음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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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들을 즐기고 있다’라는 말은 ‘스스로 그냥 즐긴다’라는 말로서 

‘자극받지 않은 것(asaṅkhārikamekaṃ)’임을 말한다. 따라서 식당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욕망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욕망으로 음식이나 술을 접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즐기기 위해 그냥 먹고 

그냥 마시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살아 간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다. 술이 땡기면 술을 마시고 성적 욕망이 일어나면 성적교섭을 

행한다. 이런 행위를 분석해 보면 크게 탐욕에 뿌리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욕망 충족을 위한 즐기는 삶은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를 마음도표 1 번에 위치해 놓았을 것이다.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은 마음 하나(2) 

  

마음도표 2 번항은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은 마음 

하나(喜, 邪見○, 行○)’이다. 1 번과 차이가 있다면 ‘자극 받은 

것(sasaṅkhārikam)’이다. 1 번 마음에서는 자극받지 않는 마음이라 하여 

그냥 스스로 음식을 즐긴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극 받은 

것이란 무엇일까?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사람이  

업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친구에게 설득을 받은 후에  

영화를 즐겁게 본다.” 

  

  

‘친구에게 설득을 받은 후에’라는 말이 자극받은 마음이다. 친구가 

영화보러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가서 영화를 즐긴 것이다. 여기서 ‘업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사견과 결합한 것을 말한다. 

‘즐겁게본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사견이다. 욕망을 즐기는 것이 업을 짓는 것이고,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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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3) 

  

  

“한 여자가  

유쾌하게 새 옷을 입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옷에 대한 집착이  

해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쾌하게’는 기쁨(somanassa)을 뜻한다. 소마낫사는 정신적 행복이라 

번역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마낫사(domanassa)라 한다. 

빠알리어 so 는 good 의 뜻이고, 빠알리어 do 는 bad 의 뜻이다. 또 

manassa 는 정신을 뜻한다. 따라서 somanassa 는 정신적 행복, 

domanassa 는 정신적 괴로움으로 번역된다.   

  

한 여자는 자신이 좋아 하는 옷을 입고 즐거워 하고 있다. 그러나 옷에 

대한 집착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것(diṭṭhigatavippayuttaṃ)’이다. 또 ‘유쾌하게 새 옷을 입는다’라 

했을 때 스스로 입는 것이다. 이는 누가 권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입는 것이다. 그래서 자극받지 않은(asaṅkhārikam) 마음이다.   

  

좋아 하는 옷을 입고 즐거워 하고 있는 것은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때문이다. 마치 술이 해로운 것임을 알면서도 즐기는 것과 같다. 

도둑질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 도둑질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喜, 邪見×, 行×)’라 한다.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은 마음 하나(4) 

  

  

“한 소녀가  

업과 업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친구들의 요청에 순응하여  

현대적인 음악을 즐겁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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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녀가 음악을 듣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쁨이 함께 하는 

(somanassasahagataṃ)’ 마음이다. 친구들이 좋다고 말한 음악을 듣는 

것이다. 이는 권유받고 ‘자극받은(sasaṅkhārikam)’ 마음이다. 그런데 

업과 업에 대한 과보는 알고 있다. 이는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diṭṭhigatavippayuttaṃ)’ 마음이다.  

  

누구나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친구들이 권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다.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권유했을 때 유쾌하게 술을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음행을 할 수 있다. 

술마시면서 친구들이 외딴 곳 관사에 있는 여교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강간을 하는 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친구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즐겼다면 마음도표 4번 항에 해당될 것이다. 모두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고,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은 마음 하나 

(喜, 邪見×, 行○)’라 볼 수 있다.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5) 

  

  

“한 소년이  

약간의 집착을 가지고 있지만  

기쁨이 없이 업에 대한 지혜도 없이  

소박한 밥을 소금과 함께 먹는다.” 

  

  

마음도표 5 번 항부터는 기쁨(somanassa)이 평온(upekkh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평온이 함께 한(upekkhāsahagataṃ)’ 마음이 된다.  소년이 

기쁨이 없이 밥을 먹는 것은 ‘평온이 함께 한(upekkhāsahagataṃ) 

마음’ 이다.  그렇다고 사선정에서와 처럼 평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맹하고 지둔한 

상태를 말한다.   ‘업에 대한 지혜도 없이’라는 말은 ‘사견과 

결합한(diṭṭhigatasampayuttaṃ)’ 마음이다. ‘소박한 밥을 소금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저 맹하니 밥먹을 때가 되서 먹기 때문에 

‘자극받지 않는(asaṅkhārikam)’ 마음이다. 

  

평온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폐끼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지둔한 삶을 사는 자가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업에 대한 



`168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업과 업의 과보를 

모르고 욕망으로 사는 자의 평온은 기본적으로 불선한 마음에 기반한다. 

그래서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捨, 邪見○, 行×)’라 했을 것이다.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은 마음 하나(6) 

  

  

“한 소녀가  

그녀의 새 옷이 아름답다는 설명을 어머니가 한 후에  

그 옷에 대한 진가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녀는 중립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업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맹하고 지둔한 평온이 함께 하는 소녀에 대한 것이다. 소녀는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옷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자극받은(sasaṅkhārikam)’마음에 해당된다. 중립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평온이 함께 한(upekkhāsahagataṃ)’것을 말한다. ‘업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견이 함께 함 

(diṭṭhigatasampayuttaṃ)’ 을 말한다. 

  

평온이 함께 하는 마음은 중립적인 느낌을 특징으로 한다. 느낌에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에 해당된다. 이런 중립적인 

느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조건에 따라 즐거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고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다. 지둔하고 맹한 평온한 느낌도 

즐거운 대상을 보았을 때 거머쥐려 하고, 싫은 대상을 보았을 때 밀쳐 

내려 할 것이다. 욕망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마음은 언제 깨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은 마음 하나 (捨, 邪見○, 行○)’라 했을 것이다.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7) 

  

  

“업에 대해 생각하면서,  

당신은 평온한 느낌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맛을 감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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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diṭṭhigatavippayuttaṃ)’ 것을 말한다.  업과 업의 과보를 알고 

있음을 말한다.  ‘평온한 느낌을 가지고’라는 말은 ‘평온이 함께 

한(upekkhāsahagataṃ)’ 것으로써 맹하고 지둔한 평온을 뜻한다.   

‘여전히’라는 말은 ‘자극 받지 않은 마음(asaṅkhārikam)’을 말한다. 

  

누구나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맛에 대한 갈애를 일으키면 

욕망으로 마시는 것이다. 맛을 감상하며 마시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가 비록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하여 잘 알지라도 맛에 대한 갈애로 

커피마시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면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때문이다. 

술도 마찬가지이고 담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 (捨, 邪見×, 

行×)’라 했을 것이다.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은 마음 하나(8) 

  

  

“한 여자가  

업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여성 판매원에게서  

많은 설득을 받은 후에 마지 못해 새옷을 산다. 

  

  

판매원에게 설득당해 옷을 샀다는 것은 ‘자극 받은(sasaṅkhārikam)’ 

것이다. 업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견과 결합하지 않음 

(diṭṭhigatavippayuttaṃ)’ 을 뜻한다. 업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설득당해 옷을 샀다는 것은 지둔하고 맹하다고 볼 수 있다. 

‘평온이 함께 하는 것 (upekkhāsahagataṃ)’은 중립적인 평온으로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누군가 설득하면 그대로 넘어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계에 

부딪치면 실천이 되지 않는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누군가 꼬드기면 

넘어 간다. 누군가 도둑질 하자고 제안했을 때 업과 업의 과보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멈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득에 넘어갔다면 탐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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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둔 지둔하고 맹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평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자극 받은 마음 하나 (捨 ,邪見×, 行○)’라 

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왜 불선(不善)인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 간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평온하게 

살아 가는 일상을 보면 대게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범한 일상이 모두 불선(不善: 

akusala)이라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그렇다. 

  

평범한 일상이 불선이라는 것은 마음도표에서 확인 되고 있다. 기쁨과 

함께 하는 또는 평온과 함께 하는 사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또는 

자발적인 것인지 권유받은 것인지에 따라 생겨나는 마음은 모두 불선한 

것으로 본다. 특히 8가지 불선심이 그렇다. 

  

8 가지 불선심을 보면 공통적으로 탐욕이 뿌리박고 있다. 평범한 

일상이라도 탐욕이 뿌리박은 마음은 모두 불선으로 본다. 이때 탐욕은 

성냄, 어리석음과 함께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는 유아로도 설명 될 

수 있다. 탐, 진, 치에 뿌리박은 마음은 모두 유아라 볼 수 있다.  

  

탐욕의 마음을 내는 것은 즐거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거머쥐려 한다. 이는 욕망이다. 따라서 즐거움과 욕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탐욕을 뿌리로 하는 8 가지 마음은 결국 즐거움으로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8 가지 불선심중에서 첫번째 항을 보면‘기쁨이 함께 한, 사견과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하나’라 했다. 이와 관련된 예문이 “어떤사람이 

업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즐겁게 음식과 음료들을 즐기고 

있다.”이다.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불선심이라는 것이다. 왜 불선심이라 

했을까? 즐기면서 먹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욕망으로 먹는 것이다. 누가 

먹는가? 내가 먹는 것이다.  

  

마음도표를 보면 하나의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무아이다.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 마음도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표를 보면 불선심 12 가지와 함께 선심이 21 가지 소개 되어 있다. 

선심 21 가지 중에 욕계에 대한 것은 8가지이다. 나머지는 색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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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계, 출세간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불선심 12 가지와 선심 21 가지 

차이는 무엇일까? 크게 보시, 지계, 수행으로  볼 수 있다.  

  

불선심 12 가지에는 보시, 지계, 수행에 대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불선심 12 가지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로 한 것이다. 보시하지 

않고, 지계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것은 모두 불선심이다. 평범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 특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시, 지계, 수행이 없다면 

모두 불선심에 해당된다.  

  

불선심은 불선업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뿌리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평범한 일상이 불선이고 불선업이 되기 쉬운 것은 

자아관념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보시, 지계, 수행으로 

  

우리 주변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일평생 남에게 폐끼치지 

않고 착하게 일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보시, 

지계, 수행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모두 불선업을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런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마음 도표는 부처님가르침을 한눈에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크게 불선심, 선심, 과보심, 작용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불선심과 선심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보시, 지계, 수행의 삶이다. 

이는 다름 아닌 지혜로운 삶이다.  

  

불교에서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다. 아비담마 마음도표는 결국 무아의 삶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로운 삶이다. 단지 

남에게 폐끼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자는 

것이다.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여 무아의 삶을 살자는 

것이다.  

  

유아론적 삶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불선하게 사는 것이 된다. 반면 무아론적 삶은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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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 수행으로 살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유아론자들이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 

불선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무아론자들은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게 된다. 아비담마 마음도표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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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신 님들에게 공덕을 회향하면 

   

  

수행자의 향기 

  

도에도 향기가 있을까? 도에도 향기가 있다. 도를 닦는 도인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오분향례에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행이 청정한 자에게 계향이 있고, 

삼매를 많이 닦은 자에게 청정한 정향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 역시 

청정한 혜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많이 한 자에게는 수행자의 

향내가 난다.  

  

수행자를 만나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미디어붓다에 칼럼 100 회를 맞이 했다. 미디어붓다에 ‘진흙속의연꽃의 

불교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올린지 1년 8 개월만에 100 회가 된 

것이다. 이를 기념하여 이학종대표기자가 저녁식사를 제안했다. 

도이법사도 참석했다. 도이법사 역시 미디어붓다에 칼럼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진수성찬을 먹은 것이 아니다. 청국장집에서 밥을 먹은 

것이다.  

  

식사하면서 주로 법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친구나 일반사람들과의 식사 

때는 술을 함께 하며 세상돌아 가는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의 식사는 다르다. 주로 불교관련 이야기를 

한다. 공통적인 관심사이어서일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식사가 끝나고 

도이법사가 커피를 샀다. 커피점에서도 역시 법에 대해 이야기 했다. 

  

미붓아카데미 

  

도이법사의 위빠사나 강좌에 네 명이 참석 했다. 이제까지 두 명이 참석 

하다 네 명이 되니 작은 방이 꽉 차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 방도 곧 

비울 것이라 한다. ‘미붓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2 년 계약으로 임대 

했는데 11 월 말이 만료 기간이라 한다. 지난 2 년 동안 많은 강좌가 

열렸지만 최근에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한 것이다. 

  

빈방을 누군가 계속 사용하면 문제 없다. 그러나 빈방인채로 있다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이학종기자는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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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강좌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했다. 누구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없음을 

개탄한 것이다. 

  

보시에 대한 법문 

  

청공거사, 이학종대표기자, 미붓아카데미 총무보살과 함께 도이법사의 

법문을 들었다.  경행을 하고 좌선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차담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녁 10 시에 끝나게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이법사는 준비한 프린트물을 준비했다. 손으로 직접 쓴 것이다. 매번 

법문할 때 마다 새로운 프린트물을 준비하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보시에 

대한 것이다.  

  

정성으로 작성한 프린트물이다. 한번 듣고 나면 잊어 버린다. 새겨 

둘만한 내용은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보시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시이지만 프린트물을 보니 ‘보시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것 같다. 

  

보시 공덕에 대하여 

  

절에 가면 스님들은 보시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육바라밀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서 

실천해야 할 아름다운 덕목으로 강조된다. 초기불교에서도 보시는 가장 

먼저 언급된다. 이는 부처님의 차제설법과도 관련이 있다. 부처님은 

보시, 지계, 수행 순으로 설법했기 때문이다.  보시를 하면 어떤 공덕이 

기대될까? 이는 맛지마니까야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M142)’에서 잘 

표현 되어 있다.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아난다여, 축생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백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부도덕한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천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도덕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십만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밖의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천억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흐름에 든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분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갚음이 기대된다. 하물며 흐름에 든 분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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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학의천을 지나 일터로 향한다. 작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밑에는 팔뚝만한 물고기 떼가 있다. 불과 20 년 전 까지만 해도 악취가 

나는 썩은 하천이었다. 지금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고기, 

백로, 청둥오리 등이 한가로이 노니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 학의천을 

찾는 사람 중에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다. 준비한 

과자부스러기 같은 것을 던지면 팔뚝만한 잉어들이 파닥이며 떼거리로 

달려 든다. 이런 것도 축생에게 보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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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생에게 보시하면 백 배의 공덕이 기대된다고 했다. 부도덕한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천 배가 된다고 했다. 도덕적인 사람은 십만 

배라 했다. 지금 물고기떼에 백원 어치 과자부스러기를 던져 주면 그 백 

배인 만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걸인에게 만원을 보시했을 때 천 

배인 천만원이 생겨나는 것일까?  

  

종교인들이 말하는 보시공덕 

  

종교인들이 보시공덕을 이야기 하면서 만원을 보시하면 그 백배 또는 

천배의 과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현생에서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것이 아니다. 백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고 했을 때 주석에서는“백 번의 

생을 거치면서 그것은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과 지혜를 부여하고 

혼란을 제거한다.”(Pps.V.71) 라고 되어 있다.  

  

도덕적인 사람에게 보시하면 십만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는 

십만 생 동안 수명, 아름다운 용모, 행복, 힘, 지혜 라는 다섯 가지 

이익이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밖의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천억 배라 했다. 천억 생 동안 다섯 

가지 이익이 기대 되는 것이다. 흐름에 든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분에게 보시한다면 한량 없는 생동안 이익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천원짜리 또는 만원짜리 한장을 복전함에 집어 넣고 당장 백배, 천배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자신에게 베푸는 보시 

  

보시를 우리말로 베풂이라 한다. 사회에서는 나눔이나 기부라는 말도 

많이 사용한다. 많이 가진 자가 약간 떼어 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진정한 보시는 그냥 주는 것이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라 했다. 이를 속되게 말하면 티내지 않고 주는 것이다.  

  

그냥 준다고 했을 때 사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보시는 남에게 

주지만 결국 자기에게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축생에게 보시하면 

백배의 갚음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는 백생 동안 수명, 용모 등 다섯 

가지 이익이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현생에 백 배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불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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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것이다. 보시란 남을 통해 자기에게 주는 

것이 된다. 그런 보시는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매우 수승하다.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면 한량 없는 공덕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는 다섯 

가지 이익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 음식을 보시하면 보시하는 자는 보시 받는 자에게 다섯 

가지 좋은 점을 베푸는 것이다.”(A5.37) 라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수행자에게 음식을 

보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베푼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이익으로 “수행승들이여, 그는 수명을 베풀고, 용모를 베풀고, 행복을 

베풀고, 기력을 베풀고, 총명을 베푸는 것이다.”(A5.37) 라 한 것이다.  

  

담장 밖의 경(Khp7)에서 

  

보시는 결국 자신에게 배푸는 행위이다. 남을 통해 자신에게 베푸는 

행위는 ‘회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회향의 

의미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은 모든 보시공덕을 아귀로 

태어난 조상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16 대국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마가다의 국왕 

빔비사라왕에 대한 이야기로 알 수 있다. 

  

어느 날 빔바사라왕은 잠을 못 이루었다. 부처님이 성을 방문했을 때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했다. 그리고 법문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에 들었다. 그 날 밤 빔비사라왕은 

잠에 들려 하였으나 소란스러워 잠을 자지 못했다. 그것은 죽은 조상이 

아귀가 되어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귀들은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린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공덕이 

한량 없이 큰 것을 알고서 공덕회향을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기대와 

어긋나게 잠을 자려 한 것이다. 그래서 공덕을 나누어 가지지 못한 

아귀들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빔비사라왕의 잠을 방해 한 것이다. 

  

밤새 무서움에 떤 빔비사라왕은 다음날 부처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에게 공덕을 회향할 것을 말씀 해 주었다. 

이에 빔비사라왕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다시 공양을 하고 

법문을 들었다. 이번에는 “이 공양공덕이 친지들에게 

이르기를!”라며 아귀가 되어 죽은 조상에게 회향했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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쿳다까니까야 쿳다까빠타(Khuddakapāṭha)에 실려 있는 ‘담장 밖의 

경(Tirokuḍḍasutta, khp7)’이다. 전재성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Tirokuḍḍesu tiṭṭhanti,  
sandhisiṅghāṭakesu ca, 
Dvārabāhāsu tiṭṭhanti,  
āgantvāna sakaṃ gharaṃ. 

  

담장 밖의 거리 

모퉁이에 있으면서 

가신 친지들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있나이다. 

  

2. 

Pahute annapānamhi,  

khajjabhojje upaṭṭhite, 
Na tesaṃ koci sarati  

sattānaṃ kammapaccayā. 

  

여러 가지 음식과 

많은 음료를 차렸으나 

뭇삶들의 업으로 인해 

아무도 님들을 알아채지 못하나이다. 

  

3. 

Evaṃ dadanti ñātīnaṃ  

ye honti anukampakā, 

Suciṃ paṇītaṃ kālena,  

kappiyaṃ pānabhojanaṃ. 

    

연민에 가득 차서 

가신 친지들에게 

제 철의 정갈하고 훌륭하고 

알맞은 음식과 음료를 헌공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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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daṃ vo ñātinaṃ hotu,  

sukhitā hontu ñātayo!” 

Te ca tattha samāgantvā,  

ñātipetā samāgatā, 

  

가신 친지들을 위한 것이니 

친지들께서는 행복하소서. 

여기에 모여 친지의 가신 님들도 함께 했으니 

풍요로운 음식의 성찬에 진실로 기뻐하소서. 

  

5. 

Pahute annapānamhi,  

~ sakkaccaṃ anumodare: 

“Ciraṃ jīvantu no ñātī!  

Yesaṃ hetu labhāmase, 

Amhākañ-ca katā pūjā,  

dāyakā ca anipphalā!”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의 친지들은 오래 살리라. 

우리에게 헌공했으니 

시주에게 과보가 없지 않으리.’ 

  

6. 

Na hi tattha kasī atthi,  

gorakkhettha na vijjati, 

Vaṇijjā tādisī natthi,  
hiraññena kayākkayaṃ. 

Ito dinnena yāpenti,  

petā kālakatā tahiṃ. 

  

가신 님들이 사는 곳 

거기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없고 

장사도 없고 황금의 거래도 없이 

보시 받은 것으로 연명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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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name udakaṃ vaṭṭhaṃ,  

yathā ninnaṃ pavattati,  

Evam-eva ito dinnaṃ,  

petānaṃ upakappati.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계곡으로 흐르듯 

이처럼 참으로 보시가 이루어졌으니 

가신 님들을 위해 유익한 것이나이다. 

  

8. 

Yathā vārivahā pūrā  

paripūrenti sāgaraṃ, 

Evam-eva ito dinnaṃ,  

petānaṃ upakappati. 

  

넘치는 강물이 

바다를 채우듯 

이처럼 참으로 보시가 이루어졌으니 

가신 님들을 위해 유익한 것이나이다. 

  

9. 

“Adāsi me, akāsi me,  

ñātimittā sakhā ca me,” 

Petānaṃ dakkhiṇaṃ dajjā,  

pubbe katamanussaraṃ. 

  

‘나에게 베풀었다. 나에게 선행을 했다.  

그들은 나의 친지, 친구, 그리고 동료였다.’라고  

예전의 유익한 기억을 새기며 

가신 님들에게 헌공해야 하느니라. 

  

10. 

Na hi runnaṃ va, soko vā,  

yā caññā paridevanā,  

Na taṃ petānam-atth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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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ṃ tiṭṭhanti ñātayo. 
  

이처럼 친지들이 서있는데  

울거나 슬퍼하거나 

달리 비탄에 잠기는 것은 헛되이 

가신 님들을 위하는 것이 아닐지니라. 

  

11. 

Ayaṃ kho dakkhiṇā dinnā,  
saṅghamhi suppatiṭṭhitā, 
Dīgharattaṃ hitāyassa,  ṭhānaso upakappati. 
  

그대가 바친 이 헌공은 

참모임에 의해 잘 보존되었으니 

오랜 세월 그것이 축복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일지니라. 

  

12. 

So ñātidhammo ca ayaṃ nidassito  

Petānapūjā ca katā uḷārā, 
Balañ-ca bhikkhūnam-anuppadinnaṃ, 

Tumhehi puññaṃ pasutaṃ anappakaṃ! 

  

친지들에 대한 의무가 실현되었고 

가신 님들을 위한 훌륭한 헌공이 이루어지니 

수행승들에게 크나큰 힘이 부여되었고 

그대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느니라. 

  

(Tirokuḍḍasutta-담장 밖의 경, 쿳다까니까야 khp7,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전재성님이 편역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예경지송 

‘추모경송품’에 실려 있는 것이다. 장례식장이나 제사 등 추모행사가 

있을 때 낭송하는 경이다. 그래서 약간 고풍스럽게 ‘느니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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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의 당위성 

  

‘담장 밖의 경’을 보면 제사지낼 당위성이 있다. 죽은 조상 중에 

아귀로 태어난 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아귀계는 늘 굶주리는 

세상이다. 이는 6 번 게송에서 “거기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없고 

장사도 없고 황금의 거래도 없이 보시 받은 것으로 연명하나니”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굶주린 아귀를 위하여 먹을 것 등을 

공양하는 것에 대하여 회향하는 것이라 했다. 

  

굶주린 아귀는 부모일 수도 있고 먼 조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굶주린 

아귀는 사실상 모든 뭇삶이라 볼 수 있다. 한량 없는 윤회에서 언젠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9번 게송을 

보면 “그들은 나의 친지, 친구, 그리고 동료였다.”라고 예전의 유익한 

기억을 새기며 헌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는 최상품의 음식이 올려진다. 그래서 4 번 

게송을 보면 “풍요로운 음식의 성찬”이라 했다. 과일 역시 

최상품이어야 한다. 이는 3 번 게송에서 “제 철의 정갈하고 훌륭하고 

알맞은 음식과 음료”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제사상의 상차림에 대한 것이 간접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 들지 않는  

  

보시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보시에도 원칙이 있다. 

보시하는 자의 품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시는 공손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해야 한다. 또 보시는 쓰다가 남은 것이나 

버리는 것을 주어서는 안되고, 쌀쌀하게 대해서도 안된다. 마음 속으로 

우러나오는 보시, 순수무잡한 마음의 보시이어야 한다. 그런 보시품은 

식사, 마실것, 머물곳, 약품, 옷, 탈것, 꽃, 향, 등불 등 유용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당된다.  

  

공덕을 지으면 회향할 줄 알아야 한다. 공덕은 물질적인 것과 달리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공덕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이를 회향하면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특히 아귀가 된 

조상에게 회향하면 그들을 선처에 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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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보시 등 공덕을 지었을 때 반드시 회향하라고 

했다. 

  

공덕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물건은 나누면 

줄어든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공덕을 타인에게 회양하는 것은 조금도 

줄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회향공덕이다. 이는 8번 게송에서 “넘치는 강물이 바다를 채우듯”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공덕을 회향하면 가신 님들에게도 

이익이고 자신에게도 이익인 것이다. 가신 님들에게 이익인 것은 11 번 

게송에서 “오랜 세월 그것이 축복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일지니라.”라 한 것에서 알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인 것은 마지막 

게송에서 “그대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느니라.”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보존하기 힘든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보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보시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그 많은 재산을 죽었을 때 

가져 갈까? 죽어서 재산을 가져 갈 수 없다. 문제는 살아 있을 때 

재산도 지켜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러나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재산이 모두 

몰수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5 공화국시절 국제그룹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눈 밖에 벗어난 것이다. 이런 일은 

고대인도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왕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다. 

전쟁으로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 평생 애써 모은 재산을 보시 등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 때 남의 

것이 되거나 사라질 위험은 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도 알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 훌륭한 아들이 일하고 노력하고 분투하여 재물을 

얻으면, 그는 그 재물을 보존하기 위해 '나의 재산을 왕들이 빼앗지 

않을까, 도둑들이 빼앗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홍수가 

휩쓸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빼앗지 않을까,'라고 고통과 

불쾌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가 그 재물을 수호하고 보존하려 해도 

왕들이 빼앗고 도둑들이 빼앗고, 불이 태워버리고 흥수가 휩쓸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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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빼앗아버리면,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이와 같이 '나의 활동은 헛된 것이고 나의 

노력은 무익했다.'라고 미망에 떨어진다.” (M13)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내 손을 떠나 있으면 내 것이 아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예금해 놓았어도 이를 찾지 않는다면 은행의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버려 둔다면 살고 있는 

자의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먹고 자고 입는 것 이외의 재산은 

‘잉여’에 지나지 않는다.  

  

막대한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 경에서는 

왕이나 도둑이 빼앗아 갈 것이라 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재벌이 해체되거나 부도가 나는 등 재산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평생모은 재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로 전 재산을 다 써 

버릴 수도 있다. 심지어 상속자가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약탈될 수 없는 일곱 가지 보시 

  

평생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럴 때 “나의 활동은 헛된 

것이고 나의 노력은 무익했다.”(M13) 라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재산 모으느라 인색하게 한평생 살았는데, 왕, 도둑, 천재지변, 상속자 

등에 의해 재산이 사라졌을 때 재산은 그다지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재산이 있을 때 보시 했다면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재산은 

사라져 없어졌지만 보시공덕만큼은 남아 있는 것이다.  

  

대부호에게 있어서 재물이나 재산은 왕이나 도둑에게 언제든지 약탈될 

수 있다. 그러나 보시는 약탈될 수 없다. 이는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일곱 

번째로 지혜의 재물이 있네”(A7.7) 라 하여 일곱 가지 보시를 들고 

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보시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다. 

재산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지만 일곱 가지 보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곱 가지 보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법보시가 수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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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공덕 만큼 든든한 재산이 없다. 그렇다고 재보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외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다. 보시 중에 가장 수승한 보시는 

법보시이다. 이는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보시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운데 정신적 보시가 더 

수승하다.”(A2.144) 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보시가 

왜 수승할까?  

  

재보시를 하면 보시공덕을 쌓는다. 동물에게 보시해도 백 배의 갚음이 

있을 것이라 했다. 음식을 보시했을 때 먹고 나면 그만이다. 동물에게 

주는 음식, 부도덕한 자에게 주는 음식이 생명연장을 해 주지만 

먹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 일반사람에게 음식 등 유용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고 그 보시물이 그 사람을 

향상시켜 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에게 살아 가는 방법, 삶의 지혜를 알려 준다면 먹는 것 등을 

주는 것 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가르침을 알려 

주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 주는 것은 금생에도 이롭고 

내생에도 이로운 것이다.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법보시만큼 수승한 보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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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번 저장되면 지울 수 없는 생각의 바다 

  

  

  

전현수박사의 ‘마음테라피 2’를 보았다. 수 년 전 ‘마음테라피 1’에 

이어 시즌 2라 볼 수 있다. 불교 TV 에도 올려져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다. 언제 다시 들어도 유익한 가르침이다. 매번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전현수박사의 ‘[BTN]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2 - 1 회 

생각의 속성’을 보고 정리해 보았다.  

  

생각의 탱크 

  

전현수박사에 따르면 생각은 그냥 떠 오르는 것이라 했다. 나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삶의 과정에서 언젠가 경험했던 것들이다. 

  

생각이 떠오르면 끄달려 가서는 안된다.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마 생각의 창고, ‘생각의 탱크’에서 

온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나의 여섯 가지 감각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조건을 만나면 생각으로 떠 오르는 것이다.  

  

거대한 생각의 탱크가 있다면 아인슈타인의 경우 ‘물리의 탱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탱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탱크에 있는 생각이 떠 오를 때 단지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영어공부에 적용할 수 있다.  

  

생각의 탱크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잘 관찰하면 힘들지 않게 영어 공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잘 들을려고 애쓸 필요 

없다. 입력되지 않은 단어는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르는 

단어는 생각의 탱크에 입력하면 된다. 입력된 것을 잘 관찰하면 영어가 

들린다는 것이다. 

  

생각의 탱크에 들어 있는 것은 올라 오게 된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속에 충분히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입력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공포영화를 

보지 않으면 무서운 장면이 입력 되지 않는다. 무서운 장면이 무서워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장면을 입력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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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저장되면 지울 수 없는 

  

누구나 생각의 탱크가 있다. 그런데 생각의 탱크에는 특징이 있다. 

하나는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다. 요즘 컴퓨터의 메모리도 

엄청나게 커졌다. 그런데 생각의 탱크는 그 크기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의 탱크에 입력된 정보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컴퓨터의 경우 용량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울 수 있으나 

생각의 탱크에는 ‘딜리트(Delete)’기능이 없다. 그래서 한번 저장된 

정보는 모두 쌓인다.  

  

쌓인 정보는 조건을 만나면 생각으로 떠 오르게 되어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 담배의 해로움을 알아 금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담배맛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게 된다. 한모금 빠는 순간 이전의 

금연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 

  

한번 저장된 경험은 조건만 형성되면 반드시 생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 눈으로 본 것이나 귀로 들은 것은 모두 생각의 탱크에 저장된다. 

코로 냄새 맡은 것, 혀로 맛 본 것도 마찬가지이다. 컴퓨터의 경우 

작업을 하고 난 다음 세이브(Save)버튼을 눌러야 저장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컴퓨터와 달리 한번 본 것은 저장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두 저장된다. 한번 들은 것, 한번 냄새 맡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미확인비행물체(UFO)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을까? 필름으로 따진다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귀로 들은 것은 또 얼마나 많을까? 코로 냄새 

맡았을 때 이전에 맡았던 냄새를 떠오르게 한다. 시골에서 소똥냄새가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처음으로 접하는 것은 

알 수 없다.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다. 경주에서 수 백키로 떨어진 곳에서도 지진이 

감지 됐다.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랐다. 의자가 흔들거리고 책장이 

출렁이는 듯 했을 때 그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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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임을 직감 했다. 메스컴에서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면 즉각 지진임을 알 것이다. 

  

유년시절 시골에서 살 때 어느 날 동쪽 하늘에 커다란 물체가 굉음을 

내며 날아갔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굉음과 

함께 낮게 비행하는 물체 여러 개는 뚜렸이 기억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행기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공군수송기였다. 그러나 수송기라는 

사실을 모르는채 살았다면 아마 미확인비행물체(UFO)로 마음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인간바다(purisassa samuddo) 

  

개의 경우 코로 입력된 것이 많다고 한다. 사람의 경우 눈으로 입력 

되는 것이 많다. 다음으로 생각이라 한다. 감각영역에서 입력된 

정보는 탱크에 저장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확인 된다. 

상윳따니까야에 ‘바다의 경(S35.228)’이 있다. 경에 따르면 눈이 

바다라고 했다, 또 귀가 바다라고 했다. 여섯 가지 감각영역이 모두 

바다인 것이다. 바다는 정보를 저장하는 탱크와 같은 개념이다. 그런 

바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다. ‘인간바다(purisassa 

samuddo)’를 말한다.  

  

일반사람들은 바다, 바다라 하지만 부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것은 커다란 물의 더미요 커다란 물의 홍수일 뿐이다.”라 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말씀 했을까?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시각을 보면 다음과 같다. 

  

  

Cakkhu bhikkhave purisassa samuddo, tassa rūpamayo vego. Yo taṃ 

rūpamayaṃ vegaṃ sahati, ayaṃ vuccati bhikkhave atari cakkhu 

samuddaṃ saūmiṃ-1 sāvaṭṭaṃ sagāhaṃ sarakkhasaṃ tiṇṇo pāragato 
thale tiṭṭhati brāhmaṇo. 
  

“수행승들이여,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흐름을 견디어 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님이라고 한다.” (S35.228,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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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k in Sea 

  

  

부처님에 따르면 시각이 바다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저장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바다이다. 주석에 따르면 시각은 결코 채워질 수 

없거나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의 바다라고 했다. 보는 족족 

입력되고 저장되는 것이다. 그 바다의 크기와 심연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평온한 것이 아니다. 늘 파도치고 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휘쓸어 가버리는 폭류이다. 더구나 그 바다에는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다. 상어와 나찰 같은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파도는 

‘분노의 번뇌’를 의미한다고 했다. 소용돌이는 ‘여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 즉 ‘오욕락’을 말한다. 상어와 나찰은 ‘여인’을 

뜻한다고 했다.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인간의 바다에는 시각의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각의 바다도 있고, 

후각의 바다도 있고, 미각의 바다도 있고, 촉각의 바다도 있고, 정신의 

바다도 있다. 여섯 가지 인간의 바다는 그 크기와 심연을 알 수 없다. 

보이는 족족 저장되고 들리는 즉시 저장된다. 한번 저장되면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저장된 것은 대상을 만나면 발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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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 bhikkhave cakkhuviññeyyā rūpā iṭṭhā kantā manāpā piyarūpā 
kāmūpasaṃhitā rajanīyā, ayaṃ vuccati bhikkhave ariyassa vinaye 

samuddo. Etthāyaṃ sadevako loko samārako sabrahmako sassamaṇa 
brāhmaṇī pajā sadevamanussā yebhuyyena samunnā tannā kulakajātā 
guḷāguṇṭhikajātā muñjababbajabhūtā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 

saṃsāraṃ nātivattatīti. 

  

“수행승들이여,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거룩한 이의 규범에는 바다라고 한다.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는 대부분 침몰하여 실타래처럼 엉키고, 종기로 덮인 

것과 같고, 갈대나 골풀과 같이 되어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으로 태어나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S35.229, 전재성님역) 

  

  

시각으로 인식되는 대상은 자극적이고 사랑스런 것이라 했다. 이전에 

경험 했기때문이다. 처음 마주 치는 대상이라면 무덤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접한 대상이라면 좋고 싫어함이 발생된다. 시각의 

바다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여 호불호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대상이면 탐욕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성냄이 일어난다.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평온상태로 

견딘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각의 바다에 ‘빠져 버린 

다(samunnā)”는 것이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바다(samudda)’라 하는 

것이다. 경에서는 “대부분 침몰하여 실타래처럼 엉키고”라 했다.  

  

여섯 가지 감각영역의 바다에 빠져 버리면 헤어나기 힘들다. 거센 

흐름에 표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낚시바늘을 삼킨 물고기로 

비유하기도 한다. 어부가 먹이를 매단 낚싯바늘을 깊은 호수에 던졌을 

때, 어떤 먹이를 탐하는 물고기가 이를 덮석 무는 것과 같다. 한번 물면 

코 꿰이는 것이다. 물고기는 어부가 하자는대로 한다. 시각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매혹적인 대상에 즐거워하고 애착을 가진다면 악마의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수행승은 악마의 낚싯바늘에 

걸려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져 악마 빠삐만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S35.230) 라 했다. 초기경전에서 여섯 가지 감각영역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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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에 비유된다. 여섯 가지 감각의 문을 단속하지 못했을 때 악마의 

낚싯바늘에 꿰이는 것으로 본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 

  

생각은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전에 경험되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다. 머리속에 입력되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다.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자 ‘윌리암 

제임스’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I am think)”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 했다.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과 같다. 

비가 오면 “비가(It rains) 온다” 라고 말한다. 3 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 난다(It thinks)”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생각의 본질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빠알리어에서도 “It thinks”처럼 3 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생각이 나 한테 떠 올랐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 올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형 아호시(ahosi)를 

사용하여 “있었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생각은 내것이 아니다!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은 초기경전에서도 알 수 있다. 무아의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오온의 의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했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의식에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S22.5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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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즉 마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없음을 말한다.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나의 통제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타자에게 내 뜻대로 따를 것을 말한다면 갈등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내뜻대로 되어야 한다면 남편도 내 뜻대로, 아이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심지어 돈도 내뜻대로 벌려야 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남도 내뜻대로 

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저장된 정보가 저절로 떠 오르는 

것이다. 나의 의지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주 다니다 보면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다. 한번에 한곳에 가 있다. 

한순간에 한 마음인 것이다. 현재 집중을 하는 것도 마음을 한곳에 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마음을 한곳에 

집중한다. 또 하나 마음의 속성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길이다. 마음이 

길이 남을 말한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쪽으로 길이 나는 

것이다. 길이 나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  

  

누군가 포르노를 매일 보았다면 그의 머리속에는 온통 포르노 장면으로 

가득할 것이다. 누군가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한다면 그의 머리속에는 

온통 주식차트로 가득할 것이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와 접촉하는 것이다. 주식하는 사람과 만나면 “나도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일어날지 모른다.  

  

특정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길이 나게 되어 있다. 더 자주 

생각하면더 큰 길이 나게 될 것이다. 마치 자주 다니는 곳에 길이 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더 큰 길이 날 것이다.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면 오솔길은 사람 다니는 길이 된다. 자동차가 다니면 자동차길이 

된다. 차량이 더 많아지면 2 차선 도로가 4 차선 도로가 된다. 여기에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다니면 산업용도로나 고속도로가 된다. 마찬가지로 

자주 생각하게 되면 생각의 길이 나게 되어 있다. 그 길은 점점 

넓어져서 그 길로만 다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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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생각은 우리 삶에 해로움을 준다. 좋은 생각도 한계가 있다.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한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게 된다. 명상의 

반대편에 생각이 있다. 명상을 오래 하면 생각이 줄어 든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을 것인지 마음이 현재에 있을 것인지 선택의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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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터메틱(Systematic)한 부처님 가르침 

  

  

  

어떤 강연, 어떤 법문 

  

종종 강연이나 법문을 듣는다. 일부러 찾아 가서 듣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로 시간내서 찾아 갔는데 건질 것이 

없을 때 시간과 돈과 정력만 낭비한 듯한 기분이 든다.  

  

시간이 돈인 세상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일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강연이나 법문 들으러 가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법문 들으로 먼 지방으로 갔을 때 비용이 발생한다. 한번 움직이면 

하루가 다 간다. 시간과 돈 뿐만 깨지는 것이 아니다. 정력도 낭비된다. 

이렇게 시간과 돈과 정력을 들여 참석한 강연이나 법문에서는 무언가 

건질 것이 있어야 한다. 

  

어떤 강연이나 법문에 참석해도 반드시 필기구를 준비한다. 펜을 들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필기구가 없으면 스마트폰 메모기능을 

활용한다. 때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도 한다.  

  

어느 절의 법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스님은 포교전문으로서 달변이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법문을 한다. 그런데 법문을 들어 보면 받아 적을 

것이 없다. 잔뜩 긴장하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문이 끝날 

때까지 한줄도 적을 것이 없다.  

  

달변의 스님은 순발력이 뛰어나다. 마치 개그맨들이 원맨쇼 하는 것처럼 

갖은 표정과 몸동작으로 말을 한다. 더구나 막힘이 없다. 끊어 질 듯 

하지만 순발력과 애드립으로 위기를 잘 넘긴다. 그러다 보니 말이 

두서가 없다.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주제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도 기지와 

순발력, 애드립으로 주어진 시간을 때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받아 

적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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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한 강연이나 법문에서 받아 적을 것이 없다면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들을만한 것이라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역시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듣고 말 것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메모해야 한다. 메모한 것을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시간낭비, 돈낭비, 정력낭비가 되지 

않는다. 

  

지견명상원 법륜법사의 법문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유튜브에 들을만한 강연이나 법문이 많이 올려져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가서 듣는 것 못지 

않다. 더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 이동중에 들을 수도 있고 베게맡에서 들을 수도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지견명상원’의 ‘법륜법사’의 법문이다. 

  

요즘 유튜브에서 법륜법사의 법문을 즐겨 듣고 있다. 고작 수 십 회, 

많아 보아야 이삼백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치로 따졌을 때 

수 만, 수 십만 조회 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것 같다. 

  

법륜법사의 맛지마니까야 150 번 경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유튜브에 

‘법륜 맛지마 니까야 150 나가라윈다의 장자들 경’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지 2 시간 되었을 때이다. 조회수가 고작 3 회에 지나지 않았다. 

법문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탐진치와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관계이다.  

  

시스터메틱(Systematic)한 가르침 

  

초기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사성제와 팔정도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사성제에서 도성제가 팔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팔정도에서 정견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성제와 

십이연기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사성제와 십이연기도 맞물려 있다. 이는 사성제가 연기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성제가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라면 고성제는 결과이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괴로움은 갈애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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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의 순관에 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성제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원인이라면 멸성제는 결과에 해당된다. 

도성제가 인이 되고 멸성제가 과가 되는 것이다. 이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의 역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성제는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지연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지 연기가 확장된 

것이 십이연기이기 때문에 사성제와 십이연기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사성제와 십이연기가 서로 맞물려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십이연기에서 무명에 대한 것이다. 십이연기에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 했다. 이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S12.2) 

라고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성제와 

팔장도, 십이연기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서로 맞물려 있다.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 가는 것 같다. 이러한 매커니즘에 대하여 

전재성박사는 ‘시스터메틱(Systematic)’하다고 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탐진치 역시 사성제와 팔정도와 맞물려 

돌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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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탐진치의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가 

열반이고 이는 다름 아닌 깨달음이다. 그런데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팔정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탐진치와 사성제와 팔정도가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  

  

수행자가 존경받으려면 

  

맛지마니까야에 ‘나가라빈다의 장자들에 대한 경(M150)’이 있다. 이 

경은 탐진치의 소멸에 대한 경이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꼬살라국의 

나가라빈다 마을에 도착하여 장자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경이 시작된다.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가 있었다. 바라문교 역시 외도에 속한다. 그런데 

나가라빈다의 마을에도 육사외도들이 다녀 간 모양이다. 외도들이 다녀 

갈 때 마다 자신들의 교리에 대하여 이야기 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 판단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부처님이 마을에 들렀을 때 이미 

부처님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었다. 그래서 마을의 장자들이 부처님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 했다. 

  

부처님은 장자들에게 탐진치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경에 따르면 

이교도나 유행자들은 장자들에게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공경 받지 못하고, 공양 받지 

못하는가?”라고 질문 했다.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고 했다. 

  

  

[세존]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형상에 대하여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성냄을 떠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행하면, 이와 같은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공경 받지 못하고, 공양 받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록 우리는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형상에 대하여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성냄을 떠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도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행하지만, 그들 존귀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서 보다 높은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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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가라빈다의 장자들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50, 전재성님역) 

  

  

여섯 가지 감각영역 중에 시각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직자나 수행자가 존경받으려면 탐, 

진, 치에서 떠나야 함을 말한다. 시각 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청각, 

촉각, 의식에 대해서도 탐진치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성직자나 수행자가 탐진치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반사람들과 다름 없을 것이다.  

  

성직자나 수행자는 일반사람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일반사람들 처럼 욕망으로 분노로 산다면 똑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수행자가 욕심을 부려 재산을 축적한다거나 사소한 것에 감정이 실려 

화를 버럭 낸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탐진치로 살아 가는 

일반사람들과 조금도 다름 없을 것이다. 이런 성직자나 수행자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장자들에게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서 보다 높은 올바른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M150)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씀 했다. 

  

탐욕과 성냄은 패키지 

  

성내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말하는 이도 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낸 것 그 자체는 불선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의 오염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욕망과도 관련이 있고 어리석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탐진치는 사성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사성제에서 집성제가 

탐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집성제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갈애 때문이다. 이 갈애가 탐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탐욕과 

성냄은 패키지라는 것이다. 탐욕이 있는 곳에 성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여섯의 여섯에 대한 경(M148)’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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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르면 접촉을 조건으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 났을 때 

“그 즐거운 느낌에 닿아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착하면, 탐욕에 

대한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비탄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미혹에 빠지면,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 (M148)라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좋으면 거머쥐려 하기 때문에 탐욕이고, 싫으면 밀쳐 내려 하기 때문에 

성냄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한 순간에 하나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즐거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지속하고 싶은 욕망은 탐욕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냄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벗어나고자 하는데 

이때 진심이 발동한다. 그렇다고 동시에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에 따라 수시로 탐심과 

분심이 일어난다. 느끼지 못할 때는 무덤덤한 마음이다. 이를 지둔한 

평온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범부들에게 있어서 지둔한 평온은 언제 

깨질지 모른다. 조건이 바뀌면 욕망 아니면 분노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들은 

탐욕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살아 가는 것이다. 

  

탐, 진, 치 이렇게 세 가지 오염원 중에 탐욕과 성냄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항상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패키지상품과 같은 것이다. 

집성제에서 갈애는 탐욕과 같은 것이지만, 탐욕과 성냄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집성제에서 갈애는 사실상 탐욕과 성냄이라는 

패키지와 같은 것이다.  

  

이 생에서 수행하려면 

  

탐욕과 성냄이 늘 패키지 또는 쌍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비담마에서도 

확인 된다. 아비담마에 ‘원인 있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무탐’ 

‘무진’ ‘무치’에 대한 것이다. 원인 있는 마음이란 무엇일까? 이는 

‘과보의 마음(과보심)’이라 볼 수 있다.  

  

마음에는 불선심, 선심, 과보심, 작용심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이 중에 과보심은 과거생에서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로 생겨난 

마음이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자는 무탐, 무진, 무치의 마음으로 

태어난다. 이는 원인이 세 개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은 

두 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다. 무탐과 무진이다. 전생에 탐욕과 성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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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음으로 살았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축생이나 아귀, 

지옥 등 악처에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탐과 무진이라는 두 개의 원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무치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결여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묵스님은 아비담마 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인이 두 개가 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육근이 골고루 

갖추어집니다. 그 대신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재생연결식에서 원인이 세 개가 되야 삼매도 들 수 

있고, 선정에도 들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죽기 

전에 원인 세 개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생에서 수행을 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묵스님ㅣ봉녕사 아비담마 8 강) 

  

  

일묵스님에 따르면 원인이 세 개는 되어야 이 생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춘 것이라 한다. 그 원인 세 개라는 것은 무탐, 무진, 무치를 

말한다. 일반사람들은 무탐과 무진 두 가지만 있지만, 전생에 수행한 

사람들은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무치가 하나더 추가 되어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세 개를 원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성내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아비담마에 따르면 세 개의 원인 중에 무탐과 무진은 항상 패키지이다. 

무탐과 무진이 따로 떨어져 작용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탐욕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탐욕이 있는 곳에 

성냄이 있고, 성냄이 있는 곳에 탐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내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고명한 선사가 제자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초기불교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깨달은 자라 볼 수 없다. 어떤 

이는 제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자비의 분노’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화를 낸 것은 사실이다. 화를 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탐욕이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왜 그런가? 탐욕과 성냄은 늘 패키지로 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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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런데 탐욕과 성냄은 자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화를 버럭버럭 낸다는 것은 

무아의 불교에서 결코 깨달은 자라 볼 수 없다.  

  

사성제와 엮여 있는 탐진치 

  

집성제에서 갈애가 탐욕이라면, 탐욕은 성냄과 패키지 이므로, 집성제는 

탐욕과 성냄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탐욕과 성냄은 

사성제의 집성제와 묶여 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은 사성제와 어떻게 

역여 있을까?  

  

어리석음을 빠알리어로 모하(moha)라고 한다. 그런데 모하는 무명과 

같은 말이다.무명을 빠알리어로 아윗자(avijja)이라 한다. 따라서 

모하와 아윗자는 어리석음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십이연기에서 무명에 

대하여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 했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무명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없음을 말한다. 무명(avijja)의 반대말은 명지(vijja)이다. 

탐욕과 성냄을 소멸 했을 때 어리석음도 소멸된다. 이렇게 본다면 

어리석음의 소멸은 사성제를 실현하는 것과 같다. 탐진치는 사성제와 

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팔정도와 탐진치는 어떻게 엮여져 

있을까? 

  

팔정도와 엮여 있는 탐진치 

  

팔정도에서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십이연기에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 했다. 무명은 어리석은 것으로 탐진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탐진치가 마치 

물고 물린 것처럼 보인다. 마치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 가는 

것 같다. 그것은 무아라는 목표를 위해서이다. 

  

무아의 실현은 해탈과 열반의 실현과 같은 말이다. 무아의 실현은 다름 

아닌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런데 괴로움의 소멸은 윤회의 종식이라는 

사실이다. 수행한다는 것은 윤회의 종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에서 두려움을 보아야 한다. 행위를 하면 

다시태어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 수행은 또 한편으로 탐진치의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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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치를 소멸은 팔정도로 완성된다. 그런데 팔정도와 탐진치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팔정도에 정견이 있다. 

팔정도에서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 했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런데 무명은 어리석음이다.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음을 말한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팔정도에서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리석음의 

소멸이기도 한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은 어리석음과 맞물려 있다. 

  

팔정도에서 혜온에 해당되는 것이 정견과 정사유이다. 그런데 정견은 

탐진치 삼독에서 어리석음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탐욕과 

성냄은 팔정도에서 어디와 맞물려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정사유’이다. 정사유에 대한 정형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sammāsaṅkappo: yo kho bhikkhave, 
nekkhammasaṅkappo avyāpādasaṃkappo, avihiṃsāsaṅkappo,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ṅkappo.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사유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1) 욕망을 여읜 사유를 하고 

2) 분노를 여윈 사유를 하고 

3) 폭력을 여읜 사유를 하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 (S45.8) 

  

  

정사유를 보면 욕망(nekkhamma)과 분노(avyāpāda)라는 말이 나온다. 

탐욕(rāga)과 성냄(dosa)과 같은 말이다. 팔정도에서 정사유는 탐욕과 

성냄의 소멸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탐진치 삼독 중에 탐욕과 

성냄은 팔정도의 정사유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 왜 이렇게 살아 

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온을 자신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거머쥐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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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욕망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이 발생되면 밀쳐 내려 하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된다.  

  

욕망과 분노는 대칭 되는 것이지만 늘 함께 한다. 마치 밀고 당기듯이 

수시로 일어난다. 무덤덤한 느낌일 때도 있다. 이런 중립적인 느낌을 

우뻭카라 한다. 그러나 일시적 평온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른다. 이 모두가 자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였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라 볼 수 있다. 이들 세 개의 근본 가르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맞물려 돌아 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아라는 

목표를 위해서이다. 그런 무아는 다름 아닌 열반이다.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기 위하여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를 말씀 하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교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탐진치의 

소멸이라 했다.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가 열반인 것이다. 열반은 무아를 

말하므로 탐진치의 소멸은 열반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탐진치 

소멸과 무아와 열반은 동의어이다. 

  

무아를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체계적이다.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 가듯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인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탐진치를 대입하면 드러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시스터메틱(Systematic)하다’고 했을 것이다.  

  

  

  

2016-10-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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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행은 기억력에서부터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 버립니다. 좋은 생각이 떠 올랐을 때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마음 때문에 곧바로 잊어 버립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 났을 때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사처럼 ‘밧줄로 꽁꽁 묶어’ 두는 것 입니다. 어떻게 묶어 

둘까요?  노트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늘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메모해 둡니다. 키워드 몇 개만 쳐 두어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탁월한 결정 

  

좋은 생각은 고요한 마음상태일 때 일어 납니다. 오감이 차단 된 

상태에서 의문(意門)만 열어 놓았을 때 입니다. 이때 갖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갖가지 생각이 치고 들어 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기억하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일어나는 생각은 과거에 모두 경험한 것들 

입니다.  

  

언젠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냄새 맡았던 것, 맛보았던 것, 감촉했던 

것들 입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는 잊어 버렸을지 모르지만 기억의 창고 

속에는 저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떠 오릅니다.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이전에 체험했던 것들 입니다. 

  

혼란한 마음 속에서는 좋은 기억이 떠 오를 수 없습니다. 눈으로, 귀로 

계속 정보가 입력 되는 상태에서는 좋은 생각이 떠 오를 수 없습니다. 

혼란된 마음에서는 훌륭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고민 하는데 식당 간판을 두리번거린다면 혼란만 가중 될 

뿐 입니다. 그럴 경우 차라리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눈, 귀 등 오감을 차단해 놓았을 때 생각의 문만 열려 있습니다. 이전에 

체험했던 것이 떠 오를지 모릅니다. 잠재 되어 있는 생각이 떠 올랐을 

때 탁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띠발라(satibal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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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잘 새겨 들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편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머리속에서 꺼집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Katamañca bhikkhave satibalaṃ: idha bhikkhave ariyasāvato satimā 

hoti: paramena satinepakkena samannāgato cirakatampi cirabhāsitampi 

saritā anussaritā. Idaṃ vuccati bhikkhave satibalaṃ. 

  

“수행승들이여, 새김의 힘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면, 수행들이여, 이것을 

새김의 힘이라 한다.”(A5.14, 전재성님역) 

  

  

  

 
  

  

오력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빠알리어 사띠(sati)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재성님은 ‘새김’이라 번역했습니다. 기억의 뜻이 

강합니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마음챙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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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이라는 말에는 기억의 뜻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기억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법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들은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실천했을 때 비로서 가르침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억의 

힘이라 했습니다. 

  

강력한 기억력을 기반으로 

  

무엇이든지 자주 오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힘이 생겨납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근육이 생겨 나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도 지속적으로 하면 필력이 생겨서 글 하나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도 마찬 가지 일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 기억 

했을 때 자신의 것이 됩니다. 기억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힘, 기억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억과 관련하여 칠각지에서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그 때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시작한다.(S46:3)”라 했습니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보면 순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하기 전에 구구단을 먼저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전에 알파벳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문을 배우기 전에 필수 한자를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학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가르침 역시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기억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칠각지에서도 일곱 가지 깨달음의 고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먼저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사띠 제 1의 뜻은 기억 

  

사띠가 기억의 뜻에 가까운 것은 청정도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불연에서 번역한 청정도론에 따르면 붓다고사는 사띠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기억하고, 혹은 이것은 그 스스로 기억하고, 혹은 단지 기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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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음챙김이라 한다. ( Idāni sato ca sampajānoti. ettha 
saratīti sato. Sampajānātīti sampajāno.) ” (Vism.14.141)라 

했습니다. 청정도론 영역판에 따르면 냐나몰리는 “(x) By its means 

they remember (saranti), or it itself remembers, or it is just mere 

remembering (saraóa), thus it is mindfulness (sati).” 

(Vism.14.141)라 했습니다.  

  

초불연에서는 사띠에 대하여 ‘마음챙김’이라 했고, 영역에서는 

‘mindfulness’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띠의 제 1의 뜻은 기억입니다. 

제 2 의 뜻으로 대상에 깊이 들어 가는 특징이 있고, 제 3 의 뜻으로 잊지 

않는 역할이 있고, 제 4 의 뜻으로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역할이 있지만 사띠의 제 1 의 뜻은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다름 아닌 

가르침에 대한 기억입니다. 

  

어색한 번역 

  

어떤 번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띠는 철저하게 수행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번역하면 안된다.”고. 그래서인지 사띠에 대하여 

마음챙김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빠알리어 사띠에 대하여 마음챙김을 

대입했을 때 어색해집니다. 초불연에서는 오력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챙김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런 제자는 마음챙기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마음챙김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 오래 전에 행하고 오래 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해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마음챙김의 힘이라 한다.”(A5.14, 

대림스님역) 

  

  

번역어 ‘마음챙김의 힘’이란 빠알리어로 ‘satibala’입니다. 

사띠발라에 대하여 마음챙김의 힘 대신에 ‘기억의 힘’ 또는 

‘기억력’으로 대체 하면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불연 번역을 보면 

“최상의 마음챙김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라 했습니다. 어색합니다. 

이를 ‘최상의 기억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라고 바꾸면 기억력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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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연 번역에 대하여 기억이라는 말을 대입하여 다시 써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런 제자는 기억하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기억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 오래 전에 행하고 오래 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해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기억의 힘이라 한다.”가 될 

것입니다.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NDB 를 찾아 보니 “And what is the 

power of mindfulness? Here, the noble disciple is mindful, 

possessing supreme mindfulness and alertness, one who remembers and 

recollects what was done and said long ago. This is called the 

power of mindfulness.” (A5.14, 빅쿠보디역) 라 되어 있습니다. 

빅쿠보디는 “오래 전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회상 하는 것(remembers 

and recollects what was done and said long ago)” 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새겨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사유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마지막 유훈에서 

  

초불연 각주를 보면 ‘최상의 마음챙김과 슬기로움(satinepakkena)’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마지막 유훈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각주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디가니까야 제 2권 대반열반경(D16)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인 불방일(appamada)을 “마음챙김의 현전(sati- 

avippavāsa)”이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주석서는 

“지혜를 수반한 마음챙김(ñāṇūpasañhita)”이라고 설명하는데, 본문의 

‘마음챙김과 슬기로움’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초불연 

앙굿따라니까야 3권 20 번 각주, 대림스님)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은 초불연 번역에 따르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성취하라.”(D1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방일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하여 마음챙김과 동의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방일에 대한 빠알리어가 압빠마다(appamada)인데, 

이 말은 사띠(sati)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불연 각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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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띠발라가 불방일과 같은 것이고, 이는 주석서에서 ‘마음챙김의 

현전(sati- avippavāsa)’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챙김의 현전에 

대하여 ‘기억의 현전’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복주석서에서 

“지혜를 수반한 마음챙김(ñāṇūpasañhita)”이라 했는데, 이는 ‘지혜를 

수반한 기억’이라고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수행은 기억력에서부터 

  

빠알리어 사띠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 1 의 뜻은 기억입니다. 

사띠가 수행이 아닌 일반적 의미로 쓰였을 때는 기억이라는 말이 

타당합니다. 사띠가 수행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맥에 따라 새김, 

마음지킴, 마음챙김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력과 

칠각지에서 사띠는 마음챙김이라는 용어 보다는 기억이라는 용어가 

타당합니다. 마음챙김이라는 말 대신 기억을 대입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력에서 사띠발라는 기억의 힘 또는 기억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칠각지에서 염각지가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깨달음의 길이 시작 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띠를 뜻하는 기억이라는 말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수행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수행은 반드시 좌선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행주좌와어묵동정이 

모두 수행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는 것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이 없는 자는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는 자, 가르침을 새겨 듣지 않는 자, 가르침을 

사유하지 않는 자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행은 

기억력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담마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이른 아침, 특히 새벽에 좋은 생각이 잘 떠 오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명경지수라 하여 거울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자신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날 음주를 과하게 했다면 후회의 

마음이 일어날 것 입니다. 이전에 행한 행위나 말이 거칠었다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 날 것 입니다. 그러나 이전날 비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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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행위를 했다면,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했다면, 더구나 마음을 

계발하는 수행을 했다면 가뿐 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몸과 마음이 편안 하다면 잘 잔 것 입니다. 이전날 

행위가 올바른 것입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평안하다면 지혜로운 삶을 

산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담마의 지혜를 말합니다. 늘 담마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식절제’에 대한 가르침을 떠 

올린다면 더 이상 식당간판을 찾아 헤메이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담마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담마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모든 

불교수행은 담마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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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테라가타 출간 기자간담회  

 

  

테라가타 출간회 기자간담회에 참가 했습니다. 장로게송이라고도 

불리우는 테라가타 출간회에서는 주요언론매체가 초대 됐습니다. 

불교계에 수 많은 언론매체가 있는데 모두 초청할 수 없어서 

BTN(불교 TV), BBS(불교방송) 등 일부 매체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인지 오지 않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인연 있는 언론매체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매체의 

기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11 명입니다. 장소는 인사동 ‘처마끝 하늘풍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식음식점입니다. 작은 방에서 조촐하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테리가타(장로니게송)가 내년 2 월 경에 출간되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여법하게 출간법회를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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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테라가타 출간기자회견에서 전재성박사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나누어 

주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말은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경전이 번역되지 않았을까?”라 

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테라가타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게송에 대한 번역은 있지만 주석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설명문에 따르면 테라가타번역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889 년이라 

합니다. 독일에서 노이만에 의해서 최초번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역 

된 것은 1913 년 리스데이비스부인에 의해서이었고, 일역된 것은 

1936 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합니다. 일부 주석이 

번역이 되었지만 300 페이지 가량 되는 세 권의 주석서를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완역된 전재성박사의 테라가타는 방대한 주석이 모두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최초의 일이라 합니다. 국내에서 번역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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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것이라 합니다. 일역을 중역한 것이 있는가 

하면 번역하다 만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것도 

세계최초로 주석까지 완전하게 번역한 것은 이번에 출간된 전재성박사의 

테라가타가 처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경전이 

번역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 했을 것입니다. 

  

  

  

  

 
  

  

  

교정작업을 했는데 

  

테라가타 기자간담회는 편집자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테라가타 

출간을 앞두고 교정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재성박사의 요청에 따라 

추석연휴 때 십여일간 교정작업 했습니다. 처음으로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서가에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와 초기불전연구원의 사부니까야 

번역서와 법구경, 숫따니빠따 등 쿳다까니까야 일부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빠알리번역서는 모두 사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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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열어 보다 보니 노랑면칠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랑형광메모리펜의 면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읽어 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기경전은 방대합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것을 모두 사 

모아 놓으니 율장과 경장, 논장 합하여 30 권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백 만원 어치 이상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경전을 모두 다 읽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게 마음 먹는다면 못할 리 없을 것입니다. 

어떤 법우님은 맛지마니까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고, 또 어떤 

법우님은 상윳따니까야를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라가타 

교정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오자와 탈자 등을 

잡아 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간된 책을 열어 보았습니다. 두께는 법구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법구경 보다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법구경이 850 페이지인데 

반하여 테라가타는 1,300 페이지에 이릅니다. 약 450 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이는 종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얇고 미끌미끌한 

고급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라도 페이지가 많은 것입니다. 

  

책을 열어 보니 발간사는 조기성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사는 

혜능스님이 썼습니다. 머리말에서 전재성박사는 “이 테라가타가 

나오기까지 교정에 힘써 주신 김광하 대표님과 이병욱, 이명옥선생님과 

최훈동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정자로 실명 

‘이병욱’이 들어가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실명이 

실렸다는 것은 어쩌면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대미를 장식한 방기싸존자 

  

이번에 출간된 테라가타는 1,300 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크게 게송부분과 주석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분 방식은 

법구경, 숫따니빠따, 우다나, 이띠붓따까에도 볼 수 있습니다. 

게송부분은 독송용으로 적합하고 주석부분은 의취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봅니다. 

  

테라가타구성을 보면 시수별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앙굿따라니까야가 

법수별로 구분되어 있듯이 시의 저자에 따라 시의 숫자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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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련시집’의 경우 오로지 한 개의 시만 남긴 

제자의 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시수가 늘어납니다. 

삽십련시집의 경우 한 제자가 30 개의 시를 남긴 것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수가 많을수록 불자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사리뿟따, 목갈라나, 깟싸빠, 아난다, 아누룻다 등입니다.  

  

시수별로 구분되어 있는 테라가타에서 유명한 제자들의 경우 시의 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테라가타에서 시의 숫자가 가장 많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방기싸’입니다. 불자들이 알고 있는 

십대제자 등과 같이 잘 알려져 있는 제자가 아니라 상윳따니까야 

‘방기싸의 품(S8)’에 등장하는 시적 감수성이 예민한 것으로 묘사된 

방기싸존자입니다. 

  

테라가타에서 방기싸의 시는 대미를 장식합니다. 테라가타에서 

‘대련시집’이라 하여 무려 70 개의 시가 소개 되어 있습니다. 

테라가타는 264 명의 등장인물에 총 1,291 수의 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기싸의 시는 5.4%를 차지합니다. 일부 시는 상윳따니까야 

방기싸의 품에 있는 시와 병행하기도 합니다. 시적 감수성이 예민한 

방기싸에 대한 주석을 보면 부처님의 제자 수행승 가운데 ‘변재가 있는 

님 가운데 제일’이라 합니다.  

  

깨달음의 환희 보다는 

  

이제까지 테라가타를 단편적으로 접했습니다. 일아스님이 편역한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에서 테라가타의 일부 시가 소개 되어 

있습니다. 일부시만 읽고서 테라가타에 대하여 부처님제자들이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한 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환희 

보다는 수행의 어려움과 극복과정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는 

해제의 설명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출가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보면 숲속에서 모기와 등에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묘사 되어 있습니다. 양가집 자제들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에서 살아 갈 때 닥치는 

괴로움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한적한 숲 속에서, 삼림속에서, 

동혈에서, 멀리 떨어진 처소에서, 맹수가 출몰하는 곳에서 

살았다.”(Thag.602) 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16 

 

테라가타에는 이교도의 개종이야기, 내적성찰과 마음의 제어 등 갖가지 

수행생활에 대한 게송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탈과 열반의 노래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의 열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까무라 하지메’가 책의 제목으로 삼은 ‘불제자의 

고백’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수행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고백하는 형식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밤은 다가오니 

  

테라가타 교정작업을 하면서 노트를 해 두었습니다. 인상적인 구절과 

주석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해제를 보니 일치하는 

게송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라 봅니다. 씨리만다존자의 

시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늙음, 

이 세 가지는 화마처럼 다가온다. 

항거할 만큼의 힘도 없고 

도망칠 만큼의 빠름도 없다.”(Thag.450) 

  

“하루를 적거나 많거나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하룻밤이라도 낭비한다면, 

그 만큼 그의 목숨이 줄어든다.”(Thag.451)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든 누워있든, 

최후의 밤은 다가오니, 

방일할 시간이 그대에게 없다.”(Thag.452)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는 “칼에 맞은 것처럼, 정수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Thag.40) 알아차리며 수행할 것을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씨리만다 존자의 게송을 보면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하루 하루 

지나가는 시간에 대하여 아쉬워합니다. 하루도 낭비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의미 없게 흘려 보낸다면 결국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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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하루 알아차리며 사는 자에게 

최후의 밤은 축복일 것입니다. 

  

왜 팔만사천법문이라 하는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법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팔만이천법문입니다. 나머지 이천법문은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법문에서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게송이 

테라가타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시자 아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에게서 팔만이천, 

수행승들에게서 이천을 받아 

팔만사천의 법문을 

나는 담지하고 있다.”(Thag.1030) 

  

  

이 게송이 팔만사천법문의 진실입니다. 제자들의 이천법문이 합쳐져서 

팔만사천법문이 된 것입니다. 테라가타 주석에서는 ‘가르침의 

창고지기’라 일컫고 있는 아난다 존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가르침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난다가 “이천을 받아라” 했는데 이는 

테라가타 1,291 수와 테리가타 521 수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외 사부니까야에서 볼 수 있는 사리뿟따, 깟사빠 등의 제자법문을 

합하여 이천법문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주석에 따르면 아난다는 시자가 되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존께서 타인에게 한 설법을 제게 이야기해준다면 

제가 세존을 모시겠습니다.”(3279 번 각주)라는 내용입니다. 가르침의 

창고지기로서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설법까지 

모두 기억하여 오늘날 팔만사천 법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송이 테라가타에 있습니다. 

  

진리가 검증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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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은 방대합니다. 사부니까야 거의 대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일부 제자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쿳다까니까야에서는 제자들의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테라가타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신과전문의 전현수박사의 불교 TV 

‘마음테라피 2’에 따르면 부처님 자신이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이 

정말로 완전한 진리인가 보편적 진리인가 경험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가”라며 의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네 가지 진리를 

열두 가지 형태로 굴린 것(三轉十二行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검증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제자들도 똑 같이 경험했습니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에게서 

일어난 일로 알 수 있습니다. 경에 따르면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S56.11)라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검증되는 순간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일만세계의 진동과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나타난 것으로 묘사 되고 있습니다. 

  

테라가타는 제자들의 깨달음에 대한 오도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부처님이 깨달았던 경지를 그대로 맛 본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가타에 대하여 해탈과 열반의 기쁨을 노래한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2016-11-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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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원두커피와 함께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히터를 틀어 놓았습니다. 열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은 

선풍기형입니다. 그러나‘바이오 원적외선’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빨간 선풍기형모양에 열을 방사하는 금속성방사판이 있어서 열기가 

피부에 와 닿습니다. 마치 난로 옆에 있는 것같습니다.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바훙 사핫삼  아비님미따  싸유단땅 

기리메칼람 우디따  고라  사쎄나 마란~” 늘 그렇듯이 

자야망갈라가타(Jayamangalatha)입니다. 컴퓨터를 켜자 마자 저장해 

놓은 MP3 파일을 여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곡한 곡에서 감동과 환희와 

전율의 이미우이(Imee Ooi) 음악이 퍼질 때 마음이 안온 해집니다.  

  

악마에 대한 승리 

  

음악도 의미를 알고 들으면 더 좋습니다. 자야망갈라가타 첫 번째 

게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āhuṃ sahassam 

abhinimmita-sāyudhantaṃ 

Girimekhalaṃ  

udita-ghora-sasena-māraṃ 

dānādi-dhamma-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Me(te) jaya-maṅgalāni 
  

“악마가 사나운 코끼리 기리메칼라 위에 타고  

많은 손에 수 천의 무기를 들고 군대를 동원할 때  

성자들의 제왕은 자애 등의 가르침으로 섭수하셨으니  

이 위신력으로 승리의 축복이 제게 임하소서.” 

(자야망갈라가타 1 번 게송,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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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imekhala 

  

  

자야망갈라가타를 전재성님은 ‘승리와 축복의 게송’이라 했습니다. 

빠알리어 자야(jaya)가 ‘victory; conquest’의 뜻으로 승리 또는 

정복을 의미합니다. 또는 ‘vanquishing, overcoming’ 뜻도 있어서 

극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마, 즉 마라(Māra)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라쎄나(Mārasenā). 즉 악마의 군대, 마군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라쎄나(Mārasenā), 악마의 군대 

  

전재성님이 편역한 ‘예경지송’에 따르면 사나운 코끼리 기리메칼라는 

전설적인 악마코끼리로서 키가 150 요자나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요자나가 대략 15 키로에서 20 키로 사이라 하니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악마는 기리메칼라를 타고 명상하고 있는 부처님을 공격했습니다. 

악마는 또한 수 많은 악마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앞두고 있는 부처님을 향해 총공격이 개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경지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나짜리따(Jinacarita)에 의하면 제석천에서 신들의 무리가 큰 

축제가 벌리는 날, 악마가 생각했다. ‘싯다르타 왕자가 나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함으로 내가 그를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악마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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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수천의 무기를 들고 군대를 동원하여 사나운 코끼리 기리메칼라 

위에 타고 많은 손에 수 천의 무기를 들고 군대를 동원했다. 악마는 

험악한 얼굴을 하고, 불꽃과 같은 머리가 둥글게 붉어져 나오고, 입술을 

깨무는 위협적인 얼굴을 하고, 뱀과 같은 팔을 한 각종 무기를 든 

마군을 데리고 그 장소에 와서 무서운 고함을 지르면서 ‘싯다르타를 

포박하라’고 외쳤다.”(예경지송 p26) 

  

  

설명문에 따르면 악마의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망으로사는 ‘욕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명상속의 부처님은 악마의 

영역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에 악마는 실패로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게송에서는 악마의 군대, 마군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때로 미인계를 쓰기도 합니다.  

  

미인계를 써 보지만 

  

상윳따니까야 ‘악마의 딸들에 대한 경(S4.25)’에서는 악마의 딸들이 

유혹합니다. 백명의 소녀의 모습으로, 백명의 처녀의 모습으로, 백명의 

부인의 모습 등으로 변신하여 떼거리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집착을 부수어 해탈을 이루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숫따니빠따에서는 “땅하와 아라띠와 라가를 보고 성적 교섭에 

대한 욕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 발조차 그것을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stn835) 라 했습니다.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악마는 악마의 영역을 벗어나려는 부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군을 동원하고 악마의 딸을 보내서 실패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방해하려는 악마에 대한 부처님의 싸움은 

처절합니다. 이는 숫따니빠따 ‘정진의 경’에서 부처님이 악마의 군대 

공격을 받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무치여, 이것들은 그대의 군대,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비겁한 자는 그를 이겨낼 수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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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그를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차라리 나는 문자 풀을 걸치겠다.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게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stn339-440) 

  

  

부처님은 ‘문자풀’을 걸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장에 임하는 

각오를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장에 임하는 장수가 흰수건을 

머리끈으로 하여 머리를 질끈 동여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문자풀을 걸쳤다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설 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머리나 무기에 

문자풀을 묶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굳은 결심을 할 때 머리를 싸매는 

행위를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흰 수건으로 머리를 싸 

매는 행위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명상속의 부처님은 악마와 악마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불퇴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내게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진일 것입니다. 

숫따니빠따 ‘정진의 경(Sn3.2)’에서 클라이막스라 볼 수 있습니다.  

  

알면 사라진다 

  

부처님은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악마는 악마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보살을 자리에서 끌어내려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 

갔습니다.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악마의 군대나 유혹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아야 할 것을 알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알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빈방에 스위치를 

켜는 것 같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집니다. 모든 것을 알아 버린 

부처님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마라상윳따(S4)에 따르면 “그때 악마 빠삐만은 ‘세존은 나에 대하여 

알고 있다. 부처님은 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알아 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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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그곳에서 즉시사라졌다.”(S4.20) 와 같은 

정형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꽃송이가 되어 

  

알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 버린 부처님에게 악마의 공격은 더 이상 방해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경지송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악마는 고약한 소음바람과 폭풍구름을 만들어내었으나 상서로운 

고귀한 싯다르타의 옷귀퉁이도 날려보내지 못했다. 무서운 폭우를 

보내서 세계를 파멸시키는 듯했으나 한 방울의 비도 불패의 님인 

싯다르타를 근처에 떨어 뜨릴 수가 없었다. 그 기적을 보고 그는 

슬퍼하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무서운 불을, 재, 진흙, 칼과 같은 비, 

숯불 같은 비, 모래 같은 비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 

악마의 힘과 권능이 하늘을 뒤덮었지만, 덕성의 극치에 이른 싯다르타의 

근처에는 그 떨어지는 것들이 모두 꽃송이로 변해 버렸다.”(예경지송 

p27) 

  

  

명상속의 부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꽃송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악마가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했으나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 꽃송이로 

변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악마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온세상을 무간지옥 같은 칠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보살의 신체만이 천개의 떠오르는 태양같이 

찬연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악마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부처님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겟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악마여, 그대는 그대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누가 목격자들인가?”라며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마군들을 가리키며 마군들이 목격자라 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이 마군들은 일제히 “내가 목격자”라며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악마가 악마의 군대에게 물어 보고 마군들이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의도를 가진 목격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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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승리에 대하여 “악마여, 나는 의도를 가진 목격자가 

없다.”라 했습니다. 이에 악마는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덕성에 감복하여 

  

부처님은 침묵하는 악마에게 재차 “그대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물었습니다. 땅을 진동하는 소리에 악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마를 태운 키가 150 요자나에 이르는 

코끼리 기리메칼라가 갑자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기리메칼라에 의지하고 있던 악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최고의 무기라 볼 수 있는 기리메칼라가 부처님에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승리 했음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광경에 대하여 예경지송에서는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타고 있던 코끼리 기리메칼라는 폭풍구름처럼 수백 번 

포효하더니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보고 악마의 교만은 이빨이 

빠진 뱀처럼 부수어졌고 수 많은 무기와 옷과 장식을 버리고 마군을 

데리고 우주의 변방으로 도망갔다.”(예경지송 p27) 

  

  

부처님과 악마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부처님이 승리했습니다. 악마가 

타고 온 코끼리 기리메칼라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부처님의 

승리로 돌아 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야말갈라가타 1 번 게송에서는 

“자애 등의 가르침으로 섭수하셨으니”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을 지켜 본 기리메칼라가 부처님의 덕성에 감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악마는 패배를 인정하고 저 우주 변방으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인연담에 대한 출처는 자따까(Jat.I.72)와 지나짜리따(242-266)에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이나 개업식에서 

  

자야망갈라가타 1 번 게송 마지막 구절은 “이 위신력으로 승리의 축복이 

제게 임하소서!(Taṃ tejasā bhavatu (me)te jaya-maṅgalāni)”입니다. 

키워드는 ‘승리 (jaya)와 축복(maṅgalā)입니다. 여기서 자야가 

‘victory; conquest’뜻이기 때문에 악마에 대한 승리, 악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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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악마에게 승리 하였듯이 그 승리의 힘이 

제게도 미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행운과 축복입니다.  

  

축복을 뜻하는 망갈라(maṅgalā)는 ‘auspicious; royal; lucky’의 

뜻입니다. ‘상서럽다’거나 행운을 뜻하는 말입니다. 행운과 축복을 

뜻하는 망갈라라는 말은 숫따니빠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테라와다 

예불문이자 수호경인 ‘위대한 축복의 경(Maṃgalasutta , Sn2.4)’이 

그것입니다. 이 경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행복경’이라 명명하지만 

원어와 어긋납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즐거움에 대한 의미로 

수카(sukha)의 의미가 크지만, 축복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행복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 포괄적입니다. 이는 결혼식장에서 축복을 

연상하면 이해 하기 쉽습니다. 

  

자야망갈라가타를 승리와 축복의 게송이라 합니다. 모두 여덟 가지 

부처님의 승리가 여덟 가지 게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첫번째 

게송이 악마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마에 대한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코끼리 기리메칼라입니다. 기리메칼라가 부처님의 

덕성에 감응하여 무릎 꿇음으로써 악마와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승리와 축북의 게송, 자야망갈라가타는 테라와다불교에서 예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호경입니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경지송의 

설명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경지송에 따르면 “결혼식이나 

개업식이나 여행을 떠날 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지송되는 대중적인 

게송이다.”(예경지송 p26)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자야망갈라타가 불려지고, 이사 갔을 때나 개업했을 때, 심지어 

스리랑카의 경우 독립기념일에도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신력으로 승리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소서!” 

  

승리와 축복의 게송, 자야망갈라타를 매일 음악으로 듣습니다. 이 

게송을 처음 발견한 것은 2006 년 무렵입니다.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다 발견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998 년 무렵 

전재성박사가 책에서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본격화 되면서 

2000 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송은 음악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수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계 말레이시아 

불자 가수 이미우이가 부른 것이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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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과를 자야망갈라와 함께 시작합니다. 여덟 가지 부처님의 승리와 

그 승리의 힘이 내게로 임한다는 “이 위신력으로 승리의 축복이 제게 

임하소서!(Taṃ tejasā bhavatu me jaya-maṅgalāni)”구절에서 크게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me’를 ‘te’로 바꾸면 

상대방에 대한 축원이 됩니다. 빠알리어 ‘me’는 ‘나에게’의 

뜻이지만, 빠알리어 ‘te’는 ‘그대에게’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녕을 바랄 때 “이 위신력으로 승리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소서!(Taṃ tejasā bhavatu te jaya-

maṅgalāni)”라 고 축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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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 

  

  

타오르는 불꽃은 여간 해서 잘 꺼지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온 산을 

태워 버립니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 버리고 난 

후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 꺼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잿더미뿐입니다. 욕망의 불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욕망의 불꽃 

  

법구경에 “탐욕에 비길 불은 없고(Natthi rāgasamo aggi)”(Dhp202)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탐욕(rāga)에 비길 불이 없다고 했을까요? 

주석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불이 붙으면, 불은 보이지 않지만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워버리기 때문이라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욕망의 불은 연료도 없고 불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태워 버립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난 욕망의 불길은 모든 

것을 남김 없이 태워 버린 다음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탐욕의 불, 욕망의 불, 갈애의 불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몇 달 전 바다 건너 외딴 섬 여교사 성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도 학부형들이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것입니다. 술이 

취해서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세상이 

경악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구속되어 수 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구속자들 역시 욕망의 불, 탐욕의 불, 갈애의 

불에 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 마음이여(te citta)” 

  

욕망의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불, 욕망의 불, 갈애의 불이 일어 났을 때, 불이 

일어나서 불길에 쌓였을 때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테라가타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객관화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laggessāmi te ci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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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ṇidvāreva hatthinaṃ; 

Na taṃ pāpe niyojessaṃ,  

kāmajāla [kāmajālaṃ (syā.)] sarīraja 

  

“마음이여, 나는 그대를 제어한다. 

코끼리를 쐐기문으로 이끄는 것처럼. 

몸에서 생겨난 욕망의 그물이여, 

그대를 악으로 나는 이끌지 않으리.”(Thag.355) 

  

  

테라가타 제 9 품에 있는 ‘비지따쎄나’ 존자가 읊은 시입니다. 시에서 

마음을 의인화 하여 “마음이여” 라든가 “그대를”이라 했습니다. 

제어 되지 않는 욕망의 마음을 객관화 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절을 보면 제어 되지 않는 욕망의 마음에 대하여 “몸에서 

생겨난 욕망의 그물이여”라 했습니다. 여기서 몸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주석에 따르면 “몸에서 생겨나는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五蘊有: 

pañcavokārabhava)에 의해서 마음이 물질에 묶였기 때문에 몸에서 

생겨난 것이라 한다.”(ThagA.II.151)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물질에 묶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체가 자극받았을 때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몸에서 생겨난 욕망의 그물이여”라 했을 겁니다.  

  

몸에서 생겨난 욕망의 그물을 제거 하지 못하면 그 그물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결국 악업을 짓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잘 배운 부처님 제자는 

그 마음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욕망의 마음을 보고서는 “그대를 

악으로 나는 이끌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욕망의 마음에 대하여 

“그대 마음이여(te citta)” 라든가 “그대를(tam)”라 하여 의인화한 

것입니다.  

  

만악의 근원 음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계획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체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음주’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건과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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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음주계를 오계에 넣은 것도 대부분 잘못이 

음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적, 충동적으로 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수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술이 깨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체적으로 자극 받았을 때 욕망의 

불길을 자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관사를 찾아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몇 

년간을 감방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가한 자는 오계를 모두 어겼습니다. 술을 마셔서 불음주계를 

어겼고, 성폭력을 해서 불사음계를 어겼습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살생계를 어겼습니다. 불살생계는 살생은 물론 

폭력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에 불망어계를 어겼습니다. 음주로 시작되어 

구속되기 까지 오계를 모두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음주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 

  

누구나 오계를 어길 수 있습니다. 조건만 성립되면 누구나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도둑놈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오계를 지키는 것처럼 

사는 듯이 보이지만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격분하여 아내를 살해 했다는 뉴스를 보면 누구나 잠재적 

살인자들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에 손이 간다면 누구나 잠재적 

도둑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거짓진술이 난무합니다. 법정에 

서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잠재적인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제어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나 

오계를 어길 수 있고, 누구나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오계를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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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를 어긴 것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 구절이 상윳따니까야에 표현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기나긴 윤회에서 

오계를 어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가르침입니다.  

  

상윳따니까야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S15)’에 도둑질과 음행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도둑으로 살면서 타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고 사로잡혀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S15.23)라 했습니다. 도둑질, 음행, 폭력, 살인 등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가 사로 잡혀 목이 잘렸을 때 흘린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확장 했을 때, 즉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다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대양 보다 더 많을 것이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오계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의 형성조건은 오계준수여부입니다. 이는 인간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계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합니다. 오계를 지키지 않고 산다면 짐승 같은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계를 어기는 삶을 산다면 축생으로 태어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한량없는 윤회과정에서 언젠가 인간으로 살다가 오계를 어겨 축생으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축생의 세계는 목숨이 보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언제 먹잇감이 될지 모릅니다. 비참한 축생의 대하여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로 태어나 소가 되어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S15.13)라 했습니다. 경에서는 소 뿐만 아니라 물소, 양, 

염소, 사슴, 닭, 돼지 등을 예로 들어 표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목이 

잘려 제사에 사용되거나 먹잇감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 하다 들켜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다 들켜서 목이 잘린 경우도 

짐승과 같은 범주에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오계를 

어기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윤회의 쓰라린 경험 

  

한량 없는 윤회과정에서 마침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계를 

어기면 다시 축생 등 악처에 떨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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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수 없습니다. 도둑질 하려 하다가도 그만 두는 것은 과거 윤회의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비록 알 수 없는 전생이지만 

과거 생 언젠가는 도둑질 하다 붙잡혀 목이 수 도 없이 잘렸을 

것입니다. 그 피가 사대양 보다 많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발적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격분하여 살인 했을 때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과거 생에 쓰라린 고통을 겪어 어 

보았기 때문에 살인까지 가지 않습니다.  

  

과거생을 알 수 없습니다. 과거생을 모두 기억한다면 즐거운 일보다 

고통스런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도둑질 하다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보다 많다면 괴로운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차라리 기억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전생에 대하여 기억 

나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의미 없는 것이라 합니다. 설령 윤회가 참이라 

해도 간난아기가 이전 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 

합니다. 최악의 단멸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전 생에 오계를 준수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계를 어겨 목이 잘리는 쓰라린 기억이 잠재의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음행 하는 것을 주저 합니다. 또 다시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Samsara 

  



`232 

 

  

지혜가 없으면 

  

우다나에 따르면 “선한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쉽다.”(Ud.60) 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한 자는 악행하기 어렵다.’가 됩니다. 

선한 자는 악행을 하라도 해도 못합니다. 선한 자에게 살인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선한 자에게 도둑질이나 거짓말, 음행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악행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Sukaraṃ sādhunā sādhu ~  

sādhu pāpena dukkaraṃ,  

Pāpaṃ pāpena sukaraṃ ~  

pāpam-ariyehi dukkaran 

  

“선한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쉽다. 

악한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저열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은 쉽다. 

고귀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Ud.60)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전과자가 대부분 범죄를 

저지릅니다. 악한 자가 악행을 쉽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착한 

자가 선행하기는 쉽지만 악한 자는 선행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착한 자는 악행하기 어렵지만, 악한 자는 악행하기 

쉽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누구나 악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자라도 부부싸움 중에 격분했을 때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자라도 도둑질 할 수 있고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를 만한 조건이 형성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교적 지혜입니다. 게송에서는 ‘고귀한 

자(ariyehi)’로 표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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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탐욕의 불길이 일어나면 제어 되기 힘듭니다. 그것은 감각적 쾌락의 

불길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불이 붙으면, 불은 보이지 않지만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워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는 “갈애의 화살이 세상을 꿰뚫으며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싸이네.”(S1.66) 라 했고, “세상은 모두 불이 붙었고 세상은 온통 

연기에 휩싸였네.”(S5.7) 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이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다.”(S35.28)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입니다. 매 순간 세상은 불타고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라 했습니다.  

  

탐욕의 불길에 휩싸이면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탐욕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테라가타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그대 마음이여” 라든가 

“그대여”라며 의인화 했습니다.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마음에 

끄달려 가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 했습니다. 

  

  

Yathā varahayadamakusalo,  

sārathi pavaro dameti ājaññaṃ; 

Evaṃ damayissaṃ taṃ,  

patiṭṭhito pañcasu balesu. 
  

“탁월한 말들을 훈련시키는데 밝은 

우수한 조련사가 준마를 교련하듯, 

실로 다섯 가지 힘을 확립하여 

그처럼 나는 마음을 훈련시킨다.” (Thag.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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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마치 말을 훈련시키듯 한다고 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제멋대로 날 뛰는 마음을 ‘오력’으로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력은 믿음, 정진, 새김, 집중, 지혜를 말합니다. 이외 마음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여, 정진의 멍에로 제어되니, 여기서 그대는 결코 

멀리 가지 못하리라.”(Thag.359) 라 하여 노력해야 함을 말합니다.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말자!” 

  

마음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불길입니다. 현자라면 감각적 쾌락의 재난을 

알아 욕망의 불길을 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으로 살아 

가는 자들은 쉽게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 버립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현자들은 탐욕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지만,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쉽게 

욕망의 불길에 휩쓸려 갑니다.  

  

섬마을 사건은 세상을 경악케 했습니다. 착한 듯이 보이는 평범한 

이웃이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음주가 직접적 원인입니다. 음주행위를 

원인으로 오계를 모두 어긴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두려워하는 남자가 겁에 질린 여자에게 얻는 쾌락은 

적다.”(Dhp310) 라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자를 두려운 마음으로 

성폭행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은 욕망의 불길에 휩쓸려 잿더미가 되고 말지만, 

정진하는 현자들은 마음을 제어 할 줄 알기 때문에 결코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일까 어느 법사는 

강연에서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말자!”라 했습니다. 윤회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않는다면 오계 어기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Yathā kuñjaraṃ adantaṃ,  

navaggahamaṅkusaggaho; 
Balavā āvatteti akāmaṃ,  

evaṃ āvattayissaṃ taṃ. 

  

“갈고리를 가진 자가 힘이 세면, 



`235 

 

새로 잡은 야생의 코끼리마저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선회시키듯, 

그차럼 나는 마음을 선회시키리라.”(Thag.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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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멤 틴 몬의 붓다아비담마 

  

  

책을 한권 받았습니다. 택배로 도착된 책의 이름은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아비담마’입니다. 불광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으로 2016 년 11 월 

11 일이 초판으로 되어 있으니 요즘말로 ‘따끈따끈한’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저자는 미얀마 ‘멤 틴 몬’이고, 김종수님이 옮겼고, 

전현수박사가 감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 조건 

  

최근 지견명상원의 법륜법사의 유튜브강좌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도 종종 듣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강의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알리 원문과 함께 강의 하는데 

빠알리어도 배우고 교학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 

보다 법사의 청아하고 뚜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와 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말하는 이의 태도와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초기경전에서는 법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맛지마니까야에 따르면 좋은 목소리의 

조건으로서 “또렷하고, 명료하고, 감미롭고, 듣기 좋고, 청아하고, 

음조 있고, 심오하고, 낭랑”(M91) 함을 들고 있습니다. 외도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목소리는 또한 

‘사자후’로도 표현됩니다. 사자후란 최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당당하고 

의미있는 선언을 말합니다. 아름답고 청아하고 공명있는 사자후를 

들으면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과 감동과 전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메일과 편지를 받았는데 

  

책을 받게 된 것은 하나의 메일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틈 날 때마다 올려 놓은 글을 보고 있다는 법우님의 글입니다. 법우님은 

블로그에 소개 되어 있는 메일에 새로 발간된 책을 보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책이 택배로 도착 

했습니다. 택배 안에는 볼펜으로 쓴 작은 편지도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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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초기불교 공부를 한지 얼마 안되지만 

다 통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항상 블로그를 찾아 보면서 공부 또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서투르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전진뿐이기에 진흙속의연꽃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구요. 좋은 말씀들을 

올려 주시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기원 

합니다.” 

(L 법우님) 

  

  

정성들여 또박또박 쓴 글씨입니다. 늘 관심 있게 지켜 보아 주신 

법우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귀중한 책을 보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38 

 

책을 열어보니 

  

책을 열어 보았습니다. 560 여 페이지 가량 되는 책입니다. 목차를 보니 

아비담마논장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간된 초기불전연구원의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순서와도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붓다아비담마로 인하여 이제 한국에서는 두 종류의 

아비담마논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불연의 아비담마길라잡이는 

2002 년 처음 출간된 이래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길라잡이가 

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읽기가 무척 어렵고 난해 해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붓다아비담마를 보니 깔끔하게 요점정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도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우리말을 많이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마나시까라(manasikara)’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마음에 잡도리함’이라고 번역했으나, 

붓다아비담마에서는 ‘주의’라 했습니다. ‘윈냐나(viññāṇa)’에 

대해서 초불연에서는 ‘알음알이’라 했으나 붓다아비담마에서는 

‘의식’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이해 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붓다아비담마를 보면 예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한가지를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차려준 음식이 좋지 않다며 화를 낸다. 이 남자의 마음의 유형은 

무엇이고 그 마음과 조합하는 마음부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보면 “불만족이 

함께한, 적의와 결합한, 자극 받지 않은,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 

해 놓으니 마음의 구조를 좀더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논장을 배제 했을 때 

  

요즘은 유튜브시대입니다. 누구나 유튜브에 동영상법문을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법문 중에 근본불교에 대한 것도 종종 보입니다. 어느 

테라와다 스님의 법문을 보니 1차결집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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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결집본에는 논장이 없습니다. 오로지 경장과 율장으로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파악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논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논장에 실려 있는 이론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비담마, 청정도론, 

주석서의 견해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1 차 결집본에 의지하는 스님은 오로지 니까야에 실려 있는 가르침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는 수 천년 동안 전승되어온 제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니까야만 보고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남대 이중표의 경우 철저하게 논장을 배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독특한 불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석되어 온 

불교가 모두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까야만으로 파악해 보니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멤 틴 몬에 따르면 

  

새로 출간된 붓다아비담마 ‘서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편저자 멤 틴 

몬에 따르면 아비담마 논장은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Paramattha 

desana)’이라 했습니다. 후대 논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직접설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아비담마 논장을 열어 보면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가르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멤 틴 몬은 아비담마에 대하여 “경장보다 더 

우월하고 더 고귀하고 더 경이롭다.”라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논장은 경장보다 더 많은 법의 무더기를 포함하고 있고, 둘째, 부처님은 

아비담마를 설할 때 경장의 가르침을 설할 때 보다 더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고, 셋째, 아비담마는 궁극적 실재들의 관점으로 아주 상세하게 

마음과 물질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붓다아비담마 저자 멤 틴 몬은 요즘 유행하는 과학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마음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도구고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과학은 마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뇌가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물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슈퍼컴퓨터도 인간에 의해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외부의 행위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존재의 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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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멤 틴 몬은 “그 외적인 행위주체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맞다. 바로 그것, 마음이다.”라 했습니다. 

  

왜 진전이 없는가 

  

아비담마는 마음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분석할 수 

없는 마음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이라는 복잡한 기계를 

구성하는 정신과 몸 두 가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정신-물질의 

3 가지 공통적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명상하고, 이들과의 

인과관계들을 명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비담마논장은 가장 빠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목표는 아라한입니다. 멤 틴 몬은 한가지 희망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비록 통찰명상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예류자인 그는 

적절한 과정에 따라 자동으로 아라한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 했을 때 열반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없다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메커니즘을 모른다면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불자 들 

대부분이 절에 10 년. 20 년, 30 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 진전이 없는 

것은 부처님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고, 아비담마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아비담마는 정신과 물질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과학과 대조적입니다. 물질을 기반으로 한 과학은 유물론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물질을 함께 다루고 있는 아비담마 

논장은 궁극적 목적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 틴 몬은 

“자연과학은 한 악당을 성자로 바꿀 수 없지만 아비담마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과 모든 존재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에 관한한 아비담마 논장을 빼 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테라와다 스님은 논장을 배제한체 1 차 결집본인 경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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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만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빠알리 삼장이라 했을 때 논장은 경장과 율장과 함께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빠알리 삼장은 모두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논장을 

배제하고 경장과 율장만으로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비담마길라잡이’가 출간 된지 12 년 만에 

  

붓다아비담마는 초불연에서 아비담마길라잡이가 출간 된지 12 년 만에 

나온 교학서이자 동시에 수행서입니다. 현시대에 맞는 용어와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가르침에 목말라하는 불자들에게 감로수가 되리라 

봅니다. 붓다아비담마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법구경 시가 눈길을 

끕니다. 아바담마논장을 잘 표현 하는 대표적 시로 봅니다.  

  

  

“모든 정신현상은 마음을 선구로 한다. 

정신현상은 마음을 우두머리로 한다 

정신현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악한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바퀴가 마차를 끄는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어떤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를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행복이 그를 따른다.” (Dhp.1-3) 

  

  

  

2016-12-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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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논장을 배제하는 법당 

  

  

윤회를 부정하면 

  

지난 11 월 테라가타 출간 기자단담회가 있었습니다. 법보신문 L 기자가 

전재성님에게 “이중표 교수는 윤회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재성님은 한마디로 윤회를 

부정하는 자는 불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회부정은 다름 아닌 

불교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과관계를 알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제는 오늘의 연속이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듯이, 인과관계를 무한히 확장하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윤회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며 진실이라 했습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자는 불교를 부정하는 자와 같습니다. 초기경전에서도 

수 없이 부처님은 윤회에 대해 말씀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하시 사야도의 초전법문집에 실려 

있는 말입니다. 삼장에 통달하고 세계적인 위빠사나 수행센터를 건립한 

사야도의 법문집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오로지 현존만을 주장하며 내생과 윤회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그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중표교수의 주장 역시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은 금생 뿐만 아니라 내생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삼세에 걸쳐서 법을 설한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오로지 현세의 삶에 대해서만 가르침을 펼쳤다면 단멸론자로 

낙인 찍혀 법이 전승되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현실론, 또는 현실에서의 삶에 대한 메커니즘만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심오합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이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오하게 출현하는지 세존이시여,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게는 아주 명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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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니다.”(D15) 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했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는 깊고, 심오하게 출현한다. 아난다여,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 뭇삶들은 

실타래에 묶인 것과 같이, 마름병에 덮인 것과 같이, 문자풀에 엉킨 

것같이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지옥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D15, 전재성님역) 

  

  

 
paticcasamuppada 

  

  

아난다는 연기의 법칙이 아주 명백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며 두 번씩이나 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 했을까요?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처님 영역에 속하는 원리를 아난다의 수준에서 명백하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아난다는 부처님의 

경계에 속한 일이 그에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손을 뻗어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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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상영역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고, 배없이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고, 땅을 구르면서 자양을 얻으려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경계에 속한 

것을 스스로 명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mv.486)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표교수가 파악한 십이연기 

  

아난다는 연기법이 심오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명백히 

드러나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처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연기법에 대하여 부처님도 심오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연기법에 대하여 이중표 교수는 그 원리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중표교수에 따르면 현존 하는 삶에서 십이연기와 오온, 십이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삶의 현실에서 떠나서는 연기법을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중표교수가 파악한 신개념 

십이연기입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연기법을 최초로 파악한 듯이 

강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론과 관련하여 십이연기를 설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개념타파라 합니다. 언어에 속박된 개념을 타파 하면 진실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중표교수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심오한 연기법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근본불교를 중론과 연계하여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실었고 

요즘에는 대중강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표교수는 논장을 

배격하면서 특히 삼세양중인과를 강하게 부정합니다. 삼세양중인과가 

아비달마 불교의 산물로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표교수가 파악한 십이연기에 따르면 현존하는 삶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합니다. 인과를 무한히 확장하면 삼세양중인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존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론과 유식 등으로 

근본불교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부정합니다. 윤회를 

부정해야만 삼세양중인과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중표교수가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기 위하여 윤회를 부정해야만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표 교수의 견해에 

동의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한국테라와다불교 해피스님이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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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입니다. 물론 해피스님은 윤회를 인정합니다. 문제는 논장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식이 윤회한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해피스님 강의에서 

  

초기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해피스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하여 인터넷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7 년에 

출가하여, 출가한지 2년만인 2009 년에 해피법당을 만들고, 2011 년 

해피설법회를 만들어 설법한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 많은 스님의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윤회의 진실’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근본불교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근본불교와 초기불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해피스님이 말하는 근본불교는 1 차 결집에 따른 

경장과 율장을 말합니다. 초기불교는 근본불교를 포함하여 논장까지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표 교수 역시 근본불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논장을 배격한 불교입니다. 

아비담마논장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입니다. 

  

해피스님은 이중표 교수의 저작물에 감동을 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윤회의 진실 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근본불교를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전남대 이중표 교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교수님 쓰신 책 몇 권을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크게 도움 

받았는데, 참 영광입니다. 이중표교수님 오늘 자리 해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해피스님은 이중표 교수가 세미나 참석한 

것에 대하여 ‘영광’이라 했습니다.  

  

해피스님은 이중표 교수의 책으로 열심히 공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피스님은 ‘삶의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 

‘가르침의 진정성 찾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것을 보면 이중표 교수가 

새롭게 해석한 십이연기에 강하게 영향 받은 듯 합니다.  

  

해피스님은 테라와다 빅쿠이면서 논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피설법회는 오로지 1차 결집된 경장과 율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석서와 아비담마, 청정도론과 같은 논서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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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선배스님들의 견해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는 이중표교수가 논장을 배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허망한 열정 

  

주석이나 논장을 배격하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승불교가 흥기할 

때 아미달마 불교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설일체유부의 

유론에 대하여 중론으로 파사현정했다는 용수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선발 주자를 따라 잡으려면 기존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야 먹혀 

들어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특허에서도 기존품과 다른 점, 기존 것 보다 

더 뛰어난 점, 기존것 보다 더 독특한 점을 주장해야만 특허로서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표 교수의 강연을 들어 보면 논장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윤회를 

부정해야만 삼세양중인과가 성립하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해피스님이 1 차 결집본인 경장과 율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논장을 

배격하는 것 역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일까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이라 볼 수 있는 ‘삶의 

메커니즘’이니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중표교수나 해피스님은 논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경장과 율장만 보고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설령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니 자동적으로 

삼세양중인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무리에 무리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해피스님이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은 이중표교수의 불교관에 많은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십이연기에 대하여 현존하는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특히 그렇습니다. 해피스님이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비담마 논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해피스님이 조건발생하는 식이 윤회한다고 했을 때, 이는 아비담마 

논장에서 말하는 바왕가 또는 재생연결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온 논장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자신만의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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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는 것은 ‘허망한 열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석서와 

논장의 가르침을 모두 무시한다면 이는 부처님 제자들의 노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논장을 배제하는가? 

  

부처님은 아난다를 꾸짖으며 연기법이 매우 심오함을 말 했습니다. 단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연기의 법칙만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인과를 무한히 확장하면 삼세가 됩니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윤회하는 세상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동시에 윤회에서 

벗어나는가르침도 설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심오한 연기의 법칙에 

대해 말씀 하시면서 만약 연기법을 모른다면 실타래 처럼 엉킨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지옥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D15) 라고 분명히 말씀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삼세로 확장된 것으로 십이연기를 삼세양중인과로 설명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보기 힘든 법이 네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 중생, 재생연결, 조건입니다. 삼장에 통달한 자이거나 법을 

증득한 자가 아니면 함부로 법을 설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처님은 오로지 현세의 삶만 설하였지 

내세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단멸론적 견해를 가진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는 자는 윤회를 

부정합니다.  

  

테라와다 불교는 빠알리삼장에 근거합니다. 띠삐따까라 불리는 

율장(Vinaya), 경장(Nikaya), 논장(Abhidhamma)이 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동등하고 동급입니다. 특히 아비담마 논장의 경우 

부처님이 아니면 설할 수 없는 심오한 가르침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빠알리 삼장을 목숨걸고 지켜왔습니다. 부파불교가 

시작 되기 이전 아소까대왕 당시 3 차 결집본이 스리랑카에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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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삼장은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게 간진해야 할 위대한 

인류유산입니다. 특히 테라와다 교단은 빠알리삼장을 근본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논장을 빼 버리고 오로지 경장과 율장을 

통해서만 가르침의 진정성 찾기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더구나 스승들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린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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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는 중론계열을 보면 

  

  

  

“해피법당에서 1600 년 만에”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해피법당 해피스님이 말한 내용입니다. 

해피스님은 유튜브동영상강좌에서 “해피법당에서 1600 년 만에 심행의 

방향을 되돌림으로써 이런 삶의 방향이야기를 

설명낸거죠”(마음특강 2015-5 주차) 라 했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도래한지 1600 년 만에 제대로 된 불교를 해피법당에서 해낸 것이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피법당 홈페이지라 볼 수 있는 

‘한국테라와다불교 근본경전연구회-해피법당’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카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카페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를 

설명하면서 “붓다고사 스님 이래 1600 년 동안 감춰졌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 쾌거” (2016-03-28)라 했습니다. 듣기에 붓다고사를 

넘어 선 것 같습니다. 삼장에 통달하고 청정도론을 편역한 5세기 

스리랑카의 위대한 주석가 붓다고사의 주석에 오류가 있음을 말합니다. 

해피법당을 법인화 하는 후원보시 계좌 안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논장이 빠진 불교 

  

해피스님은 ‘삶의 메커니즘 규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이연기를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이연기 

해석이 잘못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전대로 수행하기라 하여 

팔정도 수행지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피스님의 근본경전연구회는 2600 년 전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그 때의 

가르침으로 완전하게 닿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1차 

결집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장과 율장을 말합니다. 여기에 

논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빠알리 삼장이라 하면, 율장, 경장, 

논장을 말하는데 논장을 빼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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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선원건립 

  

해피스님은 불교가 도래한지 1600 년 만에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근본경전연구회를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자본금을 모집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원건립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부지 제공 등 특별한 형태의 보시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공덕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되살리고 실천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불사(佛事)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2016-04-24) 라 하여 모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불사에 참여하면 큰 공덕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피스님이 1600 년 만에 발견한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1600 년 만에 발견한 것은? 

  

해피스님은 십이연기와 오온, 십이처를 다시 해석했습니다. 특히 

십이연기에서 식과 관련하여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거 

오랜세월을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마음특강 2015-5 주차) 라 했습니다. 붓다고사 이래 논장에서 

식과 수와 상과의 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피스님에 따르면 기존 십이연기 해석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세양중인과방식을 말합니다. 또 식이 앞서고 마음부수가 따라 가는 

형태를 비판하는 것이라 봅니다. 해피스님에 따르면 마음이 선구가 

아니라 합니다. 수와 상이 심(마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영상강좌를 보면 ‘내입처, 외입처, 새끼쳐진 식’으로 

설명하면서, “몸통은 누적된 식이 의라는 마음의 몸통이에요”라거나 

“새끼쳐진 식이 함께 하는 것으로 느낌이 온다.”라거나, “식에 

바톤을 넘겨준다”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식이 먼저 이끄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쳐진 식이 자기활동을 통해서 

몸집을 부풀렸다.”(29 분 52 초) 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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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스님은 기존 논장의 십이연기 해석방식을 전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논장에서]거꾸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풀어 

내지 못했었죠”라 말합니다. 십이연기가 거꾸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설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피법당에서 1600 년 만에 심행의 방향을 되돌렸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법인화 

작업이 필요하고 선원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발주자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해야만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흥기 했을 때 

부파불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대 부파인 설일체유부의 유론에 

대하여 중론으로 파사현정한 이가 용수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해피스님은 테라와다에 전승된 빠알리 삼장에서 논장을 문제삼았습니다. 

그것도 테라와다빅쿠인 ‘뿐냐디빠’라는 법명을 가진 해피스님이 

문제삼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붓다고사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 

비판하며 논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국테라와다교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피스님은 매주 올리는 수 많은 동영상에서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십이연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1600 년 만에 해석한 것을 

보면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든가, “새끼쳐진 식이 

자기활동을 통해서 몸집을 부풀렸다”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논장에서 

십이연기 해석방식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부정해야 

발판이 마련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중표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중표교수 말하기를 

  

이중표 교수는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표 교수의 

‘십이연기설- 십이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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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연기를 태생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이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중표 교수는 식과 관련하여 

“십이연기의 식, 명색, 육입, 촉, 수의 연기 관계를 볼 때 의식이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하고, 그 의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명색에서 

육입이 나오고, 육입에서 촉이 나오고, 촉에서 수가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라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색, 육입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피스님도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라 하여 

이중표 교수가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떤 관계이길래 

  

이중표 교수의 글을 보면  “식의 증장을 통해 명색이 구성되고, 명색을 

통해 식이 증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말은  해피스님이 

“새끼쳐진 식이 자기활동을 통해서 몸집을 부풀렸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12 월 3 일 윤회의 진실 세미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해피스님은 이중표교수를 소개했습니다. 해피스님은 

“교수님 쓰신 책 몇 권을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크게 도움 

받았는데, 참 영광입니다. 이중표교수님 오늘 자리 해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해피스님이 이중표 교수의 사상에 크게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중표교수나 해피스님이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불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근본불교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1차 결집본’입니다. 경장과 율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논장이 빠진 것입니다. 논장은 아소까대왕 당시 3 차 결집으로 

빠알삼장형태로 갖추어집니다. 

  

경장과 율장을 근간으로 하는 근본불교에서는 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파불교시대의 산물로 보는 것입니다. 용수의 중론에 의해 

파사현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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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습니다. 부파불교시대가 시작 되기 이전에 3 차 결집으로 

빠알리삼장이 완성되어 스리랑카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중표 교수는 근본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라 합니다. 당연히 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수 많은 이중표 교수의 

동영상을 들어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아비담마 논장에 대하여 

‘소설 썼다’든가 ‘거짓’이라는 식으로 폄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십이연기의 가장 핵심이론인 ‘삼세양중인과’ 역시 ‘터무니 없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제지간인가?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십이연기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십이연기가 아니라 삶속의 십이연기를 말합니다. 이는 

해피스님이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중표 교수는 

대인연경(D14)를 예를 들어 식에 대하여 “식의 증장을 통해 명색이 

구성되고, 명색을 통해 식이 증장한다는 오온의 연기성을 비유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는 식연명색과 명색연식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주석에 따르면 식은 ‘재생연결식’을 설명하는 것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 보아도 주석가들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식에 대하여‘증장하는 식(이중표)’이라느니 ‘새끼친 

식(해피스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해피스님은 이중표식 십이연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담마 

논장에서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표식 십이연기에 

감명 받은 해피스님은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중표교수와 해피스님은 스승과 제지 사이 같아 

보입니다.  

  

해피스님이 이중표교수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근본불교라 하여, 논장을 배격하고, 십이연기를 기존방식과 

달리 설명하고 이습니다. 한국테라와다불교 교단에 출가한 

테라와다빅쿠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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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상가니가 발간에 대하여 

  

해피스님은 삼세양중인과, 아비담마, 재생연결식과 같은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금년 봄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담마상가니가 발간되었습니다. 서문에 “아비담마가 

없으면 초기불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앗타살리니’의 초지일관한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피스님은 “애매합니다. 

앗타살리니는 초지일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니까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비담마에 의지하지 않고도 

초기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해피법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요.”라 했습니다. 아비담마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체 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해피스님이 논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피스님은 

카페 글에서 “저는 아비담마에 의지하지 않고도 초기불교를 부처님에게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라 

했습니다.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말입니다.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아니면 

설할 수 없는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라 하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붓다고사 등의 기라성 같은 주석가들의 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생연결식에 대한 입장은? 

  

논장을 인정하지 않는 해피스님의 재생연결식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카페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결과 “재생연결식이나 

몸 없는 존재 등 우리 법회의 공부 기준 밖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 했습니다. 논장을 고려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해피스님의 답변에서 주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없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몸 없는 존재란 ‘무색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삼계에 대하여 

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색계는 몸이 없는 존재, 즉 정신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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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해피스님은 몸 없는 존제, 즉 무색계 

존재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경전 모두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만 수용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중표 교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중표교수는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를 출간 했습니다. 그러나 

정선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들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 위주라 볼 수 있습니다. 이중표 

교수나 해피스님에게 있어서 논장은 없습니다. 색계나 무색계의 존재는 

재생연결식으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몸 없는 존재를 다루지 않는다 하니 

재생연결식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오온만을 대상으로  

  

해피스님은 재생연결식, 몸 없는 존재 등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로지 몸 

가진 존재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이는 이중표 교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십이연기에서 식과 명색의 관계를 오온을 가진 존재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 없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생연결식도 없고 바왕가도 없습니다. 아비담마 논장의 백미라 볼 수 

있는 인식과정 17 단계도 없습니다.  

  

해피스님은 논장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오로지 니까야로만 풀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중표교수의 박사논문에 큰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아함경과 중론으로 중도의 가르침을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하니다. 어떻게 보면 해피스님은 이중표교수의 사상을 전파하는 

충실한 제자라 볼 수 있습니다. 

  

나마-루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피스님은 일체 논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십이연기의 식에 대하여 “재생연결식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끼워놓은 

불필요한 설명에 의한 오류”라 합니다. 이는 삼세양중인과의 

부정입니다. 그 대신 이중표식 해석방식을 도입합니다. 식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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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연경은 윈냐나와 루빠의 서로 조건 되는 관계를 정의하고, 이 

관계에 의해 윤회[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금생이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식-윈냐나]과 몸[명색-나마루빠]이 서로 조건 지어진 

가운데 윤회하는 삶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재생연결식으로서의 윈냐나와 금생의 자기존재로서의 나마루빠로 

십이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가르침의 진정에서 벗어나는 왜곡된 이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해피스님, 201-02-07) 

 

 

  

  

  

해피스님은 재생연결식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고 왜곡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중표식 십이연기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에서 해피스님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지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nāma 즉 [작의 → 촉 → 수-상-사]는 

'식(識)의 머묾[bhava-유(有)]'으로 이어집니다”라 합니다. 또한 

“nāma 즉 의미 부여의 결과 의미 부여된 대로의 대상[nāmarūpa]을 아는 

앎[viññāṇa]이 중생세간인 삼계(三界)에 머무는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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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이중표교수의 유튜브동영상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것은 명색에 대하여 정신-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마-루빠라는 것이 ‘이름 지어진 

것(나마:名)’이고 ‘형태를 갖춘 것(루빠:色)’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물질로 보는 논장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우파니샤드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한국최초라고 

  

십이연기에서 명색에 대하여 ‘이름-형태’로 보는 것은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이중표교수가 자신의 저작물은 물론 강연할 때 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마-루빠에 대하여 이름-형태로 보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이라 합니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연기법이 심오하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신이 

한국최초로 알아낸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해피스님도 한몫 

거들어 1600 년만의 진실한 가르침이라 하는가 하면 붓다고사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중표교수가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려면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

물질이 아닌 이름-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삶속에서 

십이연기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해피스님의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설명도 성립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중표 

교수와 해피스님 모두 한국에서 처음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말하고 다닙니다. 그 결과 논장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삼세양중인과로 설명되는 

아비달마불교의 폐해를 이야기 합니다. 

  

“12 연기는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이중표교수가 새롭게 해석한 십이연기는 절대 삼세양중인과가 될 수 

없습니다. 식과 명색의 관계를 현존하는 오온으로만 파악하고, 특히 

명색에 대하여 이름-형태로 파악했을 때 이중표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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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기는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지 삼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중표교수, 십이연기설- 십이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이중표 교수의 십이연기는 명쾌합니다. 십이연기에 대하여 중생의 망상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망상’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망상은 

‘빠빤짜’를 말합니다. 희론이라고도 합니다.  

  

이중표교수는 왜 망상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나마-루빠에 대하여 

‘이름-형태’로 해석 했기 때문입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에 따르면 만물은 

브라흐마의 분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름이 붙여져 있고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념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용수는 

중론으로 부수었습니다. 따라서 이중표교수가 해석하는 십이연기는 용수의 중론으로 

부순 것입니다.  

  

용수는 중론으로 모든 개념 지어진 것을 부수었습니다. 이중표 교수는 용수의 중론을 

근본불교 경전과 결합하여 중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이연기에서 

나마-루빠는 논장에서 말하는 정신-물질이 아니라, ‘명칭-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름 붙여지고 개념화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화 되면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표 교수는 자신이 해석한 십이연기에 대하여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삼세양중인과가 있을 수 없고, 재생연결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윤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해피스님이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식(識)이 윤회한다고 

  

해피스님은 윤회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식이 윤회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양분의 경(S12.11)’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위 경전은 오히려 식이 윤회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이기도 하다.”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양분의 

경에서 네 가지 자양분에 대한 것은 이중표교수가 이중표식 십이연기와 

오온을 설명하기 위하여 즐겨 사용하는 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논장을 수용하면, 삼세양중인과를 받아 들이면 재생연결식과 바왕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표식 십이연기를 받아 들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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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식이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뜨만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쌓이고 쌓은 오염원에 오염된 식이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윤회에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있어야 윤회함을 말합니다.  

  

해피스님은 식의 윤회를 주장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계이니, 재생연결식, 바왕가, 

삼세양중인과, 인식과정 17 단계 등 논장의 가르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삶의 과정에서 조건발생하는 식이 윤회한다는 주장이 과연 

테라와다의 가르침일까요? 몸이 없는 무색계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논장의 반의 반도 안되는 설명입니다. 온전히 설명하려면 

아미담마 논장에 따른 재생연결식, 바왕가, 삼세양중인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견해차이길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필명 호잔님과 해피스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논객 호잔님은 ‘해피법당에 대한 참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러나 경전에 대한 해석 또는 이해의 일부에 대해서는 단지 

해피스님과 그 해석 또는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이며, 저의 경전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에 대한 것은 저의 견해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라 했습니다.  

  

호잔님과 해피스님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던 같습니다. 해피스님의 

글이나 강연을 들어 보면 당연히 나올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호잔님은 해피스님의 지적을 받아 올린 글을 모두 삭제 하고 참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전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에 대한 

것은 저의 견해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라 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해피스님의 경전에 대한 해석이 테라와다불교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해피스님은 테라와다 빅쿠 맞나요? 

  

해피스님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언론 매체에 소개된 

스님의 딱한 소식을 듣고 보시금을 정기적으로 낸 바 있습니다. 최근 

해피스님의 활동을 보면 보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260 

 

버리고, 버려야겠다는 마음 까지 버리고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빅쿠가 세상사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서고 선원건립 보시금을 모연하는 것등이 테라와다빅쿠로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한 스님은 출가한지 2 년 만에 해피법당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테라와다 

불교와 어긋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 논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테라와다 불교는 빠알리 삼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논장을 

부정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테라와다 교단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피스님은 테라와다 불교국가에 가서 좀 더 수행하며 나중에 수행이 

무르익었을 때 법을 펼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논장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빠알리 삼장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 갈 수 없는 처지라 봅니다. 이는 이중표식 불교에 매몰 

됐기 때문이라 봅니다. 해피스님이 테라와다 빅쿠라면 당연히 빠알리 

삼장에 근거한 수행과 법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테라와다 빅쿠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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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불교를 철학으로 격하시킨 불교학자와 승려 

  

  

과거칠불의 역관 

  

상윳따니까야 2권에 ‘과거칠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빳시붓다에 대한 경을 보면 “보살 비빳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시작되면서 “무엇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나는가?”(S12.4)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사에 부터 시작 되는 십이연기 역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빳시붓다가 부처가 되기 이전 보살이었을 때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라며 의문 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위빳시붓다를 시작으로, 

시킨, 벳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붓다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의문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한결 같이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따마붓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칠불에 대한 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연기의 역관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늙음과 죽음부터 시작해서 태어남, 존재, 집착, 갈애, 느낌, 

여섯 감역, 명색, 의식, 형성, 무명 순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노사가 있게 된 근본적 원인이 무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관에 대하여 전남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우동필님은 부처님의 출가와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동필님의 논문 ‘역관의 십이연기’에 따르면 과거칠불에 표현되어 

있는 역관이야말로 십이연기를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 합니다. 불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명에서 시작되는 ‘환멸문’은 부처님의 

‘성도’시기에 대한 것이고, 노사에서 시작 되는 역관은 부처님의 

‘출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십이연기의 진수를 접하고 

  

십이연기는 심오합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십이연기가 심오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뜻을 알겠다고 말하자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이연기의 가르침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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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해서 삼장에 통달했거나 법을 증득한 자가 아니면 설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 합니다. 

  

십이연기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2009 년 한국명상원에서 입니다. 그때 

당시 묘원법사가 마하시사야도의 ‘빠띳짜사뭅빠다(십이연기)’를 

교재로 하여 일년 넘게 법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한 사야도의 법문집을 

보고 십이연기의 진수를 접했습니다. 주로 니까야와 아비담마, 

청정도론, 주석서를 근거로 하여 법문해 놓은 것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 

  

사야도의 법문집을 보고 법문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한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빠사나 수행을 겸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심오하지만 잘 읽고 잘 사유하면 이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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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갈애는 태어남(再生)의 근본 원인을 이룹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갈애를 

지목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내생의 삶을 말씀하신 처음 법문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멸론(斷滅論, 웃체다 

와다, uccheda-vāda)과 결부시키려 하는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아무튼 

대단히 잘못된 시도라고 해야겠습니다. 사실 팔정도를 계발하지 

못하거나, 했더라도 완전하지 않아서 갈애가 있는 한, 갈애는 새로운 

생의 원인을 계속해서 만들 것입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제 5장) 

  

  

법문집을 보면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하시사야도가 미얀마에서 법문 했던 때가 50 년대와 60 년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육칠십년 전에도 오로지 ‘현존(現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도 있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오로지 현존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처님도 ‘지금 여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존을 말하는 자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살아 있는 삶속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하시사야도에 따르면 현존만 주장하는 자들은 단멸론자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설령 팔정도 등을 닦더라도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현실의 삶에만 집착하는 ‘갈애’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날 한국에서 이중표교수와 그의 사상을 물려 

받은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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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스승에 그 제자 

  

우동필님은 이중표교수의 제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중표교수가 

재직중에 있는 전남대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논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동필님은 논문 ‘역관의 

십이연기’ 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역관의 방향이 은폐되면 십이연기를 이해하는 조건이 제한된다. 

순관(順觀)의 방향만이 남게 될 때, 십이연기는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로 해석되고, 순관과 역관이 

무방향적으로 이해될 때, 십이연기는 상관·상의설(相關·相依說)로 

해석된다.” 

  

(우동필님, 역관의 십이연기) 

  

  

우동필님은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표교수가 부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십이연기 역관을 들고 있습니다. 역관에는 

무명으로부터 시작 되는 환멸문이 있고, 노사로부터 시작 되는 역관이 

있는데, 십이연기에 대하여 환멸문으로  했을 때 삼세양중인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칠불이 의문 했던 것처럼 노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역관으로 십이연기를 해석해야 바른 것이라 합니다.  

  

십이연기 환멸문을 보면 

  

불자들은 십이연기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은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부터 근본가르침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차제설법이라 하여 보시이야기, 지계이야기 등 쉬운 

가르침부터 차츰 심오한 가르침으로 순차적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십이연기를 처음 대했을 때 무명으로 시작 되어 노사로 끝나는 이른바 

십이연기 순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기경전을 접하다 보니 

노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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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라는 내용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노사’라 

하여 노사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는 단어가 줄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건 발생적 

연기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그 의미를 분명히 설해 놓아서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십이연기에서 순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에서부터 시작되는 

환멸문입니다. 이런 구조에 대하여 매우 놀라웠습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 되는 순관에서 노사까지 끝나면, 역관은 당연히 노사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하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십이연기 유전문과 환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이연기 유전문) 

  

“수행승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십이연기 환멸문)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고,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고,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 모든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해서 소멸한다.”(Vin.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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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대품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순간이 잘 표현 되어 있습니다. 그 

절정이 십이연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유전문과 환멸문에서 시작 되는 

순서가 무명으로부터 시적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병렬구조라 합니다.  

  

병렬구조의 환멸문 비판 

  

유전문과 병렬구조로 된 환멸문은 율장대품뿐만 아니라 정형구로서 

니까야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관이 아니라 환멸문으로 된 것은 

깨달은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 했을 때, 즉 보살이었을 

때는 노사에서부터 역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동필님은 병렬구조의 환멸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환멸문이란 “무명멸(無明滅)부터 노사멸”까지를 관찰하는 흐름인데, 

역관이 환멸문처럼 이해되면 노사에서 출발하는 방향은 은폐되는 

것이다. 하지만 환멸문은 붓다의 성도(聖道) 시기이고, 노사에서 출발한 

역관은 붓다의 출가(出嫁) 시기인데, 역사적 시각에서 어떻게 붓다의 

성도와 붓다의 출가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동필님, 역관의 십이연기) 

  

  

우동필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전문과 환멸문이 병행구조일 때 

성도와 출가가 동일한 것이 되어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세양중인과를 무력화고 

현존하는 삶에서 십이연기를 해석하려는 시도라면 분명 의도가 개입된 

‘갈애’라 볼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을 보면 무명에서부터 시작 되는 환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장대품에서의 깨달음의 순간도 환멸문이고, 니까야 십이연기 정형구도 

환멸문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과거칠불에 대한 경을 

보면 노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역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살이었을 때 역관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보살이 

깨닫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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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가?”라며 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성도 순간에는 

“무명이 남김 없이 사라져~”로 시작 되는 환멸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허동필님은 ‘역관의 방향이 은폐되면 

십이연기를 이해하는 조건이 제한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태클 걸듯이 

“순관(順觀)의 방향만이 남게 될 때, 십이연기는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로 해석되고”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기 위하여 십이연기 역관을 거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도체계로 설명하는 십이연기 

  

이중표교수의 제자라 볼 수 있는 우동필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삼세양중인과 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삶의 과정으로 보는 십이연기 

재해석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과정은 역관(←노사)의 방향에서 ‘유(有), 생(生), 노사’와 

유·무중도, ‘갈애(渴愛), 취(取)’와 일·이중도. ‘수(受)’와 

고·락중도, ‘식(識), 명색(名色), 육처(六處), 촉(觸)’과 

자작·타작중도, ‘무명, 행(行)’과 단·상중도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도와 십이연기가 통합적인 체계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십이연기가 존재, 심신, 가치, 인식의 문제에 관한 철학적 

해명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것이다.” 

  

(우동필님, 역관의 십이연기) 

  

  

우동필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십이연기에 대하여 중도체계로 설명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논장에서 말하는 삼세양중인과라는 전통적인 

해석방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허우필님의 서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철학적 

해명’이라는 말입니다. 십이연기를 중도체계로서 이해 했을 때 그것은 

철학이라 합니다. 이는 종교로서 불교가 아니라 철학으로서 불교를 

말합니다. 이중표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철학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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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으뜸 가르침(宗敎)임에도  

  

불자들은 불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종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불교보다 더 나은 종교가 있다면 거기로 옮겨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존하는 삶에서 삶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불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용수의 중론사상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한 불교를 말합니다. 

이중표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이중표 교수의 유튜브강연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거의 일년에 걸쳐서 

틈나는 대로 들었습니다. 한결 같이 주장하는 것은 ‘삼세양중인과의 

부정’입니다. 동시에 ‘논장을 부정’합니다. 또 ‘윤회를 

부정’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논장을 부정해야 자신의 

중도체계가 성립되고, 윤회를 부정해야 삼세양중인과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중표교수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승불교의 범일스님, 테라와다의 

해피스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범일스님은 윤회를 인정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론을 채용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테라와다 교단의 

해피스님은 전폭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해피스님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이중표교수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가 

‘으뜸 가르침(宗敎)’임에도 이중표 교수의 이론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불교를 한낱 철학으로 격하하는 것 같습니다.  

  

해피스님의 ‘삶의 메커니즘’ 

  

해피스님이 올린 동영상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린 글도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해피스님은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듯이, 필요한 경만 인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해피스님은 “삶의 

중심을 꿰는 것으로의 십이연기”라 합니다. 이를 ‘삶의 

메커니즘’이라 하여 ‘삶속에서 십이연기’로 해석합니다.  

  

해피스님은 테라와다교단 소속의 빅쿠이면서도 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 차 결집의 경장과 논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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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니까야만 읽고서 나름대로 가르침을 해석합니다. 여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이중표교수의 중도체계에 대한 이론 입니다.  

  

해피스님은 드러난 현상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대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계로 구성되어 

윤회하는 사람에게 중생의 삶 즉 고가 생겨나는 삶의 과정[사성제의 

고집성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이고 곧 십이연기라는 

해석입니다.” (해피스님) 라고 말합니다. 윤회의 진실 세미나에서 한 

말입니다.  

  

해피스님은 욕계가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설하였음에도 색계와 무색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초기경에서 무수하게 등장하는 육도윤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십이연기를 ‘삶의 과정’이라 설명했는데 이는 삼세에 걸친 양중인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로지 현세에 대한 것만 말합니다.  

  

순간윤회는 인정하지만 

  

마하시사야도는 초전법륜전 법문집에서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소멸’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고소멸에 따른 현세의 가르침만 이야기 했다면 

단멸론으로 귀결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은 물론 윤회의 

종식에 대한 가르침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여 

고소멸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한다면 가르침을 제데로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중표교수는 윤회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중론에 따른 

중도체계에서는 모든 개념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중표교수는 

십이연기에 대하여 ‘중생의 망상구조를 깨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중론에서 말하는 ‘개념 타파’입니다. 이는 대승불교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일까 이중표교수는 대승불교에 대하여 근본불교를 계승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대신 아비담마와 청정도론과 같은 논장은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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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해석한 것으로 폐기의 대상이라 합니다. 이런 주장에 해피스님도 

동조한 듯 합니다. 이는 윤회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윤회에 대하여 매순간 변화 하는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순간윤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생윤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오로지 지금 

여기서 이 몸과 마음이 살아 있을 때 삶의 과정에서 전개 되는 것이 

윤회라 합니다. 이처럼 순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마하시사야도의 지적대로 오로지 현세적 삶에 대한 

것만 집착 했을 때 이는 갈애가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탈할 수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라 합니다. 

  

불교를 철학으로 격하시킨 이중표교수와 해피스님 

  

불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종교입니다. 과거에 위빳시붓다를 

비롯하여 과거불이 출현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정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과거 불이 출현한 것은 정법이 

변질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법이 계속 유지 되었다면 

과거불이 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따마붓다의 정법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가르침이 변질 되어 전혀 

다른 불교가 되었을 때 정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중표교수의 중론에 

따른 십이연기 해석도 정법도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라와다 빅쿠는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중표교수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해피스님의 설법을 보면 공통적으로 

불교를 철학으로 격하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으뜸 가르침인 불교를 

세속적인 철학으로 격하시킨 것과 같습니다. 마하시 사야도 말한대로 

“세존께서는 오직 금생만을 가르치셨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2016-12-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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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교의 철학화는 불교의 퇴보 

  

  

  

정선 디가니까야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이 도착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디가니까야’입니다. 편저자는 이중표교수입니다. 그런데 책이 매우 

얄팍합니다. 420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일까 책의 제목이 ‘정선 

디가니까야’입니다. 

  

디가니까야는 모두 34 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전재성님역은 단권으로 1,500 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각묵스님역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표교수의 ‘정선 

디가니까야’는 12 경에 지나지 않고, 각주도 거의 없어서 얄팍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272 

 

이중표 교수의 ‘정선 디가니까야’를 열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서문’부터 보았습니다. 서문에 가장 눈이 띄는 단어는 

‘철학적’이라는 말입니다.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자의 번역은 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비달마 주석에 의존하는 번역이나 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번역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근본불교에 대한 철학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선 디가니까야 해제, 이중표교수)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철학적 관점에서 번역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중표 교수는 각종 강연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말합니다.  

  

유튜브 강좌를 통하여 

  

이중표 교수의 강좌를 유튜브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중표 교수의 

연기법’ ‘이중표 불교란 무엇인가’ ‘이중표 중론’ ‘이중표 교수의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등 수 많은 강좌를 틈나는 대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1)‘공부가 안되면 그곳을 떠나라, 

이중표교수의 불교강좌를 듣고(2016-01-03)’ 2)‘나마루빠(Namarupa) 

이름-형태인가 정신-물질인가? 이중표교수 중론(中論)강연을 듣고(2016-

01-23)’ 3)‘이중표교수는 왜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할까?(2016-09-

1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철학적 관점에서 가르침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연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에 대하여 매우 거칠게 비방합니다. 

아마 용수의 중론이 부파불교에 대한 파사현정을 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중표 교수의 논문이나 저작물이 아함경과 중론에 

입각하여 중도체계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특히 삼세양중인과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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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표 교수는 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본불교라 하여 1 차 

결집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장은 후대 논사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강연에서 “그래가지고 ‘부모 

태를 빌어 낳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삼세 양중인과로 그러면 

12 연기가 윤회설이 되. 되가지고 막 부모가, 거기는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무명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잠자리를 해 가지고 식이 

모태에 들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나와서 삼세양중인과로 삼세가 

벌어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잖아요. 불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 니까야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뒤에 사람들이 

설명해. 그래 가지고 또 제법 그럴 듯 하니까 여러분 들이 속아 인제.” 

(이중표교수의 연기법 2 강(존재의 실상 01)) 라 말합니다. 

삼세양중인과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이연기에 대하여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중표 교수의 독설은 계속 됩니다. 유튜브 강연을 들어 보면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 하기 위해 기존 논장의 가르침을 전면 부정합니다. 

논장이 부정 되어야 자신의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중표 교수는 

강연에서 “제가 참고서만 읽다가 이론서만 읽다가 불경을 직접 

읽으면서 느낀 것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 하고 불교를 설명한 

학자들이나 아비달마 이야기는 이렇게 앞뒤가 안맞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겠어요? 경이잖아요, 경. 그래서 나는 경전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때부터 딴 사람을 못 믿기 시작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경을 읽다 보니까 경전만 치중해야 겠다 

생각했지요.” (이중표교수의 연기법 3 강(존재와 생사 02))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논서를 읽다 보니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뿐이라 합니다. 그 

이후로 오로지 경전만 읽고서 자신의 방식대로 가르침을 해석했음을 

말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나 

  

이중표 교수는 ‘정선 디가니까야’에서 분명하게 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중표 교수의 이론이나 

주장이 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중표 

교수의 이론을 추종하는 자들은 이를 종교적 영역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삶의 메커니즘’이니 ‘마음의 메커니즘’이니 하면서 오로지 

현실적 삶에서만 가르침을 설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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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현실의 삶만 강조하는 불교에서는  ‘드러난 것만 본다’든가, 

‘와서 보라’라 하여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말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내생과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존께서는 현실의 

가르침만 설하였지 내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생, 윤회, 재생연결식, 삼세양중인과와 같은 

논장의 가르침은 황당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듯이, 초기경전도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가르침에 대하여 오로지 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일부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의 부분만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서 전체를 다 본 것처럼 판단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천적으로 눈먼 봉사가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다나에 코끼리 비유가 있습니다. 외도들이 논쟁하는 것에 대하여 

선천적 봉사인 자들이 꼬끼리 만지기 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이교의 유행자들은 눈이 멀었고 눈이 없어서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른다.” (Ud6.4) 라 했습니다.  

  

일부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것이 

불교다”라 했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족 관점만 보고서 

서로 말다툼 한다면, 진리를 아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먼 자들이 

코끼리 만지기식 일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들이 줄을 선 것과 같이 

앞선 자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선 자도 보지 못하고 뒤에 선 자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M95) 라 했습니다. 아마 

선천적으로 눈먼 봉사를 따라는 장님들의 행렬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중표 교수가 보는 철학적 관점의 불교는 어떤 것일까요?  

  

번역했다고 하지만 



`275 

 

  

정선 디가니까야는 이중표교수가 편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중표 교수가 빠알리원문을 직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제에서 “니까야 번역을 위해 애쓰신 전재성 박사와 각묵스님의 

노고의 결실인 이 책들의 거치를 필자는 누구보다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새로운 번역을 하게 된 것은 기존의 번역에 

필자의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이다.”라 했습니다. 기존 두 종류의 

번역서를 기반으로 하여 개작(改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기존 번역물에 대하여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르침에 대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필자의 

힘을 보태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빠(rūpa)에 대하여 

  

이중표 교수는 개작을 하면서 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했을까? 그 

단초를 제공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문과경(D2) 각주에서 

‘루빠(rūpa)’에 대하여 ‘형태’라고 번역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 했습니다. 

  

  

“색으로 한역되는 ‘rūpa’를 우리말로 ‘물질’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는 아비달마불교에서 색과 심을 구분하여, 색을 

물질적인 것, 심을 정신적으로 규정한 데서 기인한다. 근본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분법적 구별이 없다. 색은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형태적 요소를 의미할 뿐, 물질적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선 디가니까야 53 번 각주, 이중표교수)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루빠에 대하여 물질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중표 교수의 철학적 해석인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대인연경(D15)에서 ‘나마-

루빠’에 대하여 ‘이름-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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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루빠의 정의를 보면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근본불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차 결집된 4부 

니까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불교에서는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물질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윳따니까야에 

‘분별의 경(Vibhaṅgasutta, S12.2)’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마-

루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Katamañca bhikkhave nāmarūpaṃ? Vedanā saññā cetanā phasso 

manasikāro, idaṃ vuccati nāmaṃ. Cattāro ca mahābhūtā, catunnaṃ ca 

mahābhūtānaṃ upādāyarūpaṃ, idaṃ vuccati rūpaṃ. Iti idañca nāmaṃ, 

idañca rūp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nāmarūpaṃ.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명색이란 무엇인가? 그것에는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정신활동이 있으니 이것을 명이라고 부르고, 네 가지 

광대한 존재, 또는 네 가지 광대한 존재에서 파생된 물질을 색이라고 

한다.” 

  

(분별의 경-Vibhaṅgasutta, 상윳따니까야 S12.2,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물질’임을 명백히 정의해 

놓았습니다. 아마 후대 사람들이 이름-형태로 오해할 것 같아 미리 

못박아 둔 듯한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나마에 대하여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정신활동”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또 루빠에 대하여 

지수화풍사대와 그와 파생된 물질이라고 하여 물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중표 교수가 나마-루빠에 대하여 이름-형태라 

칭하는 것은 가르침을 용수의 중론의 논리를 적용하여 중도로 해석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나마-루빠가 단지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개념화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이름-형태로 의도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이론을 부정하고 부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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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표 교수는 해제에서 기존의 두 번역서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두 분이 이룩한 성과에 필자의 

힘을 보태고자 감히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개작한 이유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기존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역을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완곡하게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잘못 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인연경을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상윳따니까야에서는 

‘니다나상윳따(S12)’라 해서 9 품 93 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밖에 연기의 가르침은 니까야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가니까야에도 연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인연경(D15)’이라 

합니다.  

  

이중표교수는 각종 저작물과 각종강좌에서 대인연경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특히 십이연기와 관련하여 ‘명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십이연기를 재해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명색이라 불리우는 나마-루빠에 대하여 어떻게 개념 

짓느냐에 따르면 십이연기해석이 180 도 달라집니다.  

  

이중표교수는 강연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나마-루빠입니다. 

나마-루빠는 물질-정신이 아니라 이름-형태임을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십이연기를 중도체계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기존 해석방식인 물질-정신에 대하여 

아비달마 불교라 하여 맹비난합니다. 자신의 세운 이론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을 부정하고 부수어야 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할 때 마다 삼세양중인과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합니다. 

  

명색에 대한 번역을 보면 

  

이중표 교수는 대인연경에서 명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했습니다. 

  

  

“Nāmarūpapaccayā phasso'ti iti kho panetaṃ vuttaṃ. Tadānanda 

imināpetaṃ pariyāyena veditabbaṃ yathā nāmarūpapaccayā phasso: 

yehi ānanda ākārehi yehi liṅgehi yehi nimittehi yehi uddese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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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āmakāyassa paññatti hoti, tesu ākāresu tesu liṅgesu tesu nimittesu 
tesu uddesesu asati api nu kho rūpakāye adhivacanasamphasso 

paññāyethāti” 

  

“아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名色)이라는 조건(緣) 때문에 

촉(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난다여, 기호(記號)들에 의해서, 

특징(特徵)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相)들이, 그 

지시(指示)들이 없을 때, 개념체계(槪念體系)속에서 명칭(名稱)의 

접촉(接觸)이 있을 수 있겠느냐?” 

  

(대인연경, 디가니까야 D15, 이중표님역) 

  

  

  

참고로 전재성님의 번역과 각묵스님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난다여, ‘명색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치에 따라서 어떻게 명색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아난다여,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 특징에 의해서 인상에 의해서 

표시에 의해서 명[정신]의 몸(정신적인 몸)이 시설되는데, 그러한 

형태나 특징이나 인상이나 표시가 없이도 색[물질]의 몸(물질적인 몸)에 

명칭과의 접촉이 시설될 수 있는가?”(D15, 전재성님역)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감각접촉이 있다[名色緣觸]고 말하였다. 

아난다여, 정신-물질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아난다여, 여기 [느낌, 인식, 상카라들, 

알음알이]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에 의해서 

정신의 무리[名身]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의 

무리[色身]에서 이름붙이기를 통해 생기는 정신의 감각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D15, 각묵스님역) 

  

  

전재성님은 나마-루빠에 대하여 ‘명색’이라 번역했고, 각묵스님은 

‘정신-물질’이라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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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는 수-상-행과 같은 정신을 지칭한 것이고, 루빠는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이중표교수는 한자용어와 한자어를 병기하여 현학적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중표님역에서 중요한 단어가 

‘개념체계(槪念體系)’입니다. 이는 빠알리어 ‘nāma-kāya’에 대한 

것입니다. 이중표식의 매우 독특한 번역입니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āma-kāya’의 번역. 중아함경의 대인연경에서는 명신(名身)으로 

번역함. 아비달마 논서에서 명신(nāma- kāya)을 정신으로, 색신(rūpa- 

kaya)를 몸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정선 디가니까야 63 번 각주, 이중표님) 

  

  

이중표 교수는 명색에 대하여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선언해 놓아야 

자신의 이론이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마-

루빠를 정신-물질로 보면 왜 잘못일까요? 이어지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명(nāma)은 이름이나 개념을 의미하고, 색(rūpa)은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개념과 형태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명색이라 하는 것이다.” 

  

(정선 디가니까야 63 번 각주, 이중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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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표 교수는 나마와 루빠에 대하여 새롭게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체 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중표 교수는 명색에 대하여 고대 인도 우파시냐드 철학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세상만물은 브라만이 현현한 것으로 모두 ‘이름’과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마-루빠라 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책상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상을 인식할 때, 책상이라는 개념과 형태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책상의 형태로 지각되는 것을 책상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책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책상을 인식할 수 없다.” 

  

(정선 디가니까야 63 번 각주, 이중표님) 

  

  

이중표 교수가 보는 나마-루빠는 인식론적 개념입니다. 이름이 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름 지어지지 않았다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책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책상의 형태가 지각되지 않으면 책상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식은 개념과 형태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에 개념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의식 속에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개념들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의 체계가 ‘nāma-

kāya’이다.” 

  

(정선 디가니까야 63 번 각주, 이중표님) 

  

  

이중표 교수는 기존 논장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마-루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마-루빠에 대하여 물질-정신이 아닌 ‘개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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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명칭)-형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론적 방식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상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분별의 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가 본래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이중표 교수는 참으로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인십이연기해석 방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상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이라 합니다. 이는 

께왓다경(D11)’해제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외계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기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가 본래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께왓다경 해제, 이중표님)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래 ‘일체유심조’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의 

핵심이라 합니다. 

  

이중표 교수의 강좌를 들어 보면 아비달마불교, 부파불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가 중론으로 파사현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달마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고 불자들은 

그런 가르침에 속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대승의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이 잘 드러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일까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등의 강좌를 

통해서 근본불교로 대승불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표교수의 삼세양중인과 비판 

  

이중표 교수는 두 번역서를 ‘개작’했습니다. ‘알기 쉽게 보탠다’라 

했는데 이는 개작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 오역을 바로 잡겠다는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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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나마-루빠’에 대하여 전통적 

해석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개념(이름)-형태’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십이연기를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십이연기를 

태생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이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삼세양중인과에 대하여 사람이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서 죽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태생학적 연기관이라 비판한 

것입니다. 

  

이중표 교수가 생각하는 십이연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2 연기는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지 삼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후에 다음에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명칭, 언어, 개념상의 

생사이며 윤회이다.”라거나, “중생들이 자아를 언어와 명칭으로 

개념화해 일정 시간 동일 하게 존재하는 것, 즉 유로 생각함으로써 

생사에 빠져 든다는 것을 12 연기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바탕에는 용수의 중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모든 개념 지어진 

것을 타파 하는 중론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논장의 가르침은 모두 부정됩니다. 다만  ‘일체유심조’ 등과 같은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주장합니다.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분을 보고서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눈먼 봉사가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식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 하기 위해 

개작한 것은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라 봅니다. 나마-루빠가 

‘분별의 경(S12.2)’에서 분명히 정신-물질로 정의 되어 있음에도 

근거도 없이 개념(이름)-형태로 개작 한 것은 가르침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 

많은 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난다여, 다음과 같은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난다여,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명색이 모태에서 강화될 수 

있겠느냐?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nti iti kho pane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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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ttaṃ.Tadānanda iminā petaṃ pariyāyena veditabbaṃ. Yathā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Viññāṇaṃ ca hi ānanda mātukucchismiṃ na 

okkamissatha, api nu kho nāmarūpaṃ mātukucchismiṃ 

samuccissathāti"?)”(D15, 이중표님역) 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 했습니다. 

  

  

“‘viññāṇaṃ mātukucchismiṃ na okkamissatha’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viññāṇaṃ’을 주어로 보면 ‘식이 모태에 들어 가지 

않으면’으로 번역되고, ‘mātukucchismiṃ’과 동격인 목적격으로 보면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 가지 않으면’으로 번역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주격으로 보고 식이 입태하여 명색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식이 입태하여 몸(色)과 정신(名)이 형성된다고 태생학적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 

  

(정선 디가니까야 73 번 각주, 이중표님) 

  

  

이중표 교수는 해석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그것은 십이연기가 

삼세양중인과로 전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전통적인 

해석방법은 “만약 의식이 모태에 들지 않더라도 명색이 모태에 응결될 

수 있겠는가”(D15, 전재성님역) 라든가, “알음알이가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D15, 각묵스님역) 

입니다. 식을 주어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생연결식에 따른 

명색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에서는 모두 세 두 번 

더 확인 합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난다여, 의식이 모태에 들었으나 빗나갔다면, 그래도 명색이 이러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D15, 전재성님역) 

  

“아난다여,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서 타락한다면, 명색은 이와 같은 

상태로 될 수 있겠느냐?”(D15, 이중표님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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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다여, 의식이 갓난아이나 어린 남아나 어린 여아일 때에 

단절되었다면, 명색이 성장하고 증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는가?” (D15, 

전재성님역) 

  

  

“아난다여, 소년이나 소녀의 어린 식이 절단된다면, 명색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완전해 질 수 있겠느냐?” (D15, 이중표님역) 

  

  

부처님은 경에서 세 번에 걸쳐 의식과 모태와 명색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의식이 ‘재생연결식’임을 말하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중표 교수는 식을 주어로 내세우지 않고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서”라는 식으로 번역합니다. 이는 식이 

재생연결식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개작으로 봅니다.  

  

아뢰야식이 명색의 모태라고 

  

이중표 교수는 나마-루빠에 대하여 개념(이름)-형태로 개작하여 큰 

물줄기를 형성했습니다. 십이연기가 삼세양중인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뇌망상에 대한 것이라는 큰 물꼬를 튼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태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각주에서 식이 입태하여 몸과 정신이 형성된다고 태생학적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개념(이름)-형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식이 명색의 모태가 되고, 식은 명색에 의지하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모든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식학의 아뢰야식은 식을 명색의 모태로 보는 이러한 관점이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선 디가니까야 73 번 각주, 이중표님) 

  

  

식과 명색이 상호의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종 니까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의 경(S12.65)’을 들 수 있습니다. 

경에서는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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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다.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S12.65)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과 명색이 상호 번갈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재생연결식(Paṭisandhiviññāṇa)’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이중표 교수는 식과 명색의 관계에 대하여 대승불교 유식학의 

아뢰야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식의 성장’이라는 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봅니다.  

  

상윳따니까야 ‘의도의 경(S12.39)에 따르면 “그 의식이 지속되고 

성장하면 명색이 전개된다.”(S12.39)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의 

성장을 아롸야식 개념으로 보는 것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께왓다경 

해제에서 “사대는 외계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기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가 본래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한낱 세속적 철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윤회가 빠진 불교는 사실상 불교라 볼 수 

없습니다. 삼세양중인과에 대하여 생물학적 윤회라 하여 배척하고, 

초기경전에 등장하지 않는 우파니샤드철학을 이용하여 나마-루빠에 

대하여 개념-형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후대 이런 상황을 우려 

해서인지 부처님은 ‘분별의 경(S12.2)’에서 나마-루빠에 대하여 

‘정신-물질’이라고 분명히 사전적 정의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연의 큰 경(D15)’에서는 식과 명색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모태’라는 말을 세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후대 개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중표 교수가 해석하는 철학적 불교는 중론과 유식학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큰 물줄기는 일체유심조와 아뢰야식입니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 물꼬가 바로 나마-루빠를 ‘개념(이름)-형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전혀 다른 불교가 

되었습니다. 이중표 교수가 정선 디가니까야 해제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라 한 것처럼 불교를 철학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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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퇴보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 

뿐만 아니라 윤회의 종식에 대해서도 설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은 

일상적 삶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느낌이 갈애로 전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시적으로는 무명의 타파입니다. 사성제와 십이연기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이중표 교수는 오로지 ‘드러난 것’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론의 논리를 적용하여 중도체계로 불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현세에서 고소멸에 대해서만 말할 뿐 

삼세에 걸친 윤회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교를 철학의 

수준으로 격하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표교수는 중론의 논리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하여 중도체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도 있습니다. 한국불교에서 중관학의 

권위자 김성철 교수는 용수의 중론을 사상체계로 삼았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했습니다. 

  

  

“중관논리, 공의 논리는 사상이 아니고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구사나 유식 같은 이런 교리는 다 사상이죠. 내용이 있죠. 

세계관이 있고, 체계가 있는데 중관사상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부수어 버리는 방법만 알려줄 뿐이지 테크닉이기 때문에 테크닉에서 

나온 결론들을 인생관으로 삼고 세계관으로 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하면 결론은 퇴보를 하게 됩니다.” 

  

(김성철교수, 중론 11강, 3:23) 

  

  

중관학의 권위자 김성철 교수에 따르면 중론은 사상이 아니라 테크닉에 

불과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상체계 또는 신념체계로 삼아 

가르침을 재단하려 했을 때 그 폐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철학화 입니다. 종교로서 불교가 아니라 철학으로서 불교로 격하 

시켜 버린 것입니다. 테크닉에 불과한 중론으로 가르침을 해석했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불교의 퇴보’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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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비담마의 기원에 대하여 

  

  

  

해피법당에서는  

  

아비담마 칠론에 ‘담마상가니’가 있습니다. 한역으로 

‘법집론(法集論)’이라 합니다. 최근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담마상가니에 대하여 해피법당 해피스님은 자신의 카페에서 

“생뚱맞게 ‘담마상가니’의 주석서에 토를 단다”고 하면서 서문을 

읽은 소감을 적어 놓았습니다. 

  

  

“애매합니다. 앗탓살리니는 초지일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니까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비담마에 

의지하지 않고도 초기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해피법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요.” 

(해피스님, 2016-06-18) 

  

  

한국 테라와다교단 소속 빅쿠인 해피스님은 담마상가니 출간에 대하여 

한편으로 환영하면서 또 한편으로 비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담마가 없으면 초기불교는 무너진다.”라는 말에 자극 받았을 

것입니다. 

  

해피스님은 해피법당 법문에서 근본경전만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1 차 

결집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라와다불교가 빠알리삼장이라 하여 율장, 경장, 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아비담마 비난하는 불선업 짓지 말기를 

  

담마상가니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2016 년 

5 월 초판된 이 논서는 1 권과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권 

600 페이지에 달합니다. 빠알리 논장을 구성하는 아비담마 7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되는 법집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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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상가니 서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서문을 보니 무려 133 페이지에 

걸친 해제가 있습니다. 아비담마와 청정도론, 그리고 주석서를 중요시 

여기는 초기불전연구원의 역작이라 보여집니다. 오랜 기간 번역을 한 

각묵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마상가니 해제는 주석서 ‘앗타살리니’에서 설명된 것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아비담마가 부처님 직설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경장을 봐야 한다. 

다른 관점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괜히 아비담마를 비난하는 불선업을 

지어서서는 곤란하다.” 

(각묵스님, 담마상가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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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은 아비담마를 비난하는 불선업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범주에 해피스님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피스님의 사상에 영향을 

준 이중표 교수도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이중표 교수는 아비달마 

불교에 대하여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는 

거짓논서라 하는가 하면 자신이 니까야를 읽고 새로 해석한 불교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율장에 근거가 있는데 

  

아비담마가 부처님 직설인 이유에 대하여 담마상가니 해제에서는 율장과 

논장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마상가니 주석서 

앗타살리니에서는 율장에 아비담마가 부처님의 직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각묵스님은 이를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담마상가니 주석서는 “비방할 의도가 없이 ‘도반은 경이나 게송이나 

아비담마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율을 배우시오.’라고 하는 것은 

범계가 아니다.”(Vin.ii.144) 라는 단타죄편 442 절에 나타나는 항목을 

인용한다.” 

(각묵스님, 담마상가니 해제) 

  

  

담마상가니 주석서에서는 아비담마가 부처님 직설인 것에 대하여 율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해제에 언급된 ‘Vin.ii.144’를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 보니 ‘율장비구계’에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전재성님 번역 율장비구계 1654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방하고자 의도하지 않고 ‘자, 경전이나 게송이나 논서를 배우고 

나중에 계율을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정신이 착란된 

자이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이다.” 

(율장비구계 Vin.II.144, 5.8.2 속죄법 제 72 조, 1654p, 전재성님역) 

  

  

이는 ‘율장을 나중에 배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가르침입니다. 경장과 논장을 먼저 배우고 율장은 나중에 배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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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비구들은 ‘속죄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속죄죄는 빠알리어로 ‘Pācittiya’라 하는데 

‘應懺悔償罪的, 波逸提, 單墮, 心�’의 뜻입니다. 학습계율을 어기면 

속죄해야 하기 때문에 속죄죄라 합니다. 속죄죄 중에서도 단순속죄죄를 

‘단타’라 합니다.  

  

율장 인연담을 보면 

  

단타죄는 불필요한 망어나 악구,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장을 보면 정신착란자나 초범자가 율장을 가볍게 어기는 말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죄라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율장을 

비방하는 경우 참회해야 하는 속죄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이러한 죄목이 설정되었을까요?  

  

부처님은 여러 가지 법문으로 계율을 설하고 계율을 찬탄 했습니다. 

특히 계율과 관련하여 우빨리존자를 찬탄 했습니다. 수행승들은 우빨리 

존자에게 계율을 배우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무리의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한역으로 ‘육군비구(六群比丘)’라 합니다. 육군비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장 인연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섯 무리의 수행승들] 

“벗들이여, 지금 다수의 수행승들, 장로들과 신참들과 중진들이 

우빨리에게서 계율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율에 통달하면,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돌려 

끌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율을 비방합시다.” 

(율장비구계 Vin.II.143 , 5.8.2 속죄법 제 72 조, 1651p, 전재성님역) 

  

  

육군비구라 하면 못된 짓을 일삼는 스님들의 대명사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무리를 지어 다니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꼭 

여섯 명씩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하여 ‘여섯 무리의 

수행승들(육군비구)’라 합니다. 

  

육군비구들은 수행승들이 율장을 아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율장을 

알면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스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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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공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장을 설하지도 않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율장을 ‘금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 당시 

육군비구들이 율장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봅니다. 

  

율장에 논서(아비담마)가 등장 

  

육군비구들은 수행승들이 우빨리존자라부터 율장 배우는 것을 경계 

했습니다. 심지어 방해 하기까지 했습니다. 율장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이 될 것이 눈에 보듯 선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비방합시다.”라고 적극적으로 방해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부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군비구들을 모아 놓고 “그대들이 계율에 대하여 비방한 것이 

사실인가?”라며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견책합니다. 

  

  

[세존]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적절치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알맞지 않고, 

수행자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어찌 그대들이 계율에 대하여 비방할 수 있단 

말인가?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것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청정한 믿음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더욱더 청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율장비구계 Vin.II.143 , 5.8.2 속죄법 제 72 조, 1651p,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육군비구들을 견책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학습계율을 

만들었습니다. 

  

  

[세존] 

“어떠한 수행승이든 의무계율을 송출할 때에 이와 같이 ‘이러한 

사소한 학습계율은 의혹과 고뇌와 혼란만을 야기시키는데, 그것들을 

송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여 학습계율을 

비방한다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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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비구계 Vin.II.143 , 5.8.2 속죄법 제 72 조, 1651p,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육군비구들이 율장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르침을 비방하면 악작죄, 즉 나쁜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경장이나 율장뿐만 아니라 논장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이나 게송이나 논서를 배우고 

나중에 계율을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악작죄에 해당되며 

이를 속죄죄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율장에 따르면 경장과 율장과 논서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장에서 논서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빠알리 삼장이 3 차 결집때 완성된 것이긴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논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중표 교수나 해피스님은 근본불교라 하여 1 차 

결집된 것만 인정하며 논장을 배제 하고 있습니다. 논장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후대 제자들이 경장을 해석한 것으로 후대 성립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분명하게 논서(아비담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장에도 등장하는 아비담마논장 

  

율장에 논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abhidhamma: 이것은 논장까지의 삼장이 성립하기 전에 가르침에 대한 

분석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율장비구계, 1346 번각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석을 인용하여 “Smp.990 에 따르면, 정신신체적인 과정(名色)에 

대한 분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장을 염두에 둔 

해석이다.”라고 각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율장비구니계(Vin.II.344) 에서도 나타납니다.  

  

율장에는 아비담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담마상가니 주석서에 따르면 

“이정도만으로도 이설을 말하는 자는 논박되었다.”(DhsA.29) 라고 

강조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비담마논장은 이미 율장의 계목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후대 제자들에 의해 해석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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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상가니에 따르면 아비담마 논장은 부처님의 ‘직설’이라 합니다. 

경장과 율장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것이듯이, 똑같이 

아비담마도 부처님이 직접설한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는 

율장에 이미 계목으로도 언급되어 있고 또한 경장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장의 경우 맛지마니까야 ‘고씽가 법문의 큰 

경(Mahāgosiṅgasuttaṃ, M32)가 대표적이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Idhāvuso sāriputta dve bhikkhū abhidhammakathaṃ kathenti. Te 

aññamaññaṃ pañhaṃ pucchanti. Aññamaññassa pañhaṃ puṭṭhā 
vissajjenti no ca saṃsādenti. Dhammī ca nesaṃ kathā pavattanī 

hoti. Evarūpena kho āvuso sāriputta bhikkhunā gosiṅgasālavanaṃ 

sobheyyā 

  

“도반 사리뿟따여, 여기 두 비구가 있어 아비담마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각자 받은 질문에 대답하여 그칠 

줄을 모르고 그들의 대화는 법에 근거하여 계속됩니다. 도반 

사리뿟따여, 이런 비구가 고싱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초불연, 

M32, 대림스님역) 

  

  

경을 보면 “아비담마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abhidhammakathaṃ 

kathenti)”라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빠알리어 

‘아비담마(abhidhamma)’라는 말이 보입니다. 초불연에서는 원어그대로 

‘아비담마’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비담마와 청정도론, 그리고 주석서를 

중시하는 초불연에서는 당연한 번역이라 봅니다.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더 높은 법에 대한 논의를 옮긴 것이다.”(40 번각주) 라 했습니다. 

이는 abhidhamma 라는 말의 어원적 풀이에 대한 것입니다.  

  

왜 아비담마(abhidhamma)인가 

  

빠알리어 abhidhamma 는 ‘abhi+dhamm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두어 

‘abhi’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향하여, 대하여(towards, 

against)” 뜻이고, 또 하나는 “위에(oner, don top of)”이라는 

뜻입니다. 전자로 사용하면 아비담마는 “법에 대하여(對法)”가 되고, 

후자를 사용하면 “더 높은 법(勝法)”이 됩니다. 경에서는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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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최상승법이라 하여 ‘더 

높은 법’이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전재성님은 경의 문구에 언급된 “abhidhammakathaṃ kathenti”에 

대하여 “더욱 높은 가르침에 대하여 논의하고”라 번역했습니다. 

초불연에서 아비담마라 한한 것 대조됩니다. 아비담마에 대하여 ‘더욱 

높은 가르침’이라 번역한 것은 최상승법을 우리말로 풀어 번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각주 

했습니다. 

  

  

abhidhammakathaṃ kathenti: 여기서 ‘더욱 높은 가르침’은 

아비담마(abhidhamma)를 번역한 것인데, 니까야보다 후대에 성립된 

교리에 대한 아비달마 즉 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르침에 대하여’란 뜻이므로 가르침에 대한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이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성전협 604 번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에 따르면 아비달마와 아비담마는 서로 다른 말이라 합니다. 

아비달마는후대 부파불교의 논서를 일컫는 말이고, 아비담마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는 논서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비담마논장은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법에 대한 분석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이 있었다 

  

빅쿠보디는 ‘abhidhamma’에 대하여 “on the higher Dhamma”라 

번역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bhidhamma. Though the word cannot refer here to the Pitaka of that 

name - obviously the product of a phase of Buddhist thought later 

than the Nikayas - it may well indicate a systematic and analytical 

approach to the doctrine that served as the original nucleus of the 

Abhidhamma Pitaka. In a careful study of the contexts in which the 

word “Abhidhamma” occurs in the Sutta Pitakas of several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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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sions, the Japanese Pali scholar Fumimaro Watanabe concludes 

that the Buddha’s own disciples formed the conception of 

Abhidhamma as an elementary philosophical study that attempted to 

define, analyse, and classify dhammas and to explore their mutual 

relations. See his Philosophy and its Development in the Nikayas 

and Abhidhamma, pp. 34-36. 

(MDB 362 번 각주, 빅쿠보디) 

  

  

빅쿠보디에 따르면 아비담마에 대하여 니까야 보다 후대 성립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문구가 경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부처님 당시에도 

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작업이 있었던 것이라 합니다. 특히 

일본불교학자 와타나베의 주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주를 보면 “여러 부파의 아비담마/아비달마 체계를 

비교 연구한 후니마로 와타나베 교수도 아비담마는 니까야에 나타난 

토론형식이 직접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결론 내는 것처럼 아비담마 

혹은 논장의 가르침은 튼튼한 뿌리를 두고 있다 하겠다. (Philosophy 

and its Development in the Nikayas and Abhidhamma, pp. 34-36 

참조)”(초불연 40 번 각주, 대림스님)라 했습니다. 빅쿠보디의 각주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법을 잘 이해 하지 못했을 때 

  

아비담마가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알려져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부처님들만이 설할 수 있는 심오한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토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Pps.II.256 에 따르면, ‘가르침을 논의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침을 

논의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말이고 이것이 타인의 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말을 설한다고 하고서는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설할 

것이다’고 하고는 자신의 말을 설하며, 가르침 안에서 거짓을 행한다. 

가르침을 논의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말을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남의 

말을 남의 이론을 통해서 설하며, 가르침 안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성전협 604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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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은 “가르침 안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법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모르는 자는 거짓을 행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법을 잘 이해 하지 

못했을 때 거짓말을 하기 쉬움을 말합니다. 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앎이 있어야만 제대로 가르침을 이해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전승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 

  

오늘날 가르침에 대하여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자신의 ‘깜냥(感量)’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부처님 경지에서만 설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체계적이고 분석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띠 

비구가 식이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르침에 대하여 ‘일체유심조’로 보거나 “부처님은 

현실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만 펼치셨지 내세와 윤회에 대하여 말씀 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 알면 가르침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비담마에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가르침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의 지식으로만 판단 했을 때 결국 자신의 말이 되어 버립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자신의 말을 설하며, 가르침 안에서 거짓을 

행한다”라 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수 많은 법문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법의 사령관 사리뿟따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뿟따에 대하여 법의 장군 또는 법의 사령관이라 

합니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 바라문 셀라가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stn556)라고 물어 보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위 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싸리뿟따가 따라서 

굴립니다.”(stn557)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나다. 

  

법의 사령관 사리뿟따는 목갈라나 존자 보다 더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리뿟따의 분석적 앎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온에 대한 

분석하고 사유함에 따라 신통제일 목갈라나 존자 보다 더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리뿟따에 대하여 아비담마의 시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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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담마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해서 

부처님들의 경지가 아니면 설할 수 없는 가장 수승한 경지라 합니다.  

  

아비담마의 기원은 부처님 

  

아비담마는 대기설법에 따른 경장과 달리 ‘직설’이라 합니다. 이는 

듣는 사람의 근기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님들이 있는 그대로 법을 

설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비담마는 ‘비방편설’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담마상가니에 따르면 “이 아비담마는 일체지를 

갖추신 부처님들의 영역이지 다른 자들의 영역이 아니다.”(DhsA.230) 

라 합니다. 

  

  

  

 
  

삼십삼천에서 아비담마를 설하는 부처님 

  

  

  

사람들은 아비담마에 대하여 의문 내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내에서 가르침을 재단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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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상가니에 따르면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한다면 가르침의 기원이 아난다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난다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 되는 가르침을 

설했을 때 아난다가 가르침을 설했다고 믿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비담마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법의 사령관 사리뿟따가 

법을 분석하고 체계화 시켰다고 해서 아비담마가 사리뿟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경장과 율장의 기원이 부처님이듯이, 

마찬가지로 아비담마의 기원도 부처님입니다.  

  

아비담마를 부정하는 자들 

  

아비담마는 ‘제법실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근기 또는 

방편설로 설한 경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듣는 자들의 근기의 고려 없이 

비방편설로 있는 그대로 설한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영역, 부처님의 일체지가 아니면 설할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빠알리 삼장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는 모두 동등합니다. 모두 부처님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율장과 경장과 논장은 모두 동등합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아비담마를 부정합니다.  

  

담마상가니 서문에서 “만일 아비담마가 없으면 초기불교의 이러한 

체계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에 대하여 해피스님은 “저는 

아비담마에 의지하지 않고도 초기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고”라 했습니다. 또 이중표교수는 유튜브 강좌에서 

“니까야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뒤에 사람들이 설명해. 그래 

가지고 또 제법 그럴 듯 하니까 여러분 들이 속아 인제”라고 

아비담마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마상가니에서는 

“아비담마를 비난하는 불선업을 지어서는 곤란하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담마를 따돌리는 것은 이 승자의 [법의] 바퀴에 주먹을 

날리는 것이고”라 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일체지자 부처님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비담마 논장을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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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담마를 비난하고 아비담마에 의혹하는 자들은 불선업을 짓는 것과 

같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미담마가 부처님의 

직설이라는 여러 증거는 율장이나 경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의문을 갖거나 부정하는 자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깜냥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에 

지날 뿐입니다.  

  

빠알리 삼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두 동등합니다. 불법승 삼보가 

동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스님이라 

하여 스님을 부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 놓았습니다. 만일 빠알리 

삼장에서 율장과 경장만을 인정하고 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개별적인 견해가 올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빠알리 

삼장에서 율장, 경장,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아비담마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비담마 논장을 안다면 함부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아비담마 논장을 안다면 자신의 말을 설하거나 

가르침 안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논의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침을 논의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말이고  

이것이 타인의 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말을 설한다고 하고서는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설할 것이다.” (Pps.II.256) 

  

   

2016-12-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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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불교와 신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서 

  

  

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꾸준히 세 시간씩 십년을 

투자하면 무슨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만 시간을 투자하면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루 세 

시간씩 십년공부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십년공부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도 일종의 

십년공부라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6 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하면 

십년이 됩니다. 십년동안 집중하면 그 힘으로 바라는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 가서 또 십년을 공부하면 피에치디(Ph.D)가 될 

수 있습니다. 십년공부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소위 

‘든사람’에 해당되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든사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우물을 십년 파면 끝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시간, 

십년을 오로지 한길로 가면 끝장에 이릅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비스님의 서장강의에 

‘마음의 근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겨서 남보다 월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수행을 하면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수행력’이 생겨남을 말합니다. 

  

한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면 프로페셔널이 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힘이 

생겨남을 말합니다.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없습니다. 힘이 

센 자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힘을 인정해 줍니다. 이른바 ‘사’자 

돌림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든사람이 아니더라도 

‘된사람’ 역시 힘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법상에 서는 자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상을 동사적으로 보라고 

  

법문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자 동시에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바른 힘’을 가졌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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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예전 불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중표 교수는 유튜브 강연에서 세상을 동사적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합니다. 세상을 명사적으로 보면 바르게 보지 못함을 말합니다.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비라는 명사는 바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비는 내릴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명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순’이라 합니다. 삶도 죽음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그래서“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세상을 명사적인 것이 아닌 동사적인 

것입니다.”라 합니다. 이런 논리는 ‘중론’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을 동사적으로 보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언어와 문자가 

이 세상의 원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개념을 무시한다면 

가르침을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경이나 게송, 응승 등 

구분교의 형태로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마음과 마음으로 뜻과 뜻으로 가르침을 

전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구분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대기설 내지 방편설이라 하여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라 합니다. 심지어 ‘분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멸은 분별이다? 

  

한사람의 교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십년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사람의 법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역시 십년 세월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에서 명법문으로 유명한 ‘종범스님’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종범스님의 ‘인생공부와 마음공부’라는 법문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유명한 한문게송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樂)”이라는 게송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이 게송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사할 때 빠짐 없이 

독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 게송에 대하여 매우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스님에 

따르면 게송에서 생멸에 대하여 “생멸은 분별이다. 이걸 가르치는게 

불교에요”라 했습니다. 스님은 분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생각을 거두면 적멸인거에요”라며, 또한 “이게 마음공부거든요. 

생각하는 놈이 뭔가 그걸 공부하는 거에요”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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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스님은 대한민국에서 법문잘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 스님입니다. 

수행과 교학을 겸비한 존경받는 스님입니다. 그러나 초기불교를 접하고 

나서 스님의 한계를 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스님의 수 많은 법문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경전을 읽고 수 많은 법문을 하고 수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스님이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법문을 들으면 

한국불교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중표교수의 강연과 종범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와 문자를 떠나 어떤 

분별도 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합니다.  

  

이중표 교수는 근본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일체 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1차 결집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강연을 들어 보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범스님이 말하는 분별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 말씀 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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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해석 해 왔으니까 문제가 생긴거에여. 제가 여러분에게 불경을 

바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에요.” (이중표교수의 연기법 10 강) 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부처님이 분별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나 자신 속에 있는 자기생각을 

우리가 남김 없이 소멸할 때 우리게 고통이 소멸됩니다.”합니다.  

  

이중표 교수에 따르면, 부처님이 괴로움과 관련하여 사성제의 진리를 

설하였음에도 부처님이 분별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르침을 설했다고 

합니다. 또 분별하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개념에 대하여 자신이 처음 발견한 것이라 합니다.  

  

십년공부를 하여 누구도 당해 낼 수 없는 힘이 생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도’가 되어 버립니다. 부처님이 설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설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엉뚱하게 

남이 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는 “가르침을 논의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침을 논의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말이고 이것이 타인의 

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말을 설한다고 하고서는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설할 것이다.” (Pps.II.256)라 했습니다.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하여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논장을 무시해서 생긴 결과라 

봅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설하는 법문이 

되어 버리고, 또한 남의 이야기를 설한 법문이 되어 버립니다. 법문 

중에 “분별하지 말라”가 좋은 예입니다. 

  

이제 금강경에서 벗어나야 

  

불교 TV 사이트를 보면 수 많은 불교강좌가 올려져 있습니다. 종영 된 것 

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백강좌가 넘습니다. 그러나 초기불교에 대한 

강좌는 극히 드믑니다. 거의 대부분 대승불교 강좌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에 ‘금강경’에 대한 강좌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이제 금강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님들이 법문할 때 

늘 인용하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또한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등과 

같은 대승경전입니다. 한국불교에서 ‘내노라’ 하는 스님들은 이제 

초기경전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논장도 접하고 율장도 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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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빠알리 삼장을 접하지 않고서는 부처님 그분이 누구인지, 

부처님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경지송 추모경송 게송을 보면 

  

종범스님은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 게송을 

법문하면서, 이 게송이 제사할 때 필수적이라 했습니다. 테라와다에서도 

역시 가신 님에 대한 추모를 할 때 필수적입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최근 발간한 예경지송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죽음에 대한 새김의 이치’의 경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새김의 이치’를 송출하오니 

  

1. 

나의 삶은 견고하지 않지만 

나의 죽음은 견고하고 

나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 

나의 삶은 죽음을 끝으로 하고 

나의 삶은 불확실하지만 

나의 죽음은 확실하느니라. 

  

2. 

뭇삶은 행위의 소유자이고 

행위의 상속자이고 

행위를 모태로 삼는 자이고 

행위를 친지로 하는 자이고 

행위를 의지처로 하는 자로서 

그가 지은 선하거나 악한 행위의 상속자이니라. 

  

3.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내가 선을 지었다’라고 환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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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 머지않아 이 몸은 

아! 쓸모없는 나무조각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실로 땅 위에 눕혀질 것이니라. 

  

5. 

형성된 것들은 실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니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의 

지멸이야말로 참으로 지복이니라. 

  

(죽음에 대한 새김의 이치, 예경지송, 전재성님역) 

  

  

이 테라와다 추모게송을 보면 다섯 번째에 한문게송과 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입니다. 이 

게송은 제사할 때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필수게송이라 합니다.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이라는 한문게송은 사실 

니까야에서 유래 된 것입니다. 니까야 도처에서 이 게송이 발견되는데 

특히 상윳따니까야 ‘베뿔라산의 경(S15.20)’에 실려 있는 것이 

유명합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빠알리니까야에 

  

‘베풀라산의 경’에 따르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윤회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윤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하여 “일겁의 세월만 윤회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겨 놓는 유골의 양은 

그 더미가 큰 산과 같이 되리라고 위대한 선인께서는 말씀 

하셨네.”(S15.10) 라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윤회하면서 무덤만 

증대시킨 것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이끌리면 윤회하게 됩니다. 윤회하고 유전하는 

삶을 종식하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S12.20) 라 했습니다. 

한문게송에서 말하는 제행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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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형성된 것은 견고하지 

않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형성된 것은 불안정하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S12.20) 라 

했습니다.  

  

그리고 게송으로 “띠바라 사람에게는 빠찌나방싸, 로히땃싸 사람에게는 

방까까, 쑵삐야 사람에게는 쑤빳싸, 마가다 사람에게는 베뿔라라 

불렀네.”(S12.20) 라며 게송을 읊습니다. 이 게송에 이어 부처님은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무상하니, 생겨나고 소멸하는 법이네. 생겨나고 

또한 소멸하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행복이네.(Aniccā vata saṅkhārā 
uppādavayadhammino Uppajjitvā nirujjhanti tesaṃ vūpasamo sukho 

ti)”(S12.20) 라는 그 유명한 게송을 읊습니다. 이 게송은 후대 

동아시아에서 한문게송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樂”라고 

번역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애송되는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樂”의 

오리지널 버전은 빠알리니까야에 있습니다. 가공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 나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빠알리 게송은 

대승불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나 추모할 때 독송되는 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송입니다.  

  

예경지송 ‘죽음에 대한 새김의 이치’를 보면 모두 다섯 개의 게송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니까야 이곳 저곳에서 뽑아서 구성한 것입니다. 

테라와다에서는 죽은 자를 추모할 때 이 다섯 편의 게송을 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게송이 한문게송으로도 유명한 “형성된 

것들은 실로 무상하여(諸行無常)”으로 시작 되는 다섯 번째 게송 

입니다. 

  

앞생멸과 뒷생멸은 어떻게 다른가?  

  

종범스님은 이 시대의 대강백입니다. 수행의 힘과 교학으로 법문하는 

동영상을 보면 인품이 느껴집니다. 아마 한국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중의 하나라 봅니다. 그러나 한계도 보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원음을 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문게송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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寂滅爲樂”에 대하여 ‘분별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해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문게송에서는 생멸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나 앞생멸이 무엇을 

뜻하고, 뒷생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生滅’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앞 생멸에 대한 것은 

‘uppādavaya’이고, 뒷생멸은 ‘Uppajjitvā nirujjhanti’ 에 대한 

것입니다.  

  

생멸에 대한 두 빠알리어는 뜻이 다릅니다. 앞생멸에 해당되는 

‘uppādavaya’는 ‘uppāda(rising)+vaya(loss)’의 뜻입니다. 

게송에서는 ‘uppādavayadhamma’라 하여 한역으로 ‘생멸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생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제행무상으로서의 생멸을 의미합니다. 

  

한문게송 뒷생멸에 해당되는 빠알리어가 ‘Uppajjitvā nirujjhanti’ 

입니다. 여기서 Uppajjitvā 는 uppajja 의 형태로 ‘having been 

born’의 의미이기 때문에 ‘태어남’의 뜻입니다. 또 nirujjhanti 는 

nirujjhana 형태로 ‘ceasing’의 의미로 생명의 꺼짐,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빠알리에 공통적으로 생명을 뜻하는 어근 ‘jīva’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뒷생멸에 

해당되는 빠알리어는 ‘Uppajjitvā nirujjhanti’는 ‘오온에 대한 

생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문게송 전송 ‘諸行無常 是生滅法’에서 생멸은 제행무상으로서의 

생멸이고, 후송인 ‘生滅滅已 寂滅爲樂’에서 생멸은 오온으로서의 

생멸입니다. 이는 오리지널 빠알리 게송을 분석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함을 말씀 하시고 오온도 무상함을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니(諸行無常), 생겨나고 소멸하는 법이네(是生滅法). 생겨나고 

또한 소멸하는 것(生滅滅已), 그것을 그치는 것이 

행복이네(寂滅爲樂)”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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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오온의 소멸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오온에 대한 집착에 있다고 하여 이를 ‘오취온(pañcupādānakkhandhā)’ 

이라 했습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했습니다. 결국 ‘윤회의 종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상윳따니까야 베뿔라산의 경에서 무시무종의 가공할 윤회의 

고통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궁극적으로 윤회의 종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문게송에 대하여 오로지 “분별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법문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봅니다. 이는 용수의 중론으로 해석한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공부할 것도 닦을 것도 

  

중론에 따르면 모든 언어와 문자를 개념화 된 것이라 하여 분별하는 

것에서 벗어나자고 합니다. 이중표 교수는 이 중론의 이론을 근본경전에 

접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중론’에 있습니다. 모든 개념을 부수고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것도 닦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중관학의 권위자 

김성철 교수는 테크닉에 불과한 중론을 사상체계나 믿음체계로 삼는다면 

불교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용수의 

중론에 따른 이론으로 가르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문할 때 

마다 “분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별론자(vibhajjavadin)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시스터메틱(Syatematic)하다고 합니다. 이는 

가르침이 분석적이고 체계적임을 말합니다. 논장을 접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논장을 

무시합니다. 언어와 문자로 전승된 가르침은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라 

합니다. 진실한 가르침은 마음과 마음으로, 뜻과 뜻으로 전승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로 요약된 듯합니다. 

  

종종 한국스님들 법문을 들어 보면 마음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철저하게 분별하자고 

했습니다. 오온에 대하여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비담마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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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은 아비담마에 대하여 부파불교시대의 산물로 보아 법을 실체화 

했다고 비난하면서 “분별하지 말자”라고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에 대하여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설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하여 오온, 십이처, 십팔계로 분류하여 설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 

가르침 역시 체계적으로 설했습니다.  

  

부처님은 분석적이고도 체계적인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바라문 청년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분별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Vibhajjavādo kho ahamettha māṇava)” (M99)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분별론자(vibhajjavadin)’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오온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如實知見)’위함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요즘 한국에는 갖가지 불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테라와다불교도 있습니다.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빠알리삼장에 의거하여 

법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테라와다 빜쿠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빠알리어와 함께 법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빤냐와로 

삼장법사와 상가락끼따빅쿠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회색승복을 입은 

법사스님들의 경우 한문을 읽고 이를 해석하는 식으로 법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는 두 가지 불교전통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문게송을 운율에 맞게 읊고 또 한편에서는 독특한 

빠알리게송 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자들은 유튜브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회색승복입은 스님의 한문법문과 검붉은 가사를 입은 

빅쿠의 빠알리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들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금강경을 

넘어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입니다. 그토록 “분별하지 말라”하지만 부처님은 스스로 

분별론자라 자처하며 가르침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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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오염원으로 가득한 자는 기피대상입니다. 악취나는 자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청정한 삶을 추구하는 승가에서는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다나 ‘포살의 경(Ud.51)’에 따르면 청정하지 못한 

수행승을 끌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부처님이 미가라마뚜 강당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포살일에 

수행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초야에 계율의 항목에 대해서 

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침묵했습니다. 중야에 

요청해도 침묵했습니다. 후야에 요청할 때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은 후야에 “아난다여,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다. (Aparisuddhā 

Ānanda parisā)”(Ud.51)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앙굿따라니까야에 따르면 

세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을 여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속죄하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청정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계율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보시기에 속죄하지 않는 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마음을 목갈라나가 알았습니다. 목갈라나는 신통으로 대중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자 마하 목갈라는 수행승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한사람, 계행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의심스런 행동을 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체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청정한 삶을 사는 체하고 안으로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쓰레기로 오염된 한사람을 보았다.” 

(포살의 경, 우다나 5-5, Ud.5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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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을 포함한 포살일에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물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물장에서 온갖 악취가 풍겨 나듯이 

부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다.”라 한 것입니다. 

  

“팔을 붙잡아 문밖으로 끌어내고” 

  

부처님의 지적에 목갈라나는 악취나는 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벗이여, 일어나라. 세존께서는 보셨다. 

그대는 수행승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침묵했습니다. 지목 받은 자는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침묵했습니다. 

목갈라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경에서는 “그러자 존자 

목갈라나는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아 문밖으로 끌어내고 빗장을 잠그고 

세존께 계신 곳으로 찾아 갔다.” (Ud.51)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초기경전에서 강제로 끌어 냈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중 가운데 악취를 풍기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목갈라는 악취나는 자를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분리 수거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제가 그 

사람을 끌어내었습니다. 대중은 청정해졌습니다.”라며 수행승들에게 

계율의 항목을 설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Acchariyaṃ Moggallāna, abbhutaṃ Moggallāna, yāva bāhā gahaṇā pi 
nāma so moghapuriso āgamessatī 

  

[세존] 

“목갈라나여, 아주 놀라운 일이다. 목갈라나여,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팔이 잡혀 끌어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포살의 경, 우다나 5-5, Ud.5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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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목갈라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음에도 

목갈라나는 신통의 힘으로 오물장과 같은 자를 찾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은 팔이 잡혀 끌어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 했습니다.  

  

계율의 항목을 독송하지 않은 이유 

  

부처님이 바라던 바를 목갈라나가 했습니다. 이제 대중이 

청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계율의 항목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했습니다.  

  

  

na dānāhaṃ bhikkhave itoparaṃ uposathaṃ karissāmi pātimokkhaṃ 

uddisissāmi. Tumheva dāni bhikkhave itoparaṃ uposathaṃ kareyyātha, 

pātimokkhaṃ uddiseyyātha. Aṭṭhānam-etaṃ bhikkhave anavakāso, yaṃ 

Tathāgato aparisuddhāya parisāya uposathaṃ kareyya, pātimokkhaṃ 

uddiseyya.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지금부터 포살에 참여하거나 계율의 항목을 외지 

않겠다. 수행승들이여, 지금부터 그대들이 포살에 참여하거나 계행의 

항목을 외우도록 해라. 수행승들이여, 여래가 청정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포살에 참여하거나 계행의 항목을 외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경우도 아니다.”  

(포살의 경, 우다나 5-5, Ud.5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더 이상 포살에 참여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율의 

항목도 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정하지 못한 오물장처럼 악취 풍기는 

자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나는 지금부터 포살에 참여하거나 계율의 항목을 외지 

않겠다.”라고 말씀 했을까요?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na dānāhaṃ bhikkhave itoparaṃ uposathaṃ karissāmi pātimokkhaṃ 

uddisissāmi: 계율의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의무적 계율의 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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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적 계율의 항목이 있다. 의무적 계율의 항목은 150 가지 의무계율을 

말하고, 부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존이시여, 들으십시오’라고 

시작하며 독송하는 것이다.  

  

교훈적 계율의 항목은 제자들이 아니라 부처님이 독송하는 것이다. 

교훈적 계율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1)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최상의 고행이며 열반은 궁극이다. 깨달은 

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않고 수행자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Dhp.184) 

  

2)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Dhp.183) 

  

3) 비방을 삼가고 해치지 않고 계행의 덕목을 지키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누고 보다 높은 차원의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Dhp.185) 

  

이 세 가지 교훈적 항목은 부처님이 독송하고 제자들은 독송하지 

않았지만, 제자들도 7년이 지나면 독송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20 년간 이 교훈적 계율을 독송했지만 경에서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그 

이후에는 독송하지 않았다. 

  

(우다나 698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은 부처님들만 설할 수 있는 교훈적 계율의 항목을 

20 년 동안 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정하지 못한 수행승 사건으로 

인하여 이후에는 독송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경에서처럼 위험을 감지하고”라 했습니다. 경에서는 “여래가 

청정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포살에 참여하거나 계행의 항목을 외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경우도 아니다.”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계율의 항목 독송에 청정하지 못한 자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죽은 사체를 밀어 내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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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포살일에 청정하지 못한 수행승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다에는 여덟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놀랍고도 경이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청정하지 못한 수행승과 관련된 것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커다란 바다는 죽은 사체와 함께 지내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바다에 죽은 사체가 생기면 그것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옮겨서 육지에 올려 놓듯,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계행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의심스런 행동을 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체 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청정한 삶을 사는 체하고 안으로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쓰레기로 오염되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모임은 그와 함께 살지 

않으며, 즉시 모여서 그를 쫓아내며, 그가 수행승의 참모임에 앉아 

있더라도, 그는 참모임과 멀어져 있고 참모임도 그와 멀어져 있다.” 

(포살의 경, 우다나 5-5, Ud.51, 전재성님역) 

  

  

한국에서 버린 캔이이나 비닐봉지가 조류를 타고 일본에서 발견 

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쓰레기를 볼 수 

없습니다. 쓰레기는 조류에 떠밀려 해안가에 밀려 듭니다. 사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승가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가운데 흉물스럽고 악취나는 

사체를 볼 수 없듯이 청정한 승가에서 마음이 오염된 자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똥은 조금만 묻어도 악취가 풍기듯이, 오염된 자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커다란 바다가 죽은 사체와 

함께 지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바다를 가르침과 비유했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바다의 여덟 

가지 특징과 여덟 가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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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가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점차적으로 기울고 갑자기 절벽을 이루지 

않는다: 

“점차적인 배움, 점차적인 실천, 점차적인 진보가 있지 궁극적인 앎에 

대한 갑작스런 꿰뚫음은 없다.” 

  

2)  

바다가 안정되어 있어 해안을 침범하지 않는다: 

“내가 제자들을 위해 시설한 학습계율을 나의 제자들은 생계를 위해 

침범하지 않는다.” 

  

3)  

바다는 죽은 사체와 함께 지내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바다에 죽은 

사체가 생기면 그것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옮겨서 육지에 올려 놓는다: 

“어떤 사람이 계행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의심스런 행동을 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체 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청정한 삶을 사는 체하고 

안으로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쓰레기로 오염되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모임은 그와 함께 살지 않으며, 즉시 모여서 그를 

쫓아내며, 그가 수행승의 참모임에 앉아 있더라도, 그는 참모임과 

멀어져 있고 참모임도 그와 멀어져 있다.” 

  

4)  

어떠한 강이든 겐지스, 야무나, 아찌라바띠, 싸라부, 마히 강과 같은 

커다란 강이 바다에 이르면 이전의 각각의 이름을 버리고 커다란 바다라 

불린다: 

“어떠한 네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든 즉, 왕족, 바라문, 평민, 

노예이든, 여래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예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5)  

바다에 세상의 모든 하천이 흘러 들고 하늘의 비가 쏟아져도 그 때문에 

커다란 바다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많은 수행승들이 잔여가 없는 열반의 세계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만, 

열반의 세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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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다는 오직 한 맛인 짠 맛을 지니고 있다: 

“이 가르침과 계율은 유일한 맛인 해탈의 맛을 지니고 있다.” 

  

7)  

바다에는 많은 보물 다양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보물로서 

진주, 보석, 수정, 묘안석, 소라, 석영, 산호, 은, 금, 루비, 

에메랄드가 있다: 

“이 가르침과 계율에도 많은 보물 다양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물로서 네 가지 새김의 토대, 네 가지 올바른 노력, 네 

가지 신통의 기초, 다섯 가지 능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고리,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 있다.” 

  

8)  

바다에는 커다란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커다란 존재로 

거대어, 바다괴어, 바다괴물, 아수라, 용, 건달바가 살고 있고 그 키가 

일백 요자나의 존재, 이백 요자나의 존재, 삼백 요자나의 존재, 사백 

요자나의 존재, 오백 요자나의 존재가 살고 있다.: 

 “이 가르침과 계율에도 커다란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커다란 존재로 흐름에 든 님, 흐름에 든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 흐름에 

듦의 길로 가는 님, 한번 돌아 오는 님, 돌아 오지 않는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음의 길을 가는 님, 거룩한 님, 거룩한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룩한 길을 가는 님이 살고 있다.” 

  

(Ud.51, A8.20, Vin.II.23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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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바다의 여덟 가지 특징과 부처님 가르침의 

여덟 가지 특징은 우다나 뿐만 아니라 앙굿따라니까야 ‘포살의 

경(A8.20)’와 율장소품 ‘의무계율의 송출에 대한 

요청(Vin.II.236)’에서도 병행합니다. 

  

청정승가에서 

  

부처님은 “아난다여,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다.”라 했습니다. 이는 

‘포살일에 죄를 범한 자는 포살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장소품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죄가 있는 자가 

의무계율에 대하여 들어서는 안된다.”(Vin.II.240) 라고 했습니다. 

들으면 ‘악작죄’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참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포살일에 앉아 있다면 

가르침과 승가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율장에서 

“의무계율송출의 차단을 허용한다.”라 했습니다. 이는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Vin.II.240) 라는 정형구로도 알 수 

있습니다.  

  

청정승가에서 죄를 지은 자가 포살일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바다의 여덟 가지 특징을 가르침과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감흥어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Channam-ativivassati  

vivaṭaṃ nātivassati,  

Tasmā channaṃ vivaretha 

evaṃ taṃ nātivassatī 

  

[세존] 

“잘 덮인 것에 비가 젖고 

열린 것에 비가 젖지 않는다. 

그러므로 덮인 것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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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비에 젖지 않을 것이다.”  

(Ud.51, Vin.II.240) 

  

  

이 게송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잘 덮인 것에 비가 젖고 :  

“죄악을 저지르고 감추면 거기서 다른 것, 거기서 다른 것 하면서 

새로운 죄악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죄악의 비, 오염의 비가 넘치게 

내린다.” 

  

2) 열린 것에 비가 젖지 않는다: 

“죄악을 저지르고 감추지 않고 열어서 도반들에게 밝히면, 법답게 

대처하여 설명하여 복귀시켜주므로 다른 죄악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린 것에 죄악의 비, 오염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덮인 것을 열어라. 그러면 비에 젖지 않을 것이다: 

“죄악을 저질렀어도 참회 하는 자에게 오염의 비가 그의 존재를 꿰뚫고 

극단적으로 내리지 않는다. 오염 때문에 젖지 않고 계행이 청정하고 

통찰을 확립하여 이해하는 것에 따라 점차적으로 열반을 얻게 된다.” 

  

(UdA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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