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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 책 제목이다. 금요니까야모임 후기를 모

아 놓은 것이다.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만들게 되었다. 첫번째 책이 나온

지 4년만의 일이다. 

 

매달 두 차례 모임이 열리고 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사무실 겸 서고에서 열린다. 이를 ‘금요니까

야모임’이라고 한다. 2017년 2월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 만 5년 되었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교재는 이제 반이 약간 넘었을 뿐이다. 

앙굿따라니까야를 한권으로 요약한 교재를 말한다. 경을 선정하여 한권

으로 만든 것이다. 책 제목은 ‘생활속의 명상수행’이다.  

 

앙굿따라니까야 요약본 생활속의 명상수행은 법수(法數)별로 되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법의 숫자는 모두 11법수이다. 현재 6번째 법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6번째 법수까지 한 것이다. 앞으로 11번째 법

수까지 진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후기를 남겼다. 모임에 참석하면 반드시 노트를 

했다. 전재성 선생이 말한 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자 했다. 이를 토

대로 글을 썼다. 부족한 것은 경전을 열어 보았다. 각주를 보면 어느 경

을 보라는 표시가 있는데 따라 간 것이다.  

 

글을 쓸 때 단어를 이용하여 경을 찾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은 빠알리사전 PCED194를 활용한다. 검색창에 빠알리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경전이 나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사전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주석서까지 있다. 모두 빠알리

어로 된 것이다. 

 

지금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 두 번째 책의 서문을 쓰고 있다. 

두 번째 책은 2019년과 2020년 후기를 모은 글이다. 모아 보니 목차가 

모두 34개에 달한다.  

 

책의 제목을 ‘44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 II 19-20’로 정했다. 

여기서 44는 44번째 책을 말한다. 이제까지 쓴 글을 모아 책을 만들고 

있는 44번째 만든 책이라는 뜻이다. 금요모임 두번째 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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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라고 했다. 그리고 ‘19-20’은 2019년과 2020년 글 모음이라는 

뜻이다. 모두 300페이지가량 된다. 

 

책을 만들게 된 것은 도현스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첫번째 책을 만들 

때도 도현스님이 요청했었다. 첫번째 책은 2017년과 2018년 후기를 모아 

놓은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의 서

문을 쓴 것이 이후 책을 연속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41권의 책을 만들었다. 시기별로 카테고리별로 엮은 것이다. 

이번에 ‘44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 II 19-20’를 만들게 된 것도 

도현스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21년 후기 모음은 ‘45 원음향기 가

득한 서고의 저녁 II 2021’이 될 것이다.  

 

2020년은 격동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가 덮친 것이다. 금요모임

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2020년 1월 두번째 모임부터 4월 두번째 모

임까지 3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다. 5월이 되어서 재개되었다. 코로나가 

약간 진정된 것이다. 

 

모임은 7월 두번째 모임까지 계속되었다. 2개월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긴공백 기간을 가졌다. 전재성 선생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7월 

말부터 다음해 1월 초까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

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겹친 시기이기도 하다. 

 

2019년 모임은 어땠을까? 그야말로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밤이었다. 

서고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겪었다. 해가 길 때는 서고의 저녁은 밝았고 

해가 짧을 때는 서고의 저녁은 어두웠다.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

다. 그러나 변치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담마의 향기에 대한 것이다. 

 

경을 접하면 늘 새롭다. 경을 보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전재성 선생은 자신의 경

험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었다. 이를 받아 적기에 바빴다. 마치 기자의 

취재노트처럼 나만 알 수 있는 글씨체로 받아 적었다. 어느 것 하나 놓

칠 수 없다. 사부니까야를 완역한 관록에서 나온 것이라서 받아 적을 만

하다. 

 

책의 제목을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밤’이라고 했다. 모임이 있는 

날 저녁에는 그야말로 담마의 향기로 가득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합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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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담마의 향연이다. 2017년 이후 지금

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금요니까야모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재 생활속의 명상’을 다 읽을 때까지는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5년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 3-4년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된

다면 거의 십년결사가 된다.  

 

금요니까야모임 결사(結社에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이제 두번째 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을 만들기까지 도현스님의 격려가 컸다. 스님은 만

날 때 마다 후기 쓴 것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책을 만들어 스님에게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금요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전재성 선생에게도 헌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에게 드리고자 한다. 모두 당신들 것입니다. 

 

 

2022-01-1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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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書庫)의 저녁 

  

  

이른 아침 조용히 여백을 대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합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글쓰기입니다. 

모니터의 여백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글을 시작할까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 

몰입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번 글은 책의 서문에 대한 

것입니다. 니까야강독모임 후기를 모아 놓은 책 서문입니다. 

  

매달 두 차례 전재성박사 삼송테크노밸리 서고에서 니까야강독모임이 

열립니다. 2017 년 2 월이래 2018 년 12 월 현재까지 거의 2 년 

되었습니다. 2 년 동안의 모임에서 개근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용케 한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 년 동안 강독모임은 총 38 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6 년 8 월부터 2017 년 1 월까지 한달에 

한번 강독모임이 있었습니다. 전재성박사 홍제동 아파트의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2017 년 2 월 모임부터 전재성박사의 삼송테크노밸리 서고에서 매달 두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서고모임이 시작된 동기는 도현스님이 합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도현스님은 남양주 정혜사 주지스님으로 전재성박사의 

후원자입니다. 도현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하여 블로그지인들과 함께 

금요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니까야강독모임의 교재는 ‘생활속의 명상수행’입니다. 

앙굿따라니까야를 한권으로 선별하여 엮은 엔솔로지입니다. 모두 11 권에 

달하는 방대한 앙굿따라니까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을 법수별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2018 년 12 월 현재 ‘셋 모아 엮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책분량에서 사분의 일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주제로 강독모임을 갖습니다. 새로운 주제의 경을 접할 때 

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수가 세 개인 경우는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은 주제는 앙굿따라니까야에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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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다른 니까야(經藏)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부 니까야 

도처에서 같은 주제를 가진 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어떤 니까야에서는 간략하게 설해져 있지만 또 어떤 

니까야에서는 상세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니까야 뿐만 아니라 

위나야(律藏)나 아비담마(論藏)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한 

주제가 율장, 경장, 논장 삼장에 걸쳐서 실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이라 합니다.  

  

전재성박사는 사부니까야을 완역했고 법구경, 숫따니빠따 등 

쿳다까니까야의 여섯 개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또한 율장대품, 소품 등 

네 권의 빠알리율장을 번역했습니다. 최근에는 논장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청정도론을 완역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니까야강독모임에서 한 

주제에 대한 설명은 빠알리삼장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독송모임에서는 해당 경의 설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니까야에서 

인용된 문구를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에 대한 경을 

독송했을 때 “소라고동소리처럼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소라고동소리를  연결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럴 때 

소라고동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자비와 소라고동소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찾아 보면 상윳따니까야 

‘소라고동 소리의 경(Saṅkhadhamasutta’(S42.8)에서 “촌장이여, 예를 

들어 강력한 소라고동이 적은 노력으로도 사방으로 들리는 것처럼, 

촌장이여, 자애의 마음의 의한 해탈이 이와 같이 성장되면, 유한한 업의 

세계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S42.8)라는 구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한 주제가 

다른 니까야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재성박사가 자비와 

소라고동소리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빠알리 삼장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강독모임은 삼송테크노밸리 서고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2 층 높이 구조의 서고에는 각종 책들로 가득합니다. 팔레트 

위에 가득 쌓여 있는 책은 시중에서 판매될 책입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모든 책이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고 한켠에는 전재성박사의 책상이 있는 작은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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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서고 중앙에는 너른 공간이 

있는데 책상과 걸상이 있어서 강독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사람 두사람 모입니다. 다 모이면 열명 

안팍입니다. 삼귀의 오계를 빠알리어로 독송한 다음 약 10 분간 

입정합니다. 입정을 길게 하는 이유는 맑은 정신상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입정이 끝나면 먼저 해당 경을 함께 독송합니다. 독송이 

끝나면 전재성박사의 경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용히 경청합니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재성박사가 말한 것을 부지런히 받아 적습니다. 처음에는 녹음을 

할까도 생각했으나 받아 적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았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필체로 쓰다 보면 열 페이지 가량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후기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후기를 작성합니다. 지난 2006 년 이래 매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써 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써 놓은 것을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12 년 동안 매일 쓰다 보니 4천개가 넘는 글이 

인터넷의 바다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니까야강독모임의 후기도 그 

중의 일부입니다. 

  

강독모임 후기는 가장 정신이 맑을 때인 오전에 작성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노트를 리뷰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빨간줄이나 

노랑형광메모리칠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글 품기 단계입니다. 

강독모임에서 이야기와 기록해 놓은 것을 머리 속에 떠올리며 글의 

구조를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련된 경전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전문구를 인용하면 글이 풍요로워 질뿐만 아니라 글 

쓰는데 탄력 받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쓰다 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하루 일과 중의 반은 글쓰기로 보냅니다. 

  

2018 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작성된 강독모임 글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방구에 십여권 인쇄와 제본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같은 강독 멤버인 

도현스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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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스님은 강독모임 후기 글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하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글을 프린트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고 지난 2년 동안의 글 38 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책이라는 것을 내 본적이 없습니다. 2006 년 이전에는 글 

이라는 것을 써 본적이 없었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었는지 보통불자도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바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일기 쓰듯이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매일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공유되는 인터넷 시대에 널리 퍼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는 아는 만큼 능력껏 썼습니다. 또한 의미와 형식을 갖춘 

글을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일과의 반을 글쓰기로 

보내게 되었는데 특히 니까야강독모임 관련 글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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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때 처음부터 책을 낼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바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자책입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단행본을 생각한 것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제목을 생각해 

보다가 마침내 좋은 이름이 떠 올랐습니다. 그것은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입니다. 고요한 저녁 서고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향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불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매번 빠짐 없이 모임을 이끌어 주신 전재성박사님의 

자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도현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니까야강독모임에 

함께 한 법우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8 년 12 월 20 일 

담마다사(진흙속의연꽃)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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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까야강독모임에 매번 빠지지 않는 것은 

  

  

오늘 책이 나왔습니다. 문방구에 인쇄와 제본을 의뢰한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입니다. 책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니 모니터로 

보던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비록 문방구에서 임시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지만 진짜 책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15 권에 지나지 않지만 처음으로 

책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전재성박사의 니까야강독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후기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2 년 동안 계절이 여덟 번 바뀌었는데 

강독모임이 열릴 때 마다 기록해 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책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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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서문을 정평불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전에 출판사를 경영했던 

전문경영인 한분이 책을 유상으로 사겠다고 하면서 출간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절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톡방에서는 책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비용이 

꽤 들어 가기 때문에 유상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25 부를 더 인쇄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소를 별도로 받아 

택배로 보내 주고자 합니다. 먼저 도착한 15 권 중의 일부를 택배로 보내 

주었습니다. 

  

책을 내게 된 것은 전재성박사의 영향이 큽니다. 니까야강독모임이 

없었다면 책의 형태로 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2 년 동안 38 회 까지 

기록이 쌓인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현스님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도현스님은 전재성박사의 후원자이자 강독모임 멤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불편하다고 하여 프린트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도현스님 한 분을 위해서 프린트 했다면 그것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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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더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자 했기 때문에 책의 형태로 나온 

것입니다.  

  

니까야강독모임이 3 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016 년 7 월 홍제동 

아파트에서 모임이 시작된 것은 어느 불자가 간곡하게 요청한 것이 

시초입니다. 강독모임은 2016 년 8 월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떤 달에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재성박사는 평소와 다름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무명가수가 관중이 있건 없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 

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본격화 된 것은 2017 년 2 월 도현스님과 신도들이 합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장소도 삼송테크노밸리로 옮겼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전재성박사는 개인 일정을 제외 하고 한번도 빠짐 없이 모임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열명 안팍이 

대부분입니다. 한두번 참석하다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참석하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석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생업 때문에 참석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안정화 된 것은 

전재성박사와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법우님들이 참석하면서 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전재성박사는 참석자가 열명 안팍임에도 왜 이런 모임을 

유지하는 것일까?  

  

책의 서문에 전재성박사의 자비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홍제동시절에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전재성박사는 ‘회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동안 번역하느라 너무 

바쁘게 살아 왔는데 이제는 독자들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에서 고통스런 사바세계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재성 박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강독모임은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늘 

번역하기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번역을 하면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독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응한 것은 자비의 

마음 때문이라 봅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은 다름 아닌 ‘봉사의 



16 

 

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재성박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재성박사는 김광하 선생과 함께 15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김광하 선생은 지금은 회향한 봉사단체 ‘작은 손길’ 대표를 15 년 동안 

맡은 바 있습니다. 주로 노숙자 급식봉사, 독거노인 반찬봉사, 

탈북청소년 봉사에 대한 것입니다. 김광하 선생은 전재성박사의 

친구이자 후원자이고 편집자입니다. 전재성박사가 실익이 없는 

강독모임을 유지한 것은 이와 같은 봉사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 년 12 월 강독모임에서 전재성박사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행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다름 아닌 김광하선생입니다. 이 

말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그런 김광하선생은 안면이 있었습니다. 2016 년 

가을에 테라가타 출간회에서 처음 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테라가타 교정 작업에 참여 했는데 김광하선생도 교정 했었습니다. 

김광하 선생과는 출간회 때 뵙고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때 받은 명함에 

‘사명당의 집’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 왔습니다. 사명당의 집에서 

노숙자음식준비나 독거노인 반찬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명당의 집은 

봉사단체 작은 손길의 거점이었습니다. 

  

지행합일의 행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2017 년 1 월 황학동에 있는 

사명당의 집으로 찾아 간 것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김광하선생과 석명용 

사무총장 등과 함께 을지로 굴다리 노숙자 음식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경험은 강렬합니다. 처음으로 접한 노숙자를 제대로 쳐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살행을 

실천하는 천사들(http://blog.daum.net/bolee591/16157530  )’(2017-

01-0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내리 두 달 동안 

을지로 굴다리 노숙자 봉사에 매주 참여 했습니다.  

  

전재성박사도 일요일 마다 거의 빠짐 없이 노숙자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재성박사 담당은 커피타기입니다. 종이컵에 봉지커피를 털어 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열권 법사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재성박사가 강독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비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5 년 동안의 사회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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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한몸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15 년 동안 매주 봉사단체에 참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일신상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굳이 강독모임을 이끌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니까야강독모임에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만 해도 크게 남습니다. 아니 그냥 듣고 앉아만 

있어도 충만한 듯합니다. 그러나 듣고 흘려 버린다면 모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뿐니야여,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고, 찾아와서, 가까이 앉아, 

질문하고,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더라도,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때까지 여래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A8.82) 라고.  

  

  

2018-12-21 

담마다사(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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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만사천법문이 정법, 정혜사 송년모임 

  

  

지공거사를 아십니까? 

  

“지공거사라는 말 아십니까?”전재성선생이 한 말입니다. 니까야강독 

정혜사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지공거사? 대체 뭔 말일까? 모두들 

고개를 갸웃뚱하는데 ‘지하철공짜승차거사’를 뜻하는 말이라 합니다. 

만 65 세가 된 자에게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혜입니다.  

  

지공거사가 되면 정식으로 노인이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를 축하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노인이 되면 

지하철무임승차뿐만 아니라 KTX 탑승권도 30% 혜택이라 합니다. 

그래서일까 부산에 사는 사촌형님은 서울에 올 때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KTX 를 탄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똑 같은데 시간이 절약 되기 

때문입니다. 

  

남양주 정혜사에서 송년모임을 

  

2018 년 한해도 이틀 남은 12 월 29 일 전재성선생의 니까야 강독모임 

멤버들이 남양주 정혜사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모였으므로 일종의 송년회라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두 번 강독모임이 열립니다. 이제까지 별도로 모여 보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나 차담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전재성선생의 삼송테크노밸리서고에서 

7 시에 모여 9 시에 끝나는데, 각자 갈 길이 멀어서인지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 월 두 번째 강독모임이 열리는 

금요일 저녁대신에 토요일 오전에 날을 잡아 니까야강독멤버 중의 

하나인 도현스님이 주지로 있는 남양주 정혜사에서 송년모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송년모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강독모임 3 년 동안 가장 오래 참석 했고 

또한 전모임을 개근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인원파악에 

나섰습니다. 음식준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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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독모임의 선덕님과 협의하여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점심을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 보다는 각자 반찬을 준비해 와서 

정혜사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정혜사에서는 밥과 국, 김치만 제공하면 

됩니다. 반찬은 몇 사람이 준비 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크와 떡을 

준비하는 담당도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준비하기입니다. 각자 만원 안팍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 가져 와도 

됩니다. 다음으로 3 분 스피치 시간입니다.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강독모임과의 인연, 각오 등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3 분 스피치가 끝나면 

한군데 모아진 선물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날 참석자는 

전재성선생과 도현스님을 포함하여 모두 16 명이었습니다. 

  

세상을 가르는 팔당대교 

  

모임은 10 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 팔당까지 

가는 전철과 버스를 활용하려 했으나 매서운 추위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승용차로 이동했습니다. 안양에서 불과 40 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중에 팔당대교를 건넜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팔당대교는 세상을 가르는 듯합니다. 팔당대교 

서쪽은 끝없이 펼쳐지는 아파트단지이고, 팔당대교 동쪽은 험준한 

협곡이 전개됩니다. 마치 일주문이 성과 속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팔당대교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풍광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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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공원이 있는 곳에 

  

팔당대교에서 정혜사까지는 약 8 키로 가량됩니다. 편도 1 차로 밖에 

되지 않는 옛날 경춘가도입니다. 정혜사는 구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다산관련 유적지와 공원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지역입니다.  

  

두 강이 만나는 곳은 커다란 호수를 연상케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곳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정혜사 근처 

마을에 사는 강독모임 멤버중의 하나인 장법우님은 “정혜사와 근처 

다산공원이 있는 풍광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산의 5대 

조부께서 낙향하기로 결심하고 어디가 좋을까 배를 타고 한강을 

둘러보다가 점지한 곳이지요. 얼마전 드라마 ‘밥 잘 사주는 누나’에 

나온 정해인이라는 군요. 다산의 6 대손이라는 군요.”라고 카톡방에 

글을 남겨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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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사에 약속시간 30 분전에 도착했습니다. 선덕님과 선운, 선목님이 

먼저 도착해서 준비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전재성선생과는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했고 이번에 앙굿따라니까야합본교정작업과 

청정도론교정작업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성전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펜션처럼 보이는 법당 

  

정혜사는 옛경춘가도인 구도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조계종 소속은 

아닙니다. 입간판을 보면 ‘행복한 힐링캠프 정혜사’라 쓰여 있습니다. 

이런 정혜사는 김열권법사의 집중수행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침 

문수전에서는 김열권법사의 주도로 일주일예정의 위빠사나 집중수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수전 바로 옆에 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절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절은 팔작지붕이나 맞배지붕형식이어야 

한다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혜사의 모든 법당은 

네모난 모양입니다. 마치 펜션건물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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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먼저 온 법우님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탁자를 

디귿(ㄷ)자로 배치 했습니다. 각자 준비해 온 과일과 과자, 떡을 자리에 

놓았습니다. 정혜사에서 준비한 과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였습니다. 도현스님이 준비한 귀한 보이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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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두 16 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3 분 가량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느 법우님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와 도와 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예류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 했습니다. 

  

목숨걸고 공부했고, 체험에 입각해서 번역했다 

  

각자 자기소개시간이 끝나고 전재성선생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재성선생은 약 한시간 반 가량 자신의 살아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스마트폰에 키워드 메모해 두었습니다. 메모와 기억을 

되살려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재성 선생은 “목숨걸고 공부했습니다.”라 했습니다. 또 “체험에 

입각해서 번역했습니다.”라 했습니다. 이는 불행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말입니다. 가혹했던 70 년대 유신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 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말입니다. 그때 당시 대불련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24 

 

 

 
 

 

전재성선생의 불행은 네 살 때 화상을 입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전재성 선생의 젊은 날의 일대기라 볼 수 있는 자서전 성격의 

‘거지성자’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끊임 없이 경찰의 감시를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학생운동으로 징역을 살고 나와 그후 10 년 가량 고통속에서 보낸 것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대불련 의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엮여 들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전재성선생이 독일로 유학을 떠난 것은 1982 년의 일입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어서 일종의 도피성 유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늘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고 사건이 터지면 잡혀 들어가는 생활이 10 년간 

반복되다 보니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런 기간을 보낸 이유 중의 하나는 ‘민중불교론’이라는 글의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중불교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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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에 있어서 80 년대 민중불교운동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재성선생의 민중불교론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이 글은 학생 때 쓴 것이라 합니다. 그때 당시 황석영, 고은 

등이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독일 민주화운동 단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강원룡목사 등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지원 이유는 양극화를 조정해 보기 위한 것인데 

이를 ‘중간집단운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의식화 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전재성선생은 민중불교론을 크리스천아카데미의 ‘대화’지에 

기고했습니다. 불교관련 매체에서는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집필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감옥에서 더욱 더 느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 것도 집필 이유중의 하나라 합니다.  

  

민중불교론은 필화가 되었습니다. 대화지가 일주일 후에 폐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글로 인하여 엮여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이글이 이렇게 올가맬줄 몰랐다’라 

했습니다. 학생운동하다 붙잡힌 사람들이 민중불교론을 보았다고 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학생들이 글을 읽고 데모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늘 감시대상이었고 툭하면 불려 갔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두 사건 

  

전재성선생은 수행이야기도 재미나게 했습니다. 강독시간에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은 것은 요가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재성선생은 ‘빠라마한사 요가난다’와의 만남에 

대하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사건이라 했습니다.  

  

전재성선생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특별한 인연이 두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사람은 독일유학 시절에 거지성자의 주인공 ‘페터 

노이야르’를 만난 것이고 또 한사람은 책으로 만난 것이긴 하지만 인도 

힌두성자인 빠라마한사 요가난다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바뀝니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젊은 시절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길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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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페터 노이야르에 대해서는 “아, 내가 

한국에 가면 번역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페터 노이야르는 나이가 약 45 세 가량 되었는데 쾰른대 숲에서 

노숙하며 거지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안내한 도서관에서 빠알리니까야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보았는데 이제까지 접한 불교와 너무 다른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니까야 번역을 평생 원력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빠라마한사 요가난다와의 만남은 그의 수행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만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소개 받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유학가기전에 조계사 다니면서 약 2 년 동안 요가난다의 책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공중결가부좌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이와 같은 신비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함을 책에서는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인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후에는 운동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바탕을 알아야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힌두교의 전통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힌두교라는 말은 인도의 종교를 말하는데 이는 부처님 

당시 바라문교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런 힌두교는 매우 경건한 종교라 

했습니다. 신과의 합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건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난다의 가르침을 보면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부정관, 자애관, 호흡관 수행이 모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행을 

하여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공중결가부좌하는 모습의 스승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신으로 만든 몸’으로도 설명이 가능함을 

말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불교는 

힌두교와 비교하여 논리적이고 사유적이라 했습니다. 더구나 깊은 

종교성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불교가 인도의 전통종교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힌두교의 바탕을 알아야 불교도 알 수 있습니다.”라 

했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이 힌두교의 전신인 바라문교를 재해석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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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당시에 바라문들은 대규모동물희생제를 지내는 등 바라문교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숫따니빠따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Sn.2.7)에서 상세하게 묘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라문을 새롭게 규정하여 그 근원적 의미에서 거룩한 자라 했습니다. 

옛날의 바라문들은 ‘청정한 삶 (brahmacariya)을 살면 누구나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청정한 삶은 

바라문 인생사주기에 있어서 학생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일까 법구경 

‘바라문품’을 보면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새롭게 해석한 바라문의 삶이 아라한의 삶과 다름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생과 가문 때문에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고 

“번뇌가 부수어진 거룩한 님,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Dhp.420)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를 바로 알면 불교도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전재성선생은 유학가기 전에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적 전환을 이루게 한 인도의 종교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정법(正法)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재성선생의 힌두교이야기 도중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승불교는 힌두교의 전통과 유사하지 않느냐며 정법(正法)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사천법문이 정법이라 했습니다. 정법은 니까야에서 잘 

설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대승경전이 모두 정법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엄경 십지품을 보면 니까야에서 언급된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전재성선생은 정법에 대하여 하나를 알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일체개고(一切皆苦)’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괴로운 곳이라고 아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늘 변화 

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법인을 설명하면서 “사실 중요한 구절은 외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사유하고 실천해야 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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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선생에 따르면 괴로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가장 

많이 공감한 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윳따니까야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S15)에 실려 있는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 때 저러한 사람이었다.”(S15.11)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불행하고 가난한 자에게나 행복하고 부유한 자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전재성선생은 괴로움에 처했을 때 늘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 때 저러한 사람이었다.”(S15.11)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식의 불행이라도 이와 같이 

생각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실제로 

괴로움이 많이 사라졌고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뭇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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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M135)라 하여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라고 

했습니다. 

  

세 시간 걸려 기쁨으로 참석하고 

  

전재성선생의 약 한 시간 반에 걸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도현스님의 이야기로 오전 모임을 마무리 했습니다. 도현스님에 따르면 

전재성선생과의 인연은 27 년 되었다고 합니다. 상도동 시절에는 금강경 

강연했다고 합니다. 도현스님은 비구니 스님으로 전재성선생의 후원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도현스님은 니까야강독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혜사가 있는 

남양주에서 서고가 있는 고양시 삼송역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모임 세 시간 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도착하면 기진맥진하여 힘이 다 빠지지만 그럼에도 강독모임에 기쁨으로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강독모임 38 차례 열린 것에 대하여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2 년 동안 

빠짐 없이 모임에 참석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문방구에 의뢰한 것입니다. 도현스님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김에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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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에서 요청이 들어와 50 권을 제작했습니다. 그 중의 한권을 

도현스님에게 드렸습니다.  

  

책의 형태로 만든 것은 도현스님이 프린트물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책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도현스님도 이날 책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야 식구 

  

점심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서 오후 1시 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해온 반찬도 있지만 정혜사에서 준비한 반찬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굴무침이 맛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야 식구라 합니다. 매번 강독모임이 열릴 때마다 집에 

가기 바빴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하며 식사를 하니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자주 갖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변을 거닐며 산책할 때 아름다운 풍광을 보자 더욱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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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가을 두 번은 정혜사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가 두물머리라 합니다. 수종사 

찻집에서 바라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광에 

대하여 어느 외국인은 알프스 못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는 수량도 풍부해서 마치 바다처럼 넓습니다. 

점심공양후에 두물머리가 있는 다산공원 산책에 나섰습니다. 도현스님이 

안내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약 두 시간 걸었습니다. 모두 방한복을 입고 단단히 

추위에 대비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열기에 추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며 걷다 보니 

급속도로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두 번은 

정혜사에서 강독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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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선생은 이날 모임에서 책을 선물했습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월폴라 라훌라의‘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What the Buddha Taught and Noble Eightfold Path)’입니다. 이 

책은 전재성선생이 학생 때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를 대폭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행한 것은 2002 년의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는 이 책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 합니다. 원문번역보다 

두 배 두꺼운 것은 근거가 되는 경을 삽입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부처님이 어떤 말씀 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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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다섯 시 가까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예정시간 보다 두 시간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만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 

듣고 즐겁게 식사하고 유쾌하게 산책했기 때문입니다. 혹한의 날씨 

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따뜻했습니다. 

마무리는 자애경(Sn1.8) 독송과 사홍서원으로 했습니다. 

  

  

2018 년 12 월 30 일 

담마다사(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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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교는 역동적인 종교, 전사(戰士)와 같은 수행자 

  

  

오랜만에 강독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번 빠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얀마로 집중수행 떠난 2주간 동안 한번 빠졌습니다. 한달에 

두 번 모임이 있으므로 한번 빠지면 한달 만에 나가게 됩니다. 한달 

만에 참석하니 매우 오래 만에 나간 것 것처럼 느껴집니다. 

  

2 월 들어 두 번째 강독모임이 1월 25 일 전재성선생의 삼송테크노밸리 

서고에서 열렸습니다. 새해에도 언제나 변함 없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강독모임이 만 2 년째에 접어 듦에 따라 이제 얼굴이 익어 

만나면 매우 반갑습니다. 

  

전사와 같은 수행자 

  

이번 강독모임에서는 ‘수행자와 용감한 전사는 같다’라는 주제의 

경입니다. 강독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 ‘셋 모아 엮음’의 

마지막 경이기도 합니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전사의 

경(Yodhasutta)’(A3.131)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먼저 경을 

함께 독송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수행자를 전사로 비유했습니다. 세 가지 고리를 갖춘 

전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가치가 있고, 왕에게 

시중들기에 알맞고, 왕의 수족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전사와 

같은 수행자는 어떤 조건이어야 할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지 고리를 갖추면, 수행승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도 멀리 활을 쏘고, 

번개처럼 맞추고, 강력한 대상을 쳐부수어야 한다.”(A3.131) 

  

  

수행승을 전사로 비유한 것은 초기경전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것입니다. 

수행승을 전사중에서도 궁사로 비유했습니다. 궁사는 활을 멀리 쏜다고 

했습니다. 멀리 쏠 뿐만 아니라 과녁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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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에 맞은 적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사에 비유된 

수행승은 어떤 것이 대상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오온과 사성제와 

무명으로 설명했습니다. 멀리 쏘는 것에 대해서는 오온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것으로, 번개처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 강력한 대상을 쳐부수는 것에 대해서는 무명을 타파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전사(戰士)출신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만 설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 적군을 쳐부수는 용맹한 전사의 이미지로서의 

수행승입니다. 그래서 활을 잘 쏘는 궁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부처님이 

태자로 있을 때 용맹한 전사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싯다르타는 전사출신임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야소다라왕비와 결혼하게 된 것도 활을 잘 쏘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활을 잘 쏜 왕자가 부마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술경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싯다르타는 무술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을 잘 받은 상태였습니다. 

  

불교는 승리의 종교 

  

흔히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 합니다. 무엇보다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연민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전사처럼 

용감하게 살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이죄가 있습니다. 이를 단두죄라 합니다. 머리가 잘릴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승단에서 추방됩니다. 살, 도, 음, 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이라는 말의 어원은 ‘빠라지까(pārājika)’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빠라지까는 다름 아닌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를 말합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사처럼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불교가 타종교에 밀리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애와 연민만이 불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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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불교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사처럼 용감하게 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면의 

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백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의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승리자이다.”(Dhp.103)라 했습니다.   

  

불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을 승리자라 

했습니다. 숫따니빠따 ‘담미까의 경’에서 재가신자 담미까는 

부처님에게 “에라바나라고 부르는 코끼리 왕은 당신이 승리자임을 듣고 

당신께로 왔었습니다.”(Stn.379)라 했습니다. 숫따니빠따 ‘날라까의 

경’에서는 “최상의 승리자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Stn.698)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맛지마니까야 ‘고귀한 구함의 

경’에서는 사명외도 우빠까에게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 일체를 

아는 자, 모든 상태에서 오염되는 것이 없으니 일체를 버리고 갈애를 

부수어 해탈을 이루었네.”(M26.45)라 하여 스스로 승리자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 

  

승리자로서 부처님은 수행승이 전사처럼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경을 설한 것이라 봅니다. 승리 해야 할 

대상은 자기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신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수행승의 첫 번째 조건은 오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궁사가 활을 멀리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수행은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나누어 지혜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온 중에 물질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한다.”(A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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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 중에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구문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 모두 해당됩니다. 반복구문을 보면 시간과 

공간이 모두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뜻하는 

빠알리어 삽바(sabba)로 알 수 있습니다.  

  

반복구문에서 “내적이든 외적이든(ajjhattaṃ vā bahiddhā)”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재성선생은 가장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지칭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적인 것은 자신의 오온을 말하고 외적인 것은 타인의 

오온을 말합니다. 이는 빠알리어 어원과도 관련 있습니다. 내부를 

뜻하는 빠알리어 ‘ajjhatta’는 영어로 ‘personal; connected with 

the self’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외부를 뜻하는 ‘bahiddhā’는 영어로 

‘outside; outer’의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무상, 

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함을 말합니다. 

  

외적인 것에 대하여 타인의 오온이 아닌 외부의 모든 대상 즉, 타인의 

오온을 포함하여 산천초목산하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확장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외부의 모든 

대상으로까지 확장시킨다면 범위가 너무 넒어집니다. 마치 대승에서 

법계연기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라는 

말은 자신의 오온과 타인의 오온을 지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반복구문에서 “거칠든 미세하든(olārikaṃ vā sukhumaṃ)”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삼계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다. 거칠은 세계는 욕계를 

말하고, 미세한 세계는 색계와 무색계를 말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반복구문 중에 “저열하든 탁월하든(hīnaṃ vā paṇītaṃ)”라는 말 역시 

삼계를 지칭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삼계의 중생을 지칭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반복구문은 오온 중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 지각, 형성, 의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벗어나 다른 것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번역서의 말미에 있는 

세상도표를 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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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표를 보면 형성조건에 따라 아래로는 지옥에서부터 위로는 

비상비비상처천까지 33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 오온을 관찰하여 그것이 ‘나의 것(渴愛)이 

아니고, 내것(自慢)이 아니고, 나의 자아(見解)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활을 멀리 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성제를 아는 것 

  

승리자로서 수행승의 두 번째 조건은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전사가 활을 멀리 쏘아서 과녁을 맞추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과녁은 다름 아닌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수행승이 번개처럼 맞추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수행승이 번개처럼 맞춘다.”(A3.131)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포섭됩니다. 그래서 사리뿟따는 

“벗들이여, 움직이는 생물의 발자취는 어떠한 것이든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에 포섭되고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최상이듯, 벗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됩니다.”(M28)라 했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팔만사천법문은 

결국 사성제를 펼쳐 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전사가 화살을 

과녁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승은 사성제를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전재성선생은 괴로움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 것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만 제대로 관통하면 나머지 것은 따라서 관통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경전적 근거를 갖습니다. 상윳따니까야 

‘가밤빠띠의 경’에 따르면 “벗들이여, 저는 그것에 대해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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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들이여,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발생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도 본다.” (S56.30)라 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보는 자는 나머지 세 개를 다 볼 것입니다. 

사성제중에서 어느 하나만 제대로 알면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나머지 

것도 알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괴로움에 대하여 뼈져리게 알고 

있다면 그에게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소멸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명을 타파하는 것 

  

승리자로서 수행승의 세 번째 조건은 무명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아 정확하게 과녁에 맞추었을 때 대상은 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수행승이 강력한 대상을 쳐부수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강력한 무명의 다발을 쳐부순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수행승이 강력한 대상을 쳐부순다.”(A3.131) 

  

  

부처님은 무명에 대하여 단순히 무명이라 하지 않고 ‘무명의 

다발(avijjākkhandha)’이라 했습니다. 다발이라는 말은 

‘칸다(khandha)’를 번역한 말입니다. 칸다에 대하여 ‘무더기’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다발이라는 말은 마치 근육이 뭉쳐진 것과 같은 

모습이 연상됩니다. 또 실타래에서 풀려 나온 실이 얽히고 설켜서 꼬인 

다발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한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불능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명의 다발(mahantaṃ avijjākkhandha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명의 다발은 정확하게 조준된 화살로 인하여 부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의 화살일 것입니다.  

  

무명과 무지에 대하여 

  

무명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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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라 했습니다. 무지에 무지가 거듭된 것입니다. 이를 

중중무지(重重無知) 또는 중층무지(重層無知)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는 말이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Dhp.63)라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무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운다.”(Dhp.63)라 합니다. 

  

무명과 무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입니다. 전재성선생은 “무지의 

무지이기 때문에 무명입니다.”라 했습니다. 무지가 거듭된 것이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무명이라 합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무명과 번뇌 

  

모든 괴로움은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십이연기에서 무명이 선두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S12.2)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명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있습니다. 무명이 없다면 세상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무명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초기경전에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번뇌가 

생겨남으로 무명이 생겨나고 번뇌가 소멸하므로 무명이 

소멸합니다.”(M9.67)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명의 원인인 번뇌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역시 초기경전에 답이 있습니다.  

  

맛지마니까야에 따르면 번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에 따르면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번뇌이고, 어떠한 것이 

번뇌의 발생이고, 어떠한 것이 번뇌의 소멸이고, 어떠한 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까? 벗들이여, 세 가지 번뇌가 있는데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 존재에 의한 번뇌, 무명에 의한 번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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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이 생겨나므로 번뇌가 생겨나고 무명이 소멸하므로 번뇌가 

소멸합니다.”(M9.71)라 되어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 존재에 의한 번뇌, 무명에 의한 번뇌라 합니다. 

무명도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이 

생겨나므로 번뇌가 생겨나고 무명이 소멸하므로 번뇌가 소멸합니다.”라 

합니다. 무명이 번뇌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번뇌는 

무명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합니다. 무명과 번뇌가 서로 맞물려 돌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의 화살은 뽑아 버려야 

  

화살과 관련하여 전재성선생은 “우주가 굽어져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쏘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라 했습니다. 우주가 

굽어졌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말합니다. 눈, 귀, 코 등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세상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쏜 화살에 맞는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살에 맞은 자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자를 두고 독이 묻은 슬픔의 화살에 맞아 

스스로 괴로워하는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이라고 한다.”(A5.48)라 

했습니다.  

  

슬픔의 화살은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무명을 타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명은 번뇌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번뇌는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명과 

번뇌의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뽑아야 할까? 초기경전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인 유신견(有身見:  sakkāyadiṭṭhi)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맛지마니까야에 ‘모든 번뇌의 경’(M2)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번뇌가 

발생되는 요인에 대하여 일곱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유신견입니다. 오온에 대하여 나의 것, 내것,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번뇌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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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견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몸도 나의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뾰로지 

하나만 나도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모욕당했다는 생각했을 때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느낌을 자기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온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한 절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온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 화살을 쏘아도 자신에게 돌아 옵니다. 

그러나 오온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것은 갈애(taṇhā)에 대한 것이고, 

내것은 자만(mana)에 대한 것이고, 자아는 견해(diṭṭhi)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유신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갈애의 화살, 자만의 화살, 견해의 화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온이 나의 것, 내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여기면 화살은 멀리 

날아가서 과녁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 과녁은 다름 아닌 사성제이고 

부수어지는 것은 무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을 관찰하고, 

사성제를 이해하고, 무명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리를 

갖추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라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유신견을 

타파한 성자를 말합니다 

  

깨뜨리고, 부수고, 베어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통쾌합니다. 초기경전을 읽다 보면 깨뜨리고, 부수고, 

베어 버리는 것이 마치 전사나 무사를 보는 듯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맛지마니까야에서 ‘병아리부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려 하는 자는 자신이 구축한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용맹을 수반하는 열다섯 가지의 조건을 성취하면 그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으며,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위없는 안온을 얻을 수 

있다.”(M16)라 했습니다.  

  

법구경에 부처님의 오도송이 있습니다. 게송을 보면 “집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꺽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 (Dhp.154)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회의 원인은 갈애에 있습니다. 마치 성난 코끼리가 나무로 만든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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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부수어 버리듯이, 갈애로 인하여 자신이 구축한 한세계를 남김 

없이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때로 무사(武士)같기도 합니다. 마치 무사가 진검승부에서 

상대방을 단칼에 베어 버리듯이, 수행승은 얽히고 설켜 난마와 같은 

번뇌의 다발을 지혜의 검으로 베어 버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예를 들어 남자가 땅 위에 서서 잘 드는 칼을 들어서 

커다란 대나무 덤불을 잘라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계행의 땅에 

입각해서 선정의 돌로 연마된 통찰의 지혜라는 칼을 정진력으로  책려된 

예지적 지혜의 손으로 움켜잡고 일체의 자신의 상속에서 생겨난 갈애의 

결박을 풀고 절단하고 파괴해야 한다.”(Vism.1.7)라고 계정혜 삼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매우 역동적인 종교 

  

불교가 지혜와 자비를 추구하는 종교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자애와 연민의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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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퇴전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경전에서는 전사나 무사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특히 부처님에 대하여 사자의 비유를 든 것이 

많은데 이는 지혜와 함께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개는 곤봉으로 때리면 사람을 향하지 않고 곤봉을 

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여래들은 행동이 사자와 같다.” (Vism.16.63) 라 합니다. 사자는 

화살이 날아오면 그 화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수를 향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는 멸성제에서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고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자처럼, 

전사처럼, 무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번뇌를 깨뜨리고, 

부수고, 베어 버린 것입니다. 전재성선생은 불교가 자비만 강조한 

종교는 아니라고 하면서 불교는 매우 역동적인 종교라 했습니다. 

  

  

2019-01-27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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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한계율(無限戒律)에 대하여 

  

  

니까야강독모임이 시작된지 만 2 년이 넘었다. 2017 년 2 월 11 일 전재성 

선생의 서고가 있는 삼송테크노밸리에서 처음 열린 이래 매달 둘째주 와 

넷째주 금요일 열렸다. 이번 모임은 한달 보름만에 열렸다. 2 월 한달은 

전재성 선생이 하와이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도 번역작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율장의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부기 번역을 완료했다고 한다. 

  

3 월 모임이 22 일 저녁에 서고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생활속의 

명상수행’ 법수 네 번째가 시작되는 날이다. 모두 열한 개의 법수로 

되어 있는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네 가지 법수는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성제, 사념처 등 숫자 4 가 들어가 있는 법수를 말한다. 네 

가지 법수의 모임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경이‘오랜 세월 

유전윤회하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작 되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깨달음의 경’(A4.1)에 해당된다.  

  

오랜 세월 윤회한 이유는 

  

오랜 세월 윤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했다. 그것은 계율을 지키지 못해서, 삼매를 닦지 못해서, 지혜를 

계발하지 못해서, 그리고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행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Ariyassa bhikkhave sīlassa ananubodhā appaṭivedhā evamidaṃ 

dīghamaddhānaṃ sandhāvitaṃ saṃsaritaṃ mamañceva tumhākañca. 

  

“수행승들이여, 고귀한 계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이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그대들은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였다.” 

(A4.1)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했다. 여기서 윤회라는 말은 삼사라(saṃsara)를 

말한다. 영어로는 ‘round of rebirth’의 뜻이다. 끊임 없이 재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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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이런 윤회는 마치 굴러 가는 바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sandhāvita’라 하여 ‘유전한다(run through)’고 했다.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S15)’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S15.1)라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계온(戒溫)과 혜온(慧溫) 

  

윤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경에서는 무명과 갈애 

때문이라 했다. 무명과 갈애가 남아 있는 한 끊임 없이 윤회의 

수레바퀴는 굴러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윤회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법을 부처님이 제시하였다. 그것은 계정혜 

삼학이다. 그것도 ‘고귀한(ariyā)’ 삼학이다. 고귀한 삼학을 닦으면 

벗어날 것이라 한다.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고귀한 해탈(ariyā 

vimutti)’이라 했다.  

  

삼학은 팔정도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계온(戒溫)은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에 대한 것이고, 정온(定溫)은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에 대한 것이고, 혜온(慧溫)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팔정도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 

가장 먼저 혜온이 나오고 이어서 계온, 정온순이다. 이런 배열은 실수가 

아니라 한다. 중요한 논리적 숙고에 따른 것이라 한다.  

  

삼학에서는 계온이 먼저 나오고, 팔정도에서는 혜온이 먼저 나온다. 

이와 같은 계온과 혜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바라문이여, 손이 다른 손에 씻겨지고 발이 다른 발에 씻겨지는 것과 

같이, 지혜는 계행에 의해서 씻겨지고, 계행은 지혜에 의해서 

씻겨집니다. 계행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 계행이 

있습니다. 계행과 지혜는 이 세상에서 최상이라고 불립니다.”(D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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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을 때 두 손을 비벼서 씻는다.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씻는가? 

물론 손으로 씻을 수 있다. 그런데 발과 발로도 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년기 때 농촌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어른들이 논 일을 마치고 

도랑에서 두 발을 비벼서 진흙을 씻어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와 

계행은 두 손과 두 발과 같은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씻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계행에 의해서 씻겨지고, 계행은 지혜에 의해서 

씻겨진다.’라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계행과 지혜에 대하여 최상이라 

했다. 

  

지혜로운 자의 계행 

  

삼학은 계-정-혜 순이고, 팔정도는 혜-계-정 순이다. 계온과 혜온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다. 출발지가 종착지이고, 종착지가 출발지인 

것이다. 그런데 정온은 중간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부처님은 

계온과 혜온을 최상으로 보았다.  

  

삼학이나 팔정도나 모두 원환적 고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계정혜 삼학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온과 

혜온을 강조한 것은 두 온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계행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지혜가 있으면 계행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계율을 어길 때가 많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때에 

따라 거짓말도 하는 것이다.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 보았을 때 두 명 

또는 세 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혼자 일하지만 확인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직원 숫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응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나서부터 솔직하게 말했다.  

  

편법을 쓴 적이 있다. 업체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봐 준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쓴 

것이다. 그 사람의 요청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 

두었다.  

  

목전의 이익에만 눈이 먼 다면 불법과 탈법, 편법을 부릴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손해일 것이다. 그런 과보가 익어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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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당할지 모른다. 지혜가 있는 자라면 계를 지키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법을 지키면 법이 보호해 주듯이, 마찬가지로 

계를 지키면 계가 보호해 줄 것이다. 

  

계를 지키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 

지혜로운 자는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볼 수 

있다. 이런 지혜는 세속의 기준과 다르다. 세속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라도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 없다. 계와 관련하여 

지혜로운 자는 계를 어겼을 때 “아,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라고 

아는 자라 했다. 지혜로운 자가 계행을 지키는 것이다.  

  

무한계율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계를 지키면 윤회를 끝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계는 오계나 구족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번뇌망상만큼이나 많은 무한계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재가불자가 지키는 계는 다섯 가지에 지나지 않고 빅쿠가 지키는 

구족계는 227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 말고도 무한개의 계율이 

있는데 번뇌망상과 관련된 것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청정도론에서는 

구족계자가 지켜야 할 ‘무한청정적 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이 언급되어 있다. 

  

  

“구천 하고도 또한,  

백팔십 꼬띠와 

오백만 하고도 또한, 

삼만육천이 있다. 

이들 제어의 계율들은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설했고, 

율장 가운데서는 생략을 통해 

학습계율로 시설되었다.”(Vism.1.132) 

  

  

청정도론에 따르면 구천백팔십 꼬띠의 계율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꼬띠(koṭi: 倶胝)는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ten million’이라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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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꼬띠는 사실상 무한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게송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계율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지켜야 할 계율이 무한히 많음을 말한다. 

번뇌망상 수만큼 지켜야 할 계율이 많다는 것이다.  

  

망고나무 아래에 누워 

  

빅쿠구족계를 받은 자는 227 가지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지켜야 할 계율은 무한대에 가깝다. 

번뇌망상수만큼이나 많은 계율이 있어서 이를 지켜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한청정적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청정도론에서는 띳싸장로의 계행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띳싸 장로가 찌라굼바에서 주석했을 때의 일이다. 장로는 모든 관점에서 

“믿음으로 출가한 총명한 행자라면, 삿된 구함에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생활을 정화해야 한다.”(Vism.1.122)라고 믿고 있었다. 이른바 ‘바른 

생계’를 말하는 것이다.  

  

출가자에게 있어서 바른 생계는 탁발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철저했을까? 주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는 기근이 들었을 때 여행을 했다.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곤하고 

허약해졌다. 그는 열매로 뒤덮인 망고나무 아래에 누웠다. 여기저기 

많은 망고가 떨어졌다. 주인 없는 망고가 근처의 바닥에 떨어졌으나, 

그것들을 집어서 줄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다. 그때 그보다 

나이가 많은 한 재가신도가 그가 지친 것을 알고 그에게 망고즙을 

마시도록 주었다. 그는 그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 

장로는 그에게 설법을 했다. 그리고 그의 등위에 있을 때 앎과 봄을 

통해서 길을 따라 거룩한 경지를 얻었다.”(빠라맛타만주싸, 306 번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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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는 배가 고파 망고나무 아래로 갔다. 망고가 여기 저기 떨어져 

있었으나 먹지 않았다. 이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장로는 

신도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열매를 따먹지도 않고 떨어진 

열매도 먹지 않았다. 

  

장로는 주지 않는 것을 먹지 않았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되며 승단추방죄법을 짓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장로는 

누군가 자신에게 보시 해 주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지나가던 신도가 

망고즙을 만들어 주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무한청정계율을 목숨걸고 지킨 결과 

  

오후불식하면 열매도 먹어서는 안된다. 열매즙을 내서 마시면 된다. 

장로는 신도가 열매즙을 만들어 보시한 것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장로는 신도의 등에 업혀 가면서 보시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해 

주었다.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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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다. 

계행을 지닌 자인 까닭에 그대를 위해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외경을 일으켜서 

이치에 맞게 사유하니 

그대의 등에 업혀 있으면서 

거룩한 경지를 얻었다.”(Vism.1.133) 

  

  

장로는 신도의 등에 업혀 가면서 아라한이 되었다. 무한청정계율을 

지키면 지극히 청정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경지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할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건강한 사지를 위해 재물을 버려야 하고, 목숨을 수호한다면 사지를 

버려야 한다. 사지와 재물과 목숨 그 일체를 가르침을 새기는 사람은 

응당 버려야 한다.”(Vism.1.133)라고 했다. 목숨걸고 무한청정계율을 

지켜야 함을 말한다. 

  

설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버닝썬 등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하는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보도 되고 

있다. 모두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보호 되지 않는다. 법을 지키는 자는 법이 보호해 준다.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마(Dhamma)라 한다. 담마를 한자어로 법(法)이라 

한다. 그래서 “가르침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수호하고 잘 닦여진 

가르침은 행복을 가져온다. 가르침이 잘 닦여지면, 공덕이 있다.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Thag.303)라고 

했다. 법은 법을 따르는 자를 보호 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넓은 의미에서 계율도 해당된다. 그런데 경장과 율장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들에게 

설한 것이 매우 적고 설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S56.31)라고 했다.  

  

부처님인 설한 것 보다 설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설하지 

않은 것은 청정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번뇌망상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번뇌망상이 많으면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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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런 이유로 번뇌망상을 없애야 하는데 번뇌망상 수만큼이나 

많은 계율을 필요로 한다.  

  

지혜로운 자는 계행을 지킨다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유전하고 윤회한다. 윤회를 끝내려면 가장 먼저 

계율을 지켜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오계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오계는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도둑으로 살면서 타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사로잡혀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S15.13)라고 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오계를 지킨 과보에 따른 것이다. 오계를 어겨 

목이 잘릴 때 다시는 오계를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한 과보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오계를 어긴다면 지혜가 없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계행을 지키고, 계행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존재의 갈애가 부수어지고 존재의 통로가 부서져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A4.1)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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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산 자는 

  

  

늘 삼십분전에 도착한다. 멀리서 다니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잘 지킨다. 

안양 명학역에서 삼송역까지는 1시간 반 가량 걸린다. 기다리는 시간과 

버스 타는 시간을 합하면 두 시간은 잡아야 한다. 삼십분 전에 

도착하려면 4 시 반에는 출발해야 한다. 니까야강독모임이 있는 날이다. 

  

삼송테크노벨리 3 층에 자리잡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사무실 겸 서고에 

들어서면 전재성 선생이 반갑게 맞이 해 준다. 흰머리와 흰수염이 

인상적이다. 그것도 장발이다. 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는 것일까? 

아직 한번도 물어 보지 않았다. 어쩌면 바빠서일지 모른다. 번역에 몰두 

하다 보면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단지 상상하는 것에 

불과 하다. 

  

율장 통합본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부수까지 번역이 모두 끝나서 이제 

합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총 3,300 여 페이지에 달할 것이라 

한다. 앙굿따라니까야 합본이 2,780 여페이지인데 이 보다 무려 

5 백페이지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율장 대품, 소품, 

비구계, 비구니계가 단권으로 출간된 것만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완역된 부기까지 합하여 모두 다섯 권을 합본화 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 두께가 매우 얇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폰트사이즈가 더 작아져야 하고, 2 단 칼럼 배열을 해야 한다. 

현재 해제까지 써 놓았다고 하니 올 여름에는 통합본 율장을 보게 될지 

모른다. 

  

윤회의 흐름과 네 종류의 사람 

  

사월 첫번째 강독모임에서는 ‘윤회의 흐름과 네 종류의 사람’을 

독송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흐름의 경(Anusotasutta)’(A4.5)에 

해당된다. 법수가 네 개이므로 경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 건너 피안에 도착하여 땅위에 있는 거룩한 님이라 했다.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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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 악한 

업을 저지르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완전히 부수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건너서 피안에 도착하여 땅위에 있는 거룩한님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번뇌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른 앎으로 실현하여 성취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건너서 

피안에 도착하여 땅위에 있는 거룩한님 사람이라고 한다.”(A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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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종류의 사람 중에 첫번째 부류로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Anusotagāmī puggalo)’은 범부를 말한다.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 했다. 

욕망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악업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영원히 윤회의 

감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두번째 부류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paṭisotagāmī 
puggalo)’이다. 마치 연어가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것 같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피투성이가 된 연어가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곳에 

도착하여 알을 낳는다. 그리고 연어로서 일생을 마감한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역시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탐, 진, 치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탐, 진, 치로 살아 간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다. 그럼에도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 탐, 

진, 치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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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했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에 대하여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라는 표현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에게 물어 보았다. 선생은 “빠알리 원문을 보아야 알겠지만 

전생의 업보에 따른 고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빠알리 원문을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assumukho'pi rudamāno”라 

되어 있다. 빠알리어 ‘assumukha’는 ‘with a tearful face’의 

뜻이고, ‘rudamāna’는 ‘crying’의 뜻이다. 그래서 “assumukho'pi 

rudamāno”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도”라고 번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을 보았다. 초불연 번역서에는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도”라고 번역했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에 대하여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는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도”라는 표현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나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상할 뿐이다. 

전재성선생은 전생의 업보에 따른 고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억울함’에 대하여 설명했다. 

  

왜 사기당하는가?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분 나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요즘은 카톡시대라 기분 나쁘면 탈퇴해 버린다. 어떤 사람은 

카톡소리가 싫어서 탈퇴한다. 심지어 카톡에 불 들어 오는 것이 

거슬려서 탈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아마 홧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 

  

살다보면 이런 저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일생동안 걸머지고 가야 하는 것도 있다. 금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떼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돈 

냄새를 맡은 자가 접근하여 돈을 갈취해 가는 것을 말한다. 사기당한 

것이다. 이럴 경우 분노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홧병으로 일찍 죽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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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사기 당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 탓이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지혜가 없어서 당한 것이다. 바탕에는 탐욕이 깔려 있다. 더 

근원적으로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탐욕과 어리석음, 성냄과 

어리석음은 항상 페어로서 함께 한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결합되어 

사기를 당하고, 사기 당하고 난 다음에 성냄과 어리석음이 결합되어 

고통받는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으로 인하여 

  

전재성선생은 학생시절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된 바 있다. 전재성 

선생은 대불련 의장을 지내기도 했고 민중불교운동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래서인지 시국사건이 터지면 검거 되어 투옥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더구나 사건은 조작되기 일쑤였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느 시대나 블랙리스트가 있다.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시국사건이 

있을 때 마다 수배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삶이 십년 

가량 지속되었을 때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을 

떠나서 사는 것 외 방법이 없어서 독일로 도망가듯이 유학길에 올랐다고 

한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으로 인하여 옥살이했을 때 억울한 것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부풀려지고 조작되었을 때 더욱 더 억울한 것이다. 

어떤 이는 학생운동하다 간첩죄로 내몰려서 오년동안 옥살이했다고 

한다. 결국 무죄로 판명 되었지만 젊은 시절 오년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정의로운 삶을 산 대가치고는 매우 가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잘 극복하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번역 하는 것을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산 자는 

  

사무실 책장에는 전재성 선생의 번역서로 가득하다. 사부니까야는 물론 

쿳다까니까야 일부, 그리고 율장, 논장에 이르기까지 한수레 되는 것 

같다.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도 모두 갖추어 놓았다. 그런데 전재성 

선생이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해서일까? 

선생에 따르면 억울함을 극복하면 힘이 생겨난다고 했다. 마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억울함은 나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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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불교운동을 하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것이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인연이 계기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재가불교활동가 중에는 학생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다. 억울한 옥살이일 것이다. 그런데 

억울함을 극복한 사람들은 파워가 넘쳐 난다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 힘은 억울함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억울함을 극복했다면 세상에 못할 일 없을 것이다. 전재성 선생도 젊은 

시절 억울하게 당한 일과 억울한 세월 보낸 것이 번역하는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안락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 

한다. 이제까지 열정적인 삶은 어려운 삶을 극복한 힘에 따른 것이라 

했다.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산 자는 강해지기 마련이다. 고난을 극복하면 더욱 

더 강해진다. 왠만한 고통이나 괴로움은 견디어 낸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는 자는 상처 투성이의 연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 자라 볼 수 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이다. 

진리의 흐름에 들어 선 자이다. 그런 자를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한다.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세번째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ṭhitatto puggalo)’이 있다.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풀린 자이다. 오하분결이라 하여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 의심,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분노 이렇게 다섯 가지가 풀린 자를 말하는데 ‘돌아 오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 자’라 하여 ‘아나함(anāgāmī: 不還者)’을 

말한다.  

  

불환자에 대하여 이 세상에 돌아 오지 않는 자라 한다. 욕계의 세상에 

오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욕계 세상에 대하여 넌더리칠정도로 버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련 

있으면 다시 돌아 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S15.1)라는 표현을 했다. 또 오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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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싫어하여 떠나고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S22.9)이라는 

표현을 했다. 부처님은 자신의 외동 아들 라훌라에게는 “세상을 아주 

싫어 하여 멀리 떠나라”(stn340) 라고 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라고 했다. 이를 빠알리어 

세 단어로 묶는다면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라는 정형구가 

된다. 한자어로는 ‘염오(厭惡)-이욕(離欲)-소멸(消滅)’이 된다. 

세상을 염오한다는 것은 오원을 염오한다는 말과 같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재난임을 알게 된다면 오온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욕계에서 사라질 수 있다. 남은 것은 색계와 무색계뿐이다. 

그래서 불환자가 되면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수명대로 살다가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다. 

  

나홀로 사는 세상이 아닌 이유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린 사람, 이 세상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미련이 없는 

사람은 똥구덩이 같은 이 세상에 돌아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안락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완전히 풀어 낸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 중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有身見)’가 있다.  

  

유신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개체가 있다는 견해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전적 설명에 따르면 

오온을 자신의 것으로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오취온이라 한다. 

이와 같은 유신견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호흡’과 ‘먹는 것’으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매일 호흡하며 산다. 또 사람들은 매일 먹으며 산다. 호흡하는 

것과 먹는 것이 없다면 죽음에 이를 것이다. 식물도 물을 주지 않고 

산소가 없으면 시들해져서 죽을 것이다.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나홀로 사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호흡하는데 빨간 물감을 내뿜는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금방 세상은 

온통 빨강색으로 변할 것이다. 나홀로 존재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고기를 섭취할 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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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럴 때 어느 것을 개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하분결 중에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 있다. 전재성 선생은 

‘우측통행’을 들어 설명했다. 생태하천 길을 산책하다 보면 요즘 

사람들은 우측통행한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측통행이었다. 그래서일까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좌측으로 걷는다. 

그러다 보면 반대편에서 걸어 오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럴 때 

우측통행하는 사람은 한마디 한다. 이것도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에 

해당될 것이다.  

  

불교는 연기법에 기반한다. 여러가지 조건을 잘 이해하면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거짓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비교했을 때 

   

네번째 땅위에 서 있는 거룩한 님(tiṇṇo pāragato thale tiṭṭhati 
brāhmaṇo)이 있다. 번뇌를 완전히 부순 아라한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마음에 의한 해탈(心解脫)’과 ‘지혜에 의한 해탈(慧解脫)’을 이룬 

자라 했다. 다섯 가지 높은 단계의 결박이 풀린 자이다. 즉,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탐욕, 비물질계에 대한 탐욕, 자만, 흥분, 무명을 

말한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이중에서 자만과 흥분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했다.  

  

자만은 비교에서 발생된다. 비교하면 우월과 동등과 열등, 동등으로 

나뉜다. 남보다 우월해도 자만심이 생기고, 남보다 열등해도 자만심이 

생긴다.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순 불환자라도 자만심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불환자인데”라는 자만일 것이다. 비록 유신견은 

부수어졌지만 ‘내가 누군데’라는 미세한 자만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 이것이 흥분 또는 

들뜸일 것이다.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진다는 자만과 들뜸은 어리석음에 기반한다. 다섯 

가지 낮은 단계에서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뿌리 뽑혔지만 어리석음까지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만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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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자만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상윳따니까야 ‘케마까의 경’ (S22.89)에 따르면 향기박스의 비유가 

있다. 빨래 비누로 세탁한 옷에는 비누냄새가 배이기 마련이다. 옷의 

때를 비누로 제거 했지만 비누 냄새까지 없앨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향기가 밴 상자에 넣어 보관해서, 그는 거기에 배어있는 소금물냄새나 

잿물냄새나 쇠똥냄새를 없애버립니다.”(S22.89)라 했다. 마찬가지로 

자만이라는 번뇌도 향기박스에 넣으면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케마까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어떠한 고귀한 제자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 가운데 미세하게 

발견되는 ‘나’라는 자만, ‘나’라는 욕망, ‘나’라는 경향을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섯 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 가운데 

일어나는 생멸을 ‘물질은 이와 같고 물질의 발생은 이와 같고 물질의 

소멸은 이와 같다. 느낌은 이와 같고 느낌의 발생은 이와 같고 느낌의 

소멸은 이와 같다. 지각은 이와 같고 지각의 발생은 이와 같고 지각의 

소멸은 이와 같다. 형성은 이와 같고 형성의 발생은 이와 같고 지각의 

형성은 이와 같다. 의식은 이와 같고 의식의 발생은 이와 같고 의식의 

형성은 이와 같다.’라고 관찰 해야 합니다.”(S22.89) 

  

  

자만을 부수는 향기박스는 다름 아닌 ‘삼법인(三法印)’ 것이다. 

오온의 생멸을 관찰하여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개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만은 사라질 것이라 한다.  

  

부처님은 오비구에게 ‘초전법륜경(S56.11)’을 설하고 난 다음에 

‘무아경(S22.59)’을 설했다. 꼰당냐는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진리의 눈’이 생겨나 수다원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초전법륜경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게 하는 경이라 볼 수 있다.  

  

다섯 명의 비구가 모두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자 부처님은 무아경을 

설했다. 오비구는 무아경을 듣고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초전법륜경은 옷을 세탁하는 비누와 같고, 무아경은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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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마저 제거하는 향기박스와 같은 것이다. 초전법륜경에서 유신견이 

제거 되고, 무아경에서 자만이 제거 되는 것이다. 

  

자비심으로 번역한 노이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대부분 세상의 흐름대로 산다.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흐름을 거슬러 살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다. 세상과 부딪치기 때문이다. 정의를 부르짓다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 그런데 이를 잘 극복하면 세상을 

살아 가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성 선생은 이십여년동안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이토록 오랫동안 

오로지 한길로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젊은 시절 방황과 좌절,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 등 고뇌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남들처럼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일을 해 내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독일에서 니까야가 번역된 것은 우리나라보다 백년 가량 빠르다. 

맛지마니까야가 번역된 것은 1902 년의 일이다. 독일의 번역가 ‘칼 

오이겐 노이만(Karl Eugen Neumann, 1865∼1915)’이 번역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노이만이 자비심 때문에 번역했다고 말했다. 

니까야에서 묘사된 지옥이 독일에서의 30 년 전쟁에서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야 눈이 

열립니다.”라고 말했다. 

  

평생 살아가는 동력으로 

  

“하필이면 나에게”라며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억울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전의 행위에 대한 

과보일 것이다. 이전 생의 과보가 익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하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고통을 극복한 자는 힘을 갖춘다. 이는 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는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도”라는 

번역어에서도 알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이를 극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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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힘이 생겨난다. 그 힘은 평생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 억울한 

일을 잘 극복하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 

  

  

2019-04-14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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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가케마, 멍에로부터 안온을 

  

  

자세히 보면 잘 보인다. 확대하면 더 잘 보인다. 부처님 가르침은 

분석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분류했다. 

오온을 다시 정밀히 분석하여 관찰했다. 그 결과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 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가르침은 분석적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분별론자(vibhāgavādin)라 했다.  

  

분석론자 또는 분별론자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은 초기경전에 잘 설해져 

있다. 5 월 첫 번째 니까야강독모임의 주제는 ‘인간이 짊어진 네 가지 

멍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멍에에 대하여 네 가지로 분별했다. 

그것은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멍에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멍에, 존재의 멍에, 견해의 멍에, 무명의 

멍에가 있다.”(A4.10)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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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yoga)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멍에는 소의 등에 얹어 놓는 농기구 중의 하나이다. 빠알리어로는 

요가(yoga)라 한다. 요가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농기구로의 뜻이고, 또 하나는 종교용어라 했다. 

  

농기구로서의 요가는 소에 매는 멍에를 뜻한다. 인도에서는 두 마리 

소에 멍에를 다는 것이라 했다. 쟁기질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멍에가 소에 사용 될 때에는 속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속박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런 멍에는 번뇌의 상징이기도 하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존재, 견해, 무명 이라는 네 가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멍에가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결합을 의미한다. 요가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묵는다’는 뜻으로 영어로  ‘yokes, connection, 

bond’라고 표현된다. 무엇과의 결합인가? 신과의 결합이다. 바라문교나 

힌두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결합하는 의미에서 요가라 한다. 내면의 

참다운 자아가 궁극의 브라흐마와 합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아일여(梵我一如)라 한다. 이처럼 내면에 참다운 자아가 있어서 

궁극적 실재와 합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베단타철학이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멍에를 보면 

  

부처님은 범아일여사상을 부정했다. 그래서일까 신과의 결합을 뜻하는 

요가에 대하여 속박이라 보고 번뇌(āsava)의 의미로 보았다. 또한 

번뇌는 폭류와 같은 것이어서 거센 흐름(ogha)으로 보았다. 그래서 

요가는 번뇌와 폭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네 가지 멍에 중에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멍에를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kāmayogo? Idha bhikkhave ekacco kāmānaṃ 

samudayañca atthagamañca assādañca ādīnavañca nissaraṇañca 
yathābhūtaṃ nappajānāti. Tassa kāmānaṃ samudayañca atthagamañca 

assādañca ādīnavañca nissaraṇañca yathābhūtaṃ appajānato yo kāmesu 

kāmarāgo kāmanandi kāmasineho kāmamucchā kāmapipāsā kāmapariḷāho 
kāmajjhosānaṃ kāmataṇhā sānuseti. Ayaṃ vuccati bhikkhave kāmayogo. 

(Iti kāmayogo) 



65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멍에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관하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감각적 쾌락에 대한 환락, 감각적 쾌락에 대한 열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홀림,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증, 감각적 쾌락에 

대한 열뇌,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닉,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애를 향한 

경향을 일으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멍에라고 한다.” (A4.10) 

  

  

감각적 쾌락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욕락이라 한다. 눈과 귀,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으로 즐기는 쾌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오욕락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소가 멍에를 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멍에(kāmayoga)’을 분석해 보면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읨(samudayañca atthagamañca 

assādañca ādīnavañca nissaraṇañca)’이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나머지 세 가지 멍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멍에의 경에서 키워드는 발생, 소멸, 유혹, 위험, 여읨이 키워드이다. 

이것만 알면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론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발생과 소멸은 다름 아닌 생멸이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생멸의 지혜 

단계가 되면 수행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몸과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히 관찰 했을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주석을 보면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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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samudaya)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진다. 

발생계기(khaṇikasamudaya)와 발생조건(paccayasamudaya)이다. 

발생조건을 알면 발생계기를 알 수 있고 발생계기를 알면 발생조건을 알 

수 있다. 형성된 것들의 상승을 조건속에서 보면, 순간적 계기 속에 

상승을 지각할 수 있다. 순간적 계기 속에 상승을 지각하면 그 

해당조건들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성을 알 수 있다. 

소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Lba.II.204) 

  

  

이와 같은 주석은 ‘Lba.II.204’에 근거한다. 약어표에 따르면 

‘Lba’는 ‘Die Lehrreden des Buddha aus Angereihten Sammlung’의 

약어이다. 독일어 주석서이다. 전재성 선생은 Mrp( Manorathapūraṇī: 
増支部註)라는 앙굿따라니까야 주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석서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초기불전연구원 앙굿따라니까야를 보면 

발생과 소멸에 대한 주석은 보이지 않는다.  

  

독일어판 주석을 보면 발생계기(khaṇikasamudaya)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여기서 카니까(khaṇika)라는 말에 주목한다. 이 말에 대하여 ‘순간적 

계기’라고 부연설명했다. 순간적 발생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순간이 중요할까? 이는 수행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왜 느리게 행동해야 하는가 

  

지난 1 월달에 미얀마 집중수행 다녀왔다. 15 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배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동작을 느릿느릿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빨리빨리 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다. 굼뜨지 않고 빨리빨리 하면 

여러모로 살아 가는데 유리하다. 그래서일까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이 입에 베어 있다.  

  

수행처에서는 느리게 행동해야 한다. 걷는 것도 느리게 걷고, 앉는 것도 

천천히 앉고,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느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릿빠릿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천천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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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하면 속도는 있지만 잘 볼 수 없다. 반면 천천히 하면 속도는 

나지 않지만 잘 볼 수 있다. 더욱 더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될까? 더 잘 

보일 것이다. 경행 할 때 천천히 걷는다.  

  

경행을 하면 한발 들어서 내딛을 때까지 수 초 걸린다. 이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면 ‘듦, 밂, 내림, 닿음, 누름’이 된다. 이 과정을 

관찰하면 성품이라 말하는 빠라맛타(paramattha: 究竟法)를 볼 수 있다. 

멈추어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집중을 요한다.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 발생(khaṇika-
samudaya)’이라는 말은 수행용어라 볼 수 있다.  

  

순간집중(khaṇika samādhi)에 대하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멍에(kāmayoga)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의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라고 했다. 

이 보는 방법에 대한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특히 발생과 소멸을 

보려면 집중을 요한다. 두 가지 집중이 있다. ‘사마타 뿝방가마 

위빠사나’라 하여 사마타 수행에 의해 선행되어지는 위빠사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숫다 위빠사나’라 하여 사마타 수행을 거치지 않는 순수한 

위빠사나 수행이 있다. 여기서 순수한 위빠사나는 순간집중에 따른 

것이다. 순간집중에 따라 순간적 발생과 소멸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하여 카니까사마디(khaṇika samādhi)라 

한다.  

  

순간집중을 하면 좌선할 때 복부의 불러옴이나 꺼짐을 관찰할 수 있다. 

더욱 더 순간 집중하면 더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다. 이렇게 관찰하면 

할수록 마음은 평온해지고 침착해진다. 그래서 순간집중만으로도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여 마음의 청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마음의 청정에 대하여 오로지 근접집중이나 

몰입집중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순수 위빠사나 수행자들은 

근접집중이나 몰입집중이 없으므로 마음의 청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찬몌 사야도는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틀렸다고 

입증할 수 업으나 경험적으로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위빳사나 수행 28 일, 163p)라고 학자들의 말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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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학자들이 오로지 이론으로만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수행하여 체득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순간집중에 따른 

순수위빠사나로도 마음의 청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부의 

움직임이나 경행을 하면 알 수 있다. 움직이는 대상은 순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순간집중만으로도 청정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수행체험으로도 알 수 있고 또한 근거도 있다는 것이다.  

  

순간집중과 관련하여 청정도론에서는“행복을 잉태하여 성숙시키면 

찰나삼매와 근접삼매와 근본삼매의 세 가지 삼매를 

완성시킨다.”(Vism.4.99)라고 되어 있다. 희열과 행복, 안온에 대하여 

찰나삼매로도 가능함을 말한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에 현전하는 

집중에 대하여 찰나삼매(khaṇika samādhi)라 한다. 

  

빠라맛타를 꽤뚫어 보았을 때 

  

담마상가니와 같은 주석서와 청정도론과 같은 논서에 따르면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집중한 수행자는 카니까 사마디(순간집중)로서도 마음의 

청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수행을 해 보면 알 수 있다. 

경행을 할 때 ‘듦, 밂, 내림, 닿음, 놓음’순으로 관찰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잘 관찰하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드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으며 미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165p)라고 했다. 이렇게 순간집중 했을 때 아주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것이라 했다. 심지어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솜털 위를 걷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바닥에 떠서 

걷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고 했다.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깊은 집중이 되었기 때문이다. 

순간집중에 따른 깊은 집중이다. 그래서 단지 아는 마음만 남아 있다.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할 때 풍대(風大)라는 빠라맛타를 꽤뚫어 보았을 

때 오로지 행위와 아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인격이나 개인과 

같은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오온이 나의 것, 내것, 나의 자아라는 관념이 제거 되었을 때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온에 대하여 단지 정신-물질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안온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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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나머지 존재의 멍에, 

견해의 멍에도 마찬가지이다.  

  

요가케마(yogakkhema), 멍에로부터 안온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멍에가 오욕락에 대한 것이라면, 존재에 

대한 멍에는 색계와 무색계 대한 탐욕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견해의 

멍에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것이고, 무명의 멍에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 이러한 멍에는 번뇌와 같은 것이고 폭류와 같은 

것이다.  

  

멍에, 번뇌, 폭류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탐욕(rāgo), 환락(nandi), 

열애(sineho), 홀림(mucchā), 갈증(pipāsā), 열뇌(pariḷāho), 
탐닉(ajjhosānaṃ), 갈애(taṇhā)가 잠재성향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잠재성향이 남아 있는 한 결코 멍에, 번뇌, 폭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악하고 불건전하고, 오염을 초래하고, 미래에 

다시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자에 대하여 ‘멍에에서 안온을 얻지 못한 자(ayogakkhemī)’라고 한다. 

  

멍에에서 안온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멍에에서 안온을 얻은 자도 

있을 것이다. 이를 요가케미(yogakkhemī)라 한다. 요가(yoga)는 멍에 

또는 속박을 뜻하고 요가케마(yogakkhema)는 ‘멍에로부터 안온’이라 

한다. 한자어로는 유가안은(瑜伽安隱)이다.  

  

요가케마는 열반과 동의어이다. 멍에에서 벗어난 자는 열반을 성취한 

자라 볼 수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멍에, 존재의 멍에, 

견해의 멍에, 무명의 멍에에서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읨을 

있는 그대로 아는 자를 말한다.  

  

  

2019-05-13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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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즐거운 느낌은 괴로움으로, 괴로운 느낌은 화살로 

  

  

멀고도 먼 길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KPTS) 가는 길이다. 전철을 두 

번 갈아 타고 버스를 한번 더 타야 한다. 벌써 3 년째 다니지만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버스를 잘못 탄 것이다. 버스가 반대방향으로 간 

것이다. 그럴 때는 기사에게 물어 보고 탔어야 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며 추측한 결과 지각했다. 

  

한시간 먼저 오기로 했다. 서고 청소 때문이다. 최근 유리벽 공사를 

했는데 쓸고 닦고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한시간 일찍 도착하여 

청소하기로 한 것이다.  

  

버스를 잘못 타서 십여분 늦게 도착했더니 한창 청소가 진행 중이었다. 

멀리 대전에서 온 두 법우님이 바닥을 마대로 닦고 있었다. 또 

두 법우님은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등 정리를 하고 있었다.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 층만 청소했다. 2 층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 

  

서고가 확 바뀌었다. 유리벽 공사로 인하여 1층의 경우 서고와 

사무실공간으로 분리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은 책의 먼지 때문이다. 

책에서 나오는 먼지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면 건겅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서고는 2층에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각종 서적이 보관 

되어 있다. 그런데 2층에는 수행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닥이 송판으로 되어 있어서 좌선과 경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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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가 끝나고 간단한 파티가 있었다. 빠짐 없이 참석하는 두 법우님이 

케이크와 떡을 준비해 온 것이다. 환경이 새로 바뀐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네 가지 노력이 있는데 

  

5 월 두 번째 니까야강독이 5 월 24 일 전재성 선생 삼송테크노밸리 

서고에서 열렸다. 이번 주제는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른바 사정근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노력의 

경(padhāna sutta)’(A4.13)이라 되어 있다. 네 가지 노력은 다음과 

같다. 

  

  

“①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노력한다. ②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노력한다. ③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은 생겨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노력한다. ④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은 유지하여,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여 노력한다.”(A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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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의 노력(律儀勤) 

  

사정근에서 첫번째 것은 ‘제어의 노력(律儀勤)’이라고 한다. 아직 

생겨나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감각적 체험에 대한 것이다. 시각, 청각 등 감각이 대상과 만나면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감각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으로 오염된다. 매력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탐욕이 일어나고, 혐오스런 대상에 대해서는 성냄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성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이 수반된다. 이러한 것들은 

제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감각기관의 단속이 요청된다.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맛지마니까야 

‘모든번뇌의 경’(M2)에 따르면 ‘수호에 의하여 끊어지는 번뇌’로 

설명된다. 시각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이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길 것이지만,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M2)라고 했다.  

  

버림의 노력(斷勤) 

  

사정근에서 두번째 것은 ‘버림의 노력(斷勤)’이라고 한다. 이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설령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제어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업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업으로부터 유래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업의 거울이 연상된다.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마치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숙적인 것은 거울의 표면에 

비추어진 얼굴처럼 수동적”(Vism.14.100)라고 했다. 업경대를 연상케 

한다. 이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면 바꿀 수 없다.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거울에 비친 것은 수동적이다. 이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대상을 

만났을 때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났다면 거울에 비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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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거울을 바라보는 얼굴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착하고 

건전한 것은 얼굴처럼 능동적”(Vism.14.100)이라고 했다. 

  

업경대처럼 수동적으로 결과로서 나타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는 바꿀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바꾸면, 즉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착하고 

건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쐐기의 비유’로 설명된다.  

  

쐐기의 비유는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맛지마니까야 ‘사유중지의 경’(M20)에 따르면 “마치 숙련된 미쟁이나 

그의 도제가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쳐서 뽑아 버리는 것처럼,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에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에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M20) 라고 했다.  

  

쐐기의 비유는 일종의 방편이다. 착하고 건전한 것으로 설명되는 작은 

쐐기도 버려야할 대상이다. 해탈과 열반의 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착하고 건전한 것들도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행의 노력(修勤) 

  

사정근에서 세번째 것은 ‘수행의 노력(修勤)’이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행이라는 말은 빠알리어 ‘bhāvanā’를 번역한 말이다. 문자적으로는 

‘존재’를 의미한다. 

  

바와나의 어근 ‘bhū’는 ‘있다’ ‘되어 간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바와나는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연습을 해서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연습을 통해서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 대신 수습(修習)이라는 말도 사용된다.  

  

수행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경전상에서는 칠각지를 들고 있다. 새김, 

탐구, 정진, 희열, 안온, 평정의 깨달음 고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왜 

수행에 대하여 칠각지를 예로 들었을까? 이는 상윳따니까야 ‘질병의 

경’(S46.15)에서 부처님이 중병에 걸린 깟싸빠에게 “깟싸빠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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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설한 일곱 가지 깨달음 고리를 닦고 일곱 가지 깨달음 고리를 

익히면, 곧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된다.”(S46.15)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칠각지는 닦고(bhāvitā) 자주 익히는 것(bahulīkatā)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을 말한다. 칠각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많이 닦고 익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노력이다.  

  

수호의 노력(守護勤) 

  

사정근에서 세번째 것은 ‘수호의 노력(守護勤)’이다.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를 상기시키는 지각의 인상(nimitta)을 

수호함으로써 나타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다름 아닌 

부정상(不淨相)이다. 해골과 뼈로 구성된 시체에 대한 지각 같은 열 

가지 부정상을 말한다. 

  

수호근에서 왜 부정관을 하라고 했을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부정관은 착하고 건전한 것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극단적으로 괴로움에 대한 명상을 함으로 

인하여 ‘싫어하여 떠남(nibbidāya virāgāya: 厭惡-離欲)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부정관을 하지 않으면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서 

세상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세상에서 벗어나려거든 부정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관을 하면 스스로 정화가 일어나고, 

부정관을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십자가는 일종의 부정관(不淨觀) 

  

부정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죽어서 부패해 가는 시체를 

관함으로 인하여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죽음 보다 

최악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괴로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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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생사일여(生死一如)라는 말을 한다. 생과 사는 같은 것이라 한다. 

또 모든 것이 공(空)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은 죽을 정도로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극복과는 먼 말이 될 수 있다. 그다지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부정관이나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 놓았다면 죽음과 같은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 준비한 

수행을 해 놓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극복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가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손에는 못이 박혀 있다. 끔찍한 모습을 한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은 매일 

접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부정관 

같은 것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고통받는 예수와 늘 함께 한다. 

불교인들이 해골 등을 명상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부정관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 보다 더 나쁜 것이 없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보다 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강력한 힘을 받는다. 최악의 상황을 보는 

듯한 십자가를 보면서 현재 처한 나의 고통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 극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사일여나 공과 같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매어 있을 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불교인들 중에는 고난이 닥쳤을 때,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개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부정관 

 

부정관을 하면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고 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마하 띳싸 장로이야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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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띠야빱바따 산에서 살던 장로 마하 띳싸가 아누라다푸라로 탁발 하러 

가던 중에 양가집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친정으로 가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 길을 나섰다.  

  

여인은 장로를 보자 넋나간 마음으로 이빨을 보이며 크게 웃었다. 

장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쳐다 보다가 이빨에 대한 

부정을 지각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뒤따라 왔다. 그는 장로를 보고서 “존자여, 어떤 

여인을 보았습니까?”라며 물었다. 그러자 장로는 “여인이나 남자가 

여기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단지 해골의 다발이 이 큰 길을 

지나갔다.”(Vism.1.55)라고 말했다. 

  

마하 띳싸장로는 여인의 이빨을 보고서 이전의 지각을 떠올렸다. 장로는 

32 가지 신체의 형태에 대한 부정관에서 이빨만을 취했다. 그런데 

이빨에서 취한 습득인상이 열가지 부정상 중에 ‘해골이 드러난 

시체’의 대응인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장로는 평소에 “혐오스런 해골이 드러난 시체, 혐오스런 해골이 드러난 

시체”라며 부정상을 닦았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따르면 “장로 마하 

띳싸가 이빨만을 바라보았는데, 부인이 전체적으로 시체의 해골더미로 

현현한 것”(Vism.6.81)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장로는 여인의 이빨을 보고 부정상을 취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장로는 

평소에 부정상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극복한 것이다.  

  

즐거운 느낌은 괴로움으로, 괴로운 느낌은 화살로 

  

사정근을 보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선법은 

감각기관을 단속하여 제어해야 한다. 제어가 되지 않으면 불선법이 

생겨날 것이다. 그럴 경우 버려야 한다. 반면에 선법은 계발하고 

수호되어야 한다. 아직 생겨나지 선법을 계발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계발된 선법은 유지해야 한다.  

  

불선법이라면 쳐내야 하고 선법은 증장해야 한다. 이것이 사정근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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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는가? 부처님은 “즐거운 느낌은 괴롭다고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아야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S36.5)라고 말씀했다.  

  

세상사람들은 즐거운 것은 즐겁다고 보고 더욱더 즐거움을 추구한다. 

괴로우면 한시바삐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즐거움은 계속 유지 되지 않아서 불만족을 초래한다. 그래서 현자들은 

즐거운 것을 괴롭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괴로운 

느낌을 화살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을까?  

  

두개의 화살이 있다. 육체적 화살과 정신적 화살을 말한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은 괴로운 느낌과 접촉하면 우울해지고 

피곤해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미혹에 빠진다. 그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두 종류의 고통을 느낀다.”(S36.6)라고 했다.  

  

괴로운 느낌이 생겨 났을 때 화살과 같은 것으로 보라고 했다. 화살은 

맞으면 아프다. 그런데 범부들은 화살을 맞았을 때 “아파 

죽겠네!”라며 괴로워한다. 이로 인하여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다. 

괴로운 느낌을 화살과 같은 것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수한 화살을 

맞게 된다. 그 결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첫번째 화살에서 그쳐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는 이와 같이 

‘나의 몸은 괴로워하여도 나의 마음은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워야 합니다.”(S22.1)라고 말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괴로운 느낌은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후가 중요하다. 

괴로운 느낌으로 인하여 정신적 화살은 맞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자에 대하여 ‘바른 관찰자’(S36.5)라고 했다. 

  

  

2019-05-27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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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세하게 관찰해야 법을 볼 수 있다 

  

  

전철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본다.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이다. 

대체로 피곤한 모습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서민들이 대다수이다. 

누군가 기침을 한다. 혹시 감기 걸린 사람일지 모른다. 몸의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비좁고 메마른 공간에서 감염될 수 있다. 사람냄새가 난다.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은 찌렁내가 심하다. 모두 피해 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을 타지 않을 수 없다.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전철이나 지하철만한 것이 없다. 

  

2019 년 6 월 14 일 삼송역 부근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로 향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KPTS)가 있는 곳이다. 6 월 첫번째 니까야강독모임이 

열리는 날이다. 늘 보는 얼굴들이다.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선생들이 

다시 나왔다. 잘 단장된 서고는 쾌적하고 아늑하다. 유리벽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이다.  

  

 

 
 

 

미세지(微細智)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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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문과 삼귀의와 오계를 합송했다. 그리고 십분 가량 입정했다. 해가 

무척 길어졌다. 겨울 같았으면 밖이 컴컴했을텐데 오후 7 시가 넘어도 

대낮처럼 밝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 실려 있는 ‘네 가지 

미세한 통찰’을 함께 독송했다. 

  

  

Idha bhikkhave bhikkhu rūpasokhummena samannāgato hoti paramena, 

tena ca rūpasokhummena aññaṃ rūpasokhummaṃ uttaritaraṃ vā 

paṇītataraṃ vā na samanupassati. Tena ca rūpasokhummena aññaṃ 

rūpasokhummaṃ uttaritaraṃ vā paṇītataraṃ vā na pattheti. 

  

“수행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그 물질에 대한 미세한 통찰보다 더 

탁월하고 더 수승한 다른 물질에 대한 미세한 통찰을 보지 못하고, 그 

물질에 대한 미세한 통찰보다 더 탁월하고 더 수승한 다른 물질에 대한 

미세한 통찰을 바라지도 않는, 그러한 궁극적인 물질에 대한 미세한 

통찰을 갖춘다.”(AN.II.17, A4.16) 

  

  

앙굿따라니까야 ‘미세한 통찰의 경’(A4.16)이다. 오온에 대한 것으로 

이후 문장을 보면 물질 대신에 느낌, 지각, 형성만 바꾸어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viññāṇa)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경에서 왜 의식이 빠져 있을까? 이는 통찰이라는 말로 알 수 있다. 

각주에 따르면 “네 가지가 의식과 더불어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五蘊]을 구성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물질, 느낌, 지각, 

형성을 관찰하면 분별하여 아는 마음, 즉 의식이 함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에서‘미세한 통찰(sokhummani)’을 한역으로 미세지(微細智)라고 

한다. 주석에 따르면 “미세한 특징을 꿰뚫는 앎을 말한다. 미세한 

특징이란 다름 아닌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질, 느낌, 지각, 형성을 관찰했을 때 얻어지는 지혜가 미세지이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거치른 관찰과 미세한 관찰이 있다고 했다. 거치른 

것은 오욕락과 관련이 있다. 눈과 귀 등 감각기관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즐거움에 취하면 이 세상은 항상하고 즐거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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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술취한 자가 보는 

세상도 그럴 것이다. 거치른 관찰로서는 무상, 고, 무아를 볼 수 없음을 

말한다. 반면에 미세한 관찰을 하면 무상, 고, 무아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관찰한 것이 대표적이다. 

  

깔라빠(kalāpa), 극미취(極微聚)에 대하여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궁극에 이를 것이다. 현대물리학에서는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비담마 논장에 따르면 물질을 미세하게 통찰 하면 

‘깔라빠(kalāpa)’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깔라빠가 

소립자와 같은 구조는 아니다. 전재성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집합체’라고 한다. 독일어로는 구구페(grupe)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룹(group)이라고 한다. 이는 원자적 집합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청정도론을 번역할 때 깔라빠에 대하여 

‘극미취(極微聚)’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깔라빠까 아무리 미세해도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알갱이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깔라빠는 

그룹으로된 물질의 최소단위이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물질은 모두 28 가지이다. 지, 수, 화, 풍 이렇게 

사대와 같은 네 가지 근본물질을 비롯하여 24 가지 파생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파생물질은 눈, 귀, 코, 등 감각기관과 몸, 형상, 소리 등 

감각대상과 여성, 남성, 심장토대 등이 있고 허공, 몸의 암시 등과 같은 

추상물질이 있다.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하여 부처님은 “네 가지 광대한 

존재, 또는 네 가지 광대한 존재에서 파생된 물질을 색이라고 

한다.”(S12.2)라고 하여 물질에 대하여 정의해 놓았다. 물질이라는 

것이 사대와 파생물질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하여 ‘형태’라 하여 개념으로 보고 있다. 

명색을 정신-물질이 아니라 ‘이름-형태’로 보고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분명하게 명색에 대하여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명색이란 무엇인가? 그것에는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정신활동이 있으니 이것을 명이라고 부르고,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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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한 존재, 또는 네 가지 광대한 존재에서 파생된 물질을 색이라고 

한다.”(S12.2)라고 명확하게 정의해 놓았다.  

  

물질을 관찰한다는 것은 지대, 수대, 화대, 풍대와 같은 네 가지 

근본물질뿐만 아니라 파생물질도 관찰함을 말한다. 그런데 28 가지 

물질은 깔라빠라고 불리우는 작은물질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깔라빠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미얀마 ‘멤 틴 

몬’이 지은 ‘붓다아비담마’에 따르면 “인간계에 있는 깔라빠의 

크기는 원자보다 더 작은 극미입자의 10 에 마이너스 5승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깔라빠는 크기가 전자, 양자, 중성자에 비유 될 수 

있다.”(붓다아비담마, 311-312 쪽)라고 했다. 이와 같은 깔라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1) 한 깔라빠의 모든 물질은 함께 일어난다. 즉 그것들은 공통의 

발생을 갖는다. (2) 한 깔라빠의 모든 물질은 또한 함께 소멸한다. 즉 

그것들은 공통의 소멸을 갖는다. (3) 한 깔라빠의 모든 물질이 일어나기 

위해 깔라빠에 존재하는 4 가지 필수 요소[四大]에 의지한다. 즉 

그것들은 공통의 의지처를 갖는다. (4) 한 깔라빠의 모든 물질은 너무 

철저하게 섞여 있어서 구별될 수 없다. 즉 그것들은 

공존한다.”(붓다아비담마, 311 쪽)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는 깔라빠는 그룹으로 된 미세한 

것으로 생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깔라빠에는 지, 수, 

화, 풍이라 부르는 사대라는 근본물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몸이 사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미세하게 관찰해야 법을 볼 수 있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미세한 것의 본질은 무상, 고, 무아에 있다고 

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분석하여 미세하게 보는 것도 무상, 

고, 무아를 보기 위한 것이다. 물질을 예로 든다면 사대를 관찰하는 

것이다. 전재성선생은 맛지마니까야 ‘라훌라에 대한 가르침의 큰 

경’(M62)을 예로 들었다. 땅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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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훌라여, 무엇이 땅의 세계인가? 안에 있는 땅의 세계와 밖에 있는 

땅의 세계가 있다. 라훌라여, 안에 있는 각각의 거칠고 견고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고기,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똥, 그리고 기타의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라훌라여, 안에 있는 땅의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땅의 세계와 밖에 있는 땅의 

세계를 땅의 세계라고 한다.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땅의 세계를 멀리 떠나 땅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M6.6) 

  

  

땅의 요소에 대하여 거칠고 견고한 것이라고 했다. 몸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머리카락 등을 들었다. 머리카락이 땅의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에는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도 있지만 땅의 요소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땅의 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땅의 요소를 

잘 관찰하면 무상, 고, 무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물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것에 물질의 어느 것이든지 대입할 수 있다. 

자신의 눈이 아름답다면 “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눈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눈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느낌, 지각, 형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세하게 관찰해야 법을 볼 수 있다. 지, 수, 화, 풍 사대가 무상, 고, 

무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경에서는 

호흡수행(ānāpānasati)을 말하고 있다. 호흡수행을 닦고 반복하여 

익히면 커다란 과보와 공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수행과 관련이 있다. 특히 오온의 가르침이 그렇다. 

부처님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에 대하여 미세하게 통찰하라고 한 

것은 수행하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분별해서 아는 지혜 윈냐나(viññāṇa: 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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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야독송모임에서 독송한 ‘미세한 통찰의 경’은 수행에 대한 

것이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세지(微細智)에 대한 것이다. 

물질을 지, 수, 화, 풍으로 통찰하면 미세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무상, 고, 무아라고 했다. 느낌도, 지각도, 형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의식(viññāṇa)은 제외이다. 의식은 네 가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찰지라고 한다. 오온에 

있어서 의식에 대하여 빤딧짜 스님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써 

놓았다. 

  

  

“우리가 열심히 관찰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뒤에서 다른 어떤 놈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수-상-행-식 중에서 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앎인 식에 ‘나’를 갖다 붙여서 아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합니다.”(11 일간의 특별한 수업, 352 쪽) 

  

  

의식을 나 또는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의식은 색, 수, 

상, 행에서 관찰하는 마음, 즉 사띠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다. 이를 

노팅(noting)한 것을 왓칭(watching)한다고도 말한다. 아는 것을 

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것, 내것, 나의 

자아라고 하면 외도의 길로 빠진다는 것이다.  

  

대상을 거칠게 파악하면 세상과 자아에 대하여 영원하고 즐거운 것이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수행을 하여 대상을 미세하게 파악하면 

생멸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하여 

미세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복부관찰을 할 때 배가 부풀어 오르면 ‘부풂’이라고 관찰하고, 꺼지면 

‘꺼짐’이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부품과 꺼짐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띠한다고 말한다. 행선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발을 들어 

올릴 때 ‘올림’이라고 관찰한다. 이동할 때 ‘밂’이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관찰하면 점점 집중이 된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생멸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멸하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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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분별해서 아는 지혜라 하여 윈냐나(viññāṇa: 意識)라고 한다. 이런 

분별지가 미세지이고 통찰지라고 볼 수 있다.  

  

  

“물질의 미세한 통찰과 

느낌의 발생과  

거기서 지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형성을 타자로 괴로운 것으로  

자아가 아닌 것으로 안다네. 

이렇게 올바로 보는 수행승이 

고요하고 적멸의 경지를 즐긴다면 

악마와 그 권속을 이기고 

그 최후의 몸을 성취하리라.”(A.4.16)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위빳사나수행 28 일’ 

  

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진도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번 모임에서도 짤막한 

경 하나로 두 시간 동안 경청하고 토론했다. 담마는 마치 그물망 같아서 

들어 올리면 줄줄이 달려 오는 것이다. 한단어, 한구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에서 가져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 독송한 

경은 위빠사나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위빠사나수행과 관련하여 최고의 수행지침서는 아마도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위빳사나수행 28 일’일 것이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보았다. 일상에서나 집중수행할 때 교과서로 삼을 만 

하다. 미얀마 찬먜사야도가 호주에서 28 일 동안 법문한 것을 녹취해서 

출간한 것이다. 1990 년 대부터 미얀마 찬먜선원에서 오랜 기간 수행한 

바 있는 케마 김도희선생이 편역한 것이다.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한다. 교학만 알면 반쪽만 아는 것이나 다름 

없다. 좌선과 행선, 일상에서 수행을 해야만 담마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발간된 ‘위빳사나수행 

28 일’는 최고의 수행지침서이다.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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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이 필 때 두물머리 정혜사에서 

  

담마를 경청하고, 담마를 배우고, 담마를 토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하다. 새롭게 단장된 삼송역 빠알리성전협회에서 매달 한달에 

두 번 열리고 있다. 다음 달에는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강독모임 멤버 

도현스님이 주지로 있는 남양주 정혜사에서 7월 27 일(토)에 열린다.  

  

정혜사는 온갖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아름다운 절이다. 더구나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두물머리에 있어서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더구나 7월 말이면 연꽃이 절정이다. 오전에는 법문을 듣고 오후에는 

두물머리로 산책을 나가는 일정이다.  

  

연꽃이 필 때 두물머리 정혜사에서 니까야강독모임이 열린다.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담마를 듣고, 담마를 배우고, 담마에 대하여 토론 하는 

것은 더 없는 행복이다. 

  

  

2019-06-1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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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마따(法性)와 법신사상 

  

  

법성게에서 법성(法性)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전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실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법의 

성품이라고 풀이 되는 법성이 우주로 확장 되었다. 이는 대승불교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테라와다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한정짓는다. 

삼사화합촉에 따라 우주가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의 

성품이라는 법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니까야강독 모임이 7월 12 일(금) 전재성선생 서고에서 열렸다. 칠월 

들어 첫번째 열린 모임에서 ‘깨달은 자가 공경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이라는 제목을 가진 경을 독송했다. 앙굿따라니까야 

‘우루밸라의 경 1’(A4.21)에 해당된다. 법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yannūnāhaṃ yopāyaṃ dhammo mayā abhisambuddho tameva dhammaṃ 

sakkatvā garukatvā upanissāya vihareyyanti. 

  

“나는 내 스스로 올바로 곧바로 깨달은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어떨까?”(A4.21) 

  

  

리스 데이비스여사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즉 법(dhamma)은 

불교발전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신(神)이 되었다고 한다. 이 문장을 

두고 한 말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의지 하면서부터 법이 

신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번역가 가이거는 이것을 

법신(法身)사상의 시초로 보고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대승불교의 

싹이 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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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출가하여 스승을 찾아 다녔으나 오래 있지 않았다. 궁극적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궁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 6년간 

고행했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 부처님은 고행을 포기하고 정각을 

이루었다. 정각을 이루고 5 주 째 되었을 때 “공경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괴롭다.”(A4.21)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부처님의 외로움’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경하고 존중할 

만한 수행자나 성직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했다. 다섯 가지 

중에서 ‘계행의 다발(戒溫)’을 예로 든다면 “나는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나보다 더 계행을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수행자나 성직자를 보지 

못했다.”(A4.21)라고 했다. 계행의 다발뿐만이 아니다. 삼매의 다발, 

지혜의 다발, 해탈의 다발, 해탈에 대한 앎과 봄의 다발에 있어서도 

부처님과 견줄만한 존재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에 의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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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 예불문에 오분향례가 있다.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고 하여 새벽과 저녁에 행하는 예불뿐만 아니라 

각종불공의식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불교의례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오분향례가 초기경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다발에 의지했다.  

  

부처님은 다섯 가지 다발에 의지했을 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 

수행단계에서는 스승이 필요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다른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을 능가하였기 때문에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다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계행의 다발의 경우 수 많은 계행이 있는데 서로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이를 추인이라도 하듯이 하느님 사함빠띠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과거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미래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현재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수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네. 

  

모두가 올바른 가르침을 

공경하고 살았고, 살고 있으며, 

또한 살아갈 것이니,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법성이네.”(A4.21) 

  

  

게송에 따르면 깨달은 자는 법성(dhammatā)에 의지했다. 전재성선생은 

법성에 대하여 추상명사로서‘법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을 

뜻하는 담마는 원칙, 사실, 가르침 등 다양한 뜻이 있는데 문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마에 대하여 단지 

‘법(法)’이라고만 번역한다면 매우 경직된 번역이 될 것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법성을 뜻하는 담마따에 대하여 ‘법다움’이라고 

번역했다. 

  

게송에서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법성이네.”라고 했다. 여기서 깨달은 

님들의 법성은 부처님들의 법성을 말한다. 삼세제불의 법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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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초불연에서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다움이네.”라고 

번역했다. 법성과 법다움의 차이이다. 

  

법성을 뜻하는 담마따는 초기경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다. 초기경전 

중에서도 비교적 후대에 성립된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볼 수 있다. 

전재성선생은 대승불교의 법신사상이 담마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승불교에서 법신사상은 법(Dhamma)을 신앙하는 사상을 말한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법신에 대하여 지혜광명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이라고 한다. 또 세상을 남김없이 비추기 때문에 

편조법계(偏照法界)라고 한다. 이처럼 법신사상은 빛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것도 빛이 퍼져나가는 형상이다. 이는 태양신 숭배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태양신숭배사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고대인도에서도 

수리야(suriya)라 하여 태양신숭배사상이 있었다. 태양은 빛이 퍼져 

나가는 이미지이다. 그런데 담마(法)도 퍼져나가는 이미지라는 것이다. 

이는 담마를 수레바퀴로 비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치 

태양에너지가 방사하듯이, 담마가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신 

자체가 법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승에서 법성은 법성게로 잘 표현 되어 있다. 화엄경을 210 자로 축약한 

것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따르면 법성은 진여나 불성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담마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 등장하는 담마따는 계정혜삼학과 해탈, 해탈지견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 있다. 그래서 법성에 대하여 

‘법이라는 사실’로 보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법의 성품에 대한 

것이다.  

  

법의 성품은 다름 아닌 생멸이고, 생멸하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법성과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법성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7 월 두 번째 니까야강독모임은 정혜사(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78-10, Tel: 031-576-8252)에서 열린다. 강독모임 멤버이자 전재성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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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인 도현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이다. 7 월 27 일(토) 정혜사 

법당에서 10 시에 시작된다.  

  

 

 
 

 

정혜사모임은 작년 12 월 30 일 이후 꼭 7 개월 만이다. 점심공양이 

끝나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두물머리 다산공원으로 산책나간다. 

연꽃철이기 때문에 연꽃이 절정일 것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2019-07-14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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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정한 삶 브라흐마짜리야 열가지, 정혜사 여름모임 

  

  

변화를 주고자 

 

전재성선생의 니까야강독모임이 남양주 정혜사에서 열렸다. 매월 둘째와 

넷째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전재성 선생 삼송역 서고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다. 강독모임 멤버 중의 하나인 

장선생이 제안한 것이다.  

  

안양에서 삼송역까지는 무척 먼 길이다. 전철로 이동한다. 넉넉잡고 두 

시간은 잡아야 한다. 남양주 정혜사에서 삼송역까지 멀기는 

마찬가지이다. 정혜사 도현스님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버스와 전철과 

지하철, 택시를 타고 삼송역 서고에 온다. 거의 두 시간 반은 걸리는 것 

같다. 이밖에도 멀리 분당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온다. 

  

매월 두 차례 열리는 강독모임 시간은 저녁 7시이다. 계절에 따라 바깥 

날씨 변화를 알 수 있다. 겨울이 되면 캄캄하지만 유월 하지철이 되면 

8 시가 되어도 훤하다. 매번 똑 같은 밥을 먹으면 식상하다. 때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강독모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번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때로 밖에서 할 필요도 있다. 공기좋고 경치좋은 정혜사에서 

모임 한번 갖자고 하여 성사되었다. 작년 12 월 30 일 정혜사에서 모임을 

가진지 7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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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7 월 27 일 토요일 오전 10 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다. 아직 두 명이 도착하지 않았다. 30 분을 늦추어서 10 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다. 정혜사 법요집에 실려 있는 빠알리어 예경문과 

삼귀의, 오계를 독송했다. 그리고 10 분 가량 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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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은 11 시 가까이 되어서 도착했다. 한명은 초행길이라서 버스와 

지하철, 전철 등으로 산넘고 물건너 왔다. 오기까지 힘들어도 일단 오면 

좋은 것이다. 현재 행복하면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추억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독모임과 인연 맺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가르침과의 인연이다. 삼장을 꿰뚫어 알고 있는 전재성 선생의 

이야기는 들을만하다. 

  

청정한 삶,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에 대하여 

  

7 월 27 일 정혜사 강독모임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청정한 삶을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진 경을 독송했다. 앙굿따라니까야 ‘청정한 

삶의 경’(A4.25)이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Nayidaṃ bhikkhave brahmacariyaṃ vussati janakuhanatthaṃ, na 

janalapanatthaṃ, na lābhasakkārasilokānisaṃsatthaṃ, na 

itivādappamokkhānisaṃsatthaṃ, na iti maṃ jano jānātūti. Atha kho 

idaṃ bhikkhave brahmacariyaṃ vussati saṃvaratthaṃ, pahāṇatthaṃ, 

virāgatthaṃ, nirodhatth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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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험담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와 같이 나를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해서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은 제어하기 

위해서이고, 끊어버리기 위해서이고, 사라지기 위해서이고, 소멸하기 

위해서이다.”(A4.25) 

  

 
 

  

전재성선생은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에 대하여 ‘청정한 

삶’으로 번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청정범행’으로 번역했다. 

이는 브라흐마(the Creator: 梵天)와 짜리야(behavior: 行爲)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하느님의 행위’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브라흐마짜리야에 대하여 10 가지로 설명했다. 부처님이 새롭게 

해석한 청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는 말미에 설명되어 있는 

“사라지기 위해서이고, 소멸하기 위해서이다. (virāgatth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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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odhatthanti)”라는 말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열반을 지향하는 삶을 말한다. 

  

전재성선생은 브라흐마짜리야와 유사한 말로서 

브라흐마비하라(brahmavihāra)가 있다고 했다. 이를 한역으로 

범주(梵住)라고 번역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범주(四梵住)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자애, 연민, 기쁨, 평정에 대한 것으로 사무량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무량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사이비청정 

  

청정한 삶 첫 번째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사이비청정을 예로 들었다. 어느 수행자가 하루 한끼 먹는 

것을 자랑한다면 사이비로 보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한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반드시 하루 한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세 끼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끼를 먹어 

보니 좋았고, 한끼를 먹어 보니 더 좋아서 하루 한끼를 권한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율장으로 확립되어서 하루 한끼가 된 것이라고 한다.  

  

누군가 ‘내가 하루 한끼 먹는데’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이는 자만일 

것이다. 고행한 것을 자랑삼아 알리는 것이다. 이는 ‘누가 나같이 

고행하며 사는 사람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우월적 자만에 해당된다. 

아홉 가지 자만 중에서도 가장 상층에 있는 자만으로 ‘우월한 자 

가운데 나는 우월하다’는 자만을 말한다. 

  

진정한 무소유란 무엇일까? 

  

청정한 삶 두 번째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이는 무소유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무소유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율장을 보면 빅쿠들에게 허용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행위는 모두 무소유에 위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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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의 무소유와 광의의 무소유이다. 

협의의 무소유는 물질적인 것이고, 광의의 무소유는 정신적인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무소유는 탐, 진, 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탐진치에서 생겨난 번뇌가 없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라는 것이다. 

  

율장에 따르면 부처님이 인기를 얻게 되자 많은 보시가 들어 왔다. 그 

결과 빅쿠들이 옷을 한보따리 갖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은 필요한 옷 세 

벌 만을 가지라고 했다. 처음부터 무소유였던 것이 아님을 말한다. 

진정한 무소유는 정신적 무소유라고 했다. 탐진치를 소멸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인 것이다.  

  

아낀짜나(akiñcana), 아무 것도 없는 자 

 

어느 수행자는 가진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 무소유인 것이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번뇌가 가득 하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어도 정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서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번뇌가 다한 아라한만이 진정한 

무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분노를 떠나고 또한 망상도 버려  

일체의 결박을 뒤어넘어야 하리. 

정신-신체적 과정에 집착하지 않아  

아무 것도 없는 님에겐 괴로움이 따르지 않네.” (S1.34) 

  

  

게송에서 ‘아무 것도 없는 님(akiñcana)’은 탐욕등의 번뇌를 떠난 자, 

즉 탐진치가 없는 아라한을 말한다. 주석에 따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소유이고, 사향사과에는 무언가 고통을 주거나 

방해하는 오염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이다.” Srp.III.99 라고 했다.  

  

무소유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이는 “아, 우리는 안락하게 

산다. 우리의 것이라고는 결코 없어도 빛이 흐르는 하느님 세계의 

하느님들처럼 기쁨을 음식으로 삼아 지내리라.”(Dhp.200)라는 법구경 

게송으로 알 수 있다. 범천에 사는 천신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기쁨을 

먹고 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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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에서 빛나더라도 돼지우리에서는 

  

청정한 삶 다섯 번째는 공덕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을 말한다. 천상도 천상 

나름이다. 보시공덕과 지계공덕을 쌓아 욕계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여기에 사마타수행공덕을 쌓으면 색계나 무색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사무량심을 닦으며 청정한 삶을 살아 범천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윤회하는 세계이다.  

  

공덕이 다하면 어느 세계에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미얀마에 이런 

격언이 있다. “범천에서 빛나더라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라는 

말이다. 우 꾼달라 사야도가 지은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에서 본 것이다. 책에 따르면 “몸에서 나는 빛으로 반짝이는 

광채로 가득한 범천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의 선업의 결과와 선정의 

힘이 다하면 그 즉시 돼지와 같은 축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365 쪽)라고 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청정한 삶 여섯 번째는 ‘이와 같이 나를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행과 관련이 있다. 아홉 가지 자만 

중에서도 최상에 해당된다. 이는  ‘이와 같이 나를 알아주기 

바란다.’라는 뜻으로 고행을 하는 것이다.  

  

여기 두타행을 닦는 자가 있다. 그는 계행에도 철저하다. 그에게 ‘누가 

나 같은 자 있으랴?’라는 마음이 일아나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월적 자만 중에서도 우월에 해당된다. 누군가‘누가 나 

같이 수행한 사람 있으랴?’라고 말한다면 수행자의 교만이다. 또 

‘누가 나 같은 배움이 있으랴?’라고 말한다면 이는 배운자의 

교만이다.  

  

누가 알아주어야만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다.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말이다. 계행을 잘 지키고 고행을 

한다고 하여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청정한 삶이 아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번뇌를 여의는 삶이 청정한 삶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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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능력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청정한 삶 일곱 번째는 제어하는 것(saṃvaratthaṃ) 이라고 했다. 이는 

다름 아닌 감각기관 제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바다의 

비유를 들었다. 시각의 바다, 청각의 바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무섭고 무시무시한 것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시각의 바다에 대하여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S35.228)라고 했다.  

  

시각에는 시각의 바다가 있고, 청각에는 청각의 바다가 있다. 후각에는 

후각의 바다가, 촉각에는 촉각의 바다가, 정신에는 정신의 바다가 있다. 

이와 같은 바다는 각각의 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이와 

같은 여섯 감각능력으로 인지 되는 세계에 대하여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감각능력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 시각의 바다, 청각의 바다에 빠져 익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청정한 삶은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는 것에 달려있기도 하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단멸을 

  

청정한 삶 여덟 번째는 ‘끊어 버리는 것(pahāṇatthaṃ)’ 이다. 

전재성선생은 끊어 버림을 뜻하는 빠알리어 빠하나(pahāṇa)에 대하여 

‘버린다’의 뜻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버리는 것에 대하여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아마도 ‘베란자의 

경’에서 단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처럼 보였다.  

  

베란자의 경에 따르면 바라문 베란자가 부처님에게 “존자 고따마께서는 

단멸을 설합니다.”(A8.11)라고 말했다. 베란자는 소문만 듣고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어떠한 이유로 

나에 대하여 ‘수행자 고따마는 단멸을 설한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A8.11)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주의와는 다름을 말한다.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단멸을 설합니다.” (A8.11)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오로지 괴로움의 진리만 설했다면 허무주의자로 오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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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괴로움뿐만 아니라 발생의 원인, 소멸, 소멸방법에 대하여 

설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법이 전해져 왔다.  

  

부처님이 단멸을 설한 것은 탐진치의 소멸도 되지만 괴로움을 끊어 

버리는 것도 된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끊어버림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버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불교를 조금만 알았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청정한 삶 아홉 번째는 ‘사라지는 것(virāgatthaṃ)’이다. 사라짐은 

비라가(virago)의 번역어이다. 색깔이 변색되어 감을 뜻한다. 마치 

연극이 끝났을 때 페이드아웃(fade-out)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잘못 

사용 되면 자살을 합리화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어느 정치인이 자살했다. 이전 해에는 또다른 유명정치인이 

투신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재성 선생은 두 정치인에 대하여 

“불교를 조금만 알았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자살하여 사라진다고 하여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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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청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윤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적 오염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윤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소멸이란 무엇일까?  

  

정말 죽고자 한다면 

  

청정한 삶 열 번째는 ‘소멸하는 것(nirodhatthan)’이다. 소멸을 

뜻하는 빠알리어 니로다(nirodha)는 ‘cessation’의 뜻으로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마치 등불의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멸은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정한 

삶을 살아야만 가능함을 말한다. 

  

자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윤회하는 것이다. 여기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대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매우 비겁한 방법이라고 했다. 정말 죽고자 한다면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앉아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멈추게 하는 것이다.  

  

호흡이 멈추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호흡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은 자기자신도 어찌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호흡을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수행은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멈춤은 다름 아닌 삼매를 말한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소멸하려거든 멈추어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설법을 듣는다고 하여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비트겐슈타인의 프리겐그라스 비유를 

들었다.  

  

파리를 잡기 위한 도구가 있다. 주둥이가 작고 아래가 큰 병이다. 

병안에 생선을 넣어 두면 파리가 생선냄새를 맡고 좁은 유리병 주둥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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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 그런데 한번 들어간 파리는 병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언어의 한계를 들었다.  

  

아무리 설법을 들어도 언어로 된 설명이다. 개념화 된 언어로 설명해 

보지만 진실을 알 수 없음을 말한다. 마치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언어라는 것은 투명한 유리병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개념에 종속되어 

있는 한 투명한 유리벽에 부딪치는 파리와 같다는 것이다. 언어에 

의존하면 자기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파리신세와 같음을 말한다.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삼매이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끊어 버리고, 사라지고, 소멸하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한다. 그런데 

멈추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로 멈출 수 있는 

자만이 유리병과 같은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다.  

  

소설 데미안이 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것이다. 데미안에서는 “새는 

알에서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다. 이 말은 헤르만 

헤세가 맛지마니까야 ‘병아리 부화 비유 이야기’(M16)를 보고 영감을 

얻은 것이다.  

  

자신이 형성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소멸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이 

구축한 ‘자아’라는 단단한 알껍질을 깨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앙굿따라니까야 ‘베란자의 경’에서는 병아리부화비유에 대하여 

“무명의 껍질을 깨고”(A8.11)라고 하여 무명타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수행은 개인공간에서 법문은 공개홀에서 

  

전재성선생 설명이 모두 끝났다. 전재성선생은 이런 자리가 마련 된 

것에 대하여큰 의미를 부여했다. 수행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법문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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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함을 말한다.  한국불교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명상홀에서 

함께 명상을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없었다고 한다.  

  

법당은 본래 법문 듣는 장소이지 함께 모여 명상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예로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이 나무 밑이다. 이것들이 텅 

빈 집이다. 선정을 닦아라. 방일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S43.1)라는 가르침을 

들었다.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빈집에 가서 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설법은 함께 들어도 수행은 각자 해야 함을 말한다.  

  

법당에서는 법문 듣고 수행은 각방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래서인지 미얀마수행센터를 보면 일인일실이 주어진다. 목욕탕까지 

있어서 일인일실일욕실이 된다. 예불이나 법문할 때는 커다란 홀에 

모인다. 또한 인터뷰할 때 함께 모인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은 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초기에는 모여서 하는 것도 나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수행이 무르익으면 토굴 같은 곳에서 홀로 정진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자기소개시간에 

  

자기소개시간이 되었다. 이날 모두 19 명이 참석했다. 20 명 예상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 맞은 것이다. 스님은 두 명 참석했다. 도현스님과 

동출스님이다. 도현스님은 정혜사 주지스님이니 당연 참석이다.  

  

동출스님은 멀리 북한산 서쪽에 있는 절에서 오셨다. 배움이 있는 

곳에서 늘 볼 수 있는 스님이다. 지난 봄 휴전선 두타연행사를 함께 

했다. 펀치볼 전몰자 추모제에서는 천도재를 지내 주셨다. 정평불과 

인연이 많은 스님이다.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생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부탁하자 흔쾌히 들어 주었다. 큰누나 같기도 하고 여장부같기도 하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렵게 왔다. 그동안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접한 

전재성선생을 직접 뵙게 되어서 반갑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임과 전재성선생과의 인연을 말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한번이라도 모임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행사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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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요청했다. 어느 카톡에서는 과잉홍보라 하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알렸다.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줄 알기 때문이다. 

  

보시도 타이밍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혜사에서 정성껏 준비했다. 주지스님에 따르면 

사람을 세 명이나 불러서 준비했다고 한다. 밥은 보약과 같다. 온갖 

약재가 들어가 있는 듯한 약밥이다. 갖가지 나물과 샐러드 등 

부페식으로 준비했다. 평소 명상홀로 사용되는 문수전에서 식사를 했다.  

  

 

 
 

 

보시도 타이밍이라고 한다. 보시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다. 식사가 끝나고 옥수수를 선물 받았다. 정혜사 가까이 사는 

장계영선생이 찐옥수를 선물로 듬뿍 안겨 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선생은 보시공덕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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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청정지역에서 

  

식사후에 두물머리 산책을 나갔다. 지난 겨울에는 정혜사 아래 다산공원 

강변으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차를 이용하여 두물머리로 간 것이다. 마침 

비가 개여서 하늘이 매우 맑았다. 그러나 무척 더웠다. 습기를 머금은 

무더위이다.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여 그냥 다닐 수 없었다. 양산을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강했다. 남자들은 우산을 펼쳤다. 비올 때 사용되는 

우산이 햇볕 가리개로 사용된 것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는 누구나 한번쯤 와 보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강물은 푸르고 하늘은 맑다.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 나간 것 같다. 마음도 

맑고 깨끗해진 것 같다. 두물머리 청정지역에서 연꽃이 피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핀 연꽃이 더욱 더 청정해 보였다.  

  

  

2019-07-30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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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섭법에서 동사(同事)의 의미는? 

  

  

니까야강독모임이 열리는 날이다. 지난 7 월 이후 두 달만이다. 어쩌면 

2 학기 개강의 날이라고 볼 수 있다. 매달 두 번 열리다가 두 달 공백이 

생기니 매우 오래 된 것 같다. 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하여 삼송역으로 

향했다. 

  

나는 왜 이 먼길을 

  

안양에서 고양까지는 매우 먼거리이다. 자동차로도 거의 50 키로 가까운 

아득한 거리이다. 서울에 있으면 나을 것이다.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꼬박 도보, 전철, 지하철, 환승, 버스를 이용하여 2 시간 잡아야 한다. 

특히 구파발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 긴장된다. 잘못 타면 엉뚱한 길로 

빠진다. 3 년째이지만 버스로 환승할 때가 가장 어렵다. 나는 왜 이 

먼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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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독모임이 생겨난 이래 거의 개근하고 있다. 그리고 빠짐없이 후기를 

남기고 있다. 이런 것도 어쩌면 ‘집착’일 것이다. 그러나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배움’이다. 삼장을 꿰뚫고 있는 번역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놓칠 수 

없다. 부지런히 노트해 둔다. 그리고 글로 남겨서 인터넷에 공유한다. 

  

다음으로 ‘도반들과의 만남’이다. 3 년째 다니다 보니 이제 눈에 

익었다. 이런 말이 있다.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이러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됩니다.”(S3.18)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라며 부정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아난다여,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S3.18)라고 말했다. 도반은 청정한 삶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와도 같다는 것이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지난 3 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찬 사람들이고 동시에 

후원자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진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 되었을 때 

멀어지기 쉽다.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모임에 자주 나오는 것도 습관이다. 한번 습관들면 

빠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습관은 일종의 수행과도 같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을 바꾸려거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수행이라는 말 보다는 

‘수습(修習)’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수행이라는 용어와도 관련이 

있다. 

  

니까아강독모임에서 전재성선생은 수행이라는 말에 대하여 빠알리어로 

‘바와(bhava)’를 번역한 것이라고 했다. 바와는 영어로 

‘becoming’의 뜻으로 ‘되어감’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자어로 

닦는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무언가로 되어 간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107 

 

습관과 관련하여 최근 최진석 선생의 유튜브를 보았다. 최진석 선생은 

서강대 교수직을 스스로 사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유튜브에서 

‘새말새몸짓’이라는 필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함량키우기’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함량은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 최진석 선생에 따르면 먼저 포부를 

가지라고 했다. 그 다음은 습관들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함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떠 오르는 말은 ‘함량미달’이다. 한번 

타고난 몸이나 마음을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진석 선생은 

함량미달에서 ‘함량채우기’로 바꾸는데 있어서 습관을 들었다. 

글쓰기를 예로 들었다. 전쟁이 일어나도 매일 원고지 10 매를 쓴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습관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이 

될 수도 있다.  

  

만시간의 법칙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하루 서너시간씩 집중해서 십년을 

하면 누구나 ‘프로페셔널’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먼저 참석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참석하다 보면 계속 참석하게 되고 도반들과의 유대관계도 강화되고 

무엇보다 배움이 증장된다는 사실이다. 함량키우기에 있어서 습관들이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사섭법의 원류는 니까야에 

  

9 월 첫 번째 강독모임에서는 두 개의 경을 독송했다.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섭수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진 ‘섭수의 기초에 대한 

경’(A4.32)이고, 또 하나는 ‘삼매의 수행에는 일반적인 선정 이외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삼매의 수행에 대한 

경’(A4.41)이다. ‘섭수의 기초에 대한 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섭수의 기초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보시하는 것,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 동등한 

배려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섭수의 기초가 

있다.”(A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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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섭수(攝受)라는 말은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네 가지 섭수가 있는데 사섭법이라 하여 한자어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섭법은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과 

함께 주요한 실천수행방법에 대한 것이도 하다. 그런데 원류가 니까야에 

실려 있다는 것이 놀랍다. 

  

사섭법에서 동사(同事)의 정확한 의미는? 

  

사섭법은 오로지 앙굿따라니까야에서만 볼 수 있다. 두 번 나온다. 네 

번째 모음에 있는 ‘섭수의 기초에 대한 경’(A4.32)이고, 또 하나는 

여덟 번째 모음에 있는 ‘핫타까 알라바까와 섭수의 경’(A8.24)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경에서 공통적으로 동사에 대하여 ‘동등한 

배려’라고 번역해 놓았다. 

  

사섭법에서 동사(同事)는 어떤 것일까? 인터넷백과사전에서 동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보살의 동체대비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중생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놓았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 “동사(同事) 

협력한다는 말이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마음과 몸이 하나로 되어 

같이 한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체로 동사에 대하여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동사를 뜻하는 빠알리어는 ‘사마낫따(samānattā)’이다. 전재성 선생은 

‘동등한 배려’로 번역했다. 이런 번역은 기존 유통되고 있는 

뜻풀이와는 다른 것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함께 함[同事]’로 

번역했다.  

  

전재성 선생도 처음에는 ‘사마낫따(samānattā)’에 대하여‘함께 

지내는 것’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개정판을 보면 ‘동등한 배려’로 

바뀌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각주에서 “동사를 함께 함, 

함께 지냄이라고 보통 번역하고 역자도 4 권에서는 함께 지냄으로 

번역했다가 앙굿따라니까야 8:24 의 문맥에 따라서 동등한 배려로 

번역한다.”(생활속의 명상수행, 325 번 각주)라고 밝혀 놓았다.  

  



109 

 

동사가 왜 동등한 배려일까? 이에 대하여 빠알리어 

사마낫따(samānattā)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사마낫따에서 

‘사(sa)’는 ‘함께’를 의미하고, ‘마나(māna)’는 ‘마음’을 

뜻하고 ‘앗따(attā)’는 추상명사의 어미라고 했다. 따라서 ‘함께 

하는 마음’이 된다.  

  

사마낫따에 대하여 빠알리사전을 찾아 보면 영어로 ‘identity; 

equality’라고 설명되어 있다. 동질 또는 동등이라는 뜻이다. 

빅쿠보디는 영역에서 ‘impartiality’라고 번역했다. 

‘impartiality’는 인터넷영어사전에 따르면 ‘ 1.공평무사, 

2.불편부당, 3.공명정대’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사를 뜻하는 

사마낫따(samānattā)는 ‘고락을 함께 함’의 의미라기 보다는 ‘동등한 

배려’의 뜻임을 알 수 있다. 

  

리더의 조건에 대하여 

  

동사가 동등한 배려의 뜻이라는 것은 앙굿따라니까야 ‘핫타까 

알라바까와 섭수의 경’(A8.24)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경을 보면 

동사에 대하여 “저는 ‘이 사람은 동등한 배려로 섭수해야 한다.’라고 

알면, 그 사람을 동등한 배려로 섭수합니다.”(A8.24)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문맥에 따라 

‘동등한 배려’라고 번역했다고 각주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찾아 보니 

“세존이시여, 제가 ‘이 사람은 함께 함[同事]으로써 섭수해야 

한다.’라고 알게 되면 저는 함께 함으로써 그를 

섭수합니다.”(A8.24)라고 번역했다. 한자어 동사(同事)를 그대로 풀어 

쓴 것처럼 보인다.  

  

빅쿠보디는 어떻게 영역했을까? 찾아 보니 “When I know: ‘This one 

is to be sustained by impartiality’, I sustain him by 

impartiality.”라고 영역되어 있다. 우리말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람은 동등하게 떠받쳐주어야 한다.’라고 알게 되면 동등하게 

떠받쳐줍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핫타까 알라바까와 섭수의 경’(A8.24)은 리더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이다. 경에서는 핫타까 알라바까가 재가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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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명을 섭수한다고 했다. 오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따르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여덟 가지 덕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종의 리더의 조건에 대한 것이다. 그 여덟 가지는 

‘1)믿음이 있는 것, 2)계행을 지키는 것, 3)부끄러움을 아는 것, 

4)창피함을 아는 것, 5)많이 배운 것, 6)관대한 것, 7)지혜를 갖춘 것, 

8)겸손한 것’을 말한다.  

  

이런 정도의 덕목을 가졌다면 누구나 따를 것이다. 그리고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실천덕목으로서 사섭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섭법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특히 동사가 그렇다. 그래서 

경에서는 동사를 뜻하는 사마낫따(samānattā)에 대하여 ‘동등한 

배려’로 번역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음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  

  

불교에서 근본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교조주의라는 말이 있다. 교주가 한 말을 맹신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에 

쓰여 있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도 해당된다. 반면 수정주의가 있다. 

경전에 쓰여 있는 문구를 시대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교조주의와 수정주의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쁠까?  

  

어떤 이는 교조주의가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경전에 쓰여 있는 문구를 

곧이곧대로 믿었을 때 근본주의자 또는 원리주의자 소리를 듣기 쉽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일신교 교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이와는 

다르다. 

  

불교에도 근본주의나 원리주의, 교조주의가 없지 않을 수 없다. 경전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다면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교조주의자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주의, 원리주의, 

교조주의는 유일신교와는 다른 것이다. 부초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평화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을 보면 평화와 행복의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그 어디에도 

배타적 교리와 독단적 구원관은 보이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폭력적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전륜왕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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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까대왕은 바위비문에다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천명했다. 무력에 의한 

세계정복을 포기하고 그 대신 담마에 의한 정복, 즉 

담마위자야(Dhammavijaya)를 선언한 것이다.  

  

본래 근본주의나 원리주의, 교조주의는 위험한 것이다. 특히 

유일신교에서 그렇다. 그러나 불교에서 근본주의나 원리주의, 

교조주의를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평화와 행복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정주의는 어떨까?   

  

불교에서 수정주의라면 가르침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달리 해석한 것도 

해당될 것이다. 만일 매 시대마다 매 상황마다 달리 해석한다면 본래의 

가르침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불교에서 근본주의나 

원리주의, 교조주의를 표방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해도 그에 맞게 정신문명이 따라가가지 않는다. 

비록 수천년 전에 이루어진 정신문명일지라도 스마트폰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승되어 온 

경전이 케케묵은 것이거나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놀라운 것으로 가득찬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원음대로 

번역해야 한다. 동사섭에 대한 번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불자들은 사섭법에서 동사(同事)가 ‘고락을 함께 

함’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한자어풀이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동사를 뜻하는 빠알리어 사마낫따(samānattā)는 영어로 

‘identity; equality’의 뜻이다. 빅쿠보디는 영역에서 

‘impartiality’라고 했다. 그 어디에도 ‘고락을 함께 함’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전재성 선생은 ‘동등한 배려’라고 

번역했다.  

  

요즘은 누구나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는 니까야번역본을 접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빠알리 원문이 소개 됨에 따라 번역용어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번 강독모임에서 동사를 뜻하는 사마낫따(samānattā)가 

‘동등한 배려’임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부처님 원음은 가급적 원문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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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네 가지 전도(顚倒)에 대하여 

  

  

니까야강독모임 가는 날이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든다. 약간 

몸살기가 있기 때문이다. 50 키로 가량 되는 그 먼거리를 힘들게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쉬기 

마련이다. 굳이 힘들게 그 먼 곳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갈 필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고귀한 일이 된다.  

  

전철을 타면 피곤하다. 서서 가는 것이 힘이 든 것이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호흡기에서 나오는 탁한 것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기라도 걸린 사람이 있다면 공기를 통하여 전염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도 없다. 마침 자리가 났다. 

염치불구하고 앉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종로 3가역에서 3 호선으로 갈아 탔다. 언제나 그렇듯이 3 가역은 혼잡의 

극치를 이룬다. 통로를 빠져 나가기 힘들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와 비례하여 공기도 탁하다. 퇴근시간 만원이 된 전철안에는 형광등 

아래 무표정한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기에 바쁘다.  

  

구파발역에서 버스로 갈아탔다. 강독모임이 열리는 

삼송테크노밸리까지는 세 정거장 거리이다.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가 

다르다. 아까까지만 해도 질식할 듯 괴로웠으나 공기가 상쾌하다. 참고 

버틴 보람이 있다. 오늘은 누가 왔을까?  

  

강독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가급적 30 분 전에 앉아 있으려고 

한다. 전재성 선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도착해서 앉아 있으니 전재성선생은 주전자에 보이차를 끓여 놓았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일 것이다. 먼 길을 찾아 간 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도현스님이 도착했다. 남양주 정혜사에서 그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버스와 전철로 찾아 온다. 삼송역에서 택시타고 왔다고 한다. 

홍승봉선생이 모습을 보였다. 지난번 오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늘 보던 

얼굴이라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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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새로 왔다. 혜소스님이 원주에서 차를 몰고 왔다. 혜소스님과 

인연이 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페이스북친구, 페친이다. 청암사 

계간지 ‘월간청암’에 원고를 부탁받아 기고한 적이 있다. 이런 연으로 

알게 되었다.  

  

새로 노보살이 왔는데 놀랍게도 삼배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삼배는 스님에게나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찬 바닥에서 

공손히 절을 했다. 이런 모습에 전재성선생은 물론 모인 사람들도 

당황했다.  

  

늘 옆자리에 앉던 장계영선생이 보이지 않았다. 거의 개근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오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되어서 독송하는 장면을 사진찍어 

카톡방에 올렸더니 오늘이 강독모임인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강독모임이 끝나면 차로 도현스님을 모시고 가는데 스님이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했다. 모임이 끝나고 손지현선생이 

차로 모셔다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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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전도(顚倒)에 대하여 

  

이번 강독모임은 ‘거꾸로 된 것, 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전도의 경’(A4.49)이다. 네 가지 전도란 

어떤 것일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독송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즐겁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실체 없음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더러운 것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A4.49) 

  

  

네 가지 전도는 한자어로 상, 락, 아, 정에 대한 것이다. 무상, 고, 

무아, 부정에 대하여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것은 지각의 전도(saññāvipallāsa), 마음의 전도(cittavipallāsa), 

견해의 전도(diṭṭhivipallāsa)를 말한다.  

  

한번 사견(邪見)에 빠지면 

  

전도라는 말은 빠알리어 ‘vipallāsa’를 번역한 말이다. 영어로  

‘perversions’ 또는 ‘distortions’의 뜻이다. 영어 

‘perversions’는 곡해, 악용, 도착의 뜻이 있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전도는 수다원이 될 때 제거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류자가 되면 세 가지가 부서진다. 유신견과 

법에 대한 의심과 계금취견을 말한다. 세 가지 전도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 놓았다. 

  

  

“이러한 전도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질적 전도가 있다. 

Mrp.III.91 에 따르면, 그것은 곧 무상한 것에 대해 항상하다고 보는 

전도, 괴로운 것에 대해 즐겁다고 보는 전도, 무실체적인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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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있다고 보는 전도이다. 이러한 지각의 오염은 마음의 오염을 

초래하고 마음의 오염은 견해의 오염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지각의 

오염이 가장 근원적이다. 그레서 MN.II.507 에 따르면, 문둥병 환자는 

불속에서도 즐겁다는 전도된 지각을 얻는다.  

  

Lba.II.208 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바지라냐나 마하나야까 장로는 ‘어떤 

사람이 숲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각의 전도이고, 그것으로 인해 공포가 생겨나면 그것은 마음의 

전도이고, 이 귀신을 제거하기 위해 퇴마의식을 행한다면 그것은 견해의 

전도이다.’라고 했다.(앙굿따라니까야 4 권 285 번 각주) 

  

  

세 가지 전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지각의 전도’를 들었다. 

밤중에 귀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밤중에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도 해당될 것이다. 각주에서는 문둥병환자의 예를 들었다. 

문둥병환자는 가려우면 긁는데, 긁으면 긁을수록 아픈 것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것이다. 아귀는 피고름을 맑은 강물로 본다고 한다. 자기의 

인식정도에 따라서 전도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다.  

  

세 가지 전도중에서 최악의 전도는 ‘견해의 전도’일 것이다. 

주석에서는 퇴마의식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한번 견해가 

굳어지면 좀처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유튜브에서 

최진석선생의 장자강연을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최선생은 

“특정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견해라는 말은 초기불교에서는 부정적 언표로 사용된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견해의 모음(diṭṭhisaṃyutta)’(S24)에서도 확인된다. 

견해상윳따에서는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견해는 ‘사견(邪見)’이기 쉽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외한 모든 

견해는 사견인 것이다. 그런데 한번 사견에 빠지면 좀처럼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진석 선생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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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선생은 네 가지 전도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했다. 무상, 고, 

무아, 부정에 대한 전도인 상, 락, 아, 정에 대한 것이다. 먼저 무상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현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는 것으로 보는 전도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다리도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리뿐만 아니라 건물 

등 견고하게 보이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된 

생각일 뿐이라고 했다.  

  

지금 견고하게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시시각각 붕괴하고 있음에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속아서 산다’라고 했다. 

서양철학이 대표적이다. 

  

서양철학에 ‘이데아론’이 있다. 플라톤이 주장한 것이다. 어떤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철학은 영원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불교는 정반대라고 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대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말을 달리 표현하면 거꾸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거꾸로 보는 것을 바로 잡아 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괴로움에 대하여 즐겁다고 여기는 전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괴로움은 화살로 보라고 했다. 이 

말은 강독모임 때마다 늘 하는 말로서 경전적 근거가 있다. 부처님이 

“즐거운 느낌은 괴롭다고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아야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S36.5)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이 세상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일체개고(一切皆苦)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를 인용하여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소멸을 보는 자”라고 말했다. 이 말 역시 여러 반 강조하는 

말이다. 경에서는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발생도 보고 괴로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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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도 본다.” (S56.30)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즐거움을 추구한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무료함을 참지 

못하는 것 같다. 눈으로 귀로 끊임 없이 즐길거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는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자기가 생각한 즐거운 곳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자살을 들었다. 

  

이 세계를 벗어나려면 버려야 한다. 그것은 욕망과 관련이 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결코 이 세상을 버릴 

수 없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자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자살도 욕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죽으면 괴로움도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욕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체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무아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는 전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세 가지 자아로 설명했다. 초기경전에서 무수하게 볼 수 있는 정형구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S22.100)라는 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의 것’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자아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나의 것이라고 먼저 한정해 놓아야 내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세 가지 나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갈애, 자만, 유신견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나의 것’은 갈애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나’라는 것은 

자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라는 것은 사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파아옥 사야도의 법문집 ‘업과 윤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나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다. 

  

  

(1) 배우지 못한 범부는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을 ‘이것은 나의 

것’(etaṃ mama)이라 여긴다. 이것은 갈애에 구속되어 있음을 드러난 

것이다.(taṇhā-gg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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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지 못한 범부는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을 ‘이것이 나’ 

(eso'hamasmi)라고 여긴다. 그것은 자만심에 구속되어 있음을 드러난 

것이다.(māna-ggāha) 

  

(3) 배우지 못한 범부는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을 ‘이것은 나의 

자아’ (eso me attā)라고 여긴다. 그것은 사견에 구속되어 있음을 

드러난 것이다.( diṭṭhi-ggāha) (파아옥 사야도의 업과 윤회, 47p)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손이 있다. 이를 ‘나의 

손’이라고 한정하면 ‘내손’이 되는 것이다. 얼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로지 얼굴 하나 보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 없다. 얼굴에 뾰로지 하나라도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얼굴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얼굴은 

내가 된다. 더 나아가 얼굴은 자아가 된다. 느낌도, 지각도,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온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고 한정하는 순간 오온은 내것이 된다. 

그래서 견고한 추상적 자아가 형성된다. 유신견이 생겨나는 것이다. 

한번 유신견이 생겨나면 벗어나기 힘들다. 예류자가 되기 전까지는 

오온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는 갈애와 오온에 대하여 내것이라는 자만, 

그리고 오온에 대하여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유신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러운 것을 청정하다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것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보는 전도가 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몸이라고 했다.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우리 몸에 

대하여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열 가지 

부정관과 서른 두 가지 신체의 기관을 명상하라고 했다.  

  

사람들은 몸에 대하여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몸매나 얼굴에 매료 되어서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정육점의 고기덩어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일까 테리가타에서는 기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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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빨리 장로니가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에 대하여 덧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암바빨리 장로니는 코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산봉우리처럼, 젊음이 

한창일 때에 나의 코는 아름다웠으나, 늙어서 말라비틀어진 식물줄기와 

같으니”(Thig.258)라고 했다. 또 유방에 대해서는 “위로 둥글게 

부풀러 올라 봉긋하여 예전에 나의 두 유방은 아름다웠지만, 물 없는 

물주머니처럼 늘어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Thig.265)라고 했다.  

  

우리 몸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늙어지면 

추한 모습이 된다. 그럼에도 겉모습에 대하여 아름답게 보는 것에 

대하여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테라가타에서 목갈라나 존자는 자신을 

유혹하는 기녀에 대하여 “피부로 엮여진 분뇨의 자루, 가슴은 혹이 

달린 악귀, 그대의 몸에는 아홉 구멍이 있어, 언제나 부정한 액체가 

흐른다.” (Thag.1157)라고 했다. 

  

몸 안에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도(逆流道)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항상하고, 즐겁고, 실체가 있고, 청정하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고, 더러운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전도에 대하여 우주삼라만상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설했다. 그래서 로히땃싸의 

경에서 부처님은“그러나 벗이여,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도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벗이여,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단신의 몸 안에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칩니다.”(A4.45)라고 말씀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하여 오온을 떠나서 말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 부처님은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하였다. 부처님이 네 가지 전도에 대하여 말한 것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범주를 벗어난 가르침이 아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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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괴로움에 대하여 즐겁다고 지각하고 

실체없음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고  

더러움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삿된 견해에 빠지고 마음이 혼란하여 

지각이 전도된 자들은 

악마의 멍에게 묶여 

멍에로부터 안온을 얻지 못하고, 

  

뭇삶들은 태어남과 죽음으로 이끄는 

윤회를 거듭하지만, 

광명을 비추는 

깨달은 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여, 

  

괴로움의 종식으로 이끄는 

이러한 가르침을 밝히네. 

지혜로운 님들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성찰하니. 

  

무상을 무상으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실체 없음을 실체 없음으로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관찰하고 

올바른 견해를 취하여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하네.”(A4.49) 

  

  

2019-10-12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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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행자의 네 가지 오염에 대하여 

  

  

10 월 두 번째 니까야강독모임이 삼송역 삼송테크노밸리 서고에서 

열렸다. 이번 주제는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의 오염’에 대한 것이다. 

경을 보니 마치 오늘날 권승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부처님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앙굿따라니까야 ‘오염의 

경’(A4.50)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는 네 가지 오염이 소개 되어 있다. 해와 달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구름, 안개, 연기와 먼지, 그리고 라후를 들고 있다. 여기서 

라후는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을 말한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해나 달이 가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된다. 

수행자와 성직자가 오염되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수행자의 네 가지 오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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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와 성직자의 오염은 어떤 것일까? 마치 구름이나 안개끼듯이, 

연기와 먼지로 자욱하듯이,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난 것처럼 어두워지고 

빛이 바래지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었다.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곡주나 과일주등의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의 

오염이 있다. 그 오염에 의해서 오염된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빛나지도 

비추지도 광명을 놓지도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성적인 교섭을 하며 성적인 

교섭을 삼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의 

오염이 있다. 그 오염에 의해서 오염된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빛나지도 

비추지도 광명을 놓지도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금과 은을 받고 금과 은을 

받는 것을 삼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의 

오염이 있다. 그 오염에 의해서 오염된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빛나지도 

비추지도 광명을 놓지도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삿된 생계수단을 여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네 번째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의 오염이 있다. 그 오염에 의해서 오염된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빛나지도 비추지도 광명을 놓지도 

못한다.”(A4.50)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에게 네 가지 오염이 있다.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것(surāmerayapānā appaṭiviratā), 성적교섭을 하는 것(methunasmā 

dhammā appaṭiviratā), 금과 은을 받는 것(jātarūparajataṃ sādiyanti), 

그리고 삿된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것(micchājīvā appaṭivirat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는 오늘날 범계승에게서도 볼 수 있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출가자가는 곡차라는 이름으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은처자를 두고 있다. 처자식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고 삿된 생계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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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 반승반속이라고 볼 수 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반승반속은 화장터에서 타다만 나무토막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했다. 반승반속에게 보시를 하고 공양해도 과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왜 술을 마셔서는 안되는가 

  

수행자나 성직자가 술을 마시면 왜 안될까? 그것은 청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남방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술 마시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행자가 사띠를 

유지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술을 마시면 일을 해도 집중이 안되고 공부를 해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좌선이나 행선, 일상에서 사띠 하는데 있어서 음주행위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테라와다불교 전통에서는 음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타종교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다. 특히 카톨릭이 

그렇다. 카톨릭 신부는 독신으로 살지만 알코올중독자가 많다고 한다. 

포도주에 대하여 예수의 피로 생각하고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허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카톨릭 신부 중에는 술고래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성직자가 알코올중독자가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위하여 독신으로 살며 신부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십계명에는 불음주계가 없다. 이슬람에서는 음주를 하면 

사형이라고 한다. 종교마다 음주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오계 중의 하나로서 매우 엄격하다. 테라와다 예불의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삼귀의와 오계인데 오계를 빠알리어로 독송할 때 

반드시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가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지키겠나이다.”라고 낭송한다. 법회할 때 마다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다. 이는 오계를 지키기 어려움을 말한다. 어기면 참회하고 

또 받아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계율(sjkhapada)이라고 한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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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선생에 따르면 율장에서 불음주계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속죄죄가 적용된다고 했다. 오계가 대부분 바라이죄와 관련 있는데 

불음주계만은 예외이다. 음주를 하면 고백하고 참회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과 사고의 칠팔십프로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불음주계만 잘 지켜도 세상에서 일아나는 사건과 사고는 엄청나게 줄어 

들 것이다.  

  

불교인이 음주하면 오계를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전재성선생에 따르면 초기경전에서 음주를 했어도 선처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찾아 보니 앙굿따라니까야 

‘미가씰라의 경’(A6.44)이다. 재가의 여신도 미가씰라가 “청정한 

삶을 산 사람과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모두 미래 동일한 운명을 

받는 것입니까?” (A6.44)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부처님은 사람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많이 배우고 바른 지혜로 

관통하여 해탈에 이른 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해탈의 성취가 있다면, 

그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탁월한 곳에 이르지 저열한 곳에 이르지 

않으므로, 탁월한 곳에 가는 자이지 저열한 곳에 가는 자가 

아니다.”(A6.44)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진리의 흐름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A6.44)라고 말했다. 술을 마시는 등 비속한 삶을 산 자도 

진리의 흐름에 들어가면 과위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 또는 나와 같은 자만이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다.” (A6.44)라고 하여 사람에 대하여 신중하게 

평가하라고 했다. 

  

왜 성적교섭을 해서는 안되는가 

  

출가한 수행자에게 성적교섭은 있을 수 없다. 율장에서는 수백페이지에 

걸쳐서 음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율장의 상당량이 음계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럴까? 청정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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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삶을 뜻하는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는 순결을 

의미한다. 이 말은 원래 바라문의 네 가지 수행기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梵行期)’에 해당된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인 범행기에는 성적교섭과 무관한 시기이다. 

성접교섭은 범행기가 끝나고 가정에서 결혼하여 생활하는 시기인 

가주기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브라흐마짜리야 즉, 

범행기에서 성적교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청정한 삶이 

요구된다. 불교에서 수행자의 삶은 합습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율장을 보면 성적교섭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 있다. 율장비구계를 보면 

불사음계가 생겨난 인연담이 있다. 마치 한편의 단편소설을 읽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출가한 아들에게 아들 하나 낳아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청에 못이겨 전처와 성적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이런 사실을 안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히려 맹독을 지닌 

독사뱀의 아가리에 그대의 성기를 집어넣을 지언정, 결코 여인의 성기에 

집어넣지 말라.”(Vin.III.20)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엄하게 말했을까? 이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리석은 자여, 그것을 인연으로 죽음에 이르거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서 “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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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가수행자가 성접교섭을 하면 바라이죄를 짓게 되어서 승단에서 

추방된다. 이는 율장비구계에서 부처님이“수행승이여, 수행승이 

성적교섭을 행한다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함께 살 수 

없다.”(Vin.III.20)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왜 금과 은을 받아서는 안되는가 

  

수행자와 성직자는 금과 은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만일 금과 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감각적 쾌락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경전적 근거를 갖는다. 

상윳따니까야에 따르면 “누군가 금과 은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그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S42.10)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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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은 오늘날 돈과 같은 것이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각적 

쾌락의 재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오늘날 돈 많은 재벌가의 이세 또는 

삼세가 마약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출가한 수행승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한 후 백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베살리의 진보적 

수행승들이 금과 은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계율에 대한 문제를 

‘십사’라고 하는데 제 2 결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2 차 결집에서 금과 은을 받는 것은 비법으로 간주 되었다. 이는 

부처님이 “만약 누군가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그를 수행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싸끼야의 아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여겨도 좋습니다.”(S42.10)라고 말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왜 호흡이 신체적 형성에 대한 것인가 

  

강독모임에서 질문이 있었다. 전재성선생은 호흡에 대하여 미세하게 

느껴지는 신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질문자는 호흡에 대하여 

‘신체적 작용’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었다. 신체와 신체적 작용은 다른 

것이다. 호흡이 신체와 관련 있다는 것은 ‘까마부의 경’(S41.6)을 

보면 알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 까마부의 경을 보면 신, 구, 의에 대하여 선정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경을 보면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자여,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고 이것들은 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신체적 형성입니다.” (S41.6)라고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호흡은 신체적 형성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호흡은 네 번째 선정에서 사라진다. 참고로 사유는 언어적 

형성에 대한 것이고, 지각과 느낌은 정신적 형성에 대한 것이다.  

  

호흡명상을 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언어적 형성에 대한 것이다. 

초선에서 이선으로 올라갈 때 사라진다. 다음으로 네 번째 선정에서 

호흡이 사라지는데 호흡은 신체적 형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최종적으로 지각과 느낌이 사라지는데 이는 정신적 

형성에 대한 것이다. 지각과 느낌이 사라진다면 정신적 형성도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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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멸진정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호흡명상을 하면 차례로 언어적 

형성, 신체적 형성, 정신적 형성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오근과 오력은 어떤 관계일까? 

 

또하나 질문이 있었다. 질문자는 오근과 오력에 대하여 차제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오근에서 오력으로 전개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전재성선생은 오근과 오력은 차제관계가 아니라 별개라고 

말했다. 오근과 오력은 별개이면서 또한 동시작용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오근과 오력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오근과 오력이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마도 신, 근, 염, 정, 혜라는 마음의 작용(cetasika) 다섯 

가지가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믿음의 능력은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은 곧 믿음의 

능력이다.”(S48.43)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을까?  

  

주석서에서는 오근과 오력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다. 경에서 

언급된 “믿음의 능력은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은 곧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에 대하여 “그것은 결정의 특징을 지배한다는 믿음의 

능력이고 불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힘이다.”(Srp.III.247)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근에 

있어서 믿음은 지배의 의미가 있고, 오력에 있어서 믿음은 흔들림 

없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배와 흔들림없음의 차이이다. 

  

오근은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능력(indriya)이고 오력은 흔들리지 

않으므로 힘(bala)이다. 이것이 차이이다. 청정도론에서는 오근과 

오력의 차이에 대하여 “불신-나태-방일-산란-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까닭에 극복이라고 불리는 우세의 의미에서 능력이라고 한다. 또한 불신 

등으로 인해서 패배당하지 않는 까닭에 부동의 의미에서 힘이라고 한다. 

그 양자는 모두 믿음 등으로 다섯 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능력, 다섯 가지 힘이라고 한다.”(Vism.22.37)라고 되어 있다.  

  

오근과 오력에 대하여 차제적 단계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재성선생은 상윳따니까야 제 6권 해제에서 능력에 대하여 약한 

초기단계로 보고 힘에 대하여 강한 발전적 단계로 보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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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상윳따 6권 해제, 

36 페이지)라고 하여 부정했다. 왜 그럴까? 전재성선생은 강독모임에서 

오근과 오력에 대하여 두개의 강물이 만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경전적 근거가 있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강이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나아가고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섬이 있다면, 수행승들이여, 강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헤아려지는 이유와 근거가 있고 수행승들이여, 그 

강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헤아려지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강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헤아려지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섬의 동쪽 연안의 물의 흐름과 서쪽 연안의 

물의 흐름이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그 강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헤아려지는 이유와 근거이다. 

  

수행승들이여, 강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헤아려지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섬의 북쪽 연안의 물의 흐름과 남쪽 연안의 

물의 흐름이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그 강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헤아려지는 이유와 근거이다.”(S48.53) 

  

  

상윳따니까야 싸께따의 경에 실려 있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오근과 

오력은 같은 것이면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동쪽으로 흐르는 강의 가운데 

섬이 있는데 섬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보면 오근과 오력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섬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로 보면 물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오근과 오력은 차제관계가 

아님이 분명하다. 오근은 약한 것이고 오력은 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된다. 오근과 오력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9-10-26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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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한달에 두 번 있는 니까야강독모임이다. 한번 빠지면 한달만에 가게 

된다. 11 월 첫번째 모임이 그랬다. 안양에서 고양까지는 먼 거리이다. 

전철과 지하철,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며 가면 2 시간 가까이 걸린다. 

귀가길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밤늦은 시간 귀가길에 전철은 늘 

만원이다.  

  

거의 11 시 대 전철안에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 안양, 수원, 천안 

등 수도권 1 호선 전철안에는 사람냄새로 가득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숨이 막히는 듯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러나 

도중에 전화를 받고 회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IC 에서 회차하여 돌아갔다. 이로 인하여 11 월 

첫번째 모임은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체카톡방에 홍광순선생이 

녹음파일을 올려 놓아서 시간 있을 때 들었다. 녹음을 듣고 후기를 쓰려 

했으나 밀린 일이 너무 많아서 11 월 두 번째 강독모임을 맞게 되었다. 

  

일찍 도착하여 

  

해가 엄청나게 짧아 졌다. 저녁 6 시만 되도 캄캄하다. 구파발역에서 

삼송테크노밸리까지는 버스로 세 정거장에 지나지 않는다. 강독모임이 

7 시에 시작되지만 가급적 30 분 먼저 도착하려고 노력한다. 도착해보니 

선덕선생과 손지현선생이 먼저 도착하여 청소하고 있었다. 걸레를 들고 

책상을 닦고 주방에 있는 그릇등을 닦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찍 도착했으니 뭐라도 하나 해야 한다. 올 사람들을 위하여 보이차를 

준비했다. 준비는 간단하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받아서 보이차를 넣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착하면 머그컵으로 

한잔씩 따라 주는 것이다.  

  

이날 이상길선생은 큰 보시를 했다. 전재성선생을 위하여 건강식품선물 

셋트를 준비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위하여 작은 빵과 귤을 나누어 

주었다. 평소 남모르게 보시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도 

드러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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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통합본 출간에 대하여 

  

강독모임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재성선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된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았다. 예정대로라면 11 월에 통합본 

율장이 출간되어야 한다. 번역서의 경우 발간인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 

발간후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경우 번역서의 가장 서두에 

‘발간사’를 실어 주는 관행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곧 발간되리라고 본다. 

  

율장통합본은 거의 일년 걸린 것 같다. 작년 11 월 이맘때쯤 청정도론 

출간회가 있었는데 율장통합본이 나오게 된 것이다. 기존 대품, 소품, 

비구계, 비구니계에 이어서 ‘부기’가 새로 추가되었다. 통합본은 

일종의 개정판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스님들이 율장통합본을 보게 된다면 한국불교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또 재가불자들도 율장을 본다면 출가수행승들이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재가자들이 율장을 

합송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지만 책으로 나온 것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율장도 경장과 마찬가지로 필독서가 될 것이다. 

  

자따까(jātaka)번역에 착수했는데 

  

율장 다음에는 무엇일까? 전재성선생은 자따까(jātaka)번역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천궁사와 아귀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뀐 것 같다. 언젠가는 번역되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은근하게 자따까번역을 바랬다. 초기경전이나 논서를 보면 자따까에서 

인용된 구절이 많기 때문이다. 또 각종 인연담을 보면 출처가 자따까인 

것이 많다. 

  

자따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것은 미얀마에서 사는 

한국비구스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미얀마 마나빠다이 

승원에서 교학과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스님에 

따르면 미얀마불교를 결속하는 힘이 자따까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PTS 본을 근간으로 하는 빠알리-미얀마 주석서를 바탕으로 2년 동안 

번역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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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선생에 따르면 이솝우화나 안데르센동화는 자따까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불교경전이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를 거쳐서 

서유럽에 전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자따까는 대승불교의 유래가 

된다고도 했다. 왜 그런가?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수행이 

자따까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십바라밀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후대 대승불교성립에 영향을 준 경전임에 틀림없다. 

  

자따까가 아직까지 한국에서 원문으로 번역된 것은 없다. 다만 일본 

남전대장경에 실려 있는 본생담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역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자따까가 번역된 언어는 많지 않다. 독일에서는 

1920 년대에 독어판이 번역되었다고 하니 한국보다는 백년이 빠른 

것이다.  

  

자따까는 거의 대부분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게송만 보아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법구경도 주석을 보아야 한단어 한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따까를 번역한다는 것은 

‘주석을 번역한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지금까지 완역한 숫따니빠따, 

테라가타, 테리가타, 우다나, 이띠붓따까도 사실상 주석을 번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앞으로 출간까지 2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뒷담화 하는 것을 보면 

  

11 월 두 번째 강독모임에서는 앙굿따라니까야 ‘참사람이 아닌 사람의 

경(Asappurisasutta)’(A4.73)을 독송했다.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행하는 네 가지 불선행과 참사람인 사람이 행하는 네 가지 선행에 대한 

것이다.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불선행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단점과 장점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남에게 단점이 있다면, 

누군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힌다. 하물며 물었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짐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완전히 상세히 남의 단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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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남에게 장점이 있다면, 

누군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 하물며 묻지 

않았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뜨리고 머뭇거리고 불완전하게 대충 남의 장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신에게 단점이 있다면, 

누군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 하물며 묻지 

않았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뜨리고 머뭇거리고 불완전하게 대충 자신의 단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면, 

누군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힌다. 하물며 물었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짐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완전히 상세히 자신의 장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A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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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를 우리말로 

‘뒷담화’라고 한다. 대화할 때 남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재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단점을 말한다는 사실이다. 

장점에 대하여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참사람이 

아닌 사람(sappurisa)’, 즉 일반사람들은 없는 데서 남말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참사람(sappurisa)이라면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참사람도 있을 것이다. 참사람을 

빠알리어로 삽뿌리사(sappurisa)라고 한다. 영어로는 ‘a righteous 

man’이라 하고, 한자어로는 ‘선인(善人)’이라고 말한다.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선남자’나 ‘선여인’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빠알리 사(sa)는 진실의 의미가 있다. 뿌리사(purisa)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삽뿌리사는 ‘진실된 사람’을 뜻한다. 전재성선생은 

‘참사람’으로 번역했다. 그렇다면 참사람은 단점이나 장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정확하게 참사람이 아닌 사람과 반대이다. 

참사람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은 남에게 단점이 있다면, 누군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 하물며 묻지 않았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뜨리고 

머뭇거리고 불완전하게 대충 남의 단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은 남에게 장점이 있다면, 누군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힌다. 하물며 물었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짐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완전히 상세히 남의 장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은 자신에게 단점이 있다면, 누군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힌다. 하물며 물었다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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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짐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완전히 상세히 자신의 단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참사람은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면, 누군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 하물며 묻지 않았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군가가 캐어묻거나 질문을 제기하면, 빠뜨리고 

머뭇거리고 불완전하게 대충 자신의 장점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A4.73)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이, 즉 절친이라면 이야기할지 모른다. 절친은 비밀을 지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자신의 단점을 얘기한다면 단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라고 했다. 그것도 “누군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힌다.”(A4.73)라고 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수행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행자는 해탈과 열반을 추구한다. 한마디로 청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청정한 삶에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수행자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수행자는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수행을 목표로 했을 때는 단점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 

  

경에서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은 율장의 

가르침과는 상충된다. 율장에서는 남의 허물도 말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보름에 한번 있는 포살법회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도 지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단점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참사람이 아니라면 오해받기 쉽다. 

일반사람이 남의 단점이나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뒷담화’가 될 

것이다. 마치 회사직원들이 술좌석에서 사장을 안주삼아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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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참사람들끼리라면 얼마든지 단점이나 허물을 

말해 줄 수 있다. 이는 법구경에서도 확인된다. 

  

  

“잘못을 지적하는 님, 

꾸짖어 충고하는 님, 현명한 님, 

숨겨진 보물을 일러주는 님을 보라. 

이러한 현자와 교류하라. 

그러한 사람과 교류하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으리.” 

(Dhp76) 

  

  

세상에는 남의 단점이나 허물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말한다면 이는 망신주기라고 볼 수 있다. 남의 단점이나 허물을 

말하려거든 일대일로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그럴경우 

단점이나 허물은 뒷담화가 아니라 충고가 된다. 그런데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누구나 자신의 단점이나 허물에 대하여 지적하면 발끈하기 쉽다. 그러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도 몰랐던 것을 알려 주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켜 주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종종 겪는다. 모함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이다. 불의를 참지못하여 뛰어 들었을 때 

가혹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칠십년대와 팔십년대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한 민주화유공자들이 대표적이다. 사회정의를 주창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것이다.  

  

국가폭력으로 옥살이했다면 억울한 것이다. 전재성선생도 칠십년대 

유신시대때 학생운동으로 투옥된 바 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다. 오로지 분노로만 일관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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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했을 때 참아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잘 

참아내기만 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라고 했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성이 생긴다. 이후로 왠만한 어려움은 

견디어 낸다. 그러나 이를 참아 내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가급적 참아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인내해야 한다. 참고 인내할 때 힘이 길러진다. 더 큰 시련이 와도 

버티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분노를 먹고 사는 야차 

  

누군가 나의 단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해도 참아 내야 한다.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은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내하고 인욕하는 것에 대하여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아수라와 천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윳따니까야 1권을 보면 욕먹는 아수라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아수라는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흉악하게 생긴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빛이 난다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일까?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추악하고 왜소한 야차가 신들의 제왕 제석천의 

보좌에 앉았다. 이를 본 천신들은 분노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늘사람들이 싫어하고 실망하고 분노할수록 야차는 보다 아름다워지고 

보기 좋아지고 용모가 단정해졌다.”(S11.21)라고 설명되어 있다.  

  

야차는 아수라를 말한다. 흉악하게 생긴 야차가 신들의 제왕 제석천의 

보좌에 앉아 있자 신들이 분노한 것이다. 그런데 야차는 남들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신들의 용모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천신들은 야차에 대하여 “분노를 먹고 사는 야차일 

것입니다.”(S11.21)라고 결론을 내었다.  

  

초기경전을 보면 야차는 분노의 대명사이다. 야차가 분노하면 용모는 

더욱더 흉악하게 된다. 그런데 야차에 대하여 분노하면 정반대로 용모가 

준수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제석천은 야차에게 다가가서 

합장하며 “벗이여, 난 신들의 제왕 제석천입니다. 벗이여, 난 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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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 제석천입니다. 벗이여, 난 신들의 제왕 

제석천입니다.”(S11.2)라며 세 번 말했다.  

  

제석천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야차에게 공손하게 대했다. 그런데 

제석천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부를 수록 야차는 점차 왜소해지지고 

용모도 흉악해졌다는 것이다. 분노를 먹고 사는 야차에게 분노하면 

용모가 준수해지지만 반대로 인내하면 야차는 점점 흉악한 용모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제석은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결코 화를 내어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덕을 칭찬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한가를 살펴서 

나는 자신을 잘 제어할 뿐이네.”(S11.2)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는 야차를 몰아내는데 있어서 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대했다. 이는 제석천의 일곱 가지 

서원에서도 드러난다. 일곱 가지 서원 중에 일곱 번째의 것을 보면 

“나는 살아 있는 한 화내지 않으며 만약 나에게 화가 나면 곧바로 

그것을 제거하리라.”(S11.13)라고 되어 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을 때 

  

흔히 말하기를 ‘화내면 진다’라고 말한다. 논쟁을 했을 때 흥분하면 

지는 것과 같다. 바둑에서도 흥분하면 진다고 한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자애명상’을 하라고 했다.  

  

자애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르침 그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라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극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신구의 삼업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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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선생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복합체라고 

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언어적으로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라며 수 없이 반복하면 언어적 

현상이 신체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은 

  

자애명상을 하면 원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모든 힘은 

인내했을 때 생겨난다. 그런데 인내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모욕을 주어도 참고 견디어 내야 한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고 견디어 내야 한다. 참고 견디어 내다보면 

내성이 생겨서 왠만한 비난이나 모욕은 견디어 낸다. 더 큰 비난과 

모욕도 견디어 낼 수 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없는 자에게 인내하네. 

그것을 최상의 인내라 부르네, 

힘 있는 자는 항상 참아내네.”(S11.4) 

  

  

가르침을 요약하면 

  

힘이 없는 자들은 참을성이 없다. 조금만 욕해도 조금만 비난해도 참지 

못한다. 힘이 없는 자들은 남의 잘못이나 단점,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이 없는데서 비겁하게 남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남의 단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단점이나 허물을 드러낸다. 반면에 장점은 드러내지 

않는다. 요즘말로 하면 잘난체 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드러낸다면 이는 자만이 되기 쉽다. “내가 누군데”라는 자만이 

생겨나면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참사람은 자신의 장점은 감추고 

단점을 드러내 보인다. 반대로 참사람이 아닌 일반사람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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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나 허물은 감추고 장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참사람이 아닌 

사람의 경(Asappurisasutta)’(A4.73)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리석은자의 태도 

  

“남의 단점에 대해 밝힌다. 

남의 장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단점을 밝히지 않는다. 

자신의 장점을 과시한다.” 

  

2) 현명한자의 태도  

  

“남의 단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남의 장점에 대해 말한다. 

자신의 단점을 밝힌다.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단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하면 화가 난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인내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인내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 

힘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참고 견디어 낸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힘 있는 

사람이고 참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2019-11-23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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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독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장소는 너무 멀다. 

서울에서도 북서쪽 끝자락에 있다. 서울 경계선을 넘어서 고양시에 

있다. 삼송역 근처에 있어서 50 키로가량되는 것 같다. 

퇴근시간이어서일까 종로 3 가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 혼잡이 극에 

달한다. 대부분 검은 옷 일색이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 구파발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삼송테크노밸리 정류장에 내리면 공기가 다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 

언제그랬냐는듯이 피로가 싹 가신다. 

  

배우려면 찾아가야 

  

강독모임에 50 키로는 긴 거리가 아니다. 멀리 남양주 두물머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더 멀리 원주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 원주에서 

삼송역까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를 보니 130 키로가량된다. 스님은 

한달에 두 번 있는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먼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달려오는 것이다. 스님이 선물을 하나 주었다. 그것은 민족사에서 최근 

발간된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이야기’이다. 

스님에게 명상음악씨디를 한장 주었다.  

  

배우려면 본래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배우고자 한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생이 학생 있는 곳으로 찾아 갈수도 있을 것이다. 

과외선생 같은 케이스를 말한다. 학원강사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지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갈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배움의 목적이라면 배우려고 하는 자가 찾아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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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모임이든지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모임에 나오는 것은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속된말로 건질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강독모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강독모임에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 첫번째로 모두 ‘후원자’라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배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월 

능력껏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두번째로 모두 

‘편집자’라고도 볼 수 있다. 번역이 완료되면 교정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오자, 탈자 등 오류가 발견되면 알려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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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터에서 타다 만 나무토막 비유 

  

12 월 첫번째 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네 개의 경을 독송했다. 차례로 

나열하면 ‘자리이타를 위한 삶의 의미’(A4.95),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고 비난해야 할 사람을 칭찬한다면’(A4.100), ‘천둥만 치고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이란 누구인가?’(A4.102),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위의와 통찰의 관계’(A4.103) 이렇게 네 개의 경에 대한 것이다. 

모두 네 가지 법수로 설명되어 있다.  

  

자리이타행은 화장터에서 타다 만 나무토막 비유를 들어 설명되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화장용 장작의 경’(A4.95)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화장터에서 타다 만 

나무토막과도 같다고 했다. 이는 최악의 사람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청정도론에서는 ‘반승반속’이라고 했다. 이는 “화장터의 

타다 남은 장작처럼 출가와 재가의 양자에서 

소외된다.”(Vism.1.154)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최악이 있다면 최상이 없지 않을 수 없다. 최상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우유의 비유를 들었다.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우유에서 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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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 신선한 버터가, 신선한 버터에서 버터기름이, 버터기름에서 

버터크림이 나오듯이, 자리이타행을 하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유제품중에 최상을 버터크림(sappimaṇḍa)이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제호(醍醐)이다. 마찬가지로 자리이타행을 하면 최상의 

경지에 올라 갈 수 있음을 말한다.  

  

네 종류의 사람을 보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을 더 높게 쳐 준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이는 상구보리하화중생과도 관련이 있다. 먼저 자신의 수양을 

하고 다음에 타인을 구제하는 것이다. 또 자애관과도 관련이 있다. 

자애수행을 보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다.  

  

비난은 적당한 때에 

  

두번째로 독송한 것은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고 비난해야 할 

사람을 칭찬한다면”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이다. 앙굿따라니까야 

‘뽀딸리야의 경’(A4.100)이 그것이다. 경에서 유행자 뽀딸리야는 

부처님에게 비난과 칭찬에 대하여 세상에서 발견되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다면 외도 유행자가 보기에 최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놀랍게도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최상이라고 했다. 외도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어지는 문구를 보면 “평정이야말로 훌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잘못해도 지적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잘 해도 칭찬하지 않다면 

무관심한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갈 것이다. 관계망이 없으니 독각승처럼 

살아갈 것이다. 외도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평정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사무량심이 실패하는 요인이 있다. 자애가 애정으로 

변질될 때, 연민이 근심으로 노심초사할 때, 기쁨이 들뜸으로 떠들썩 할 

때, 평정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사무량심이 깨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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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upekkha)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때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했을 때이다. 부처님은 비난과 칭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뽀딸리야여,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고,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더욱 훌륭하고 더욱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A4.100) 

  

  

부처님은 비난해야 할 사람은 비난하라고 했다.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은 

칭찬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전에 독송한 ‘참사람이 아닌 

사람의 경’(A4.73)과 상충되는 면도 있다. 특히 상대방의 단점이나 

허물에 대한 것이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라고 했다. 

자자와 포살과 같은 모임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허물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천둥만 치고 비가 내리지 않은 사람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비구름의 비유’가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비구름의 경’(A4.102)이 그것이다. 이 비유를 보면 부처님은 비유의 

천재라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 몬순철이 되면 비가 내리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엄청나게 내린다는 것이다. 그것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고 했다.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첫번째는 천둥만 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 말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두루두루 배웠지만 사성제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했다.  

  

평생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강좌 저 강연 찾아 다니며 열심히 

배운다. 이런 것은 자랑이 아니다. 어느 정도 배웠으면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행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말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 하기 위한 것이고, 책을 잘 보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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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찬가지로 평생 배우기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천둥만 

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사람이 천둥도 칠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경, 응송, 수기, 게송, 감흥어, 

여시어, 전생담, 미증유법, 교리문답의 가르침을 두루배웠다. 또한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그 사람은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린다.”(A4.102) 

  

  

부처님은 경, 응송 등 구분교(九分敎)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사성제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학만 배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았을 때 

교학승이라 할 것이다. 반면 수행만 하고 교학을 하지 않았다면 

수행승이라 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는 구분교의 가르침과 사성제의 실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안으로 꽉 찬 사람 

  

옹기의 비유가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옹기의 경’(A4.103)이 

그것이다. 이는 ‘사성제’와 ‘위의’에 대하여 옹기의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사람이 텅 비었지만 닫혀 

있는가?”(A4.103)라고 했을 때, 이는 안으로 사성제를 통찰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텅 빈 자라 하고 밖으로 위의를 갖춘 자에 대하여 닫혀 

있는 자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은 어떤 것일까? 부처님은 최상의 

사람에 대하여 옹기의 비유를 들어 이렀게 말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사람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닫혀 있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나아가고 물러가고 쳐다보고 

돌아보고 구부리고 펴고 가사와 발우와 의복을 지닐 때에도 품위가 

있다. 또한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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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닫혀 

있다.”(A4.103) 

  

  

품위가 있다는 것은 위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띠가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위의가 있어 보일 것이다. 사리뿟따존자가 앗사지존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런 위의를 말한다. 이런 사람이 덮게가 덮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안으로 꽉 찬 사람이다. 항아리에 가득 찬 것과 같다.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한달에 두 번 있는 강독모임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피곤해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생 배우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배움은 

배움으로 끝나기 쉽다. 시간과 돈과 정력을 소비해가며 강독모임에 

참석했지만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너무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청한다. 그리고 노트를 한다. 녹음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강독모임에서 들었던 것을 노트한다. 받아 적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 

적는다. 사소해 보이는 것도 받아 적는다. 글 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남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천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뿐니야여, 수행승이 1)믿음을 갖추었고, 2)찾아와서, 3)가까이 앉아, 

4)질문하고, 5)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고, 6)가르침을 기억하고, 

7)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더라도, 8)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때까지 여래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A8.82) 

  

  

2019-12-14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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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속적 욕망은 세속적욕망으로 극복할 수 없다 

  

  

한달만에 강독모임에 나갔다. 매달 두 번 있는 모임에서 한번 빠지면 

한달만에 가게 되는 것이다. 한달에 한번 있다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 

매주 있다면 너무 자주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가장 좋은 것은 한달에 

두 번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차를 몰고 갔다.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면 너무 힘이 든다. 

안양 명학역에서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까지는 50 키로가량 되는 먼 

거리이다. 전철과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지하철은 도중에 

환승해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만원전철에 

따른 피로감이다.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마지막 전철은 꽉 차 

있어서 숨쉬기도 불편할 정도로 힘든 것이다.  

  

가는데 두 시간 반 잡아야 하는 것도 차를 몰고 간 요인이 된다. 차로 

이동하니 가는데 한시간 반 걸리고, 귀가하는데 한시간 걸렸다.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짧은 시간에 

속한다. 혜소스님은 원주에서 온다. 거의 180 키로 가까이 된다고 했다. 

운전만 세 시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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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에서 한번은 죽어 보아야 

  

삼송테크노밸리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 도착하니 6 시대 초반이었다. 

일등으로 온 것이다. 전재성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번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리링카순례 가는 날에 장인이 

돌아가셨다. 순례도 못 가게 되었고 강독모임도 못 나가게 된 것이다. 

전재성선생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옆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만큼은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죽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요양원에 가 보면 내일 모래 죽을 

사람을 볼 수 있다. 장례를 치루면 죽은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암시하는 것이라 본다. 그래서일까 맛지마니까야 ‘천사의 

경’(M130)에서는 죽어 가는 사람을 천사의 메시지로 보았다. 죽어 가는 

자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보라는 것이다. 

  

중병걸려 누워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하늘의 전령사들이나 

다름없다.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의 교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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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교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무슨 이유로 ‘나는 죽음에 종속되었으며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자나 남자나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나 자주 

관찰해야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뭇삶들은 살아있는 시절에 삶의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에 빠져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그가 그 사실을 관찰하면, 살아 있는 

시절의 삶의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버려지거나 약해진다. 

수행승들이여, 이런 이유로 ‘나는 죽음에 종속되었으며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자나 남자나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나 자주 

관찰해야 한다.”(A5.57)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이 생에서 

한번은 죽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과정에서 한번 죽어 보는 

것이다. 부정관을 예로 들었다. 열가지 부정관을 보면 시체가 썩어서 

백골이 되는 과정이 있다. 이를 관찰로 그치지 않고 실제처럼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되어 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생에서 한번 죽어 본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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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새해 첫 번째 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두 개의 경을 독송했다. 하나는 

‘중병에 대한 성찰’에 대한 경이고, 또 하나는 ‘정법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한 경이다. 각각 앙굿따라니까야 ‘수행녀의 경’(A4.159)과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과 계율의 경’(A4.160)이다.  

  

수행녀의 경에서는 윤회하는 요인에 대하여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음식과 갈애와 자만, 그리고 성적교섭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성적교섭을 제외한 세 가지는 “A에 의존해서 A 를 극복한다.”라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다.  

  

음식은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윤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지 먹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한다면 윤회의 요인이 됨을 말한다. 그러나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면 음식은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이 되어서 “이 몸은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양분에 의존하여 자양분을 극복해야 

한다.”(A4.159)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152 

 

전재성선생은 윤회의 원인으로서 음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식사(四食)를 설명했다. 음식에는 반드시 먹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먹는 음식인 추세식(麤細食)을 포함하여 촉식(觸食), 

의사식(意思食), 식식(識食)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사는 사식을 설명할 때 아내의 밥상의 비유를 들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일 아침 정성이 가득한 밥상을 올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야, 이 도둑놈아! 밥만 먹고 사냐?”라며 화를 냈다. 

부부사이에 밥만 먹고 살 순 없을 것이다. 아내의 눈에는 밥만 먹는 

남편이 밥도둑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동물처럼 기계적으로 먹기만 하지 않는 

것이다. 느낌으로도 먹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디가니까야 ‘하느님의 

그물의 경’(D1)을 보면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가 있다. 우주 성겁기에 

색계에 태어난 존재에 대하여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기쁨을 먹고 살고 스스로 빛나고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영광스럽게 살면서 오랜 세월을 산다.”(D1.38)라고 했다.  

  

색계 존재는 남녀구별이 없다. 선정을 닦은 과보로 태어나기 때문에 

매우 청정한존재이다. 몸은 있긴 있지만 오감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각과 청각과 촉각만 있을 뿐이다.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내장도 

없고 남녀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식기도 없다. 색계 존재는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 

다닌다. 또 색계존재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처럼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는 느낌을 먹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촉식(passo āharo)에 해당될 

것이다.  

  

세속적 욕망은 세속적욕망으로 극복할 수 없다 

  

수행녀의 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은 성적교섭에 대한 것이다. 음식과 

갈애, 자만은 “A에 의존해서 A를 극복한다.”라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는데 성적교섭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누이여, 이 몸은 성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성교를 

법도의 파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4.159)라고 되어 있을 뿐 이후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만일 성교에 대해서도 “A에 의존해서 A 를 

극복한다.”라는 구조로 설명되려면 “성교에 의존해서 성교를 

극복한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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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에서는 출가자에게 성접교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출가자가 성적교섭을 하면 바라이죄가 되어서 승단에서 추방당한다. 

그럼에도 수행녀의 경을 보면 어느 비구니가 아난다 존자를 자신의 

침실로 초대했다. 중병에 걸려 아프다는 핑계를 댄 것이다. 이는 경에서 

아난다가 비구니 처소에 이르자 비구니가 “머리를 감싸고 침상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경을 보면 비구니는 아난다를 유혹하려 했던 것 같다. 초기경전을 보면 

아난다 존자는 잘생긴 미남형이고 아는 것도 많아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에 아난다에게 

특별하게 당부했다. 여인을 쳐다 보지도 말고, 쳐다 보았다면 말 하지 

않고, 말 했다면 사띠를 확립하라고 했다.  

  

아난다는 비구니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 그 중에는 아난다를 

사모하는 비구니도 있었을 것이다. 수행녀의 경을 보면 비구니는 

상사병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수행승을 시켜 중병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아난다의 방문을 요청한 것이다. 

  

아난다는 비구니의 의도를 알아차렸던 것 같다. 네 가지를 말 했는데 

가장 나중 것은 성교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교에 

의존해서 성교를 극복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갈애의 의존해서 갈애를 극복할 수 있다. 갈애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출세간에서는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일어난 현재의 갈애를 통해 

윤회의 뿌리가 되는 이전의 갈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 현재의 

갈애는 비록 궁극적으로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지만 해탈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섬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생(paṭisandhi)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 현재의 갈애마저 극복해야 

한다.”(Mrp.III.136)라고 했다. 

 

출가자는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지향한다. 이때 갈애는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애는 해탈에 이르면 버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 몸은 갈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갈애에 의존하여 갈애를 극복해야 

합니다.”(A4.159)라고 말한 것이다. 자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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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는 상사병에 걸린 비구니에게 네 가지를 들어 법문해 주었다. 이 

몸을 지탱하게 해 주는 음식이 윤회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 몸이 

있어서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양분에 의존하여 자양분을 

극복합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갈애나 자만도 마찬가이다. 마치 독을 

독으로써 제독하는 방편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성교만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알코올중독자에게 ‘술에 의존하여 술을 

극복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속적 욕망은 

세속적욕망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말한다.  

  

진정한 참회에 대하여 

  

아난다의 법문이 끝나자 비구니는 다음과 같이 참회했다. 비구니는 

“존자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존자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참회하오니,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A4.159)라고 

말했다.  

  

참회를 하면 받아 주어야 한다. 다만 진정한 참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로 참회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요즘 같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참회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참회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 

가서 참회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참회는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다. 

비구니는 아난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참회하오니,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라는 말이다. 잘못 한 줄 알기 

때문에 참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죄(pācittiya)에 대하여 “여러분, 

나는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A4.242)라고 했다. 진정한 참회는 재가 든 자루로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참회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다. 어느 참석자는 모임에서 보기 싫은 

사람과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말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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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불선업만 쌓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묻는 것이었다. 이에 전재성 선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멧따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 지이다.(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Stn.147)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건이 필요 없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바랬을 때 원한 맺힌 자도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에게 한량없는 자애와 연민의 마을 내었을 

때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애를 닦으면 

‘자애에 의한 마음의 해탈(慈心解脫)’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재성선생은 고귀한 

침묵을 지키라고 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범벌(梵罰: brahmadaṇḍa)를 

말했다. 부처님의 마부 출신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말썽을 부린 찬나에게 

내린 벌이다. 아무에게도 찬나에게 말을 걸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요즘말로 왕따에 해당된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다. 그것은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갑니다.”라는 말이다.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가지 않는다면 자신만 손해일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법구경에서도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하리라. 어리석은 자와 우정은 없으니.”(Dhp.61)라고 

했다.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도반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도반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도 같다고 했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단지 

연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뿐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하지도 말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우정은 없다.’라고 한 것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어렵다. 충고를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욕으로 받아들여 더욱 더 화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물을 지적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참회해야 한다. 그것도 문자나 

대리가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리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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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고귀한 침묵을 유지하라고 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연민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모직물이 가로와 세로로 잘 짜여 진 것처럼 

  

금요일 저녁을 불금이라고 한다. 불타는 금요일 밤인 것이다.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이 환락의 시간이었으나 주오일제 영향으로 인하여 금요일로 

바뀐 듯하다. 불타는 금요일 밤에 강독모임이 있었다. 불금날에 

참석자들은 가르침을 독송하고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며 보냈다. 

  

니까야는 한구절 한구절 의미가 있고 심오하다. 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니까야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A4.150)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니까야는 마치 모직물이 가로와 세로로 잘 짜여 진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재성선생은 현재 자따까 번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2 년 걸릴 

것이라고 한다. 다른 경전과는 달리 매우 재미있다고 말한다. 율장 

개정증보판은 인쇄 들어 갔다고 했다. 봉정식은 3 월 20 일 양산 

통도사에서 갖는다고 했다. 통도사는 금강계단이 있는 불보종찰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개정증보판은 부기가 포함된 통합본이다. 

  

다음 강독모임은 2 월 28 일(금)에 열린다. 전재성선생이 하와이에서 

가족과 함께 한달 보내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달가량 

하와이에서 보내는데 그곳에서도 번역작업 한다. 또 그곳 교민들을 위한 

강연도 한다. 다음 모임까지 긴 방학기간이다. 

  

  

2020-01-11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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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법(正法)이 사라지는 네 가지 이유 

  

  

우리는 정법시대에 살고 있다. 정법시대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시대를 말한다. 가르침만 전승되어 왔다고 해서 정법시대라고 볼 수 

없다. 아홉 가지 출세간법이 있어야 한다. 사향사과와 열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승가가 존속되어 있어야 한다. 자자와 

포살이 있는 승가를 말한다.  

  

정법시대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어 온 빠알리 삼장이 있어야 하고, 

삼장의 가르침대로 팔정도를 닦아 아홉 가지 출세간법에 따른 성자가 

출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정법시대라고 

한다. 

  

 

 
 

 

정법에 대한 세 가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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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시대는 빠알리삼장, 팔정도, 사향사과와 열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율장 부기를 보면 주석에서 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해 놓았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Smp.225 에 따르면, 정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교법상의 

정법(pariyattisaddhamma): 삼장의 모든 부처님 말씀, 2) 행도상의 

정법(paṭipattisaddhamma): 열세 가지 두타행, 열네 가지 의무, 여든 두 

가지 대의무, 계행-삼매-통찰, 3) 증득상의 정법(adhigamanasaddhamma): 

네 가지 고귀한 길(四向)과 네 가지 경지(四果)와 열반을 

뜻한다.”(율장 부기 7장) 

  

  

율장부기는 모두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율장에서 부록에 해당되는 

경전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부기를 포함하여 율장대품, 

율장소품, 율장비구계, 율장비구니계와 함께 통합본 율장을 3월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율장부기에 따르면 세 가지 정법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다. 그것은 

교법상의 정법, 행도상의 정법, 그리고 증득상의 정법의 정법을 말한다. 

교학과 수행을 하여 사쌍팔배의 성자가 출현해야 정법시대로 보는 

것이다.  

  

정법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부처가 출현해야 정법시대가 열린다. 이 말은 정법시대는 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 많은 

부처가 출현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법이 도중에 사라졌음을 

말한다. 그런데 한번 정법이 사라지면 다음 부처가 출현할 때까지 암흑 

같은 세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겁단위이다. 과거칠불 중에서 

위빠시붓다가 출현하고 난 다음 시키붓다가 출현할 때까지 무려 60 겁이 

걸렸다.  

  

고따마붓다가 출현한 현겁에서는 무려 네 명의 붓다가 출현했다. 현겁에 

출현한 붓다는 까꾸산다붓다, 꼬나가마나붓다, 깟싸빠붓다, 그리고 

고따마붓다이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따르면 현겁에서 

멧떼이야(metteyya)붓다의 출현이 예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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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미륵불의 출현이다. 그래서 현겁에 대하여 ‘행운의 겁(bhadda 

kappa)’이라고 한다. 

  

미륵불의 출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고따마붓다의 정법이 오래 가지 

않음을 말한다. 고따마붓다의 정법이 오래 지속된다면 미륵불의 출현을 

예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겁에서 미륵불이 출현한다는 것은 

현재 정법이 언젠가 사라짐을 예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법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념처를 닦지 않으면 

  

정법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에 설명되어 있다. 

상윳따니까야 ‘쇠퇴의 경’에 따르면, 밧다가 아난다에게 “벗이여 

아난다여, 여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에 정법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S47.21)라고 

물어본다. 이에 아난다는 “벗이여, 네 가지 새김의 토대를 닦지 않고 

익히지 않는다면 여래가 완전한 열반에 드신 뒤에 정법은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S47.21)라고 말했다. 

  

아난다는 정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사념처를 닦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념처를 닦아야 성자가 출현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출세간법이 사라진다면 정법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앙굿따라니까야를 보면 정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가르침을 왜곡했을 때 

  

전재성선생의 니까야강독모임에서 앙굿따라니까야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과 계율의 경’(A4.160)에 대하여 독송했다. 이 경은 

니까야강독모임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는 ‘정법이 사라지는 

이유’라고 붙여 놓았다. 정법이 사라지는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원리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들이 법문에 대하여 몰이해하고 말마디와 

맥락을 잘못 파악하여 가르친다. 수행승들이여, 말마디와 맥락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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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의미가 왜곡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윈리이다.”(A4.160) 

  

  

정법이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왜곡을 들고 있다. 가르침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말마디와 맥락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단어와 문장들이 잘못 구성되어 잘 못 파악한 경을 가르친다.”라고 

번역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을 말한다. 

  

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전 문구를 잘 읽어 보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것이라며 마치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어떤 이는 논장을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신의 이론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장에 실려 있는 해석은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논장을 부정해야 자신의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불교의 역사는 발전인가 퇴보인가 

  

불교의 역사는 발전해 온 것일까 아니면 퇴보해 온 것일까? 불교는 

시대에 따라 발전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맞게 달리 해석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든 후에 수 많은 불교교리가 생겨났다.  

 

부처님이 열반후에 새로운 교리가 생겨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후대 부처님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부처님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불교는 시대에 따라 진화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를 퇴보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재세시에 정점을 찍었고,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에는 

계속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빠알리삼장에 의존하여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테라와다불교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161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한부류는 불교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한부류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왜곡없이 잘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에서는 후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말마디와 맥락을 잘못 

파악하여 의미가 왜곡되는 것으로 보고, 결국 이런 왜곡이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정법을 배우지 않으면 

  

정법이 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법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정법시대라 하여 정법이 살아 있음에도 배우려 들지 않는다면 

오래 가지 않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수행승들은 훈계하기 어렵다. 그들은 훈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성품을 갖고 있고, 인내를 지니지 못하고, 가르침을 

공경하여 받들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윈리이다.”(A4.160) 

  

  

말법시대가 되면 수행승 같지 않은 수행승이 생겨날 것이다. 이득을 

탐하는 무리들이 승단에 가득 했을 때 정법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초기경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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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51, A8.20)라고 했다. 이와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승단에 가득하다면 정법은 사라질 것이다. 

  

정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정법이 사라지는 세 번째 이유는 스승에게도 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향사과를 성취했다면 전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홀로 삶만 

산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스승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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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또한 수행승들이 많이 배우고, 전승에 밝고, 가르침을 

수지하고, 계율을 수지하고, 논모를 수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사리고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들이 죽으면 법문은 뿌리가 잘리고 

의지처를 잃게 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세 번째 윈리이다.”(A4.160) 

  

  

정법을 유지하려면 전등되어야 한다. 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에서 뜻으로 전승된다면 왜곡될 

수 있고 단절될 수 있다. 부처님이 설한 경, 응송, 게송 등 ‘아홉 가지 

방식의 가르침(九分敎)’ 그대로 전승되어야 한다.  

  

만일 누군가 부처님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이 전승되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곡되고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일까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밤부터, 잔여 없는 열반에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든 밤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대화하고 말하고 설한 모든 것이 이와 같고, 

다른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여래라 한다.”(It.121)라고 말씀했다.  

  

정진하지 않으면 

  

정법이 사라지는 네 번째 이유는 정진하지 않는 것이다. 가르침을 

왜곡하고,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침을 전달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것과 함께 정진이 없다면 정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장로수행들이 사치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서, 

죄악을 선호하고, 홀로 있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꺼리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진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들의 

제자들도 그가 본 것을 따라하며, 사치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서, 

죄악을 선호하고, 홀로 있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꺼리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진을 도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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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네 번째 

윈리이다.”(A4.160)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스승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따라 하게 될 것이다. 장로스님이 돈을 모아 사치에 

빠지고 정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다. 

승가에 정진이 없다면 사쌍팔배의 성자도 출현할 수 없어서 정법이 

단절될 것이다. 

  

최후의 시대가 되면 

  

정법이 단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보았다. 앞서 부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세 가지 정법, 즉 교법상의 정법(pariyattisaddhamma), 행도상의 

정법(paṭipattisaddhamma), 그리고 증득상의 

정법(adhigamanasaddhamma)이 단절됨을 말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가르침이 쇠퇴할 것이다. 더 이상 사향사과의 성자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정법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테라가타를 보면 “미래 시기에 최후의 시대가 다가오면 수행승들과 

수행녀들의 행실이 이와 같으리라.”(Thag.977)라는 게송이 있다. 이는 

정법이 사라진 시대를 말한다. 주석에 따르면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그것은 해탈의 시대, 삼매의 시대, 계행의 시대, 학습의 시대, 보시의 

시대를 말한다. 정법이 사라지는 다섯 가지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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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정법이 사라지면 흔적만 남게 된다. 마치 일본불교에서 가사의 흔적만 

보는 것과 같다. 이처럼 흔적만 남은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재물을 

모아서 신도들에게 보시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최후의 

말법시대로서 정법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정법을 배웠으면 

  

지금은 정법시대이다. 정법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니까야강독모임에서 전재성선생은 “정법을 배웠으면 남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번역작업에 바쁜 와중에도 

일부로 시간 내어서 강독모임을 이끌어 가는지 모른다.  

 ` 

  

2020-01-12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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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코로나철에 맛본 담마의 진수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영향받고 있다. 특히 모임이 그렇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여 가능하면 모이지도 말고 

외출하지도 말라고 했다. 5 월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의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모임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안심단계는 아니다. 마스크는 써야 할 것이다. 

  

청소를 하고 

  

니까야강독모임이 오랜만에 열렸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난 1 월 10 일 

마지막 열린 이래 무려 4 개월만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 하여 5 월 15 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서고가 있는 사무실에서 열렸다. 

  

그 동안 많이 기다렸다. 코로나 19 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다음에서 다음으로 계속 연기하다 보니 4 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공백기간이 길었다. 모임을 갖기 전에 청소를 하기로 했다. 

시간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시간 먼저 와서 청소하자고 제안했다. 

  

오랜만에 삼송테크노밸리로 향했다. 이번에는 차를 몰고 갔다. 전철과 

지하철, 버스로 이동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곤했다. 특히 

귀가할 때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차를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안양에서 고양까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면 된다. 1 시간 

40 분 걸려 현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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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순 샘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너른 서고는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한 공간이다. 차가 서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꽤 넓다.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 서고는 2층에 책이 보관 되어 있고 1층에는 

사무실 겸 전재성회장이 번역작업하는 공간이 있다. 호칭은 회장으로 

통일한다. 직함을 부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회장인 것이다.  

  

1 층 바닥을 마대로 닦았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마대자루로 

물걸레질을 하면 하면 된다. 유경민 샘이 합류했다. 유선생은 물걸레로 

책상과 주방을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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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를 나누며 

  

사람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이 날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장계영샘은 꽃바구니를 준비했다. 이상길 샘은 케이크를 사왔다. 

도현스님은 블루베리를 가져왔다. 강독모임을 갖기 전에 화분을 

전달하고 케이크 커팅을 하여 나누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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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모임이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전재성회장에게 물어 

보았다. 특히 자따까 번역작업이 궁금했다. 현재 5 분의 1 가량 

번역했다고 한다. 코로나 19 로 인하여 전념했다면 진도가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스님들이 사분율 번역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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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회장에 따르면, 한역으로 되어 있는 사분율을 우리말로 

번역작업하는데 3 달 가량 걸렸다고 한다. 스님들 누구나 휴대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한다. 

  

율장은 모두 완역 되었다. 코로나 19 기간동안 시중에 나왔다. 모두 

5 권으로 된 것을 통합본으로 만든 것이다. 율장대품, 율장소품, 

율장비구계, 율장비구니계는 번역되어 있었고, 추가로 부기를 작년에 

번역했다. 부기를 합하여 5 권을 한권으로 만든 것이다. 

  

전재성회장은 이날 강독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통합본율장을 한권씩 

나누어주었다. 강독모임에 빠짐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강독모임멤버이자 

동시에 후원자들이다. 또 일부는 이번 율장 부기와 통합본 교정자로도 

참여했다. 전재성회장은 일일이 사인을 해 주었다. 완역된 율장통합본 

봉정식은 올해 9 월경에 통도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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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도 단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5월 첫번째 열린 강독모임에서는 두 개의 경을 

독송했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 실려 있는 27 번째 경인 

‘명상수행의 성취에서의 속도와 난이’와 28 번째 경인 ‘인내의 제어와 

지멸의 실천’에 대한 것이다. 찾아 보니 앙굿따라니까야 

‘실천의경 3’(A4.163)과 ‘인내의 경’(A4.164)이다. 

  

네 가지 실천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더디면서 곧바른 앎을 수반하는 

힘든 실천, 빠르면서 곧바른 앎을 수반하는 힘든 실천, 더디면서 곧바른 

앎을 수반하는 쉬운 실천, 빠르면서 곧바른 앎을 수반하는 쉬운 실천, 

이렇게 네 가지 실천이 있다.  

  

키워드는 ‘실천’이다. 전재성원장은 실천에 대하여 수행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빠알리원문을 찾아 보니 실천에 해당하는 말이 

‘빠띠빠다(paṭipadā)’이다. 영어로는 ‘means of reaching a goal or 

destination, path, way’의 뜻이지만, 흔히 ‘도(道)’로 번역된다. 

도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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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실천을 보면 단계적이다. 명상수행도 단계가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정관 등 낮은 단계에서 선정으로 높은 단계로 나아가 간다. 

이는 욕망의 극복과도 관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더디면서 

곧바른 앎을 수반하는 힘든 실천 (Dukkhā paṭipadā dandhābhiññ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놓았다. 

  

  

“수행승들이여, 더디면서 곧바른 앎을 수반하는 힘든 실천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몸에 대하여 더러움의 관찰, 

자양분에 대하여 싫어함의 지각, 세상에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음의 지각,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한 무상의 관찰, 죽음에 대한 지각을 내적으로 잘 

확립한다.”(A4.163) 

  

  

여기서 ‘곧바른 앎(ābhiññā)’이란 즉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신통’으로 번역된다. 경에서는 숙명통, 천안통 등 

6 신통으로 묘사 되어 있다. 수행초기 단계에서는 신통과 같은 아빈냐가 

계발되기 힘들 것이다.  

  

아빈냐는 네 번째 선정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부정관, 

2)자양분혐오, 3)즐거움없음지각, 4)형성된 것 무상관찰, 5)죽음의 지각 

이렇게 다섯 가지는 선정단계 전에 닦아야 할 도, 즉 예비단계의 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몸을 고장난 하수구처럼 

  

미얀마 수행센터에서는 좌선에 임하기 전에 먼저 예비단계 수행을 

강조한다. 자애관, 부정관, 사수념, 불수념에 대한 것이다. 이중에서 

부정관과 사수념이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중에 들어 간다. 전재성 

회장은 부정관 등 5 가지 예비수행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첫째, 부정관이다. 이는 ‘몸에 대하여 더러움의 관찰(asubhānupassī 

kāye viharati)’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회장은 자신의 

몸을 ‘고장난 하수구’처럼 생각하라고 했다. 그래야 깊은 곳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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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깨끗하다고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몸도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하다고 볼 때 닦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즐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탐욕, 분노와 같은 

잠재성향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념처경에 따르면 “발가락 위에서부터 머리카락 아래에 이르고 피부의 

표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오물로 가득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관찰한다.”(D22.7)라고 했다. 다음의 목갈라나 장로의 게송이 부정관을 

잘 말해준다. 

  

  

“해골로 이루어지고 

살과 근육으로 얽혀진 오두막 

끔찍하다! 악취가 가득한 것! 

타자의 지체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구나.” (Thag.1156) 

  

“피부로 엮여진 분뇨의 자루, 

가슴은 혹이 달린 악귀, 

그대의 몸에는 아홉 구멍이 있어, 

언제나 부정한 액체가 흐른다.” (Thag.1157) 

  

“그대의 몸에는 아홉 구멍이 있는데, 

악취로 풍기고 오물로 엮여져 있다. 

실로 청정을 원하는 수행승이라면, 

분뇨를 피하듯, 그것을 피해야 하리.”(Thag.1158) 

  

  

아들고기를 먹은 부부 

  

둘째, 자양분혐오이다. 이는 ‘자양분에 대하여 싫어함의 지각(āhāre 

paṭikūlasaññī)’에 대한 것이다. 전재성회장은 자양분을 뜻하는 

아하라(āhāra)에 대하여 음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어느 논서를 보면 ‘음식에 대한 혐오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먹는 음식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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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말씀 하신 아하라는 음식을 포함하여 네 가지가 있다. 물질의 

자양분, 접촉의 자양분, 의도의 자양분, 의식의 자양분을 말한다. 이를 

쉽게 말하면 네 가지 식사(四食)라고 볼 수 있다.  

  

사식은 존재를 윤회하게 한다. 사식은 상윳따니까야 ‘아들의 고기에 

대한 경’(S12.63)에 실려 있다. 사막을 횡단하던 부부가 아들을 잡아 

먹어 생명을 유지한다는 끔찍한 내용이다. 그래서일까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밥을 먹을 때 아들고기를 먹는 마음으로 밥을 

먹으라고 했다.  

  

눈물로 아들고기를 먹은 부부는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윤회하는 조건이 된다. 그런데 반드시 입으로 먹는 음식만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접촉도 음식이 될 수 있고, 지각도, 의식도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양분을 대해야 할까?  

  

마치 아들고기를 먹는 것처럼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된다. 아무 생각없이 

또는 알아차림 없이 접촉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경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죽이 찢겨진 소가 벽에 기대어 서 있으면 그 벽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를 먹어 버릴 것이다.”(S12.63)라고 했다.  

  

조금만 상처나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른다. 살가죽이 벗겨진 곳이 벽에 

접촉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무엇보다 벽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침투하면 더욱 더 고통받을 것이다. 마치 요즘 

코로나 19를 보는 것 같다. 

  

코로나 19는 접촉에 따른 것이다. 접촉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한다. 또 손씻기를 

생활화 하라고 한다. 그럼에도 클럽과 같은 유흥가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놀았다면 감염될 것이다. 접촉에 따른 감염이다.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감염되면 무엇보다 본인이 괴롭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촉을 자양분 또는 음식이라고 한다. 고통과 윤회의 

원인이 되는 자양분인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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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즐거움없음지각이다. 이는 ‘세상에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음의 

지각 (sabbaloke anabhiratisaññī)’에 대한 것이다. 세상에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즐거움도 15 분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즐거움 또는 행복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감각적 쾌락의 세계나 미세한 물질계나 비물질계에서 

즐거움을 찾을 만한 곳이 없다는 불만족에 대한 

지각이다.”(Mrp.III.140)라고 설명했다.  

  

삼계 어디를 찾아 보아도 즐거운 곳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이는 느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은 괴롭다고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아야 하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S36.5)라고 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도 없다. 즐거움은 느낌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느낌도 괴롭다는 것이다. 108 가지 느낌도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송이 있다.  

  

  

“즐거움이나 또는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과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어떠한 것이든 느껴지는 것이 있네. 

  

그것은 괴로움이라 알고 

괴멸된다는 허망한 사실을 경험하고, 

경험하여 그 파멸을 보니 

거기서 이처럼 욕망을 떠나네.”(S36.2) 

  

  

아! 머지 않아 이 몸은 

  

넷째, 무상관찰이다. 이는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한 무상의 관찰 

(sabbasaṅkhāresu aniccānupassī)’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삼계에서 



175 

 

형성된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경지송에 이런 

게송이 있다. 

  

  

“일체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일체형성된 것은 괴롭고 

일체 사실에는 실체가 없다. 

  

아! 머지 않아 이 몸은 

아! 쓸모 없는 나무조각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실로 땅 위에 눕혀질 것이다.” 

(예경지송, 350-352 쪽)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다섯째, 죽음관찰이다. 이는 ‘죽음에 대한 지각(maraṇasaññā)’이다. 

이를 죽음의 명상 또는 사수념이라고 하여 청정도론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죽음은 언제 찾아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수명, 질병,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운명의 길 이러한 다섯 가지는 이 삶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조짐이 없다.”(Vism.8.29)라고 했다.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물며 어느 누가 나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경지송에 다음과 같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 있다. 

  

  

“나의 삶은 견고하지 않지만 

나의 죽음은 견고하고 

나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 

나의 삶은 죽음을 끝으로 하고 

나의 삶은 불확실하지만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예경지송, 7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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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철학과 불교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가끔 괴로움에 대한 명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백신 맞는 것으로 비유했다. 예방접종 해 놓으면 큰 

병에 걸리지 않듯이. 부정관이나 사수념과 같은 명상을 하면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스콜라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전재성원장에 따르면 스콜라철학은 불교와 유사한 면도 있다고 했다. 

고통을 극복하고 평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삶에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 죽음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게 되어 있다. 

태어나자 마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당황하게 될 

것이다.  

  

죽음보다 최악은 없다. 평소 죽음의 명상을 하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미리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부정관이나 

사수념을 하면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죽음과 같은 최악이 

아닌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항상 죽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최악을 생각하면 고통이 극복되고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스콜라철학과 불교가 유사하다고 

했다. 

  

수행자가 힘이 없으면 

  

수행에는 단계가 있다. 실천도 단계가 있다. 먼저 부정관 등 감각적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 가기 전에 초선정에 대한 

정형구를 보면 “세상에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뒤, 사유을 갖추고”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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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는 것이 부정관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단계 수행으로서 부정관 등 5 가지 실천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 가지 실천수행 하는 것에 

대하여 5가지 학인의 힘이라고 했다. 

  

5 가지 학인의 힘이란 무엇일까? 경에 따르면 “믿음의 힘, 부끄러움을 

아는 힘, 창피함을 아는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A4.163)이라고 

했다. 오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오력은 믿음, 정진, 새김, 

삼매, 지혜에 대한 것이다. 학인의 5 가지 힘은 오력에서 새김과 삼매가 

빠지고 그 자리에 부끄러움을 아는 힘, 창피함을 아는 힘이 들어 간 

것이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부끄러움을 아는 힘, 창피함을 아는 힘은 계율과 

관계된 것이라고 했다. 계율을 지키며 살면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학인은 사와까(sāvaka)를 말한다. 아라한을 제외한 

사향사과의 성자를 말한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다. 

운동하면 근육이 생겨나서 힘을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힘을 

길러야 한다. 특히 학인의 힘 중에서 부끄러워하는 힘에 대하여 

전재성회장은 “힘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힘도 없다.”라고 했다. 

  

코로나 19 철에 맛본 담마의 맛 

  

코로나 19로 인하여 4개월만에 모임이 열렸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임이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학이나 모임이 마냥 늦추어질 수 없다. 다만 

생활 속에서라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일까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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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한달에 두 번 열린다. 매월 둘째와 넷째 금요일이다. 시간은 

오후 7 시 부터 9 시까지이다. 니까야를 함께 읽고 전재성회장이 

해설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전재성회장의 이야기는 들을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노트를 한다.  

  

말한 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는다. 옆에 있는 선생은 

녹음기로 녹음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담마의 맛’에 빠진 것이다. 

빠알리삼장을 거의 완역한 전재성원장은 삼장을 꿰뚫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받아 적을 것이 많다. 담마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자비의 마음이 있기에 

  

다음 모임은 5월 29 일(금)이다. 5 월은 코로나로 인하여 평소일정보다 

일주일 늦게 열린다. 6 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열린다.  

  

모임은 열려 있다.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후원자가 될 수 

있다. 또 교정 등을 함으로 인하여 편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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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두번 호기심에 왔다가 그만 두는 사람들도 많다. 아마 거리가 먼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즐길거리가 별로 없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모임 이외 다른 모임은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모임이 유지된다.  

  

 
  

오랜만에 공병욱 샘이 나왔다. 일자리를 옮겼는데 금요일에 시간이 

빈다고 하여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 생업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방이라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모임은 3 년째 유지 되고 있다.  

  

모임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제 4 번째 법수가 진행 중에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법수가 11 개가 되니 꽤 오래 갈 것 같다. 무엇보다 

번역으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주신 전재성회장에게 감사드린다. 

전재성회장의 자비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모임이 유지되고 있다. 

  

  

2020-05-16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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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대한 승리의 축복의 게송 마하자야망갈라가타 

  

  

말을 듣는 내내 답답했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지난 5 월 15 일 오랜만에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을 가졌다. 코로나철임에도 

불구하고 늘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마스크를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마스크를 했다. 마스크를 한 채 말도 했다. 

독송 두 번째 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불인의 실천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어떤 

사람은 모욕을 모욕으로 갚고, 분노를 분노로 갚고, 욕지거리를 

욕지거리로 갚는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불인의 실천이라고 

한다.”(A4.166) 

  

  

앙굿따라니까야 ‘인내의 경’에 실려 있다. 경에서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하고 있다. 불인의 실천(akkhamā paṭipadā), 인내의 실천(khamā 

paṭipadā), 제어의 실천(damā paṭipadā), 고요의 실천(samā paṭipadā)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는 불인과 인내가 대조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내의 실천은 

“세상의 어떤 사람은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욕지거리를 욕지거리로 갚지 않는다.”(A4.166)라고 하여 불인의 

실천에 반대되는 것이다.  

  

풍광이 아름다운 정혜사 

  

스님은 금요강독모임의 멤버이자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접협회 회장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남양주 정혜사에 그 먼거리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사실상 금요모임은 스님과 스님의 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은 때로 정혜사에서 강독모임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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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소제공도 했다. 일년에 한 두 차례는 정혜사에서 강독모임이 

열렸다. 

  

 
  

정혜사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 

다산공원 가까이에 있다. 정혜사에서 두 물이 만나는 곳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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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두 물이 만나는 곳은 청정지역이다. 경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환경도 좋다. 그래서일까 김열권법사는 이곳 정혜사를 위빠사나 

집중수행 수련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본래 두 물이 만나는 곳은 

청정지역이다. 경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환경도 좋다. 

  

 
  

아래 집 사람의 신고로 인하여 

  

스님은 경을 독송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것은 절 바로 아래에서 

사는 사람때문이다. 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자꾸 신고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집 사람은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시청에 

민원을 넣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벌금을 맞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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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절에서는 연등을 단다. 그것도 절 바깥에 

다는 경우도 많다. 부처님오신날 길가에는 울긋불긋 연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가 용인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길거리 연등을 보고서 부처님오신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코로나 19 로 인하여 한달 늦추어 5 월 

30 일날 봉행된다. 

  

스님에 따르면 또 아랫집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길거리 연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옛경춘가도에 달아 놓았을 것이다. 또 절 가까이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달아 놓았을 것이다.  

  

아래집 사람은 울긋불긋 연등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다. 시에 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이 찾아왔다고 한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치하라는 

것이다. 스님은 할 수 없이 연등을 모두 철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왜 신고를 하는 것일까? 

  

스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답답했다. 모임 멤버들도 스님 말을 듣고 모두 

착잡했다. 스님에 따르면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에서는 인내의 실천이라고 하여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욕지거리를 

욕지거리로 갚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면 마음 속으로는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집 사람은 한 두 번도 아니고 걸핏하면 신고한다고 했다. 대체 

아래집 사람은 왜 이렇게 스님을 괴롭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집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또 아래집 여자주인의 오빠가 목사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윗집 

절이 보기 싫었을 것이다. 울긋불긋 단청도 보기 싫었을 것이고, 

길거리의 울긋불긋 연등도 보기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걸핏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집 사람의 탐욕에 대한 것이다. 

스님을 괴롭혀서 스님이 절을 팔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스님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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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더구나 아래집 사람은 돈도 많다고 

한다. 그렇지 않고 서야 툭하면 신고를 하여 스님으로 하여금 불선심을 

자극하게 만들까? 

  

상대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해법이 거론되었다. 전재성 회장은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그래도 인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범벌(梵罰: brahmadaṇḍa)을 말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왕따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마부 출신 찬나에게 범벌을 내렸다. 찬나는 부처님이 

왕자로 있을 때 유성출가를 도왔다. 그때 그일로 인하여 

안하무인격이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뿟따와 목갈라나도 

무시하기 일쑤였다.  

  

찬나의 행위는 승가의 화합을 해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찬나와 누구도 말 걸지 말라고 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묵빈대처하는 것이다. 

  

묵빈대처한다고 아래집 사람이 신고를 멈출까? 신고가 들어 갈 때 마다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고 한다. 출가수행자로서 참아 낼 

수밖에 없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다고 했다. 경에서 아무리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 차례 당하고 보니 소용없다는 것이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전재성 회장은 목사인 오빠를 만나 보는 것 어떤지 말했다. 아니면 그 

지역 기독교 고위층과 면담해 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 했다. 

기독교인이라면 목사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전재성 회장은 ‘기도’해 보라고 했다. 자신도 

번역하다 잘 안되면 기도한다고 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 

질 수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일종의 ‘기원’ 같은 것이다. 아마도 

‘마하자야망갈라가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게송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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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뭇삶의 요익을 위하시는  

크나큰 연민의 수호자께서 

모든 초월의 길을 이루시고 

위없는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했사오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그대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예경지송, 230 쪽) 

  

  

마하자야말강라가타(maha jayamaṅgala gāthā)는 ‘위대한 승리의 축복의 

게송’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발간된 

예경지송에도 실려 있다. 모두 21 개의 게송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게송만 옮긴 것이다. 

  

마하자야망갈라가타는 경전에 없는 게송이다. 후대 신심 있는 불교인이 

경전에서 좋은 게송과 구절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천수경과 같아서 생활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마하자야망갈라가타는 삼보의 가피를 염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게송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는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그대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여지이다.”라는 후렴구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에게(me)’ 임하길 바라는 것이다. 

또한 ‘그대에게(te)’ 임하길 바라는 것이다.  

  

언젠가 금요강독모임 시간에 전재성회장은 이 자아망갈라가타를 해설해 

주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강독을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들었다. 마치 

가톨릭 성가처럼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내는 이 노래는 유튜브에도 

있다. 아마 전재성회장은 이 자야망갈라가타를 염두에 두고 스님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것이다. 

  

기독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불교인으로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다. 스님으로 사는 것은 더욱 더 힘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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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사 주지스님의 하소연을 들어 보니 아래집 여자는 대단히 

악의적임을 알 수 있다. 불교인들의 최대명절 마저 방해하려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인이라고 하여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불인의 실천이 될 

것이다.  

  

불인의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낸다면 

불인의 실천이 될 것이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고, 분노를 분노로 갚고, 

욕지거리를 욕지거리로 갚는다면 이 세상은 싸움 그칠 날 없을 것이다. 

불교인이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욕지거리를 욕지거리로 갚지 않는다.”라는 부처님의 

‘인내의 실천(khamā paṭipadā)’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 원한 맺힌 자가 있다. 그렇다고 원한을 원한으로 갚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구경에 따르면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Dhp.5)라고 했다. 근심한다고 하여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슬퍼한다고 하여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심을 놓아 버렸을 때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을 놓아 버렸을 때 슬픔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원한은 “원한의 여읨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라고 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많다. 그 나를 욕하고 때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나아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적개심을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게송이 있다. 

  

  

“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진다.”(Dhp.4) 

  

  

나를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더 나아가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욕지거리를 욕지거리로 갚지 않는다.”(A4.166)라고 했다. 

그렇다고 자애의 마음을 낸다고 하여 그에 대한 원한이 사라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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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의 마음을 내라고 하는데 

  

흔히 자애의 마음을 내라고 한다. 그러나 원한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없다.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낸다고 하여 

원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 더 원한만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새김을 놓아 

버리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다.”(A5.161)라고 했다. 원한 맺힌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불선심만 일어난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새김을 

놓아 버리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다.”(A5.161)라고 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한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놓아 버릴 수 

있을까?  

  

청정도론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친구 다음에는 무관한 자에 

대하여, 무관한 자 다음에는 원적인 사람에 대하여 자애를 닦는 것이 

좋다.”(Vism.9.12)라고 했다. 자애의 마음을 내는데도 순서가 있음을 

말한다. 그 다음에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자애수행할 때 원한맺힌 자를 왜 가장 나중에 두는 것일까? 이는 앞서 

경에서 언급된 대로 원한 맺힌 자를 생각하면 더 원한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려거든 먼저 

“무관한 자 다음에 원적인 자에게 자애를 닦아야 

한다.”(Vism.9.13)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었을 때 마음이 유연해지고 너그러워질 것이다. 그 상태에서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었을 때 나의 마음도 너그러워질 

것이다. 그래도 원한이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후의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자애수행을 한다고 하여 모두 원한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해도 원한이 풀리지 않을 때 최후의 하나의 방법이 

있다. 청정도론 자애수행 최종단계에서는 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한맺힌 자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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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를 길들이고 

보시는 일체의 이익을 성취하게 하는 것, 

보시하는 것과 사랑스러운 말로써 

머리를 들고 머리를 숙인다.”(Vism.9.39) 

  

  

원한 맺힌 자에게 선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랍게도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머리를 들고 머리를 숙인다.”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시주는 머리를 들고 시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선물이나 보시를 받으면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다. 원한 

맺힌 자도 선물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일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아래집 여자에게 선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부처님의 승리의 축복이 나에게 

  

백번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 보다 선물 한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선물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마음이 괴롭다면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에게 임하길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갖가지 모함을 받았다. 자야망갈라가타를 보면 외도 

찐짜마네위까가 거짓임신으로 부처님을 파멸시키려고 했다.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게송에 따르면 “적멸과 안온으로 

섭수했다.”라고 했다. 대응하지 않고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대응한 

것이다. 결국 부처님이 승리했다.  

  

자야망갈라가타는 외도에 대한 부처님의 승리에 대하여 여덟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게송 후렴구마다 “땅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망갈라나니(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라는 

후렴구가 붙는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나에게(또는 

그대에게) 임하길 바라옵니다.”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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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함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해법이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 가피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를 

기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징은 부처님의 위신력이 

‘나에게(me)’ 또는 ‘그대에게(te)’ 임하길 바라는 것이다.  

  

위대한 승리의 축복의 게송, 마하자야망갈라가타 

  

금요강독모임 멤버중의 한사람인 스님이 고통을 겪고 있다. 아래집 

사람의 모함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져 있다. 불교인들의 최대명절인 

부처님오신날도 지장받고 있다. 스님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독모임에서 들었던 마하자야망갈라가타를 옮겨 본다.  

  

  

마하자야망갈라가타(위대한 승리의 축복의 게송) 

  

1. 

모든 뭇삶의 요익을 위하시는 

크나큰 연민의 수호자께서 

모든 초월의 길을 이루시고 

위없는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했사오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그대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여지이다. 

  

2. 

보리수 아래서 승리하시어 

싸끼야 족에게 환희를 가져다주었사오니 

이처럼 제게(그대에게) 승리가 함께하여 

승리의 축복을 성취하여지이다. 

  

3. 

부처님의 보배에 귀의하오니 

하늘사람과 인간의 

가장 위없고 가장 탁월한 약초 

부처님의 위력있는 공덕으로 

제게(그대에게) 모든 재앙이 파괴되고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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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르침의 보배에 귀의하오니 

타오르는 고통 식혀주는 

가장 위없고 가장 탁월한 약초 

위력있는 가르침의 공덕으로 

제게(그대에게) 모든 재앙이 파괴되고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어지이다. 

  

5. 

참모임의 보배에 귀의하오니 

섬길 만하고 공양할 만한 

가장 위없고 가장 탁월한 약초 

참모임의 위력있는 공덕으로 

제게(그대에게) 모든 재앙이 파괴되고 

모든 질병이 소멸되어지이다. 

  

6. 

세상 어떠한 종류의 보배이든지 

엄청나게 많은 갖가지 것들이 있지만 

부처님에 견줄 보배는 없사오니 

제게(그대에게) 이 진실로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7. 

세상 어떠한 종류의 보배이든지 

엄청나게 많은 갖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르침에 견줄 보배는 없사오니 

제게(그대에게) 이 진실로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8. 

세상 어떠한 종류의 보배이든지 

엄청나게 많은 갖가지 것들이 있지만 

참모임에 견줄 보배는 없사오니 

제게(그대에게) 이 진실로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9.  

제게 다른 귀의처 없고 

부처님이 저의 위없는 귀의처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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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그대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여지이다. 

  

10. 

제게 다른 귀의처 없고 

가르침이 저의 위없는 귀의처이오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그대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여지이다. 

  

11. 

제게 다른 귀의처 없고 

참모임이 저의 위없는 귀의처이오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제게(그대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여지이다. 

  

12. 

모든 재앙 진압되고 

모든 질병 소멸되고 

모든 장애 사라지어 

제게(그대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여지이다. 

  

13.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사람들이 수호하소서. 

부처님의 모든 가피의 힘으로 

제게(그대에게) 언제나 평안이 함께하여지이다. 

  

14.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사람들이 수호하소서. 

가르침의 모든 가피의 힘으로 

제게(그대에게) 언제나 평안이 함께하여지이다. 

  

15.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사람들이 수호하소서. 

참모임의 모든 가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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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그대에게) 언제나 평안이 함께하여지이다. 

  

16. 

별들과 야차들과 귀신들 

악령들의 장애로부터 

수호 게송의 가피의 힘으로 

제게(그대에게) 모든 재앙이 제거되어지이다. 

  

17. 

별들과 야차들과 귀신들 

악령들의 장애로부터 

수호 게송의 가피의 힘으로 

제게(그대에게) 모든 재앙이 제거되어지이다. 

  

18. 

별들과 야차들과 귀신들 

악령들의 장애로부터 

수호 게송의 가피의 힘으로 

제게(그대에게) 모든 재앙이 제거되어지이다. 

  

19. 

하늘이나 땅위에 살고 있는 

위신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20. 

하늘이나 땅위에 살고 있는 

위신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21. 

하늘이나 땅위에 살고 있는 

위신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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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지송, 239-247 쪽) 

  

https://www.youtube.com/watch?v=aIJjHTroq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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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언어는 폭력이다 

  

  

캄캄한 새벽이다. 시간을 보니 새벽 네 시이다. 구름이 끼였는지 캄캄한 

새벽이다. 도시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산속처럼 적막하다. 

가끔 대로에 질주하는 차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아무래도 전기장판 때문인 것 같다. 

  

오월은 아파트 난방을 하지 않는다. 유독 추위을 타는 몸이다. 아파트 

난방을 하지 않는 오월에 한기를 느낀다. 잠을 자다깨다 반복하다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이럴 때 전기장판이 필요하다. 낮은 온도로 

세팅해 놓으니 등짝이 따스하다. 온돌에 있는 것 같다. 새벽에 몸과 

마음이 편한 이유가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새벽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벽만 같아라.”라는 말이 떠올려 진다. 등은 

따습고 몸과 마음은 편안해서 지금 이 상태를 즐긴다. 흙탕물이 

가라앉은 것처럼 마음도 착 가라앉아 있다. 생각이 흘러간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좋은 생각이 떠 오를 때가 있다. 잡아야 한다. 기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순간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이후 

마음이 일어나면 잊혀 진다. 이럴 때 메모해야 한다. 글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내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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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재성회장의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있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있어서인지 스님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달 밀렸다. 제때에 열리지 못하고 한달연기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만일 크리스마스라면 어땠을까?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달연기하여 치루는 것은 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스님들은 행사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올 

사람들은 온다. 열성적 참여파들이다. 

  

“언어는 폭력이다.” 이말은 어제 강독모임에서 들은 말이다. 언어가 

왜 폭력일까? 언어는 잘라 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사진 것이라고 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 사진이다. 사진은 한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사진은 수많은 인과 중에서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달랑 사진 한장만 남은 것이다. 과연 사진은 현상을 

올바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과 연에 따른 한순간을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물사진이라면 한순간만 따 온 것이다. 사진속의 인물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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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10 년 전의 사진이라면 더욱더 

멀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사진 속의 인물을 보고서 그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폭력이다. 그때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다름에도 

동일시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사진은 폭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매순간 변하다. 몸도 변한다. 마음은 더 빨리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열반을 제외하고 하나도 없다. 이를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변함에도 한순간을 포착하여 

증거로 들이내민다면 폭력이다. 언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 현상을 보고서 ‘있다’라고 말 했을 때 언어로 한정짓는 것이 

된다. 마치 순간을 사진 찍는 것과 같다. 거두절미하고 한부분만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기까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럼에도 

한순간만을 포착하여 대표성을 부여한다면 폭력이라는 것이다. 변화하는 

현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것도 앞뒤 자르고 재단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었을 때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이다. 무엇보다 구호가 그렇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폭력적이다.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앞뒤 자르고 

남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누고 나누어서 남은 것이 구호이다. 그래서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거두절미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있는 것이 된다.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은 것임에도 그 순간만 포착하여 단지 ‘있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있는 것이 된다. 영원주의가 그렇다. ‘없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한부분만 커팅하여 ‘없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없는 

것이 된다. 허무주의가 그렇다.  

  

영원주의나 허무주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언어폭력에 해당된다. 언어로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또 부분을 보고서 전체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도들은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Ud.66)라고 말한다.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구호는 폭력적이다. 불완전한 언어로 현상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의론이 나왔을 것이다. 사구분별에 따른 

회의론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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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기도 하고 

저것이 아닌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사구분별에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 회의론은 

고도로 철학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오늘날 ‘현상학’ 같은 것이라고 

했다. 현상학의 특징은 판단유보에 있다. 머리 속에서 흘러 가는 생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망상이 일어나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했을 때 순수한 상태가 된다고 했다. 현실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영감이 떠오를지 모른다. 

이처런 판단중지 상태를 ‘에포케(epoche)’라고 했다. 모든 예술의 

원천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언젠가 불교방송에서 J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스님은 

음악방송을 진행하면서 귀신에 대해 얘기했다. 스님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는 것이고,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없습니다.”라고 말 했다.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이다. 이 말을 듣고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럴듯한 말이었다. 그러나 요리조리 잘 피해 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귀신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말이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산자야 벨랏티뿟따의 회의론과 유사하다. 결론을 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가는 말인 것이다. 

  

회의론에 대해 뱀장어 비유를 한다. 회의론을 뜻하는 

‘아마라비케빠바다(amarāvikkhepavāda)’라는 용어는 뱀장어를 잡듯 

혼란스러운 이론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인가?  

  

회의론자들은 형이상학적 사구분별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당신이 저 세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만약 저 

세상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면 저 세상이 있다고 나는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된다. 

  

사리뿟따 존자는 부처님의 교단으로 들어 가기 전에 앗사지 존자가 

경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탁발 중에 눈을 아래로 하여 한발한발 

알아차림 하여 걷는 위의에 반했다. 이에 스승은 누군지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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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수행승에 지나지 않았던 앗사지 존자는 스승에게 들은 대로 

“사실들은 원인으로 생겨나며 그 원인을 여래는 설합니다. 그것들이 

소멸하는 것 또한 위대한 수행자께서 그대로 설합니다.”(Vin.I.40)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리뿟따존자는 화들짝 놀랐다. 사리뿟따 존자는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곧바로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 사리뿟따는 회의론자였다. 그런데 조건에 따른 짧은 

생멸이야기는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명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오로지 이것만이라고 하여도 오히려 올바른 가르침이니, 

그대들은 이미 근심 없는 진리를 꿰뚫었으니, 지난 수천억 우주기 

중에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Vin.I.40)라고 앗사지 존자에게 말했다. 

사리뿟따 존자는 새내기의 한마디 말에 감응되어서 회의론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산자야를 떠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의 메세지나 다름없었다.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영원주의나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는 허무주의는 

숨막히는 이론이다. 이는 다름 아닌 언어폭력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변화를 말한 것이다. 숨통이 트이는 말이다. 모든 것을 회의적 시각에서 

보던 회의론자에게도 부처님의 변화에 대한 가르침은 희망의 

메세지였다. 모를 뿐이라며 판단중지로 일관했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 철학자 사리뿟따와 

목갈라나는 자신을 따르는 이백오십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회의론자이다. 판단을 유보하며 교묘하게 피해 가는 것이다. 또 “오직 

모를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회의론의 범주에 들어간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명확하다. 

조건발생하여 소멸한다는 가르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고 했다.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다. 말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절대유’의 영원주의와 ‘절대무’허무주의도 그렇다. 이는 

언어폭력이다. 그렇다고 회의론자들처럼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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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부처님만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 

  

부처님은 '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는 말과 

같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서양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 부처님과 

가장 유사한 말을 했다고 한다.  

  

말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빠빤짜(papañca)가 될 것이다. 

마치 빵 터지듯이 말이 부풀려 지는 것이다. 이를 희론 또는 망상이라고 

한다.  

  

외도들이 한 말은 모두 망상이다. 영원주의, 허무주의, 회의론 등 

언어적으로 한정된 말은 망상이고 희론이다. 동시에 폭력이다. 이 세상 

모든 언어는 폭력이다. 잘라 버리고 하나만 취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호가 그렇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정의, 민주를 부르짖으면 

폭력이 된다. 이런 말은 삶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말로만 떠들었을 때 

폭력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신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폭력적 요소가 있다. 페이스북에서 굵은 글씨로 고함 

치듯 써 놓은 것도 폭력적 요소가 있다. 조선일보가 거두절미하고 

따옴표 처리하여 프레임에 가두는 것도 언어폭력이다.  

  

한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순간포착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과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 조건과 현재 조건이 

다름에도 과거에 찍은 사진을 들이대민다면 폭력이다. 말로서 전달하는 

것도 폭력이다. 아무리 말로 잘 전달한다고 해도 왜곡이 있다. 그리고 

견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언어폭력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 한다면 언어폭력이다.  

  

  

“벗이여, ‘여섯 가지 접촉의 감역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론할 수 없는 것을 

희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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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이여, ‘여섯 가지 접촉의 감역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론할 수 없는 것을 

희론하는 것입니다.  

  

벗이여, ‘여섯 가지 접촉의 감역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 남아 있기도 하고 남아 있지 않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론할 수 없는 것을 희론하는 것입니다.  

  

벗이여, ‘여섯 가지 접촉의 감역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론할 수 없는 것을 희론하는 것입니다.  

  

벗이여, 여섯 가지 접촉의 감역이 있는 한, 현상세계가 있고, 

현상세계가 있는 한, 여섯 가지 감역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접촉의 

감역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현상계가 소멸하고 현상계가 

그칩니다.”(A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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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승의 권위와 정통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유월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날이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다. 

요즘은 차를 몰고 간다. 안양에서 고양까지는 50 키로가 넘는 먼 

거리이다. 전철과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서울을 관통해서 가다 

보면 진이 빠질 정도이다. 더구나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는 더 힘들다. 

이런 이유로 차를 갖고 다닌다. 서울외과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가면 

1 시간 반만에 도착할 수 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미리 도착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자리를 

정리하고 책을 깔아 놓고 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 더 할 것이 

있어서 평소보다 30 분 일찍 도착했다. 그것은 청소하는 것이다. 이날은 

쓰레기 버리는 것만 했다. 

  

자따까에 대하여 

  

일찍 도착하면 여유가 있다.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난 다음 전재성회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다. 자따까는 이제 삼분의 일 이상 

번역되었다고 한다. 약 560 여개가량 되는 경인데 230 여경을 번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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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데바닷따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깨달음을 사칭하는 못된 승려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고 한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원본 그대로 완역된 

것은 없다. 경과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석을 번역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미얀마에서는 자따까는 국민경전이라고 한다. 앞으로 자따까가 

출간된다면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 못지 않은 국민경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자따까는 부처님 전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생에 

대하여 잘 믿지 않는 것 같다. 불자들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인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나의 몸과 나의 성향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괴로움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사성제에서 고성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상적인 

순서라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를 먼저 설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꾸로 괴로움에 대하여 먼저 설했다. 이는 원인 보다는 

결과를 먼저 설명한 것이다.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따져 나가는 것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있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져 가다 보면 전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과관계를 확장하고 확장하다보면 인과에 생과 생에도 인과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부처님은 수행의 힘으로 

인과를 무한히 확장하여 무수한 전생을 본 최초의 사람이라고 했다. 

인과의 끝을 본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고 했다. 자따까는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대하여 

  

전재성회장과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장계영선생이 도착했다. 마침 

책상에 융과 관련된 책이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 도착되지 않았고 

시간은 남아 있었다. 장계영선생과 전재성회장이 융과 관련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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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융은 불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저술도 많다고 했다. 

  

융 심리학은 어떤 것일까? 무의식의 의식화, 이것은 융의 분석심리학에 

있어서 핵심이다. 정신세계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마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마음의 어두운 면이기도 한 

무의식은 평소에는 알 수 없다. 어떤 경계에 부딪쳤을 때 튀어나오게 

된다. 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럼에도 때로 의식에 영향을 준다.  

  

무의식은 꿈속에서 발현된다. 꿈에서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융의 분석심리학을 보면 주로 꿈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꿈은 무의식의 

문과도 같다. 마치 지하계단을 내려가서 은폐하고 싶었던 나의 그림자와 

마주치는 것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매일 무의식과 만나고 있다. 

  

무의식은 평소에는 알 수 없다. 경계에 부딪치거나 꿈에서 알 수 있다. 

그럴 경우 깜짝 놀라게 된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의 그림자를 접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면의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림자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융은 ‘의식화’라고 

했다.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의 그림자를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무의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무의식이 의식화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에 대하여 융은 ‘자기계발’이라고 했다. 융이 

말하는 자기(self)는 자아(ego)와는 다른 것이다. 자아는 의식된 것을 

말하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통합하면 점점 자기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니까야를 읽다 보면 

  

융의 분석심리학을 보면 불교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융은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다. 자기라는 개념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본다. 완성을 향해 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크게 깨우친 자가 자신에게 남아 있는 마음의 오염원을 

하나씩 소멸해 나가는 것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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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잠재성향을 완전히 뿌리 뽑았을 때 완전한 청정에 이른다.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마음의 오염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본다면 융이 말하는 자기와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은 같은 개념이 된다. 

  

무의식은 개인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융에 따르면 집단무의식도 

있다. 하나의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사상 등을 말한다. 귀신같은 

것이다. 한국귀신이 다르고 서양귀신이 다른 것은 집단무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인류공통적인 집단무의식도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무의식은 신화 등으로 나타난다. 니까야를 접하면 인류의 

집단무의식을 접하는 것 같다.  

  

니까야를 읽다보면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마치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보물창고를 접하는 것 같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인식의 지평 저 너머에 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식의 지평선을 넓혀 주는 것 같다. 마치 심연에 있는 진주와 같은 

보물을 접하는 것 같다. 비밀의 정원에 들어가서 진귀한 꽃을 보는 것 

같다.  

  

니까야를 읽다 보면 감탄하게 된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 이런 가르침도 있었네!”라며 탄식하게 된다.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것이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도 생각하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인류문명의 보고와도 

같다는 것이다.  

  

그동안 꼭꼭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 같다. 이미 수천년전부터 

전승되어 왔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런 니까야를 오늘날 접한다는 

것은 행운이다. 더구나 니까야 번역자와 함께 독송하는 것은 더욱 더 큰 

행운이다. 그런 기쁨을 6 월 12 일 니까야 금요강독모임에서 맛보았다. 

  

네 가지 위대한 정통성 

  

코로나 19 때문일까 많이 모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와야 할 사람이 오면 

다 오는 것 같다. 스님이 오면 다 오는 것 같다. 도현스님은 멀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에서 출발하여 수없이 탈 것을 갈아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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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관통하여 도착했다. 홍광순, 장계영, 홍승봉, 이상길, 유경민 

선생 등 늘 보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6 월 12 일 강독모임에서는 평소와 달리 여러 개의 경을 합송했다. 

앙굿따라니까야를 한권으로 가려뽑은 ‘생활속의 명상수행’ 31 번 

경에서부터 34 번 경까지 네 개의 경을 합송했다. 이 네 개의 경에 대한 

후기를 모두 작성할 예정이다. 먼저 31 번 경 ‘법문에 정통성이 

있는가를 가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정통성이라는 말이 있다. 바른 계통이라는 말이다. 사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도 정통성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했다.  

  

누군가 부처님에게 직접 들었다며 법과 율에 대하여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승가에서 들었다면, 많은 장로들에게서 들었다면, 또는 한분의 

장로에게서 들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의 말에 동의하지도 말고 배척하지도 말아야 

한다. 동의하지도 말고 배척하지도 말고, 그 말마디와 맥락을 잘 

파악하여 법문과 대조해 보고, 계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A4.180) 

  

  

앙굿따라니까야 ‘위대한 정통성의 경 1’(A4.180)에 실려 있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일단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라고 했다. 말한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법(Dhamma)과 

율(Vinaya)에 대조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당부하신 말씀과 일치한다. 부처님은 “내가 가고 난 뒤에 내가 

가르치고 제정한 가르침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D16.123)라고 했기 때문이다.  

  

스승이 없을 때는 법과 율이 스승이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M60)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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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M60.4)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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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이 없는 시대에, 스승으로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경전이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설령 스승이 있어서 스승이 한 말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된다. 이는 

깔라마의 경에서도 확인된다. 경에 따르면 “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에 끄달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스승이 한 

말이라도 곧이 곧대로 믿기 보다는 유보적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다. 

스승이 말한 것에 대하여 법과 율에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물리치라고 했다.  

  

스승의 권위와 정통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한다. 유명한 법사가 말했다고 하여 

전부 믿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반신반의하라는 것은 아니다.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이다. 법과 율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법과 율에 어긋나면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법과 율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위대한 정통성이 

유지된다고 했다. 

  

위대한 정통성이라는 말은 빠알리어 마하빠데사(mahāpadesa)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mahā’와 ‘apadesa’의 복합어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큰 권위’로 번역했다. 주석에 따르면, 

마하빠데사라는 말은 “부처님 등의 위대하고 위대한 분들의 

권위(증명)로 하여 설해진 큰 행위들”(DA.ii.565)이라고 했다.  

  

권위는 권위를 부린다고 권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불교에서 

그렇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장로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반드시 권위가 있고 정통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위있는 장로라고 

해도 법과 율에 어긋난다면 권위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 모든 권위와 정통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누군가 

법문을 할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든가,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신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한다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권위가 선다. 그리고 정통성을 확보한다.  

  

부처님에 의한 권위, 승가에 의한 권위, 장로들에 의한 권위, 한 장로에 

의한 권위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네 가지 권위도 법과 율에 

부합해야만 비로소 그 권위와 정통성이 인정된다. 담마(法)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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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야(律), 즉 경전에 근거하여 이야기해야 권위와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2020-06-13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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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누구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6 월 12 일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두 번째로 합송한 경이 있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는 32 번째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경을 말한다. 앙굿따라니까야 

‘보장의 경’(A4.182)이 이에 해당된다. 

  

경에서는 네 가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업보에 대한 것이다. 생노병사 사고 중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보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네 가지 

불능이 된다. 경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행자이건 성직자이건 신이건 악마이건 하느님이건 세상의 그 누구라도 

결코 어떠한 보장도 하지 못한다.”(A4.182)라고 했다. 

  

초등학생 때 일이다. 종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았다.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되는 것에 대하여 하느님에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었다.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소원을 성취할지 모른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을 찾는다.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찾는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이도 

있다. 초월적 존재에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들어줄지 모른다. 그러나 반신반의한다면 기도발이 없을 것이다.  

  

기도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건강, 사업, 입시 같은 기도를 말한다.  

  

사람의 몸은 항상성이 있어서 몸에 탈이 나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다.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이를 기도를 해서 

나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이나 학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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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은 문제도 아니다.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해결되는문제이다. 진짜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다. 

경에서 언급된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업보,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이다. 

  

네 가지는 하느님도 들어주지 못한다고 했다. 여기서 하느님은 빠알리어 

브라흐마(brahma)를 번역한 것이다. 브라흐마는 고대인도 브라만교에서 

창조주와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빠알리사전을 보면 ‘the 

Creator’라고 했다. 한자어사전을 보면 ‘造物主’라고 했다.  

  

브라흐마는 오늘날 한국에서 유일신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디가니까야에서 브르흐마에 대하여 “나는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정복자, 정복되지 않는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주재자, 작자, 

창조주, 조물주, 전능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D1.39)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브라흐마를 우리 고유의 말인 ‘하느님’을 

사용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한역에서 사용된 ‘범천(梵天)’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노병사와 업보에 대해서는 하느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어느 누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도 노, 병, 사, 업보에 대해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다. 하느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의 

안전은 나에게 맡겨야 한다. 나만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노, 병, 사와 업보가 그렇다.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병듦, 늙음, 죽음, 

업보이다. 병들지 마련인 것에 대하여 병들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늙음과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업보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번뇌를 수반하고 재생을 가져오고 공포를 유발하고 고통을 낳고 

미래의 태어남, 늙음, 죽음을 초래하는 그러한 악한 업들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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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가 생겨나지 말라’고 어떠한 수행자이건 성직자이건 신이건 

악마이건 하느님이건 세상의 그 누구라도 결코 어떠한 보장도 하지 

못한다.”(A4.182) 

  

 
  

경에서는 사고 중에 노, 병, 사가 언급되어 있다. 생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업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업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업보에 의해서 재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생, 노, 병, 사는 누구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위를 하여 업을 만드는 한 그 업에 대한 과보로 태어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네 가지불능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업보는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불공을 해도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에서는 부처님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대신 “어떠한 수행자이건 성직자이건 신이건 악마이건 하느님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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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그 누구라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업보를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사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권위자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장에 따르면 정신 착란자나 너무 애통해 하는 자는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큰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작은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일까? 유전무죄무전유죄일까? 부처님의 소금의 비유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에 ‘소금의 비유’가 있다. 소금덩이를 대야에 넣으면 

짠맛이 남아 있지만 강에 던지면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금덩어리를 갠지스 

강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갠지스 

강의 물은 소금덩어리 때문에 짜져서 마실 수 없는가?”(M3.99)라고 

했다. 이는 그릇의 문제이다.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릇이 크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마치 

소금덩이가 큰 그릇에서 물에 희석되어서 짠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이는 중죄를 저지르고도 풀려 나는 것은 그릇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릇이 작은 자가 있다. 작은 죄를 짓고서도 

잡혀 들어 가는 것은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마치 작은 그릇에 

소금덩이를 물에 풀어 놓은 것과 같다. 

  

소금덩이의 비유에 따르면 그릇을 키워야 한다. 과거에 저지를 죄에 

대한 과보를 면하려거든 그릇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면 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다. 

꾸살라(善業)가 아꾸살라(不善業)를 압도했을 때 악한 업은 표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악업이 과보로 익었을 때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말이 있다.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한말이다. 이 문구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다.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땅을 짚고 일어날 때 부처님이 일으켜 주지 않는다. 

혼자서 일어난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은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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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불가능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땅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노, 병, 사, 

업보에서 어찌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지금 살아 있는 존재에게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과보를 받기 마련이다. 어느 것 하나 

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전지전능하다는 

하느님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업보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일 것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했다. 땅은 어찌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한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바닥이 

되기 때문이다. 병들고 늙고 죽는 것과 업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땅에 추락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또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마치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네겐트로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결국 또 다시 고꾸라지고 만다. 그래서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 누구도 구원해 주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 

밖에 답이 없다. 불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불사가 되면 불생이 

된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때 짚은 땅은 

다름아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전재성회장은 “불가능속에 

들어가서 탄탄한 땅을 확보합니다.”라고 말했다. 

  

  

2020-06-14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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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혹독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세상은 코로나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한다. 마치 예수탄생시점을 

전후하여 AC 와 BC 로 나누는 것과 같다. 가장 실감하는 것은 여행이다. 

해외여행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언제 끝날까? 방송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약이 없다. 올가을에는 한번 더 대유행할 것이라고 한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전국민의 

60 프로 이상 항체가 생기지 않는한 안심할 수 없다. 코로나 19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더 센 놈이 나타난다면 해외여행은 영원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여행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했다. 1989 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30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갔는데 그들이 

여행의 마지막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시절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19 만 끝나면 밖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실망스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동안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았던 것 같다. 툭하면 해외로 나갔기 

때문이다. 명절 때가 되면 인천공항에는 사상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되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시대였던 것이다. 특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겼다.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풍요로운 계층은 거의 철마다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이 나가 보지 못했다. 일년에 한번은 해외성지순례 발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시간내기가 가장 힘들었다. 

일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으나 후유증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납기가 생명이다.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이곳저곳 다녀왔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있다. 실크로드에 간 것이다. 2013 년도의 

일이다. 그때 당시 불교교양대학 도반들과 스님과 함께 갔다. 숫자가 

적어서 일반 패키지팀과 합류했다. 약 2 주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돈황에서 부터 선선, 하미, 투르판을 거쳐서 우루무치에 이르는 긴 



214 

 

여정이었다. 무엇보다 메마르고 건조한 자연이 인상적이었다. 풀한포기 

나지 않는 삭막한 사막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불교가 한때 있었다. 

지금은 이슬람 세계로 바뀌었지만 서역에는 불교가 있었다.  

  

서역순례에서 불교흔적을 찾아보고자 노력했다. 투르판 근교에 있는 

고창고성과 교하고성에서 흔적을 보았다. 분명히 불상을 보았다. 감실에 

있는 불상이다. 그러나 머리가 잘려 있었다. 이곳에서 한때나마 불교가 

번성했던 것이다.  

  

고창고성에서는 현장스님이 고창국왕 국문태에게 법문 했던 곳을 

보았다. 일설에 따르면 국문태국왕은 현장스님이 법상에 올라 갈 수 

있도록 등받이 역할를 했다고 한다. 현장스님이 국왕의 등을 밟고 

올라가 설법한 것이다. 국왕이 현장스님을 지극히 공경했음을 알 수 

있다. 교하고성은 당나라시절 안서도호부가 설치 되었던 곳이다. 

그곳에서도 불교가 있었다. 교하고성에서 대탑과 대불의 흔적을 보았다. 

제행무상이라고 한다. 한때 번성했던 불교는 희미한 흔적만 남기고 

있었다. 이런 소감을 블로그에 기록했다. 사진과 동영상을 곁들여 

가능한 자세하게 써 놓았다. 

  

실크로드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말을 들어 보니 세계 각국 안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녀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일까 가이드에 따르면 

실크로드는 여행의 종착지라고 했다.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유명관광지를 다 돌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실크로드라고 

했다. 오지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정이 길고 힘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기업 부사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항공마일리지가 

엄청났다. 현직에 있을 때 거의 반은 외국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정년이 되어서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버킷리스트’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전에 가 보야야 

할 곳이 60 군데가량 되었다. 그래서일까 매철마다 나간다고 했다. 

버킷리스트대로 한다면 1 년에 최소 4 번하여 20 년 걸릴 것이다.  

  

부부팀이 한쌍 있었다. 남자는 교수로 정년퇴임 했고, 여자는 교사로 

정년퇴임 했다. 두 사람의 매월 연금을 계산하면 상류층 사람들이다. 이 

부부팀 역시 해외여행을 즐겼다. 안 가 본 데가 없다고 했다. 매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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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를 챙긴다고 했다. 아파도 나간다는 것이다. 여자는 실크로드 

여행을 앞두고 감기에 걸렸는데 링겔을 맞았다고 했다.  

  

흔히 말하길 여행은 여건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한다고 했다. 

무릎 관절이 허용되는 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먹어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가고 싶어도 못가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돈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다. 특히 여자들이 많았다. 여행지에 가면 대부분 여자들이다. 

남자들은 직장이나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 언젠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남자들은 불쌍하다.”라고.  

  

여행지에서 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진수성찬을 대할 때 가족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사성급 호텔에 머물며 진귀한 음식을 먹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가족여행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좋은 

시절도 갔다는 것이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하여 밖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과연 바램대로 될 수 있을까? 

  

코로나팬데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마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과 같다.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동안 해외여행을 즐기며 살던 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세월이 

될 것이다. 철마다 밖에 나가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니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할 지경인지 모른다. 사성급 호텔과 

황제식, 그리고 이국적 풍광과 문화를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 하루 

아침에 단절된 것이다. 마치 천상락을 누리다가 하층세계로 추락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제까지 즐기는 삶만 살아온 자들이 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최대한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늙고 병들면 즐길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다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질병이 찾아왔다면 어떤 심정일까?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어떤 것일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더구나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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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 올 것이다.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당혹해할 것이다. 그리고 절망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바라문이여, 어떤 자가 죽기마련이면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전율합니까? 바라문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에 대하여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욕망을 떠나지 못하고, 애정을 떠나지 못하고, 

갈증을 떠나지 못하고, 고뇌를 떠나지 못하고, 갈애를 떠나지 못했는데, 

그가 혹독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혹독한 질병에 걸리자 그에게 이와같이 

‘저 사랑스런 감각적 쾌락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나도 저 사랑스런 

감각적 쾌락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떠 오릅니다. 그러면 

그는 슬퍼하고 상심하고 비탄해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짓고 혼란에 

빠집니다. 바라문이여, 이러한 자가 죽기마련인 자이면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전율하는 자입니다.”(A4.184) 

  

  

앙굿따라니까야 ‘두려움 없음의 경’에 실려 있다. 죽기마련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감각적 쾌락, 몸, 

선한행위, 의심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한평생 감각적 쾌락만을 즐기던 자가 질병에 걸리면 더 이상 즐기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버림을 당했을 때 삶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제서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게 된다. 

  

시람들은 젊음과 건강에 대해 교만하다. 이 젊음과 건강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 간다. 그러나 세월은 젊음과 건강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젊음은 늙음에 종속되고, 건강은 질병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몸을 자아와 동일시 하는 사람에게 늙음과 질병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결국 늙음과 질병에 

종속되고 만다.  

  

오로지 즐기는 삶만 산 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즐기지 못하는 삶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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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에서 떠난 자이다. 그런 그가 혹독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 사랑스런 감각적 쾌락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나도 저 사랑스런 

감각적 쾌락을 버리게 될 것이다.”(A4.184)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일반사람이나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수행자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저 사랑스런 감각적 쾌락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나도 저 사랑스런 감각적 쾌락을 버리게 될 

것이다.”(A4.184)라는 말이다. 그러나 태도는 완전히 반대이다. 감각적 

욕망으로 산 사람들은 다시는 감각적 욕망을 누릴 수 없어서 억울하고 

분한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고, 상심하고, 비탄해하며 심지어 가슴까지 

친다고 했다. 반면에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산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없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비탄해하지도 않고 가슴도 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몸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몸을 자아와 동일시한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미모와 

몸매를 확인하며 뿌듯해하는 것은 몸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몸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혹독한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도 “저 사랑스런 몸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랑스런 몸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며 

체념할 것이다.  

  

몸을 내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다. 얼굴에 뾰로지 하나만 나도 

어쩔줄 몰라한다. 하물며 중병에 걸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제서야 

비로소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몸은 나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이다. 몸이 정말 내것이라면 병들지도 말고 늙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 제자들은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병에 

들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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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랑스런 몸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나도 저 사랑스런 몸을 

버리게 될 것이다.”(A4.184) 

  

  

몸은 내것이 아니다. 내것이 아닌 몸에 중병이 들었을 때 슬퍼하지 

않는다. 본래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없는 것이다. 몸이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아인 자에게 본래 죽음은 시설되지 않는다. 몸이 내것이라고 꽉 움켜 

쥐고 있는 자에게나 죽음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유아인 자에게 있어서 

오온의 죽음은 진짜 죽음을 의미하지만, 무아의 성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不死)가 된다. 

  

이상 ‘두려움 없음의 경’은 지난 6월 12 일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독송된 것이다. 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제까지 독송한 경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욕망을 

부추긴다. 정년퇴임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즐기면서 사십시오.”라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면서 

사십시오.”라고 말한다. 심지어 지하철 포스터에는 “젊은이여, 지금 

이순간을 즐겨라!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온통 즐기며 살라는 말만 있는 것 같다. 

  

오로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즐길거리가 살아 졌을 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해외여행을 철마다 즐기는 사람에게 

코로나팬데믹은 혹독한 질병과 같은 것이다. 

  

혹독한 질병에 걸리면 더 이상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없다. 

코로나팬데믹은 여행을 즐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난과 같은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즐기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사항이 되기 쉽다. 세상은 이미 코로나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의 종말이라고 한다.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원망할 것이다. 여행을 

즐기던 여유 있는 계층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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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행을 자아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사랑스런 

여행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라며 슬퍼하고 분노할 것이다.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질병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또 몸을 

자아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도 혹독한 질병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 자신을 버렸고, 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즐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매순간 알아차리는 

삶을 산다.  

  

수행자는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혹독한 질병에 

걸려도 오히려 “나도 저 사랑스런 감각적 쾌락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거나, “나도 저 사랑스런 몸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며 

슬퍼하지도 않고 비탄해 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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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피의 제사와 내면적 제사 

  

  

금요강독모임날이다. 혹시 이 날을 잊어 버릴까봐 카톡방에 

니까야강독모임날임을 알리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유경민 선생의 

반응이 있었다. 매번 지각하는데 좀더 일찍 가서 청소하겠다고 했다. 

한시간 일찍 가기로 했다. 

  

도로명을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모든 것이 서울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고속도로 

이름도 서울외곽이 된 것이다.  

  

수도권외곽고속도로를 달려서 서고에 도착하니 이미 청소가 진행 중에 

있었다. 홍광순 선생은 복층 2 층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유경민 

선생은 걸레를 들고 닦고 있었다. 마대 자루에 물을 묻혀서 바닥을 

닦았다. 차가 서고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구조이어서 

면적이 넓다. 걸레를 두 번 빨아 닦았다.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 

  

장계영선생이 도착했다. 전재성회장과 함께 이야기 중에 거지성자 

이야기가 나왔다. 전재성 회장은 처음 만났을 때 거지성자를 읽어 

보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책을 읽어 보면 오늘날의 전재성회장이 있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페터 노이야르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2 층 서고에 가니 거지성자가 있었다. 팔레트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최근 출간한 것 같다. 거지성자 초판본은 1989 년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출간되는 것을 보니 스테디셀러인 것 같다. 그 중에 한권을 

장계영 선생에게 건네 주었다. 심부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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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회장을 알려면 거지성자를 읽어야 한다. 전재성 회장의 젊은 날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특히 페터 노이야르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다. 

  

페터 노이야르는 거지성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전재성 회장이 

거지성자라고 부른 것이 시초라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페터 

노이야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전재성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유학한 사람이 있다. 아마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을 것이다. 사촌매형이다. 몇 년 전 매형에게 물어보았다. 

전재성 회장을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 그 

거지하고 사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촌매형이 보기에 페터 노이야르는 거지였다. 쾰른대학교 숲에서 사는 

거지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본 것이다. 더구나 거지와 사귀는 

한국유학생의 존재도 어슴프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거지와 거지성자는 다르다. 80 년대 당시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유학했던 

한국유학생들은 페터 노이야를 대학가에서 어슬렁 거리는 거지나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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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전재성 회장은 거지로 보지 않고 성자로 

보았다. 책을 보면 머리말에서 페터 노이야르와의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 놓았다. 

  

  

“이제 나는 머나먼 이역 땅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차가운 북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외로움에 지쳐 있던 그때, 나는 

내 정신의 마지막 수직의 정점에서 위대한 ‘사람의 아들’을 만났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았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비의(秘儀)를 알았으며, 그 깨달음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맑은 두 눈에서 세계를 보았고, 땅을 즈려 밟은 그의 두 발에서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자비를 보았다. 또, 나는 보았다. 거센 비바람과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위대한 성자의 몸을 가려주고 있던 검은 

망토를….”(거지성자, 6 쪽) 

  

 
  

전재성 회장은 페터 노이야르에 대하여 위대한 성자라고 했다. 불교에서 

성자라고 하면 예류과에 들어간 사람 이상을 말한다. 그래서 사쌍팔배의 

성자 또는 사향사과의 성자라고 한다. 가장 먼저 유신견이 타파된 

사람이다. 오온에 대하여 나의 것, 나, 나의 자아라는 관념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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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유학생들이 보기에는 

단지 집도 없고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거지나 노숙자로 본 것 같다.  

  

페터 노이야르는 겉보기에는 거지나 노숙자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접촉한 전재성 회장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래서 나는 감히 그를 성자라고 부른다.”(7 쪽)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페터 노이야르는 거지성자가 되었다.  

  

전재성 회장에 따르면 페터 노이야르와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다.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히 레베 오네 보능, 오네 

겔트, 오네 프라우(나는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삽니다.”(21 쪽)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던 성자였던 것이다.  

  

전재성 회장은 페터 노이야르와 만남을 통하여 니까야를 알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맛지마니까야가 이미 1902 년 칼 오이겐 노이만에 의해서 

독일어로 완역되었다. 한국에서 니까야가 본격적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시기가 1989 년 부터이니 90 년가량 빠른 것이다.  

  

전재성 회장은 27 살 때 처음으로 페터 노이야르를 만났다. 이를 운명적 

만남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니까야를 번역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거지성자와 만남이 현재까지 삶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래서“나의 영원한 벗이자 스승인 페터 노이야르 선생”(7쪽)이라고 

했다. 

  

네 가지 성직자의 진리 

  

6 월 26 일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두 개의 경을 독송했다. 생활속의 

명상수행에 있는 35 번경 ‘성직자의 진리와 그 수호’와 36 번경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사름을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먼저 35 번 경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이 라자가하 깃자꾸따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유행자들의 

사원에 있었다. 유행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성직자의 진리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직자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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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당시 이교도들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우다나 ‘다양한 이교도의 

경’을 보면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Ud.66)라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은 모두 거짓이 되어 버린다. 이는 진리의 한쪽면만 본 

것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교의 유행자들은 눈이 멀었다 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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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진리이다.’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른다.”(Ud.69)라고 

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자이다. 그래서 일체지자라고 한다. 

일체지자로서 부처님은 유행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성직자의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네 가지 보편적인 진리를 

설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 

2) “모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다.” 

3)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다.” 

4) “나는 어디에도 없고, 그 가운데 어느 누구의 어떤 것도 없고, 어느 

곳에도 없고, 누구에게도 나의 어떠한 것도 없다.”(A4.185) 

  

  

앙굿따라니까야 ‘성직자의 진리에 대한 

경(Brāhmaṇasaccasutta)’(A4.185)에 실려 있는 가르침이다. 유행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르침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피의 제사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부처님은 왜 가장 먼저 이 

말부터 했을까? 이는 바라문들의 제사와 관련이 있다. 부처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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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문들은 희생제를 했다. 이는 숫따니빠따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Sn2.7)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경에서는“바라문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말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습니다.”(Stn.308)라고 

묘사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피의 제사 전통이 있다. 카톨릭에서도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줍니다.”(1 요한 1,7)라며 

피의 제사를 지낸다. 다만 희생양 대신에 포도주가 대신하는 것이다. 

초기경전에도 피의 제사가 있다.  

  

상윳따니까야 제사의 경을 보면 꼬살라국 빠세나디왕은 큰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를 주관하는 바라문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오백 마리의 큰 황소와 오백 마리의 황소와 오백 마리의 암소와 오백 

마리의 산양과 오백 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다.” (S3.9)라고 되어 있다. 모두 합하면 2,500 마리이다. 이와 

같은 피의 제사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을 희생하는 제사,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나무 봉이 던져진 곳에 제단 쌓는 제사, 승리의 축배를 

드는 제사, 무차(無遮)의 제사는 많은 수고만 있을 뿐 공덕은 크지 

않네.”(S3.9)라고 했다.  

  

게송을 보면 놀랍게도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도 있다. 

인신공희(人身供犧: purisamedha)를 말한다. 베다에 기록된 문헌에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동물희생제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동물희생제가 무익함을 말했다. 수천마리의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도 공덕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반면에 살생 없는 제사 공덕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살생이 없는 제사를 행하니 그 제사는 큰 

공덕을 가져오네.”(S3.9)라고 했다.  

  

자비와 연민으로 

  

부처님은 살생이 없는 제사가 위대하다고 했다. 피의 제사를 부정한 

것이다. 부처님은 유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행자들이여, 세상에 성직자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직자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으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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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성직자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우월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동등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열등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러한 진리를 곧바로 안 뒤에 뭇삶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합니다.”(A4.185)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에 대하여 말했다. 불살생하는 것이 진리임을 

말한다. 이는 자비와 연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비는 

‘anuddayāya’를 번역한 것이고, 연민은 ‘anukampāya’를 번역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애를 뜻하는 멧따(mettā)와 연민을 

뜻하는 까루나(karuṇā)와는 다른 말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동정과 연민’으로 번역했다. 

  

빠알리어 anuddayāya 나 anukampāya 모두 영어로 ‘compassion; pity’의 

뜻이다. Anuddayāya 는 ‘anu+dayā’의 형태로서 ‘계속 연민하다’의 

뜻이다. 이 말을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자비로 번역했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동정으로 번역했다. 

  

빠알리어 anuddayāya 나 anukampāya 두 단어는 모두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항상 가엽게 여긴다면 

살생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해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아힘사(ahiṃsā), 즉 비폭력사상에 대한 것이다.  

  

내면적 제사 

  

피의 제사 흔적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고기를 올려 놓는 경우도 해당될 것이다. 심지어 돼지머리를 올려 

놓기도 한다. 부처님 당시 타락한 바라문들은 대규모 동물희생제를 

지냈다. 이는 외면적 제사이다. 전재성 회장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 

사문들은 ‘내면적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바라문의 외면적 제사에 

맞서 내면제사를 지낸 것이다. 내면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  

  

전재성 회장에 따르면 내면적 제사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면적 제사가 동물을 희생하며 제사 지내는 것이라면 내면적 제사는 

자신을 바쳐 제사 지내는 것이다. 사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호흡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호흡에 대하여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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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 왜 몸과 같은 것일까? 전재성 회장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호흡으로 설명했다. 사마타에서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다고 

했다. 또 위빠사나에서는 ‘호흡은 물질적 토대’가 된다고 했다.  

  

전재성 회장은 슬쩍 지나가는 말로 “관찰에서 호흡은 물질적 

토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주목했다. 이는 근거가 있는 

말이다. ‘까마부의 경’에 따르면 “장자여,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고 이것들은 몸에 묶여 있습니다.”(S41.6)라고 했다.  

  

경에 따르면, 호흡은 신체적 형성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호흡이 

신체적 형성에 대한 것이라면, 사유와 숙고는 언어적 형성이고, 지각과 

느낌은 정신적 형성이다. 여기서 지각(想)과 느낌(受)이 소멸되면 

상수멸(想受滅)이다. 상수멸은 열반과 동의어로 본다.  

  

세 가지 형성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유와 숙고이다. 이는 

언어적 형성에 대한 것이다. 사유와 숙고는 초선정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호흡이다. 이는 신체적 형성에 대한 것이다. 

호흡은 네 번째 선정에서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지각과 느낌이 

사라진다. 이는 정신적 형성에 대한 것이다. 아홉 번째 선정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언어적 형성, 신체적 형성, 정신적 형성 순으로 사라진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장자여, 지각과 느낌을 소멸한 

수행승에게는 언어적 형성이 먼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형성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형성이 소멸합니다.”(S41.6)라고 했다. 

  

호흡은 신체를 토대로 한다. 사문이 내부적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호흡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호흡은 신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바친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내부적 제사를 지냈을 때 가장 공덕이 

크다고 했다. 내부적 제사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바라문들은 대규모 동물희생제로 피의 제사를 지냈다. 이는 외부적 

제사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사문들은 내부적 제사를 지냈다. 호흡을 

관찰하여 내부적 제사를 지낸 것이다. 가진 것이 자신의 몸 밖에 없는 

사문은 자신의 몸을 바쳐 내부적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회장은 “내부적 제사야말로 진정한 제사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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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노이야르를 닮아 가는 것일까?  

  

페터 노이야르, 한번도 본적이 없다. 다만 책을 통해서 접했을 뿐이다. 

전재성 회장은 금요강독모임에서 종종 페터 선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나이는 17 세가량 많다고 한다.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는 한국에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전재성 회장이 

초청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십 수년전의 일이라고 한다. 그때 당시 

KBS 에서 다큐형식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살기 때문에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일까?  

  

책에서 본 페터 노이야르는 장발이다. 그리고 수염이 가득 났다. 눈은 

형형 하고 이마는 훤칠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혹시 전재성 회장은 페터 노이야르를 닮아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전재성 회장의 외모 때문이다. 

  

전재성 회장은 도사처럼 생겼다. 양복입은 도사를 말한다. 머리는 

백발로 장발이다. 페터 선생과 비슷하다. 전재성 선생은 어느 

때인가부터 수염을 길렀다. 수염도 백발이다. 모습이 역시 페터 선생과 

비슷하다. 이마를 보았다. 훤한 느낌이다. 그리고 빛이 나는 것처럼 

희다. 역시 페터 선생과 비슷하다. 거지성자에서 보는 것처럼 전재성 

회장은 점점 거지성자를 닮아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모 보다는 

정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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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회장은 1989 년 처음으로 상윳따니까야를 번역한 이래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다. 사부니까야를 완역했고 쿳다까니까야 상당수 경전을 

번역했다. 더구나 율장 5 권을 모두 완역했고 청정도론과 같은 논서도 

번역했다. 현재 자따까를 번역 중이다.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금요강독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금요강독모임이 2017 년 2 월에 

처음 열렸는데 두 번째 모임에서 “제가 복원한 것은 제 7차결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앙굿따라니까야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생활속의 

명상수행, 2017-02-25)라고 말했다. 이런 말은 매스컴에서 들어 보지 

못했다.  

  

전재성 회장은  자신이 하는 일이 7 차 결집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복원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전재성 회장이 최초로 한 일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제 7 차 결집본을 보게 될지 모른다. 대체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거지성자를 읽어 보면 마치 부처님 당시 수행승을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나는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삽니다.”라는 말로 알 수 있다. 

더구나 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쾰른대학 숲속에서 기워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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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토하나 가지고 살았다고 했다. 인도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무소유의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재성 회장은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써 놓았다.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둡고 

침침한 독일의 거대 도시 쾰른의 작은 섬 린덴탈의 호숫가에서 나는 한 

사람의 성자를 만났고, 그를 알아보았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에 태어나 그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행복을 누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307 쪽) 

  

  

  

2020-06-27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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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돼지의 눈과 부처의 눈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인식한 것만 보인다. 그래서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법안은 생겨나는 것 

  

눈이라고 해서 똑 같은 눈이 아니다. 금강경에서는 오안을 말하고 있다.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을 말한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을 때 육안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범부들은 육안으로 본다.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 법안이 생겨난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S56.11)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진리의 눈(dhammacakkhu)’을 법안(法眼)이라고 한다.  

  

법안은 생겨나는 것이다. 없던 것에서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미 있던 

것이 열리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생겨나다’라는 뜻의 

‘우다빠디(udapādi)’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다빠디는 영어로 ‘arose; 

originated’의 뜻이다. 한자어로는 발생, 출현, 기원의 의미가 있다. 

우다빠디는 우빠자띠(uppajjati)에서 유래한다. 우빠자띠는 영어로 ‘to 

be born’의 뜻이다. 자띠(jāti)는 ‘birth’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꼰당냐에게 “법안이 생겨났다.(dhammacakkhuṃ udapādi)” 라고 했을 

때 이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임을 의미한다.  

  

육안을 제외한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은 모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새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눈이 생겨나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이를 ‘안목이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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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 시간에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경을 

읽었다. 생활속의 명상수행 36 번 경으로 앙굿따라니까야 ‘밧싸까라의 

경’(A4.187)이 이에 해당된다.  

  

바라문 밧싸까라는 부처님에게 일반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다. 

  

  

“바라문이여,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분은 참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A4.187) 

  

  

여기서 참사람은 삽뿌리사(sappurisa)를 번역한 말이다. 니까야에서 

삽뿌리사는 성자(ariya)와 같다. 일반사람은 아삽뿌리사(asappurisa)라 

하여 비성자(anariya)를 말한다. 부처님은 참사람이 아닌 사람, 즉 

일반사람이 일반사람에 대하여 “이분은 성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사람에 대하여 ‘이분은 

참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일반 범부는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 본다. 인식의 

지평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참사람이 

참사람에 대하여 ‘이분은 참사람이 아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타당합니다.”라고 말했다.  

  

타심통을 계발하면 

  

참사람은 참사람을 알아본다. 성자는 성자를 알아본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다. 성자라고 해서 같은 성자가 아니다. 

여덟 종류의 성자가 있다. 이를 사쌍팔배의 성자라고 한다. 수다원 도와 

과, 사다함 도와 과, 아나함 도와 과, 그리고 아라한 도와 과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향사과의 성자에 정신적 수준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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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과 경지를 알 때는 그것은 무한적 대상을 갖는다. 그래서 그 경우 

범부는 흐름에 든 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번 돌아오는 님(一來者), 

돌아오지 않는님(不還者), 거룩한 님(阿羅漢)의 마음을 알지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한 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 다른 

자도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의 마음을 안다. 이와 같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Vism.13.110)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는 타심통으로 설명된다. 타자의 마음을 

꿰뚫는 앎을 말한다. 선정에서 네 번째 선정을 닦으면 타심통이 

계발된다. 범부는 선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자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성자는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타심통으로 일반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성자라도 깨달음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의 성자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아라한이 되어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볼 수 있다.  

  

범부는 범부의 마음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행위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자신 보다 못한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그것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0.5 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보다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는 힘들다. 타심통을 가지지 않는 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타심통이 없어도 아는 방법 

  

우다나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우다나 ‘결발고행자의 경’(Ud.64)에 

따르면, 빠세나디 왕은 일곱 그룹의 수행자들과 있었다. 자이나교도, 

나체수행자 등 일곱 그룹의 수행자들을 초청한 것이다. 왕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저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님과 거룩한 님의 길에 들어선 

님 가운데 어떤 쪽입니까?”라며 물어보았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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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이여, 당신은 세속인으로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고 

북적거리는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까씨 국에서 나는 전단을 

쓰고 화환과 향수의 크림을 사용하며 금과 은을 받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거룩한 님인가 또는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인가’를 알기 어렵습니다.”(Ud.64)라고 말했다. 

  

  

 
  

세속사람은 수행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어떤 수행자가 자신이 

거룩한 자라고 말해도 일반사람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타심통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네 가지를 들었다. 계율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함께 살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청정한가는 같이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이 견고한가는 재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이 

지혜로운지는 토론을 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것도 오래 동안 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알 수 없고 오래 함께 

있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사람이 수행자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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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을 견주어 판단하는 것 

  

사람을 아는 또한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부처님을 견주어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관찰하는 수행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래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눈과 

귀를 통해서 인식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눈이나 귀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오염된 상태들이 여래에게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관찰해야 

한다.”(M47.6)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그사람에 대한 마음은 읽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체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 그사람이 얼마나 탐욕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성냄이 있는지는 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눈과 귀로 통해서 

인식한다고 말한다. 부처님에 대하여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서 부처님을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서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둠이 어둠을 보지 못하듯이 

  

일반사람은 수행자를 공경한다. 수행자의 정신세계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서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어둠과 같고 참된 사람은 눈을 가진 사람과 같다. 

어둠이 어둠을 보지 못하듯이 참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참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마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둠도 보고 어둡지 않은 것도 보는 것처럼 참된 사람은 

참된사람도 알아보고 참되지 못한 사람도 알아본다.”(AA.iii.165-166)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에 실려 있는 주석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를 어둠이 어둠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어둠속에서는 참사람아닌 사람과 참사람인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안을 가진 범부는 참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참사람은 



236 

 

다 알아본다고 했다. 밝고 어둠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사람은 참사람이라고 알아보고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참사람이 

아니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순간적일 것이다. 마치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 참사람이 참사람은 사람을 알아 보는데는 

0.5 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눈 밝은 사람 귀 밝은 사람은 

  

일반사람들은 참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다. 앞에 참사람이 있어도 

참사람인지 알 수 없다. 걸식하는 자가 참사람일수도 있지만 눈이 없는 

자는 알아보지 못한다.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자가 참사람일수도 있지만 

청소부로만 보일 것이다. 농부가 참사람일수도 있지만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면 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참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테라가타에 이런 게송이 있다. “눈 있는 자는 오히려 눈먼 자와 같고, 

귀 있는 자는 오히려 귀먹은 자와 같아야 한다. 지혜가 있는 자는 

오히려 바보와 같고 힘센 자는 오히려 허약한 자와 같아야 

한다.”(Thag.501)라는 게송이다. 눈 밝은 자가 장님처럼 산다고 해도 

눈밝은 자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귀 밝은 자가 귀먹은 것처럼 살면 

일반사람들은 참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귀 밝은 사람은 알아볼 

것이다.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참사람이 아닌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참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참사람은 진리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과 밝음을 구분하듯이 참사람이 아닌 사람과 

참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 범부는 깨달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다. 

  

  

2020-07-01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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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세상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살다 보면 파란곡절을 겪는다. 누군가를 

원망해 보고 신세한탄을 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착잡하고 심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해법이 없을까?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7 월 들어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삼송테코노밸리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서고에서 열렸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2 월 부터 4 월까지 3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다. 5 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의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5 월 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이번 7 월 첫번째 모임은 다섯번째이다. 

  

이번 금요모임에 세 명이 새로 왔다. 글을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모임 

멤버를 따라 온 사람도 있다. 또 권유로 온 사람도 있다. 모두 소중한 

인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존 멤버들이다.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눈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 서로 대화는 

없지만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다.  

  

모두 12 명이 모였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다. 거리는 널직널직 앉았다. 그러다 보니 전재성 회장의 

목소리 톤도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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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요모임에서는 두 개의 경을 독송했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 실려 있는 37 번경 ‘하늘사람, 하느님, 부동의 님, 고귀한 

님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와 38 번경 ‘명상수행에서 청정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한 것이다.  

  

37 번 경은 앙굿따라니까야에서 ‘포살의 경’(A4.190)에 대한 것이다. 

경을 보면 포살 분위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것은 “수행승들이여, 이 

모임은 고요하고 시끄럽지 않다.”라는 말로 알 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전재성회장은 공포에 가까운 고요라고 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모였어도 기침소리 하나 없이 집중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어떤 외도가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수행자 고따마가 수백 명의 대중에게 가르침을 설했다. 그 

때에 그의 한 제자가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수행자가 

무릎으로 살짝 건드리며, ‘존자여, 조용히 하라. 존자여, 시끄럽게 

하지 말라.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가르침을 설하신다.’라고 

말했다. 수행자 고따마는 수백 명의 대중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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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수행자 고따마의 제자들은 기침 소리나 헛기침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 대중들은 ‘세존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설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경청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으로 넘쳐 있었다.”(M77.15) 

  

  

부처님이 설법할 때 제자들은 기대감으로 넘쳤다고 했다. 그래서 

헛기침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외도는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는 그 제자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공경받고 경외 

받는다. 또한 제자들은 수행자 고따마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그에게 

의지한다.”(M77.15)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승가는 고요하고 시끄럽지 않다. 그리고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모임이다. 이는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임은 외도의 모임과 차별화된다. 외도모임은 왁자지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이 수행승의 참모임과 같은 모임은 세상에서 발견되기 

힘들다.”라고 했다.  

  

부처님의 승가는 사쌍팔배의 성자의 모임이다. 포살일 천이백오십명의 

아라한이 모였을 때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고 고요했을 것이다. 이런 

광경을 외도들이 보았다면 공포를 느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모임에는 보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승가에 대하여 

“조금만 보시해도 많은 과보를 낳고 많이 보시하면 더 많은 과보를 

낳는다.”(M77.15)라고 했다. 먹을 것을 싸들고 몇 요자나의 거리를 

걸어서 모임을 친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포살의 경에서 네 가지 종류의 수행승들에 대하여 말씀했다. 

하늘사람으로 지내는 수행승, 하느님으로 지내는 수행승, 부동의 님으로 

지내는 수행승, 그리고 고귀한 님으로 지내는 수행승, 이렇게 승가에는 

네 종류의 수행승이 있다.  

  

하늘사람으로 지내는 수행승은 네 가지 색계선정을 닦는 그룹을 말한다. 

하느님으로 지내는 수행승은 네 가지 사무량심을 닦는 그룹을 말한다. 

부동의 님으로 지내는 수행승은 네 가지 무색계 선정을 닦는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고귀한 님으로 지내는 수행승은 사성제를 철견하는 수행승 

그룹을 말한다. 자신의 취향대로 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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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람으로 지내는 수행승은 색계에 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몸은 

욕계에 있지만 정신은 색계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는 초선정의 

정형구에서 “세상에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A4.190.4)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욕계를 벗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는 것’이다. 욕계의 감각적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욕계탈출 또 한가지는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는 것’이다. 욕계 

사람들 대부분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탐욕과 

성냄과 미혹으로 살아 가는 것이다.  

  

욕계를 탈출하여 색계로 가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색계 

초선정의 조건인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는 것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멈추어야 한다. 

어떻게 멈추어야 할까? 조용한 곳에서 좌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호흡에 집중하면 멈추어질 수 있다. 감각적 욕망(kāma)과 악하고 

불건전한 것(akusala)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일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  

  

모여 있으면 감각적 욕망과 악하고 불건전한 것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수행자는 가능하면 홀로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회장은 “이 

세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은 욕계세상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욕계를 탈출하는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상충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에 

대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역류도를 

말한다. 그런데 반드시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역류도를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회장은 정상적으로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살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에 빠져 산다면 정상적 사유가 불가능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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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좋은 사람들은 첫번째 단계에 있다고 했다. 초선정 첫번째 단계인 

“감각적인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에서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읨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말한다. 이런 단계가 되어야 ‘사유와 

숙고(vitakkavicārā)’를 갖출 수 있다. 정상적인 사유를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선정 첫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첫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욕망의 세계와는 정반대로 갔을 때 

기쁨과 행복을 맛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여의어야 한다. 

그래서 “여읨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여읨’이라는 말은 비베까(viveka)를 번역한 말이다.  

  

비베까는 ‘detachment; seclusion’의 뜻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여읨’으로 번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떨쳐버림’으로 번역했다. 그것도 멀리 떨쳐 

버려야 한다. 그래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초선정 까지 들어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선정 부터는 어렵다고 했다.  

  

누군가 성공을 바란다면 먼저 초선까지 가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2020-07-1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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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혜와 자애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 

  

  

색계선정에 들면 색계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몸은 욕계에 있지만 

정신은 색계에 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 ‘포살의 

경’(A4.190)에서는 ‘하늘사람으로 지내는(devappattā viharanti)’ 

수행승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무량심을 닦는 수행승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전재성회장은 사무량심을 닦으면 하느님이 

된다고 했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하느님으로서 지내는 수행승이 되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남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북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일체 세계를 가득 채우고,..”(A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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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량심 중에서 자애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연민, 기쁨, 평정도 위의 

정형문에 단어만 바꾸어 넣으면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나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하느님은 

‘브라흐마(brahma)’를 번역한 말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한역아함경의 ‘범천(梵天)’을 그대로 사용했다.  

  

브리흐마는 ‘the Creator’의 의미이다. 우리말로 창조주이다. 

고대인도에서 브라만교의 최고신이었다. 이와 같은 브라흐마에 대한 

묘사는 니까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디가니까야 1 번 경에 하느님에 대한 묘사가 있다. 경에 따르면“나는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정복자, 정복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주재자, 작자, 창조주, 최상자, 조물주, 전능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이 뭇삶들은 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D1.39)라고 되어 있다. 오늘날 유일신교와 똑같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누구나 자애수행을 하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일곱 개의 태양의 

출현의 경’(A7.66)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때 스승인 쑤넷따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내가 

미래에 제자의 무리들과 전혀 동일한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더 높은 자애를 닦아보는 것이 어떨까?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쑤넷따는 칠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았다. 칠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고 나서 일곱 파괴의 겁과 생성의 겁 기간동안 이 

세계에 돌아오지 않았다.”(A7.66) 

  

  

경에 따르면 7년동안 자애수행을 하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쑤넷따는 인간으로 있을 때 7 년 동안 자애수행을 하여 하느님이 되었다. 

하느님이 되어서 7 겁동안 살았다. 이에 대하여 “거기서 그는 일곱 

번이나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승리자, 정복되지 않는 자, 널리 

관찰하는 자, 자재한 자였다.”(A7.66)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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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하느님이 되려면 자애를 닦아야 한다. 이는 유일신교의 

구약에서 분노하는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불교에서 하느님은 

자애로 가득한 분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되려면 자애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주 끝까지 자애의 마음을 내라고 했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남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북쪽방향을 가득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일체 세계를 가득 채운다.”(A4.190)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분노의 하느님이지만 불교에서 하느님은 자애의 

하느님이다. 누구나 자애수행을 하면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느님도 윤회하는 존재임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미얀마에서는 “빛나던 범천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자애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는 숫따니빠따 자애경(Sn1.8))에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합송하는 멧따숫따를 말한다. 핵심은 “삽베삿따바완뚜수키땃따(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Stn.147)라는 구절이다. 우리말로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라고 번역된다.  

  

일체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의 마음이다. 어떻게 자애의 

마음을 내야할까? 자애경에서는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바쳐 

구하듯” (Stn.149)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식은 소중하다. 나의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낼 때는 나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라고 했다. 그것도 하나 밖에 없는 외동아들 대하듯 

자애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냈을 때 하느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자애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라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자애수행을 하면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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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수행 하는 방법은 청정도론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청정도론 

총 23 개의 장에서 제 9장은 ‘하느님의 삶(brahmavihāraniddesa)’에 

대한 것이다. 사무량심에 대한 것으로 주로 자애수행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청정도론 한 개의 장에서 자애수행하는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누구나 청정도론을 보면 자애수행을 실천할 

수 있다. 

  

전재성회장은 자애수행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주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삼계 모든 중생이 

자애의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17 년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처음 열렸을 때 소라고동의 비유로 설명했다. 

그때 당시 기록을 남겨놓았다. 이에 대하여 ‘소라고동 불듯이 자비의 

마음을 내어라’(2017-02-11)라는 글을 남겼다.  

  

소라고동소리와 자애의 마음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부처님은 

“촌장이여, 예를 들어 강력한 소라고동이 적은 노력으로도 사방으로 

들리는 것처럼, 촌장이여, 자애의 마음의 의한 해탈이 이와 같이 

성장되면, 유한한 업의 세계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S42.8)라고 말씀했다.  

  

전쟁영화에서 소라고동을 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라고동은 

적은 노력으로도 소리가 크게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소라고동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른 새벽 골방에서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에게 자애의 마음을 냈을 때 

소라고동처럼 멀리 퍼져 나갈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에게, 

스승에게, 친구에게 자애의 마음을 냈을 때 역시 멀리 퍼져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애의 마음을 무한대로 확장하라고 했다. 우주 

끝까지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애의 

마음을 우주 끝까지 실어 보낼 수 있을까? 

  

전재성회장은 언젠가 금요강독모임에서 무너짐을 관하라고 했다. 우주가 

무너짐을 관찰하는 것이다. 길을 걸어가면서 조차도 “무너져 

간다.”라고 관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상을 관찰했을 

자애의 마음이 나옵니다.”(깨달음과 기연(機緣), 바구존자의 

문지방깨달음, 2017.05-02)라고 했다. 그러면서 틈새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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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모든 것들은 틈새가 있다고 했다.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틈새로 자애의 마음이 스며 들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틈새와 관련하여 최근 빤냐완따 스님의 시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다. 

  

  

“가장 예리한 지혜의 바늘 하나가 그 틈에 꽂히는 순간, 온갖 감정이나 

감각의 구속으로부터 일순 자유로워진다. 기쁨과 슬픔, 정신적 고뇌, 

육체적 고통에 동요하지 않는 그 어떤 현상도 들뜨지 않는 평온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빤냐완따 스님, 발바닥에 핀 연꽃 28 쪽) 

  

  

빤냐완따 스님은 틈새를 공략하라고 했다. 이는 “형성된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라는 대전제에 따른 것이다. 커다란 둑도 미세한 구멍이 

나면 무너진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형성된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틈이 있다. 그 틈을 공략하여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형성된 것은 반드시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통, 슬픔 등 정신적 형성도 있는 것이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무너져 내리는 것에는 틈이 

있다. 그 작은 틈에 지혜의 바늘 하나를 꼽자는 곳이 빤냐완따 스님의 

시이다. 그런데 2017 년 전재성 회장은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틈으로 자애의 마음을 내자는 것이다. 그것도 우주 끝까지 내야 함을 

말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상을 관찰했을 자애의 마음이 나온다고 

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애라고 했다. 무상, 고, 무아에 기반한 자애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혜와 자애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다. 

  

  

2020-07-1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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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살다 보면 삐끗할 때가 있다. 잠시 한눈 팔거나 잠시 살피지 못하면 

사고가 난다. 아니 사고가 치고 들어오는 것 같다. 사고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헛점을 발견하고 들어오는 것 같다. 

  

삐끗했을 때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졌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려 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이다. 삐끗한 

것이다. 비가 와서 신발에 물기가 있었던 것 같다. 미끌하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팔뒤꿈치가 까져서 피가 났다. 좀더 천천히 걸었더라면, 

좀더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작업을 하다가 실수했다. 도면 수정작업을 하다가 고정홀 부위가 이동된 

것이다. 제작에 들어간 다음 발견했다. 다시 해야 했다. 실수는 손실로 

이어진다. 좀더 천천히 했더라면, 좀더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작은 것이다. 더 큰 것도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아쉬움과 후회로 인하여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전쟁 같은 삶이다. 왜 전쟁 같은가?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올지 모른다. 옆에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생과 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생과 사는 알 수 없다. 오늘 무사하다고 하여 내일 살아 있다는 보장이 

없다. 행운과 불운이 교차하는 곳이 전쟁터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평정수행에 대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평정수행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정수행에 대하여 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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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하느님으로서 지내는 수행승이 되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평정의 마음으로 동쪽방향을 

가득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남쪽방향을 가득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서쪽방향을 가득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북쪽방향을 가득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평정의 마음으로 

일체 세계를 가득 채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하느님으로서 지내는 

수행승이 된다.”(A4.190) 

  

  

사무량심을 닦으면 하느님의 경지가 된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자애의 하느님, 연민의 하느님, 평정의 하느님이다. 여기서 

하느님은 빠알리어 브라흐마를 번역한 말이다. 한역으로는 범천이라고 

한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인 하느님이라고 

번역했다. 

  

누구나 자애, 연민, 기쁨, 평정수행을 하면 하느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주 끝까지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가득채우고 

라고 말했다. 동서남북사유상하 우주 끝까지 한량없는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내야 하느님이 되는 것이다.  

  

사무량심 핵심을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자애, 연민, 평정, 기쁨, 평정의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청정도론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 되어 있다.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애에 마음에 대해서는 “마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보고 

자애를 일으키듯, 이와 같이 뭇삶에 대해 자애를 가득 

채운다.”(Vibh.272, Vism9.9)라고 했다.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역경에 처한 불우한 사람을 보고 

연민하듯, 이와 같이 일체의 뭇삶에 대하여 연민을 가득 

채운다.”(Vibh.273, Vism9.78)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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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듯, 이와 같이 일체의 뭇삶에 대하여 기쁨을 가득 

채운다.”(Vibh.274, Vism9.85)라고 했다.  

  

기쁨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을 보고 평정하듯, 이와 같은 일체의 뭇삶에 

대해 평정을 가득 채운다.”(Vibh.275, Vism9.88)라고 했다. 

  

  

사무량심은 기본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은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자애수행을 하면 자애에 의한 마음의 해탈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라고 자애의 마음을 내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애의 마음을 내어서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세 가지 편만이 있는데 

  

우주끝까지 마음을 내면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우주 

끝까지 가득 채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를 무한편만, 한정편만, 

방향편만이라고 한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무한편만에 대해서는 “일체의 뭇삶이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Vism.9.50)라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뭇삶(중생), 생명, 존재, 사람, 몸을 소유한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뭇삶은 오온에 대하여 욕망과 탐욕으로 

집착하고 염착하기 때문에 뭇삶이라고 했다. 생명은 숨을 쉬기 

때문이고, 존재는 살고 있기 때문이고, 몸을 소유한 자는 인간을 

말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를 말한다. 인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뿍갈라에 대하여 유사언어학적으로 풀이 했기 때문이다. 뿍은 지옥을 

뜻하고 갈라는 간다는 뜻에서 온 것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대상이다. 그래서 무한편만이라고 했다. 

  

한정편만은 “일체의 여자가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Vism.9.51)라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여자, 남자, 성자, 범부, 신들, 인간, 비참한 곳에 떨어진 자,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다. 여자와 남자, 성자와 범부, 천신과 인간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일곱 번째를 보면 ‘비참한 곳에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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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이 쌍으로 되어 있지 않다.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한정편만이라고 했다. 

  

방향편만은 “동방의 일체의 뭇삶이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 (Vism.9.52)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모두 10 가지 방향이 있다.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남방, 서북방, 

동북방, 서남방, 하방, 상방 이렇게 열 가지 방향이 있다. 열 가지 

방향에 다섯 가지 무한편만과 일곱 가지 한정편만의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를 방향편만이라고 한다,  

  

네 아들로 비유한 사무량심 

  

자애의 마음을 낼 때는 무한편만, 한정편만, 방향편만이 있다고 했다. 

사무량심에는 자애뿐만 아니라 연민, 기쁨, 평정도 있기 때문에 자애의 

마음을 낼 때와 똑 같은 방식으로 한다.  

  

자애경을 보면 자애의 마음을 낼 때 어머니의 마음을 예로 들었다. 

“어머니가 하나 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Stn.149)라고 

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사무량심을 설명할 때 네 아들이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들, 병든 아들, 청년이 된 아들, 자활하는 

아들의 네 아들에 대하여, 어린 아들에게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병든 

아들에게는 치유되길 바라고, 청년이 된 아들에게는 젊음의 행복이 

오래가길 바라고, 자립한 아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한량없음을 닦는 자도 일체 뭇삶에 대하여 자애 등을 통해 수행을 해야 

한다.”(Vism.9.108) 

  



251 

 

 
  

자애는 막내를 대하는 것과 같다. 사랑스런 어린 아들에 대하여 

“행복하기를!” 이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연민은 병든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다. 병고에 시달리는 아들에게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며 모든 중생이 불행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쁨은 청춘의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다. 젊음이 넘치는 아들을 볼 때 

마다 “젊음이 늘 계속되기를!”이라며 모든 중생의 성공과 번영을 

축하해 주는 마음이다. 

  

평정은 자립한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 가는 

아들에게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며 무관한 자를 대하듯,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사무량심이 깨질 때 

  

사무량심을 닦으면 하느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깨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성취되고 어떤 경우에 깨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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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에 따르면 자애는 분노를 가라 앉힐 때 성취되고, 애착이 

생겨날 때 깨진다. 그래서 자애는 연인이나 부부사이에서 닦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연민은 폭력을 가라 앉힐 때 성취되고, 근심이 생겨날 때 실패한다.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 나기를!”라고 바라면 폭력적인 마음이 가라 

앉는다. 원한 맺힌 자에게는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노심초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연민수행은 

실패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기쁨은 불쾌를 가라앉힐 때 그것이 성취되고, 웃음이 생겨날 때 

실패한다. 타인의 성공에 기뻐해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들뜸으로 

인하여 왁자지껄 떠들고 웃는다면 기쁨수행은 깨지는 것으로 본다. 

  

평정은 원한과 애착을 가라앉힐 때 성취되고, 세속적인 무지에 입각한 

평정이 생겨날 때 실패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들에게도 평정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평정은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른다. 마치 세 가지 느낌에 있어서 

즐겁지도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과도 같은 것이다. 사띠가 없을 때 

무덤덤한 느낌은 언제 어떻게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무덤덤한 느낌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탐욕과 

성냄으로 변질되기 쉽다. 범부의 평정은 언제 깨질지 모른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 

  

범부의 평정은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정은 어떤 것일까?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평정은 뭇삶에 대하여 무관한 형태를 일으키는 곳을 특징으로 삼고, 

뭇삶에 대하여 평등하게 보이는 것을 기능으로 삼고, 적의와 애착이 

가라앉은 것을 현상으로 삼고, 이와 같이 ‘뭇삶들은 행위가 주인이다. 

행위에 따라서 행복하게 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이미 얻은 



253 

 

성취에서 퇴락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여 행위가 주인인 것을 보는 

것을 토대로 삼는다.”(Vism.9.96) 

  

  

사무량심에서 평정은 행위와 관련된 평정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전재성회장은 평정에 대하여 “먼저 인과와 

업보를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포기하라고 했다.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인과와 업보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는 세속의 무지에 따른 평정과는 다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산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과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 사소한 행위에서도 

두려움을 안다면 함부로 욕심내거나 성내지 않을 것이다. 행위를 하면 

과보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에 초연해진다. 설령 

괴로움을 겪어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남에게도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지만 

노심초사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인과에 따른 행위의 과보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업과 업의 과보를 알게 되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온해진다. 마치 이혼한 전처 보듯 하는 것과 같고, 

자립한 아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해야 한다. 

  

  

“뭇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M135) 

  

  

2020-07-17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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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깨달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한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깨달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깨달음이 무엇인지 와 닿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깨달음에 대하여 한 구절로 명쾌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 

  

금요강독모임에서 

  

7 월 첫번째 금요강독모임에서 독송한 경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포살의 경’에서 고귀한 님으로 지내는 수행승에 대한 것이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고귀한 님으로서 지내는 수행승이 되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고귀한 님으로서 지내는 수행승이 

있다.”(A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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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네 가지 법수로 되어 있다. 네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다. 

하늘사람의 지내는 수행승, 하느님으로 지내는 수행승, 부동의 님으로 

지내는 수행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님으로 지내는 수행승이다. 

각각 색계선정, 사무량심, 무색계선정,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것이다.  

  

네 가지 부류의 수행승에서 가장 수승한 것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이는 ‘고귀한 님’이라는 명칭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고귀한 님은 

‘ 아리야빳따(ariyappatta)’를 번역한 것이다. 아리야는 예류자 

이상의 성자를 말한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성자’라고 번역했다. 

  

색계선정과 무색계 선정을 닦아도 색계와 무색계에서 지낸다고 해도 

사성제를 철견하지 못하면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무량심 수행을 하여 

하느님(brahma)으로 산다고 해도 성자의 흐름에 들지 않으면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하느님으로 산다고 해도 사성제를 철견하지 

않아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지 못하면 윤회하게 된다. 빛나던 

하느님도 돼지우리에서 꿀꿀거릴 수 있음을 말한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무엇일까? 선종에서는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나는 본래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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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은 존재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본래 깨달은 나를 

찾는 수행을 한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이와 다르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하다.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초전법륜경을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한 장면이 있다. 부처님은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S56.11)라고 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anuttaraṃ 

sammāsambodhi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말한다. 위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ubho ante anupagamma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S56.11)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왜 부처님의 깨달음을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할까? 그리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할까? 그것은 보편적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깨달음이다.  

  

꼰당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을 때 알아들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대하여 경에서는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에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S56.11)라고 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놀랍고 전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부처가 출현하면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발생된다. 보살이 입태 했을 때, 그리고 보살이 

태어 났을 때 일만세계가 진동하고 광대한 빛이 우주 끝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꼰당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처음 이해 했을 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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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세계가 진동하고 광대한 빛이 우주 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맛지마니까야에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M123)을 보면 보살이 입태하고 

탄생하는 순간에 대한 묘사가 잘 설명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를 깨달은 

것이다. 이는 선종에서 말하는 본래부처를 깨달은 것과 다른 것이다. 

부처님은 명백히 사성제를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이는 사성제 중에서도 고성제를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안 것이다.  

  

세상은 즐거운 것일까? 괴로운 것일까? 어떤 이들은 세상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세상은 괴로운 것이다. 이를 

팔고로 설명했다.  

  

부처님이 설한 팔고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 더구나 부처님은 

괴로움에 대하여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괴로움을 

성스런 진리라고 했다.  

  

괴로움에 대하여 뼈져리게 알면 

  

어떻게 괴로움이 성스런 진리가 될 수 있을까? 괴로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로 받아 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에 대하여 뼈져리게 알면 괴로움은 성스런 진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괴로움을 진리로까지 여기지 않는다. 

괴로움을 진리로 여길 정도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런가? 

괴로움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에 대하여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설명했다. 

  

전재성 회장에 따르면 “괴로움을 보는 자만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괴로움을 보지 못하면 진리를 볼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누군가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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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은 사람은 즐거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일체개고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S35.136)라는 

게송이 있다. 

  

왜 결과를 먼저 알아야 할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괴로움에 대한 것이다. 만일 부처님이 ‘이 

세상은 즐겁다’라고 했다면 즐거움의 진리를 설했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모든 것이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왜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말하지 않고 괴로움의 결과를 먼저 

말했을까? 이는 괴로움은 과보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사성제에서 

괴로움은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원인은 만들 수 있어도 결과로서 나타난 것을 바꿀 수 없다. 

지금 괴롭다면 괴로운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업의 과보가 익어서 

결과로서 나타난 괴로움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괴롭다고 하여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사성제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고성제가 먼저 나온 것은 이유가 있다. 

이는 괴로움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시험 볼 때 문제를 푼다. 문제를 보고서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답을 

푸는 것과 같다. 답을 푸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성제 중에 하나만 관통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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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괴로운 사람이 있다. 그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괴로워만 할 뿐이다. 한시바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괴로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벗어날 수 없다. 이럴 때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괴로움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괴로움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 

  

  

“벗들이여, 저는 그것에 대해 이와 같이 벗들이여,  

1)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발생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도 본다. 

2) 괴로움의 발생을 보는 자는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도 본다. 

3) 괴로움의 소멸을 보는 자는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발생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도 본다. 

4)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보는 자는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발생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본다.’라고 세존께서 직접 듣고 직접 

배웠습니다.”(S56.30)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소멸도 본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성제 중에서 하나만 관통해도 나머지 진리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누군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철저하게 알았다면 그는 

나머지 진리도 아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말한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다. 

  

괴로움을 알아야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괴로움을 

알아야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팔정도이다. 팔정도는 결과로 나타나는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이 된다.  

  

사성제는 인과로 구성 되어 있다. 과가 먼저 나오고 인이 나중에 

나온다. 고성제가 과이고 집성제는 인이다. 멸성제가 과이고 도성제가 

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과로 나타나는 멸성제는 궁극적 체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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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열반체험을 했다면 남아 있는 번뇌를 소멸해야 한다. 그래서 

팔정도는 수행도가 된다. 

  

괴로움을 아는 것이 깨달음 

  

사람들은 늘 즐길거리를 찾는다. 잠시도 가만 있지 않고 여섯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늘 즐길거리를 찾는다. 즐길거리를 찾는 것은 

무언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즐길거리만 

찾다보면 윤회가 멈추지 않는다. 계속 괴로움의 과보만 받게 된다.  

  

태어난 것도 즐길거리를 찾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태어난 모든 존재는 괴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오온에 집착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존재자체가 괴로움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오온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았을 때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깨달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할 수 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 

  

이들 진리를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재생은 없어졌네.”(D16.34) 

  

  

2020-07-18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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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요니까야강독모임 안내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금요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듣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과 함께 니까야를 합송합니다. 또 

전재성회장으로터 경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의문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호토론을 

통하여 몰랐던 것이나 모르고 지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사부니까야를 완역했습니다. 

쿳다까니까야의 경우 숫따니빠따, 담마빠다, 이띠붓따까, 우다나, 

테라가타, 테리가타를 번역했습니다. 율장의 경우 대품, 소품, 비구계, 

비구니계, 부기를 완역했습니다. 논서로서는 청정도론을 완역했습니다. 

빠알리삼장을 번역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더구나 

복원번역까지 하여 제 7차 결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본은 누구나 읽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번역자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번역은 언어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행력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전재성회장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 

것입니다.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은 2017 년 2 월에 처음 열렸습니다. 올해로 4 년째 

입니다.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이 강독모임날입니다. 금요일에 

열린다고 하여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라고 합니다. 교재는 

앙굿따라니까야를 선별하여 한권으로 요약한 ‘생활속의 

명상수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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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 

시간: 오후 7 시부터 9시까지 

장소: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사무실 겸 서고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 B 동 348 호 

  

 

금요모임 가는 날에 

  

  

금요모임 가는 날이다. 한달에 두 번 있는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있는 

날이다. 모임이 있는 날 오후에는 약간 들떠 있다. 이전과 달리 한시간 

먼저 도착해야 한다. 

  

약속시간에 가능한 늦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5 분 먼저 도착하면 좋다. 

교통사정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30 분 일찍 출발하는 

것이 더 좋다. 늦는 것 보다는 이른 것이 낫다. 공항에서는 1시간 30 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딱 맞추어 가다 보면 놓칠 수 있다. 

약속시간에 일찍 도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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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모임은 저녁 7 시에 시작된다. 매월 둘째주와 네번째주가 

금요모임날이다. 한달에 한번이면 너무 먼 듯한 느낌이다. 한번 빠지면 

두달만에 가게 된다. 일주일에 한번 모임을 가지면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한달에 두번이 적당한 것 같다.  

  

금요모임이 있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은 금요모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한시간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는 4 시에는 출발해야 한다. 

저녁에 먹을 것도 준비해야 한다.  

  

모임에서 저녁밥을 제공하지 않는다. 각자 해결해야 한다.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이럴 경우 햄버거가 가장 좋다. 4 시 

이전 3 시 반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에 간다. 늘 사먹는 것은 

데리버거 햄버거 세트이다. 햄버거와 고구마칩과 콜라가 세트로 되어 

있는데 4,900 원이다. 5 천원 이상 식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늘 

데리버거가 대상이 된다. 삼송테크노밸리 주자장에서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해결한다.  

  

종종 먹거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함께 나누어 먹는다. 

대다수가 저녁을 못 먹고 오기 때문에 허기를 때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강독에 몰입하다 보면 허기는 잊게 된다. 

  

밥만 먹고 살 순 없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상윳따니까야 ‘자양분의 경’(S12.11)을 

보면, 네 가지 식사가 있다. 물질적 식사, 느낌의 식사, 의도의 식사, 

의식의 식사를 말한다. 어느 것 식사 아닌 것이 없다. 모두 행위에 대한 

것이다. 모두 윤회의 원인이 된다. 이 중에서 식식(識食)이 있다. 

일종의 정신적 식시라고 볼 수 있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들은 알음알이의 식사를 한다. 

강독모임은 일종의 정신적 식사라고 볼 수 있다. 해탈을 위한 식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육체적으로는 허기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포만을 

느낀다. 아마 정신적 식사를 해서일 것이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순 

없다. 

  

삼송테크노밸리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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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 시 삼송테크노밸리를 향하여 출발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가 

있는 곳이다. 외곡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반 걸린다. 막히지 

않으면 1시간가량 걸린다. 상습 정체구간이 있다. 부천지역을 통과할 

때이다. 한강다리만 건너면 최고속도로 달린다.  

  

 
  

하늘은 맑고 쾌청하다. 어제 비가 많이 왔다. 금년 들어 가장 많이 온 

것 같다. 남쪽지방에서는 물난리를 겪었을 정도로 많이 온 것이다. 

아침까지 간간히 뿌렸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비 개인 후 

날씨가 그렇듯이 빛나는 날이 된 것이다. 하늘은 높고 흰구름은 떠가는 

청명한 날씨가 되었다.  

  

마치 비가 모든 오염원을 쓸어 가 버린 것처럼 공기는 청정하다. 살 맛 

나는 날이다. 늘 흐린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날씨는 변화무쌍하여 

매일매일 다르다. 아니 시시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청명한 날이라도 사흘나흘을 못 가는 것 같다. 공기가 먼지로 

오염되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구름은 비가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날씨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날씨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날씨가 흐리면 마음도 흐려지는 것 

같다. 날씨가 청명하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주가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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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주가가 폭락하면 아무리 청명한 

날씨일지라도 마음은 어두어질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면 비오는 

날이라도 즐겁기 마련일 것이다. 그 사람이 즐거워 보이면 주가가 오른 

것이고,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면 주가가 내린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금요모임 가는 날에 왜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것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 

세 가지 요인이 있다.  

  

도반에 대한 들뜸 

  

마음이 들뜨는 첫번째는 도반을 만나러 가기 때문이다. 강독모임날 

도반들과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다. 듣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말없는 가운데 말을 하는 것 같다. 침묵의 대화일 것이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대화인 것이다.  

  

자주 보면 정드는 것 같다. 이는 얼굴이 익숙해져서 일 것이다. 자주 

보아 낯이 익어서 반가운 것이다. 이는 용모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위와도 관련이 없다.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반과 친구는 어떻게 다를까? 

  

여기 친구가 있다.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친구는 연민할 줄 알아야 친구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되는데 있어서 나이와 성별을 따질 수 없다. 누구나 

연민할 줄 알면 친구가 된다. 그렇다면 도반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 

  

도반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다. 도와 과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법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빠알리어로는 

‘깔야나밋따(kalyāṇamitta)’ 라고 한다. 우리말로 좋은 친구가 된다. 

한자어로는 선우(善友)가 된다. 

  

불교에서 선우는 어떤 의미일까? 영어로 말한다면 베스트프랜드가 될 

것이다. 요즘말로 하면 ‘절친’이라고 할 것이다. 불교에서 절친의 

의미는 무엇일까? 디가니까야 31 번경에 언급되어 있듯이 비밀과 관련이 

있다. 비밀을 말 할 수 있고, 비밀을 지켜 줄 수 있는 친구가 절친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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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 절친의 조건은 “목숨도 그를 위해 버립니다.”(D31.16)라고 

했다. 

  

비밀을 털어 놓고, 비밀을 지켜 주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직까지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다. 아는 사람은 

많아도 친구는 적고, 친구는 있어도 절친은 희귀하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선우, 즉 깔야나밋따는 절친 이상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인생의 

전부에 해당된다.”(S3.18)라고 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부에 해당되는 친구가 있을까? 인생의 반이 되는 사람을 

절친이라고 했을 때, 인생의 전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함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를 깔야나밋따, 즉 좋은 친구 선우인 것이다.  

  

금요모임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벌써 4 년째이다. 저녁에 

술좌석 한번 가진 적이 없고 별도로 모임 한번 가져 본 적이 없지만 

함께 길을 가는 깔야나밋따라고 볼 수 있다. 

  

담마에 대한 들뜸 

  

두 번째로 마음이 들 뜨는 것은 배움에 대한 것이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것이다. 이는 담마의 맛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을 보면 법수대로 실려 있다. 본래 

앙굿따라니까야는 법수별로 편집되어 있다. 모두 11 개의 법수가 있다. 

현재 4 년째 진행중인 금요모임에서 현재 네 번째 법수가 진행 중에 

있다. 오늘 한 개만 하면 다섯 번째 법수로 넘어간다. 이런 추세로 하면 

아마 4 년은 더 해야 할 것 같다.  

  

금요모임은 4 년째가 되었다. 2017 년 2 월부터 시작했으니 3 년 반가량 

된 것이다. 거의 개근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반드시 

후기를 남겼다. 책으로도 만들었다. 비록 문구점에 인쇄와 제본 의뢰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원음향기가득한 서고의 저녁’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2017 년과 2018 년 금요모임에 대한 기록이다. 앞으로 

2019 년과 2020 년 기록을 한데 묶어서 ‘원음향기가득한 서고의 

저녁 II’를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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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모임 이전에도 모임이 있었다. 2016 년 ‘토요모임’을 말한다. 

그때는 전재성회장 홍제동 아파트 거실에서 모였다. 한달에 한번 열리는 

모임이었다. 반년 가량 지속되다가 중단되고 금요모임으로 대체 되었다.  

  

토요모임 시절부터 친다면 5 년째 니까야 강독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토요모임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니까야강독모임의 

산역사가 되었다. 그래서 총무아닌 총무역할을 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카톡방도 만들었다. 

그리고 모임을 홍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관심을 가졌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한번 인연을 

맺었지만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더욱더 드물다. 그래서일까 모임은 늘 

10 명 내외가 된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 나은지 모른다.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담마를 듣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더 좋은 것이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 실려 있는 경을 접하면 늘 새롭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선별된 경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늘 새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접해도 질리지 않는다. 법구경에 

실려 있는 423 게송은 언제 열어 보아도 가슴을 울리게 만든다.  

  

심난할 때 경전 아무 곳이나 열어 보면 몇 게송 읽지 않아 다른 마음이 

된다. 가르침이 약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반드시 우울증 약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가르침을 접하면 우울한 

마음이 달아나는 것 같다. 그 자리에 기쁨이 들어 앉는다면 이미 치유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醫王)이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담마에 대한 기대로 모임이 나간다. 

  

이 시대의 행운 

  

세번째로 들뜨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전재성회장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라기 보다는 설명을 듣는 것이다. 경을 접하는 것도 새롭고 경의 

해설을 듣는 것도 새롭다. 더구나 전재성회장은 사부니까야를 완역하고, 

쿳다까끼니까야 상당수를 번역했고, 여기에다 율장 다섯 권을 완역했다. 

또 니까야주석서이자 동시에 수행지침사라고 볼 수 있는 청정도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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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역했다. 이렇게 빠알리 삼장을 꿰뚫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듣는 

다는 것은 이 시대의 행운이라고 본다. 

  

저 멀리 북한산이 점점 가까이 

  

한강다리를 건너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달리다 보니 저 멀리 

북한산이 점점 가까이 다가 온다. 파주 인터체인지가 가까워지면 정면에 

우뚝 서 있는 것 같다. 언제나 그렇듯이 잘 생긴 산이다. 온통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에서는 강렬한 에너지를 내 뿜는 것 같다. 

  

 
  

북한산을 늘 한쪽 면만 보았었다. 서울에서 동북쪽에 산 사람들에게는 

북한산은 삼각산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커다란 봉우리가 늘 세 개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봉우리는 사람을 압도하게 만든다.  

  

북한산의 거대한 바위를 보면 장쾌하기 그지 없다. 바위산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다녔던 초등학교 교가에서는 “북한산 

정기받아”로 시작된다. 근처 어느 학교든지 북한산 정기받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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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을 뒷면에서 보았다. 사실 산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다. 앞산 

또는 뒷산은 명칭붙이기 나름이다. 서북쪽에서 바라본 북한산은 삼각산 

모양은 아니다. 사람을 압도하게 하는 큰 바위산의 모습이다. 북한산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이다. 진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7. 눈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누군가 “이것만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길거리 

전도사가 예천불지(예수천국불신지옥)를 외쳤을 때 진리를 한쪽면만 본 

것이 된다. 불교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한쪽면 

보게 되었을 때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만이 진리이면 다른 것은 무엇일까? 거짓이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 당시 외도들은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했다. 영원주의자라면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Ud.66)라고 했다. 이는 진리의 한쪽면만 본 것이다. 

마치 선천적으로 눈먼 봉사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눈 있는 자들은 전체를 볼 줄 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이다. 그러나 

눈이 먼 들은 코끼리 다리, 몸통, 꼬리, 귀 등을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라고 한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 먼 자와 같다. 견해에 집착된 자들은 

한쪽 면만 보고서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한다.  

  

여러 각도에서 북한산을 볼 수 있다. 한쪽 방향만 보고서 “이것이 

북한산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북한산은 동북방향에서 보아야 삼각의 

세 봉우리가 되기 때문에 삼각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북방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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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이 고속도로 전면에서 점점 크게 다가 온다. 고속도로를 빠져 

나갈 때가 된 것이다. 파주인터체인지에서 빠져서 통일로로 달리다 보면 

10 분 내로 도착된다. 오늘은 어떤 담마를 접하게 될까? 눈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들뜬 마음으로 멀고 먼 길을 달려 간다 

  

  

2020-07-25 

담마다사 이병욱 

 

 

 

 

32. 명상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천수경에 ‘도량청정무하예(道場淸淨無瑕穢)’라는 말이 있다. 도량이 

청정해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깨끗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했을 때 ‘삼보청룡강차지(三寶天龍降此地)’가 될 

것이다. 불법승 삼보와 천룡이 이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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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은 청정해야 

  

도량(道場)은 불도를 닦는 곳을 말한다. 또 사원의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도량은 절을 뜻하기도 하고, 법당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법회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도량은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삼보가 온다고 했다.  

  

만일 도량이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삼보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다나에 따르면 포살일에 부처님이 “아난다여,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다.”(Ud.51)라고 했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대중이 

청정하지 않았을 때 포살법회를 하지 않았다. 어쩌면 천수경에서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는 니까야에 실려 있는 가르침을 

모티브로 삼은 것인지 모른다. 똑 같은 내용이 율장소품 

‘의무계율송출의 다발’(Vin.II.236)과 앙굿따라니까 ‘포살의 

경’(A8.20)에서도 보인다.  

  

부처님은 세 번이나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에 목갈라나 

존자는 청정하지 못한 수행승을 발견했다. 그리고서는 퇴장하라고 했다. 

이에 불응하자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러자 존자 마하 목갈라나는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아 문밖으로 끌어내고 빗장을 잠그고 세존께서 

계신곳으로 갔다.” (Ud.51, Vin.II.236, A8.20)라고 했다. 청정하지 

못한 자를 강제로 추방한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서 부처님은 법을 

설했다. 여덟 가지 바다의 비유를 들어 담마와 위나야의 여덟 가지 

공덕을 설한 것이다.  

  

도량은 청정해야 한다. 법당뿐만아니라 모든 수행처는 청정해야 한다. 

한사람이라도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도량은 구린내가 날 것이다. 

왜 그런가?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아주 소량만 있어도 똥은 악취를 

풍긴다.”(A1.348) 라고 했기 때문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7 월 두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날이다. 평소보다 한시간 일찍 도착했다. 

세 가지 때문이다. 처음 오기로 한 유법우님과 6 시에 서고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수행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은 청소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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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 시에 서고에 도착하니 청소가 진행중에 있었다. 자발적인 것이다. 

지난 5 월 모임이 재개되면서 처음 청소를 했다. 이전에는 단지 사용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늘 시간에 쫓겨서 오고가기에 바빴다. 그러다가 

무려 3 개월만에 모임이 재개되었을 때 무언가 하나는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서고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다. 한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쉽다. 서고 

청소도 그렇다. 누군가 일찍 오는 사람은 쓸고 닦는다.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이 깨끗하면 자신도 기분 좋고 타인도 기분 좋을 것이다.  

  

집에서 청소해 놓으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다. 도량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법당을 청소하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기분은 꽤 오래 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온 사람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 한다. 예경지송을 책상에 놓는다든가 차를 준비하는 일 등을 

말한다. 여기에 청소까지 더해져서 도량이 청정해지는 것 같았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치우기 

  

모든 것은 자발적이다. 누가 시키지 않은 것이다. 전재성회장은 한번도 

청소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도량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법당’또는 ‘나의 

서고’라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마치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치우는 것과 

같다. 이는 “세존이시여, 저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을에서 탁발하여 

돌아오는 자가 자리를 마련하고, 음료수와 세정수를 마련하고 남은 

음식을 넣을 통을 마련합니다.” (M128, Vin.I.352)라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여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 아니면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치우기식이었다. 

쓰레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치우는 것이다. 이런 모임이라면 화합의 

모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탁발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자리를 깔고 음료수와 세정수를 준비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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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치우는데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너무 

무거우면, 손짓으로 두 번 불러 손을 맞잡고 치웁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M128, Vin.I.352)라고 

했다.  

  

말을 할 때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말을 했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닷새마다 밤을 새며 법담을 나눕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저희들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M128, Vin.I.352)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화합의 

모임을 넘어서 정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 정진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 

  

7 월 24 일 두번째 금요모임에서 서고를 대대적으로 청소했다. 이렇게 

크게 청소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서고 2 층을 수행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모임에서 수행이야기가 나온 것이 

발단이었다. 한시간 일찍 와서 수행하자고 제안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금요니까야강독모임 홍보 포스터에서 명기되기에 이르렀다. 

금요모임이 있는 날 오후 5 시 반부터 6 시 반까지는 수행시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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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독모임이 단지 듣는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단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행시간을 

별도로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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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세 가지 모임이 있다. 이는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모임이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최상의 

모임, 불화합의 모임, 화합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각종 모임이 있다. 모임은 모여야 열리는 것이다. 모이지 않으면 모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모임이 있다. 이를 

불화합의 모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임은 기본적으로 화합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승가를 화합승이라 하는 것도 화합의 모임임을 말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줍기식이라면 화합의 모임이라 

할 것이다.  

  

화합의 모임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화합의 모임에 정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상의 모임이 되려면 정진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최상의 모임이란 무엇인가? 그 모임 가운데 

장로수행승이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읨을 선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그의 

후계자도 자각적으로 본 것을 따라 한다. 그들도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읨을 선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최상의 모임이 

한다.”(A3.93) 

  

  

이 가르침을 보면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승보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에서 승보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글삼귀의문에서는 스님들을 승보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처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부처님은 승가공동체를 승보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니라 상가(Sangha)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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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님들을 승보로 본다면 화합의 모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스님들이 모여서 화합하며 사는 것이 연상된다. 그러나 

승가공동체에서는 자자와 포살이 있다. 이런 점이 단순히 스님들 모임인 

것과 승가공동체인것과 다른 것이다. 

  

승가공동체는 스님들의 커뮤니티를 말한다. 자자와 포살이 있는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정진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자와 

포살이 있는 승가공동체에서 성자가 출현하게 되어 있다. 경에서 있는 

것처럼 정진의 모임이 되면 본받고자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셋이서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진의 모임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모두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라고 했다. 

  

서고 2 층을 수행공간으로 

  

7 월 두번째 모임부터 수행을 하기로 함에 따라 앉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고 2 층에 있는 수행공간을 먼저 청소해야 

했다. 수행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한번도 수행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 수행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바닥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소를 먼저 하기로 했다. 

  

모두 5 명이 청소에 참여했다. 한사람은 서고 책정리를 했다. 한사람은 

주방을 정리했다. 두 명은 송판으로 되어 있는 바닥을 쓸고 닦았다. 또 

한명은 아래층 바닥을 쓸었다. 이렇게 거의 사오십분 청소했다.  

  

어느 정도 도량이 깨끗해지자 앉아 있고자 했다. 청소 때문에 길게 앉지 

못했다. 십분가량 잠시 앉았다. 도량을 청정하게 한 다음 앉아 있으니 

몸과 마음도 청정해지는 것 같았다. 자연스럽게 강독모임에까지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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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미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인은 상대적이다. 인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도 

천상에 가면 암원숭이같다고 했다.  

  

미인은 액면으로 따지기 보다는 내면으로 따져야 한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마도 명상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명상하는 사람이다. 명상하는 사람을 

보면 모두 다 아름답다. 그리고 거룩해 보인다. 왜 그럴까? 욕계를 

떠났기 때문이다. 욕계에서 일시적으로 탈출했을 때 더 이상 욕계의 

존재가 아니다. 색계천상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색계존재는 성이 

없다. 남성과 여성이 없어서 무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성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성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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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 이미지는 중성이다. 얼굴모습은 여성인 것 같으면서도 

가늘게 콧수염을 그려 놓은 것으로 보아 남성같기도 하다. 수월관음도를 

보면 관세음보살은 천상의 존재를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는 한번 보기만 해도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이다. 부처님도 그랬을 

것이다. 성자라고 말해지는 사람도 한번 보기만 해도 마음이 청정해질 

것이다. 이는 천상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욕계천상이 아닌 색계 

이상, 즉 범천의 이미지인 것이다.  

  

명상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넘어서 숭고해 보인다. 

아름다움과 숭고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는 고귀함 또는 성스러움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경외와 외경도 일어날 

것이다. 명상하는 모습은 아름다움 이상이다.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명상이 정착될 수 있을까? 도량을 청정하게 한 

다음 명상으로 이어졌을 때 정진의 모임이 될 것이다. 

  

  

2020-07-2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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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명상하면 

  

  

여기 깨달은 자가 있다. 깨달은 자에게도 번뇌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만일 그가 화를 낸다면 그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질투한다면, 그가 시기한다면 그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은 자라면 번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금요니까야 강독모임이 7 월 24 일 금요일 저녁에 열렸다. 7 월 들어 

두번째 모임에서 강독한 경은 ‘무명이 사라져 명지가 일어난 뒤에도 

번뇌가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자이나교의 숙명론 

  

앙굿따라니까야 ‘밥빠의 경’(A4.195)이 있다. 목갈라나존자는 니간타 

교도 밥빠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일어난 뒤에 미래에 괴로운 

느낌을 초래할 번뇌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자에게도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밥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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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빠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것은 자이나교의 숙명론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 지은 업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령 깨달은 자라도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이교도의 경’에 따르면 숙명론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는“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A3.61)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전생탓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아무 것도 해야 할 것이 없다. 따라서 수행을 

할 필요도 없다. 정진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는 

다름 아닌 무작설(akiriya)이다.  

  

무작설은 도덕적인 삶을 부정하는 강한 결정론이나 강한 비결정론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의 견해가 그랬다. 이에 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론이라고 한다. 이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법적 

가르침을 말한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했을 때 

  

부처님은 밥빠와 대화 했다. 니까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답식이다. 

부처님은 문답식으로 밥빠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 주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밥빠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체적 폭력을 조건으로 곤혹과 고뇌를 

초래하는 번뇌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을 삼가면, 곤혹과 

번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오래된 업은 

겪을 때마다 끝냅니다.”(A4.195) 

  

  

부처님은 신, 구, 의 삼업으로 번뇌에 대하여 설명했다. 삼업을 

청정하게 했을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음을 말한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오래된 업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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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업을 겪을 때 

  

자이나교도들은 오래된 업, 즉 알 수 없는 전생에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현세에서 삼업을 청정하게 해도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깨달은 자라도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에 지은 업에 대하여 “오래된 업은 겪을 때마다 

끝냅니다.”라고 했다.  

  

과거 전생에 무수한 업을 지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과거 지은 업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과거에 지은 

업이 모두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업이 익어야 과보로 나타난다.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받는 것임을 말한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과보로서 나타난 업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겪지 않은 업이 

작용해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괴로운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로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미래 괴로운 과보를 겪지 않으려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않고, 오래된 업은 겪을 때마다 

끝냅니다. (So navañca kammaṃ na karoti, purāṇañca kammaṃ phussa 

phussa byantīkaroti)”라고 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오래된 업은 그것을 겪는 족족 끝낸다.”라고 번역했다. 

  

오래된 업을 겪을 때 어떻게 끝내야 할까? 이는 부숨으로 성취된다. 

어떻게 부수는 것일까? 경에서는 “이것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고,..”라고 하여 법수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술 수 있음을 말한다. 오염원을 부수는 수행을 해야 함을 

말한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했다. 사성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고성제이다. 이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괴로움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괴롭다면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먼저 

인정해야 한다. 괴로움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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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괴로움에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하여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지 않는다.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나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인과는 거꾸로 되어 있다. 먼저 

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이 뒤따른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오래된 업은 겪을 때마다 

끝낸다고 했다. 이는 수행의 힘으로 끝낼 수 있음을 말한다. 수행의 

힘으로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종종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경전의 문구와 

관련지어서도 이야기한다. 최근 박원순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하여 모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다. 2 년전 노회찬의원의 

투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텐데.”라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업과 

업의 과보 작용인 것을 안다면 함부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제하는 삶을 산 자에게 있어서 

극단적 선택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재성회장에 따르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는 폭력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잘못 발을 딛어 넘어졌다면 크게 다칠 것이다. 

노인이라면 골반을 다쳤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유명한 사람 중에 넘어져서 골반이 부서져서 죽음에 이른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넘어져서 골반이 부서졌을 때 이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된다. 

주의기울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적 

폭력도 있다.  

  

이번 박원순시장의 극단적 선택도 언어에 따른 것이다. 말한마디로 

인하여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도 폭력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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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폭력이라고 했다. 왜 그런가? 명칭을 부여 하여 말을 잘랐을 때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고 

거두절미하여 말했을 때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악업을 짓는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말 해서는 안된다. 전재성회장은 율장에 실려 있는 가르침을 예로 

들어서 “사실을 이야기할지라도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율장에 이런 계율이 있음을 말한다.  

  

육근청정에 대한 법문 

  

부처님은 외도 밥빠와 문답식으로 대화했다.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일어나면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다. 

  

  

“밥빠여, 이와 같이 마음이 올바로 해탈된 수행승은 여섯 가지 일관된 

삶을 삽니다. 그는 시각으로 형상을 보아도 즐겁거나 괴롭지 않고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는 삶을 살고, 청각으로 소리를 

들어도,.. 후각으로…미각으로…촉각으로…정신으로… 올바로 

알아차리는 삶을 삽니다.”(A4.195) 

  

  

한마디로 육근청정에 대한 법문이다. 네 번째 선정에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청정해졌을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음을 말한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 

집착에 있을 것이다. 깨달은 자는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온의 존재이다. 그러나 일반 범부들은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취온의 존재이다. 육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흔히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욕자가 앞에 붙어야 한다. 욕계 중생들은 욕오온, 욕십이처, 욕십팔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육근도 범부에게는 욕육근이 된다. 깨달은 자만이 

육근이 된다. 이는 육근이 청정함을 말한다. 네 번째 선정에서와 같은 

청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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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선정 정형구가 있다. 니까야 도처에서는 “행복도 고통도 

버려지고, 기쁨도 근심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이라는 정형구로 표현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평정하고 새김이 있는 청정’이다. 이를 

우뻬카사띠빠리숫디(upekhāsatipārisuddhi)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사념청정(捨念淸淨)이다. 

  

어떻게 해야 무명의 잠재성향을  

  

사념청정상태에서는 육근이 청정하다고 했다.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미래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을 짓지 않는다. 이는 무명이 타파됨과 

동시에 명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 가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맛지마니까야 ‘교리문답의 작은 

경’(M44)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 

  

  

“벗이여, 비싸까여, 세상에서 수행승은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미 생겨난 만족과 불만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뛰어넘고 

괴로움도 뛰어넘어 평정하고 새김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명을 버리게 되고, 무명의 경향을 

잠재시키지 않습니다.”(M44) 

  

  

네 번째 선정에서 무명이 진압된다고 했다. 주석에 따르면, 무명이 

진압되면 통찰(vipassana)을 닦아서 거룩한 길을 따라 무명을 

제거한다고 했다. 그런데 거룩한 길에서 무명이 제거되더라도 네 번째 

선정을 통해서 진압되기 때문에 무명의 경향마저 뿌리 뽑는 것이라고 

했다. 

  

종려나무의 비유를 들어 

  

부처님은 밥빠와 문답식으로 깨달은 자에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한 비유를 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명의 잠재성향을 뿌리 뽑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려나무의 비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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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빠여, 예를 들어 나무몸통을 조건으로 생겨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일꾼이 삽과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몸통의 밑동을 자르고, 

밑동을 자른 뒤에 파내고, 파낸 뒤에, 뿌리와 그 안의 잔뿌리마저 

뽑아내 버리고, 그 나무몸통을 토막토막 자르고, 토막토막 자른 뒤에 

부수고, 부순 뒤에 조각내고, 조각낸 뒤에 바람이나 햇빛에 말리고, 

바람이나 햇빛에 말린 뒤에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뒤에 재로 만들고, 

재로 만든 뒤에 강한 바람에 날려 보내거나 강물의 거센 흐름에 

씻겨버린다면, 이와 같이 해서, 수행승들이여, 그 나무몸통을 

조건으로해서 생겨난 그림자는 뿌리째 뽑히고, 종려나무 그루터기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A4.195) 

  

  

종려나무 비유를 보면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뿌리마저 없애 버리는데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심지에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잠재성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일곱 가지 잠재성향(anusaya)이 있다. 감각적 욕망의 

잠재성향, 존재에 대한 잠재성향, 적의의 잠재성향, 자만의 잠재성향, 

사견의 잠재성향, 의심의 잠재성향, 무명의 잠재성향, 이렇게 일곱 가지 

잠재성향이 있다.  

  

붓다아비담마에서는 잠재성향에 대하여 “7가지 잠재성향은 긴 윤회 

동안 줄곧 삶을 거듭하면서 존재들의 무더기(khandha)의 흐름속에 

잠재해 있는 오염원의 씨앗이나 잠재력이다.”(336 쪽)라고 했다.  

  

잠재성향은 나무의 잠재력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 잠재력은 나무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무르익어 과일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아 잠재성향이 나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진불사상이 있다. 유년기 천진난만한 시절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천진불사상은 외도사상이다. 이는 부처님이 외도사상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잠재성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진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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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식이 강화되면 잠재의식은 드러난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잠재성향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잠재성향은 숨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드러날 때가 있다.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접촉할 때이다. 접촉하는 순간 오염원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명상하면 

  

잠재성향은 뿌리뽑는 것이라기 보다는 뿌리를 뽑아 말려서 태워 버려야 

한다. 잠재성향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윤회하는 존재에게는 항상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재성향을 말려서 태워 버려야 

할까? 이는 오염원을 부수는 도를 닦아야 한다. 수행의 힘으로 

잠재성향을 부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회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명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존재의 죽음일 것이다. 한 

존재가 눈을 감는 순간 우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이순간 우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명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명상하는 것은 행고성에 해당될 것이다.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다’라고 아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 

찰나찰나 우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명상하면 극단적 선택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회장은 “최악을 견디어 내면 

무엇을 견디어 내지 못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면 위대한 힘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한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죽은 사람은 

  

부처님의 죽음을 큰 죽음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의 죽음도 큰 죽음이 된다. 부처님의 죽음이 왜 큰 죽음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회장은 “윤회전체의 죽음입니다.”라고 했다. 

보통사람들은 죽음은 윤회속의 죽음이지만 부처님의 죽음은 윤회를 끊는 

죽음이기 때문에 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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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죽음이 있다. 하나는 범부의 죽음이고, 하나는 부처의 

죽음이다. 범부는 오취온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된다.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 한 세세생생 윤회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무명과 갈애가 뿌리뽑혀져 완전히 버려진 

부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된다. 그래서 범부의 죽음을 작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부처의 죽음을 큰 죽음이라고 말한다. 

  

석지명 스님이 지은 ‘큰 죽음의 법신’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 서문을 

보면 큰 죽음에 대하여 “보통사람들이 오랜 습관으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나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작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업으로 

된 나를 과감하게 버리고 전 우주를 자기로 사는 것을 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쪽)라고 했다. 이는 대승적 관점에서 큰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법신상주 실유불성이라는 대승열반경에 근거한 것이다.  

  

디가니까야에서 보는 부처님의 죽음은 큰 죽음이다. 이는 경의 제목을 

마하빠리닙바나(mahāparinibbāna)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윤회의 

고리를 끊어 버렸기 때문에 큰 죽음인 것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유일하게 죽은 사람은 부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 

  

이들 진리를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재생은 없어졌네.”(D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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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신의 수호자가 되어 자신을 피난처로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에게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 내야 한다. 나자신을 수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부류의 감각적 쾌락이 있는데 

  

7 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두 번째 경을 독송했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한 통찰’에 대한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감각적 쾌락에 빠짐에 대한 

경(Kāmasutta)’(A5.7)이다.  

  

대부분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살아 간다.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데 

있어서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쾌락은 눈과 귀 등으로 오욕락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가난한 자라고 하여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못할까? 그런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자 나름대로 즐긴다. 한정된 예산으로 즐기는 

것이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즐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젊은이에게는 감각적 쾌락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언제나 저속한 감각적 쾌락이거나 중간의 감각적 

쾌락이거나 고상한 감각적 쾌락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은 모두 욕망의 

대상인 감각적 쾌락이라고 불린다.”(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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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부류의 감각적 쾌락이 있다. 저속한 감각적 쾌락(hīnā kāmā), 

중간의 감각적 쾌락(majjhimā kāmā), 고상한 감각적 쾌락(paṇītā 
kāmā)을 말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낮은 

가문들의 것, 평민들의 것, 높은 가문들의 것’이라고 번역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부류의 쾌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고센의 법칙이 있다. 1854 년 독일의 고센이 발견한 유명한 

경제법칙이다.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 한다. 전자를 

고센의 제 1법칙이라하고, 후자를 고센의 제 2법칙이라 한다. 고센의 

법칙을 적용하면 재벌 2 세나 3세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설명된다. 

  

고센의 제 1법칙인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같은 재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이를 짜장면 먹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위가 큰 사람이라도 짜장면을 세 그릇 먹기 힘들다. 

그럼에도 네 그릇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배고플 때 짜장면 

한그릇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첫번째 짜장면에 

대한 만족도를 10 이라 했을 때 연이어 두 번째 먹는 짜장면의 만족도는 



290 

 

떨어질 것이다. 이를 8이라 하자. 세번째 짜장면은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3 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네번째 짜장면은? 차라리 고문에 

가까울 것이다. 

  

아무리 맛 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도 반복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약이다.  

  

짜장면을 열개 먹으라면 고문에 가깝지만 마약에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마약에 대하여 고센의 제 1 법칙, 즉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비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마약은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욱 더 

높아 지는 것이다.  

  

마약은 누가 주로 사용하는 것일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다. 특히 

재벌 2 세와 3 세 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향락을 

위한 예산은 무한정인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인들도 마약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마약을 계속한다면 폐가망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재벌 2 세나 3세들은 마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고센의 제 2법칙에 비껴 나 있기 때문이다. 

  

고센의 제 2법칙이라 불리우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소비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소비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골고루 소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서 먹는다면 금방 질려 

버리고 말 것이다. 앞서 언급된 짜장면 먹기대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한정이 

없는 재벌 2 세나 3 세들은 다르다. 

  

고센의 제 2법칙이라 불리우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소비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소비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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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골고루 소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서 먹는다면 금방 질려 

버리고 말 것이다. 앞서 언급된 짜장면 먹기대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 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한정이 

없는 재벌 2 세나 3 세들은 다르다. 

  

누구나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그런데 감각적 쾌락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빠질 위험은 부자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들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의 종착지는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을 보면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위험에 대한 

재난을 보고 출가했다.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여름궁전, 겨울궁전 등 

세 개의 궁전에서 살았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것이다. 이런 삶에서 재난을 보았다. 그래서 

빔비사라왕에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재난을 살피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러 가는 것입니다.”(Stn.424)라고 

했다. 

  

부처님당시 재벌급 아들이라 볼 수 있는 야사도 감각적 쾌락에서 재난을 

보았다. 밤새도록 파티를 한 다음날 아침 무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재난을 보았다. 마치 

시체더미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치 머리를 싸매듯이 “오! 

괴롭다. 오! 고통이다.”(Vin.I.15)라고 외쳤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종착지는 괴로움이었던 것이다. 

  

부처님을 유모로 비유하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어린아기도 예외가 아니다. 젖먹이 아기가 

부주의로 나무조각이나 돌조각을 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 따르면 유모가 응급처치 하는 장면이 나온다. 재빨리 

꺼내지 못했을 때 “왼손으로 머리를 붙들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만들어 피가 나더라도 꺼내야 할 것이다.”(A5.7)라고 했다. 아기가 

죽는 것 보다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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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자애로운 유모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중생을 비유한 것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로 본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라도 목에 걸린 

나무조각이나 돌조각을 빼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자애로운 유모라면, 연민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A5.7)라고 했다. 

  

아기는 부모나 유모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 

한시라도 눈을 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 점점 지혜가 

생겨난다. 일종의 삶의 지혜, 또는 생존의 지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안심이다. 더 이상 부모나 유모의 보살핌이 없어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그 아이는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A5.7)라고 했다. 

  

자기자신을 수호하려면 

  

경에서 자신의 수호자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attagutta’를 번역한 

말이다. 이말은 영어로 ‘self-guarded’의 뜻이다. 자기가 자기자신을 

수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추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창피함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정진을 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지혜를 갖추는 한,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수행승에 

대하여 이제 근심이 없다. 그 수행승은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A5.7) 

  

  

부처님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saddhā), 

부끄러움(hiri), 창피함(ottappa), 정진(vīriya), 지혜(paññā),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다섯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자신을 지키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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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다섯 가지 중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다. 왜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자신을 수호하는 것일까? 이는 이띠붓따까 ‘밝은 원리의 

경’(It.36)에서 설명되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A2.8 과도 병행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할 수 없다면 어머니나 이모나 외숙모나 선생의 

부인이나 스승의 부인이라고 시설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은 염소, 양, 

닭, 돼지, 개, 승냥이처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하므로, 어머니나 이모나 

외숙모나 선생의 부인이나 스승의 부인이다라고 시설하는 것이다.” 

(It.36, A2.8) 

  

  

부처님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부끄러움(양심)과 창피함(수치심)이다. 만일 이 두 가지 

원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마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라든가 숙모, 이모, 선생의 부인과 같은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른다면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가 될 것이다. 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양심)과 

창피함(수치심)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다고 하였다.  

  

전재성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끄러움은 내적인 것이고, 창피함은 

외적인 것이라고 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른다는 것은 인면수심의 

사람을 말한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동물이라는 것이다. 양심도 

수치심도 없을 때 도덕적으로 금하는 어떤 것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악업으로 인하여 이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저세상에서도 고통받을 것이다. 이는 자신을 수호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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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흐름에 들어야 안심 

  

자신을 수호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마치 아기가 자라서 생존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면 더 이상 유모가 필요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혜가 생겨났을 때 자기가 자기자신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수행승은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A5.7)라고 했다. 

  

자신의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초기불전연구원 각주에 따르면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해야 할 

바를 한 뒤에 예류과에 확고하게 되면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셨다. 본경에서는 예류도에 관하여 

설하였다.”(앙굿따라니까야 3 권, 12 번 각주)라고 설명해 놓았다.  

  

자신을 수호한다는 것은 예류자가 됨을 말한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야 

안심이라는 말과 같다. 성자의 흐름에 들지 못하면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야 자기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게송이 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수호자이니 

다른 누가 수호자가 되리. 

자신을 잘 제어할 때 

얻기 어려운 수호자를 얻는다.”(Dhp.160)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나의 안전을 남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 남은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설령 그가 창조주일지라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설령 그가 불보살일지라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그래서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하는데 자기를 성취하고 천상의 세계를 얻고 길(magga)과 경지(phala)를 

계발하는 것이 가능한 자에게 자기가 자기의 

수호자이다.”(DhpA.III.184)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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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구도 수호자가 될 수 없다. 신도 불보살도 수호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안심이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갔을 때 “네 가지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여섯 가지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Stn.231)라고 했다. 여기서 

네 가지 운명은 지옥, 축생, 아귀계, 아수라를 말한다. 여섯 가지 큰 

죄악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교의 교리를 추종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수호자가 되어 자신을 피난처로  

  

부처님은 자애로운 유모와도 같다. 아기가 위험에 빠졌을 유모가 돌보아 

주듯이,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위험에 빠진 중생을 돌 보아 준다. 

아기가 자라면 생존에 지혜가 생겨서 더 이상 유모가 필요하지 않듯이, 

수행승이 성자의 흐름에 들면 더 이상 돌보아 주지 않아도 된다.  

  

성자의 흐름에 들 때까지는 부처님이 수호자가 된다. 성자의 흐름에 

들면 자기가 자기자신을 수호하는 자기의 수호자가 된다. 그래서 법구경 

160 번 게송 인연담을 보면 “천상계를 궁극으로 삼고 길을 궁극으로 

삼는 자가 스스로 획득한 것은 타인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자기가 

자기의 피난처이다. 어떻게 타인의 피난처가 되겠는가?”(DhpA.III.144-

149)라고 부처님은 말씀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피난처이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면 자기자신이 피난처가 된다. 그러나 

타인의 피난처가 되지는 못한다. 나의 안전을 지키려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야 한다. 믿음(saddhā), 부끄러움(hiri), 창피함(ottappa), 

정진(vīriya), 지혜(paññā)가 있어야 ‘자신의 수호자(attagutta)’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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