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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 노래에 꼽혔다. 유튜

브로 틈만 나면 듣는다. 장거리 운전할 때도 듣는다. 유미리가 오래 전

에 부른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 가사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폭발력 가창력이 특징이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들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사 내용이다. 젊은 시

절 허송세월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 그다지 기억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세상 흐름대로 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 하는 줄 알았

고, 군대 가야 될 때 되면 군대 가야 되는 줄 알았다. 복학 해서는 취직

을 해야 했다. 이후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같다. 취직해서 20년 

동안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다. 

 

사십대 중반에 백수가 되었다. 청년백수도 아니고 정년백수도 아니다. 

이른바 사오정이 된 것이다. 내것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밖으

로 내동댕이쳐졌을 때 사십대 가장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그러다

가 현재 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PCB) 설계업을 직업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 일인사업자가 된 것이다. 

 

우리 안에 갇혀서 살 때는 내인생이 아니었다. 월급받아 먹는 재미로 살 

때는 시간의 노예와 같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잘도 흘러갔다. 1

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훌쩍 흘러 갔다. 지나고 보니 아

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세월만 흘러간 것 같았다. 빈 노

트가 된 것 같았다. 

 

내 사업을 하고서 비로서 내 인생을 살았다. 이전까지는 남의 인생이었

다. 2006년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부터 내 인생을 살았다. 인생의 빈 노

트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오전 일찍 일터에 나와서 책만들기 작업을 했다. 고객이 출근하는 

9시 이전까지는 내 시간이다. 내 시간을 확보하려면 무조건 일찍 나와야 

한다. 오전 7시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2시간이 확보된다. 

 

늘 시간에 쫓긴다. 무엇이든지 후딱 해치워야 한다. 책 만드는 것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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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다. 블로그에서 시기별로 카테고리별로 긁어 온 것을 기반으로 책

을 만든다. 목차를 만들었다. 

 

목차 작업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글을 스캔했다. 과거에 내가 쓴 글이고 

내가 찍은 사진이다.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옛날에 머

물러 있지 않는다. 

 

항상 현재를 살아 간다. 이렇게 책의 서문을 쓰는 것도 현재 시점이다. 

이번에 만든 책은 69번째 책이다. 책의 제목을 ‘69 진흙속의연꽃 2014 

II’라고 했다. 2014년에 작성된 글로서 일상에 대한 것이다. 시기는 

2014년 4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 가량 쓴 것이다. 목차는 32개이

고 481페이지이다.  

 

2014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그것은 세월호 사건

이 일어 났기 때문이다. 블로그에서도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차 9번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그 어떤 해법도 제시 못하

는 불교계’(2014-04-29)라고 썼다.  

 

세월호 관련 글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을까? 그때 쓴 것을 

읽어 보니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아쉽게

도 아직까지 한국불교에서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불교적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고작 한다는 것이 ‘극락왕생’발원이

다.”(2014-04-29)라고 써 놓았다. 

 

세월호 관련해서 종교계가 할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이는 그때 당시 

“아무리 고민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라

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불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점 때

에 부정적으로 쓴 것이다.  

 

문제만 제기해서는 안된다. 나름대로 해법을 생각해 보았다. 불교적 해

법을 말한다. 그것은 사성제이다. 그래서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분명하게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사성제이다. 

지금 생사의 기로에 처한 사람들이나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말은 부

처님이 설한 사성제이다. 누군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고성제를 알려 

주어야 한다.”(2014-04-29)라고 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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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 하여 고성제를 설했

다. 그러나 고성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염세주의자로 몰릴 수 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

했다.  

 

세월호 당시 불교계 스님들이나 학자들은 극락왕생이나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다. 이는 불교적 해법이 될 수 없다. 팔고 중에서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의 괴로움(愛別離苦)’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의 괴로

움(怨憎會苦)’이 있는데, 이를 절감하면서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과 소

멸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진정한 불교적 해법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일상에 대한 글은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하다. 심지어 질투하는 글도 남겼다. 그것은 10번 ‘임락경목

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며’(2014-04-30)라는 글이 그것이다. 

 

조현 기자가 운영하는 휴심정 글을 보고 자극 받았다. 휴심정 필진들이 

술판 벌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술판에는 스님들도 있었다. 더구나 임락

경 목사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쓴 글에 대하여 블로그에 비판 글을 올

렸다. 어찌 알았는지 임락경 목사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락경 목사를 알지 못한다. 다만 휴심정 필진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지

면으로 안 것이다. 임락경 목사 글을 문제 삼아 비판 글을 썼는데 임락

경 목사는 “우선 내 글을 읽고 댓글로서 평가해주신 “진흙 속의 연꽃”

님에 대하여 공개사과 드린다.”(2014-04-30)라며 쿨하게 사과 했다. 

 

목사의 사과를 받아 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에는 우쭐했으나 지나고 나니 미안한 느낌이 든다. 휴심정 필

진들의 술자리가 부러워서 시기와 질투심에 글을 썼던 것이다.  

 

2014년은 어떤 시점인가? 세월호가 나던 해이기도 하지만 마음껏 쓰는 

자유를 누리던 시기이기도 하다. 재가불교활동 하기 바로 전해에 해당된

다. 오로지 집과 일터만 왕래하면서 글만 쓰던 시기를 말한다. 

 

오래 전에 작성한 글을 보면 역사가 실려 있다. 목차 17번의 ‘반기문총

장의 웨삭데이 축하 메시지’(2014-05-13)가 그렇고, 29번의 ‘문창극후

보의 기독교우월주의’(2014-06-13)라는 글이 그렇다. 그때 당시 시대상

황을 반영하여 쓴 글이다. 쓴 글이 언젠가는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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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기록을 남긴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에 대한 글도 있다. 이는 15번 ‘평택 스리랑카 마하위하

라 착공을 보고’ (2014-05-08)라는 제목의 글이다. 담마끼띠 스님은 스

리랑카 스님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 보던 스님이다. 현재 아산시 외곽에 

스리랑카 사원 마하위하라를 건립하여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다. 

 

스리랑카 스님이 한국에 와서 스리랑카 불교를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높

게 평가했다. 선종으로 대표 되는 한국불교에서는 별다른 희망을 발견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마끼띠 스님이 평택에 스리랑카 사원을 짓는다는 소식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접했다. 평택신문에 따르면 한국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복지타운 

건립 기공식이 지난 2014년 5월 4일 오후 2시 팽성읍 석근리에서 있었다

는 것이다. 

 

평택에 스리랑카 사원 건립에 크게 감명받았다. 초기불교가 한국에도 뿌

리가 내리는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스리랑카 전통건축 양식인 다고바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리랑카 마하비하라(大寺)의 다고바가 

연상되었다.  

 

스리랑카 불교가 한국에 뿌리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그래서 글의 말미에 

“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문구처럼 한국불교에서 지

각변동을 일으킬 큰 사건임에 틀림 없다.”(2014-05-08)라고 써 놓았다. 

 

마하위하라는 2019년 아산에 완공되었다. 2014년 평택에서 착공한 것과

는 차이가 난다. 아마 도중에 아산으로 바뀐 것 같다. 내막은 알 수 없

다.  

 

유미리의 젊음의 빈노트 노래를 즐겨 듣는다. 어느 날 듣게 되었는데 듣

다 보니 자주 듣게 된다. 유튜브의 에이아이(A.I)가 연결해 주는 것 같

다.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 된다. 그런 한편 젊음의 시절이 빈 노트가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늦었을 때가 빠른 것이라고 한다. 젊음의 노트는 비어 있지만 중년의 노

트는 채워져 있다. 매일 어떤 주제이든지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이

렇게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인터넷의 바다에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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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의 금도와 법도 

  

  

  

현실세계의 축소판 

  

인터넷은 열린 공간이다. 2000 년 이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시대가 시작된 

이후 이제 가상공간은 생활 그 자체가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인터넷시대와 함께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글쓰기’를 들 수 있다. 누구나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글을 쓸 수 

있고, 대부분 매체에서는 ‘게시판’형식으로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소통수단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없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악플’을 들 수 있다. 욕설과 인신공격과 음해 등 

현실세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상이 실제로 가상공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보여진다. 하루에도 수 없이 

가상공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공간의 현실세계의 축소판이나 다름 없다. 

  

공감하기 때문에 

  

2005 년에 블로그를 만들어 이제 햇수로 10 년이 되었다. 인터넷에 글을 

쓴 것은 2006 년 부터이므로 햇수로 9년이 되었다. 그 동안 수 많은 

글을 올렸다. 그 동안 올린 글을 보니 7,138 개이다. 직접 작성한 글은 

2,555 개이다. 특히 직접 쓴 글은 거의 매일 한편씩 쓰다시피 한 것이다.  

  

이렇게 9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글쓰는 것을 취미로 하여 지내 

왔다. 그러다보니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다. 현재 

누적조회수는 391 만명에 달한다. 올린 글이 뉴스로 채택 되어 대문에 

실린적도 있으나 현재는 꾸준히 찾아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불자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그 중에는 

무종교인도 있을 수 있고 타종교인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고령의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다. 블로그나 카페가 공개 

되어 있다면 역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정보가 오픈 



11 

 

되어 있고 더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다. 그 중에서도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한다. 

  

블로그는 개인적 공간 

  

인터넷 공간에는 수 많은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이 있다. 대부분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그 기준은 공감이라 본다. 공감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다. 만약 공감하지 않는다면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통수단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공감과 소통수단으로서 블로그와 카페가 동일하긴 하지만 카페가 좀더 

열린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본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토론이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블로그의 경우 개인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오로지 

개인만이 글을 쓰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반영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개인블로그’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개인적 성향이 

강한 블로그는 폐쇄적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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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역기능 

  

개인블로그가 폐쇄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댓글이나 방명록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공간이 다름 없는 블로그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마치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 것처럼 

서로 치고 받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의가 아닐 것이다.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중상모략을 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 이는 인터넷의 

‘역기능’이라 보여진다. 더구나 불교인들이 팔정도의 ‘정어’나 

‘정사유’에 어긋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였을 때 더 이상 불자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한 행위라 본다.  

  

불행하게도 최근 1 년간 이곳 블로그 댓글 공간에서는 정도에 어긋나는 

구업이 종종 일어 났다. 특히 본문 글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기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였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이른 

것 같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금도를 벗어났다” 

  

정치인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금도’가 있다. “집권당으로서 금도를 

지키려 노력했다”라는 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금도를 

지켜라” 라거나 “금도를 벗어났다”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금도라는 말은 어떤 한계나 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도에 대한 국어사전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은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말로 ‘襟度(금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금도라는 말은 

‘금지할 금(禁)’자와 ‘법도 도(度)’로 이루어진 ‘금도(禁度)’라 

여겨진다. 그래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본다. 

  

“무사도를 어기면 할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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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금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법도(法道)’가 될 것이다. 법도 ‘법률을 지켜야 할 도리’라고 

설명된다. 그런데 법도라는 말이 사용된 예를 하나 보았다. 일본 

NHK 대하 드라마 신선조(2004)에서 법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신선조(新選組)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 ‘낭사’조직이다. 떠돌이 

사무라이들로 이루어진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다. 검술을 

가르치는 ‘시위관’ 관장인 20 대 후반의 ‘곤도 이사미’와 그를 

따르는 몇 명의 관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쿄오토 치안을 맡게 됨에 따라 

대원이 늘어 갔다.  

  

그런데 무사들이 늘어 갈수록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중에 

탈주하는 자가 생기는 가 하면 무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수시로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율을 정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법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매우 가혹하다. 총 5 개로 이루어진 항목 중에 

1 조가 “무사도를 어기면 할복한다”라는 내용이다. 몰래 탈주 해서 

잡혀도 ‘할복’이다. 할복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셋뿌꾸(切腹)’라 

한다. 드라마에서는 이런 할복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준다.  

  

특히 신선조가 간부가 도주하다 잡혔는데 할복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의식에 따라 배를 가르는 순간 뒤에서 목을 쳐주는 

‘가이샤꾸’장면이다. 이렇게 법도를 만들어 운영하자 신선조는 ‘철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막부말기 최강의 무사조직이 된다. 

  

비구계는 왜 생겨났을까?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에는 규율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늘어 날수록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에 따라 법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법도라 볼 수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라 본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펼치실 규율이나 형식 같은 것이 없었다.  

  

초전법륜이 이루지고 난 다음 다섯 명의 수행자가 비구계를 받기를 

원하자 부처님은 “오너라 비구여! (Ehi Bhikkhu!)” “법은 잘 

설해졌다. 와서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계율 집중, 지혜의 



14 

 

출세간의 수행을 닦도록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구족계이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구족계 받는 것이 복잡해졌다. 정식비구가 되려면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 하여 3 명의 스승과 7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를 주는 계화상, 청결을 증명하는 갈마사, 의식을 

가르쳐 주는 교수사를 말하고 칠증은 입회인을 말한다. 이렇게 열 명의 

입회인 있어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형식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상가에 들어 왔기 때문이다. 잘 배운 양갓집 자제도 있는 가 

하면 이발사 출신도 있고 마부 출신도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때마다 법을 만든 것이 계율이다. 그래서 수 

백가지에 달하는 규율이 생겨났다.  

  

비구계를 보면 대부분 음행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는 사바라이죄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 , 도둑질 하는 것 , 음란한 짓을 하는 것 ,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고 거짓말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이런 사바이죄를 어기면 승단추방이라는 중벌이 내려진다. 사회로 

말하면 ‘사형’과 같은 것이고 무사조직이라면 ‘할복’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서약하는 것이 

구족계를 받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인터넷공간에서의 금도와 법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규율이 있다. 어느 조직, 어느 

단체이든이 지켜야할 법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가정에서 조차 법이 

있어다. 자녀들에게 몇 시까지는 들어 와야 된다는 것 등이다. 이렇게 

크고 작은 조직에서 지켜야 할 법이 금도이고 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공간에서도 역시 금도와 법도가 없지 않을 수 없다. 

카페나 게시판을 보면 회원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보인다. 불교를 

대표하는 어느 카페의 회원준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회원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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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는 글 또는 강등대상 (정도에 따라  활동정지 또는 글쓰기 정지될 수 

있습니다) 

  

<화합을 깨뜨리는 글><불교경전과 부처님, 보살님을 폄훼, 능멸, 비방, 

모독. 부정하는 글><반 불교적인 글> 

  

<상대에게 상처주는 글><명예훼손, 개인정보, 인권침해의 글><감정적인 

논쟁이나 물의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글> 

  

<혐오, 폭력, 공포, 음란 글><예의에 벗어난 글><장난 글, 무성의한 

글><중복되는 글>< 多 게시 글><악성소스  글> 

  

<운영진에게 무례한 글. 청탁 글 게시><아이디 비공개나 개인정보 

불성실자의 글><금전요구 채팅과 게시글><지역갈등 조장><저작권법, 

초상권에 저촉되는 게시글><회원님들의 삭제요청을 받은 글><가입질문 

불성실자-거주지/성별/나이><강등 후 재가입> 등으로  

  

맑고 밝음중에 회원님들간에 서로를  배려하며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알리며  배우고자 하는 사부대중 회원님들의 뜻과 그에 

부응하고자 하는 카페의 정서와 취지에 반하는 게시물이나 게시글, 

답글, 댓글은 삭제 또는 보관되며 게시자는 정도에 따라  활동정지 또는 

글쓰기 정지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mtb/5tH2/16 ) 

  

  

내용을 보면 화합을 깨뜨리는 글, 상처를 주는 글, 명예훼손 등의 

글이다. 이런 규정은 어느 인터넷카페나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특히 

불교카페의 경우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법승삼보에 의지하고 오계를 준수하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막말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 스스로 ‘구업’을 짓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욕설, 인신공격,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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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간에서 규제사항은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다. 불교관련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공지사항] <불교닷컴> 기사의 댓글로 인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욕설, 인신공격,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관리자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불교닷컴 기사의견쓰기) 

  

  

불교닷컴의 ‘기사의견 쓰기’란 을 보면 욕설, 인신공격,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금하고 있다. 이런 글이 발견될 

때에는 게시자의 동의없이 곧바로 삭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불교신문에서도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모든 매체에서 욕설, 인신공격, 음해성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욕설이나 비방으로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글, 본문을 왜곡하여 음해하고나 중상모략하는 글, 경전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가르침을 훼손하는 글, 화합을 저해하는 글 등은 삭제 

대상에 해당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블로그는 카페나 신문사이트와 달리 개인공간이다. 그래서 

댓글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다. 

또 본문 글에 대하여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금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다. 이런 점은 블로그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서로 배우고 아끼고 격려해 주어서 

  

현재 블로그가 햇수로 10 년 되었다. 지난 10 년 동안 글쓰기를 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중에는 최고 

10 년지기가 있는가 하면 글을 남겨 주시는 법우님 상당수가 4-5 년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일이년도 아니고 오륙년 동안 글을 보신 

법우님들은 글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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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고 격려해 주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종종 격려의 글을 

받는다. 최근 어느 법우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받았다. 

  

  

"지금 현재를 알아차려라",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이렇게 새기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늘 어지러워지면서, 번뇌가 스물스물 

마음에서 일어나죠. 

수행을 조금씩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 

그리고, 변화가 너무 심하여, 종 잡을 수도 없죠. 

 

하지만, 호흡을 지켜 보든지, 몸의 어떤 불편한 곳에 마음을 

붙이든지,     마음을 몸에 붙을 수 있으면, 마음이 안정을 찾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위빠사나을 깊숙히 배우지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그 수행을 

테라와다 스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상과 자존심이 높아 스스로 괴로움이 많았던 저에게, 수행으로 

인하여,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어, 화나 신경질이 많이 

줄어든 걸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자애심도 조금씩 이나마 늘어나고, 보시도 

인색한 마음없이 하게 되구요. 그리고, 그걸 가까운 사람에게 권하게 

되더군요.  

 

이런 변화의 길을 알려주신 연꽃님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__()__ 

초기불교에 새겨진, 부처님의 바른 가리침이 널리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__()__ 

  

(B 법우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86 ) 

  

  

이런 글을 받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든다. 단지 경전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에 글을 쓴 것일 뿐인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표현하는 님들은 매우 드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보기만 할 뿐 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종 

이런 글을 받으면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수 많은 님들이 항상 지켜 

보고 있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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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는 다수의 바램이 있는데 

  

말 없는 다수의 바램이 있다. 대부분 하는 말들이 댓글에서 욕설이나 

인신공격, 음해, 가르침 왜곡 등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댓글을 보면 

불선심이 생겨나서 보기 싫다고 한다. 그러나 댓글이 써 있어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렇게 말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넷상에서 

인신공격, 욕설, 근거없는 음해 등을 싫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댓글문제는  좀처럼 가라 앉지 않는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심화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내용도 ‘불선(不善)’한 것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댓글을 폐쇄 하려 한다. 기간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다. 댓글을 접찰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 될 때 까지이다.  

  

댓글을 폐쇄를 요청하는 님들은 악의에 가득찬 댓글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보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기 때문에 댓글을 ‘접은 채로’ 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미디어 다음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문의해 보니 

요청하면 ‘접기’기능을 넣겠다고 하였다. 지난 10 년간 블로그의 

진화과정을 지켜 보아 왔기에 가능한 것이라 보여진다.  

  

댓글접기 기능이 생겨 날 때 까지 새로 올린 글 이후에서 부터는 댓글을 

폐쇄한다. 물론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본문글을 왜곡하고 악의에 찬 

비방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이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메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메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일로 문의한 것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 메일 주소는 프로필란에 메일을 적어 놓았다.  

  

우측마우스버튼 금지 

  

또 한가지 조치한 것이 우측마우스버튼 금지이다. 이는 글을 함부로 퍼 

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반대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글을 퍼가서 악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조치 역시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이렇게 우측마우스버튼을 금지한 것은 마성스님의 예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스님은 미디어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퍼가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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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였다. 이유는 글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마음대로 퍼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예를 보았다고 하였다.  

  

또 한가지는 ‘수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올려진 글은 

종종 수정할 수 있는데 한번 퍼간 글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채로 인터넷 바다에 떠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구업을 짓게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를 

금지해 놓으면 그럴 염려가 없을 것이라 한다.  

  

마성스님의 블로그를 방문해 보면 스크랩이 금지 되어 있다. 필요하면 

와서 보면 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와서 보면 된다. 다만 

자료가 필요한 님은 메일로 발송할 수 있다. 인사말과 함께 자신을 

밝히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메일로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블로그도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변한다. 지난 10 년간 진화해 왔듯이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한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댓글과 

스크랩을 금지하여 놓았다. 그렇다고 하여 영원한 것은 아니다. 

제행무상의 법칙에 따라 또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쓰기는 계속 된다. 지난 10 년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 쓸 

뿐이다. 다만 자기 검열해 가면서 경전에 근거하여 항상 겸손한 자세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4-04-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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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년 서울대공원의 구름벚꽃 

  

  

  

절정이란 이런 것일까? 서울대공원에 벚꽃이 절정이다. 서울대공원의 

봄은 늦게 찾아 온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산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북사면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 보다 4-5 일 가량 늦게 핀다. 

도심에서는 벚꽃이 져 가가지만 이곳 서울대공원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 대공원의 구름벚꽃 

  

서울대공원은 늘 가는 곳이다. 가까이 있어서 일년에도 여러 차례 

왕래하는데 특히 벚꽃철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벚꽃구경하기 

위하여 멀리 가지 않는다. 아직까지 서울대공원 벚꽃처럼 장관을 이룬 

곳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0 년 세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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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의 벚꽃은 호수 일주도로변에 심어져 있다. 서울대공원의 

역사가 30 년 되었기 때문에 그 세월만큼 나무도 커다랗게 자랐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벚꽃이 마치 흰구름처럼 띠를 이루고 있다.  

  

  

  

 
  

  

4 월 4 일 재개장된 동물원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개장 하였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굳게 문이 닫혀 

있어 언제 개장할 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벚꽃철을 앞두고 4 월 4 일 

개장한 것이다. 이렇게 개장이 늦어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조류독감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호랑이문제 때문으로 본다.  

  

지난 겨울 조류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때 동물원이 폐쇄 조치 

되었다. 늘 가는 공원이지만 번번히 헛탕쳐서 언제 개장 할지 알 수 

없었으나 문을 닫은지 3 개월만에 다시 들어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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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사 한명이 호랑이에게 

  

동물원이 폐장된 도 번째 이유로 호랑이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1 월 

동물사 관리 부실로 사육사 한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 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동물원이 폐쇄 되었다.  

  

동물원에서 아직 호랑이를 볼 수 없다. 사자는 볼 수 있어도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지난해 사고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호랑이사가 공사중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내표지판에 따르면 백두산 

호랑이 숲 조성공사라 한다. 올해 5 월에 개장 예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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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행복한 모습 

  

이렇게 서울동물원 금년 들어 개장과 폐장을 반복하다가 4 월 4 일 개장 

되었다. 개장 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일까 모든 것이 싱싱해 보인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어우려져서 공원에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벚꽃놀이 하러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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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절정의 서울대공원을 음악동영상으로 만들었다. 활기넘친 

행진곡풍이다.  

  

  

  

  

음악 : 불정존승다라니경( Usnisa Vijaya Dharani Sutra) , Imee 

Ooi 창송 

ZSZ03.mp3 (28 분 3 초) 

  

  

  

  

  

2014-04-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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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람을 거슬러 가는 계(戒)의 향기 

  

   

  

향긋한 라일락 향기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난다. 고개를 들어 보니 저편에 라일락꽃이 

만개 하였다. 바람을 타고 라일락 특유의 향내가 코끝까지 전달 된 

것이다. 4 월 초임에도 벌써 라일락이 만개 하였다. 꽃 중에서 가장 

향기롭다는 라일락이 만개 한 것을 보니 이제 꽃들이 릴레이 하듯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는 향기 도둑이네” 

  

대부분 꽃들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눈으로는 꽃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꽃을 보면 이중의 즐거움을 준다. 초기경에서 

향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ametaṃ vārijaṃ pupph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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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nnaṃ upasiṅghasi, 
Ekaṅgametaṃ theyyānaṃ  

gandhattheno'si mārisāti. 

  

[하늘사람] 

“그대가 이 연꽃의 향기를 맡을 때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네. 

이것은 도둑질의 한 가지이니, 

벗이여, 그대는 향기 도둑이네.” 

  

(Gandhatthenasutta-향기 도둑의 경, 상윳따니까야 S9:14,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한 수행승이 꼬살라국의 한 우거진 숲에 머물고 있을 때 

탁발을 나갔다. 탁발에서 돌아와 연못에 들어가 붉은 연꽃의 향기를 

맡곤 했다. 그러자 마침 그 숲에 살고 있던 하늘사람(Devata)가 이 

장면을 보고서 가엾게 여겨 이 게송을 읊은 것이다.  

  

하늘사람은 왜 가엽게 보았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집착’ 때문이다. 

수행승이 향기가 마음에 든다면 다음 날도 다시 꽃 냄새를 맡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맡게 될 것이다. 결국 향내에 대한 ‘갈애’에 사로 

잡히게 되면 ‘해탈’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려 하여 

“그대는 향기 도둑이네”라 하였다.  

  

수행자의 허물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가 도둑질이다. 마찬가지로 꽃의 향기에 

집착하는 것 역시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늘사람이 

수행승에게 ‘향기도둑’이라고 몰아 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수행자의 ‘허물’이 크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보통사람과 달리 청정한 

삶을 살기로 서원 하였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크게 보인다.  

  

출가수행자가 밤새워 술을 마셨다고 하였을 때 일반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볼까? 아마도 비난의 화살을 퍼 부을 것이다. 또 출가자가 

엄청난 금액의 밤샘도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전국민을 분노로 

몰고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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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가 술이나 도박을 하면 비난 받는다. 그러나 일반인이 하면 

문제삼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게송이 

이를 말해준다.  

  

  

Anaṅgaṇassa posassa  
niccaṃ sucigavesino, 

Vāḷaggamattaṃ pāpassa  

abbhāmattaṃ'va khāyatīti. 

  

[하늘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 

언제나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네.”  

  

(Gandhatthenasutta-향기 도둑의 경, 상윳따니까야 S9:14, 전재성님역) 

  

  

수행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 한올 정도의 허물이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구름’처럼 크게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비유는 반드시 수행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 되고 있는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위장전입’을 한다거나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사회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지도층의 잘못은 탁구공만한 허물도 

농구공만큼 크게 보이는 것이다. 

  

향기가 나지 않는 꽃 

  

꽃에는 향기가 난다. 그런데 향기가 나지 않는 꽃도 있다. 봄에 피는 꽃 

중에 향기 없는 꽃이 많다고 한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같은 꽃이다. 

이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모습이 보기에는 좋지만 향기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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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에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벌과 나비가 

몰려 들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또 크고 화려한 꽃잎을 

가진 꽃도 향기가 없을 수 있다. 모란이 대표적이다. 왜 모란에는 

향기가 없을까?  

  

신라 선덕여왕은 당나라에서 보낸 모란 그림을 보고 향내가 없음을 

알았다고 한다. 그림에 벌과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덕여왕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모란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  

  

향기가 나지 않는 꽃들은 또 있다. 난초이다. 대부분 난초들은 향기가 

없는데 특히 꽃잎이 화려한 ‘서양란’이 그렇다. 실제로 서울대공원 

식물원에서 볼 수 있다. 

  

  

  

 
  

  

  

식물원에는 연중 서양란을 볼 수 있다. 특히 꽃이 피지 않은 겨울에 

식물원에서 보는 서양란꽃은 가슴을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꽃잎도 

클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양해서 사진받기에도 좋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인 식물원에서 그렇게 많은 서양란이 있음에도 향기를 맡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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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가 나지 않은 꽃은 ‘조화(造花)’와도 같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꽃에 향기가 없듯이 꽃잎이 크고 화려한 꽃일수록 향기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HD 시대를 맞이 하여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하고 예쁜 얼굴을 본다. 

그렇다고 하여마음씨 까지 아름다울까? 얼굴만 예쁘다고 하여 

마음씨까지 곱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요즘 미인들은 마치 모란이나 

장미와 같고 또 잘 꾸며진 조화와도 같다. 보기에는 좋지만 향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꽃이나 다름 없다.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athāpi ruciraṃ pupphaṃ 

vaṇṇavantaṃ agandhakaṃ,  

Evaṃ subhāsitā vācā 

aphalā hoti akubbato.  

  

어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도 

향기가 없듯, 

말이 잘 설해져도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dhp51) 

  

  

보기에 찬란하고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다. 주석에 따르면 

빠리밧다까(paribhaddaka), 기리깐나까(girikannaka), 

자야수마나(jayasumana)라 하였다. 아마도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름이라 보여진다. 이 세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세 꽃 

이름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았으나 찾을 수 없다.  

  

꽃이 크고 아름다워 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잘 

설해진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실천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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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향기 없는 꽃에는 벌이나 나비가 오지 않는다. 벌과 나비가 오지 않게 

되면 수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꽃이 

크고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다면 벌과 나비가 오지 않아서 ‘결실’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꽃에서 향기가 날까? 

  

강렬한 향기의 행운목꽃 

  

사무실에 있는 ‘행운목’에서 여러 차례 꽃이 피었다. 그때 마다 매우 

강렬한 냄새를 발산하였다. 특히 야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꽃잎이 열리면 

특유의 상큼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여 어지러울 정도가 된다. 이렇게 

강한 향기를 발산하는 행운목꽃 잎파리는 매우 작다. 작은 꽃잎이 

다발을 이루어 피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최고의 향내가 나는 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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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작은 꽃잎을 가진 꽃에서 향기가 진하다. 그렇다면 최고의 향내가 

나는 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초기경전에 다음과 같이 묘사 되어 

있다. 

  

  

Seyyathāpi bhikkhave,  

ye keci pupphagandhā  

vassikaṃ tesaṃ aggamakkhāyati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떠한 꽃의 향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재스민 향을 최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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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무상에 대한 지각의 경(S22.102)’에서 세 가지 향기를 소개 

하고 있다. 뿌리의 향가운데는 ‘흑단향 (kālānusārī)’ 이 최상이고, 

나무심의 향가운데는 ‘적단향 (lohitacandana) ‘이 최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꽃 중에 제일의 향은 ‘재스민(vassika)’이라 하였다. 이런 

재스민은 어떤 꽃일까? 

  

최상의 향기 재스민(jasmine)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재스민을 뜻하는 ‘vassika’는 

여성명사로서 ‘great-flowered jasmine’라 소개 되어 있다. 

‘vassika’가 재스민꽃임을 알 수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재스민(jasmine)은 페르시아어 ‘yasmin’에서 유래 

되었다.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라 한다. 아시아와 열대,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이고 대부분 ‘백색’이다.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향수와 재스민차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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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jasmine) 

Jasminum auriculatum at Talakona forest,  

in Chittoor District of Andhra Pradesh, India (위키백과) 

  

  

  

그런데 위키 백과에 따르면 재스민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이 

‘말리까(mallikā)’라 한다. 이를 중국에서는 ‘말리화(茉莉花)’로 

옮겼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재스민에 대하여 부처님은 꽃 중에서 최상의 향기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말리까를 이름으로 갖는 여성이 많다고 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볼 수 있는 말리까 부인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말리까부인은 꼬살라의 파세나디왕의 왕비이다. 말리까경(S3.8)에 

따르면 파세나디왕이 “말리까여, 그대에게는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이 있소?(S3.8)”라고 물어 보았다. 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한말이다. 그러나 왕의 기대와 달리 

말리까부인은 “대왕이시여, 나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S3.8)”라고 일축하였다. 이런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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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연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대화 할 때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십중팔구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리까 부인은 이런 예상을 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사람은 자기자신이라 하였다.  

  

말리까부인은 왜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였을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을 이해한 

빠세나디 왕은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은 없소.(S3:8)”라고 말함으로써 추인하였다.  

  

이렇게 말리까부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말리까부인은 이름이 재스민을 뜻하듯이 ‘지혜의 향기’가 가득한 

여인이라 볼 수 있다.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는 향기 

  

부처님이 극찬한 꽃중의 최상의 향이 재스민이다. 그런데 재스민의 

향기는 어떤조건에서든지 모든 방향으로 퍼져 갈까? 이에 대하여 

아난다는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세 가지 향기는 바람을 쫒아 향기가 날아가지 

바람을 거슬러 향기가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세 가지란 무엇입니까? 

뿌리의 향기, 나무심의 향기, 꽃의 향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세 가지 향기는 바람을 쫒아 향기가 날아가지 바람을 거슬러 향기가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Gandhasutta-향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79, 전재성님역) 

  

  

꽃 중의 최상의 향기가 재스민(vassika)이라 하였다. 뿌리의 향가운데는 

‘흑단향 (kālānusārī)’ 이 최상이고, 나무심의 향가운데는 ‘적단향 

(lohitacandana) ‘이 최상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최상의 향기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그것은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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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무리 라일락이 향기를 뿜어 낸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 바람을 마주 하고 있으면 향긋한 라일락 향내를 맡을 수 있으나, 

바람을 등지고 있으면 어떤 향기도 코에 와 닿지 않는다. 비록 재스민, 

흑단향, 적단향이 최상의 향이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는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바람을 쫒아도 

향기가 날아가고, 바람을 거슬로도 향기가 날아가고, 바람을 쫒거나 

거슬러도 향기가 날아가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까? (A3.79)”라고 

묻는다. 

  

바람을 거슬러도 퍼지는 계의 향기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어떤 조건과 관계 없이  사방에 퍼지는 

향기는 어떤것일까? 아난다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Idhānanda yasmiṃ gāme vā nigame vā itthi vā puriso vā buddhaṃ 

saraṇaṃ gato hoti, dhammaṃ saraṇaṃ gato hoti, saṅghaṃ saraṇaṃ 

gato hoti. Pāṇātipātā paṭivirato hoti, adinnādānā paṭivirato hoti, 
kāmesu micchācārā paṭivirato hoti, musāvādā paṭivirato hoti,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ā paṭivirato hoti. Sīlavā hoti, 
kalyāṇadhammo. Vigatamalamaccherena cetasā agāraṃ ajjhāvasati 

muttacāgo payatapāṇī vossaggarato yācayogo dānasaṃvibhāgarato. 

  

[세존] 

“아난다여, 바람을 쫒아도 향기가 날아가고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가 

날아가고 바람을 쫒거나 거슬러도 향기가 날아가는 그러한 향기가 있다. 

  

아난다여, 이 세상에 마을이나 도시에서나 여인이나 남자가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참모임에 귀의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고, 거짓말 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가 있는 것을 마시는 것을 삼가고, 계행으로 착한 

성품을 지니고, 마음속에 인색의 때를 제거하여, 관대하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기부를 즐기고, 구걸에 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집에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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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dhasutta-향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7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바람을 거슬러 퍼져 나가는 향기가 있다고 하였다. 사방으로 

거침없이 퍼져 나가는 향기는 다름 아닌 ‘계의 향기’이다. 이는 다름 

아닌 오계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실천덕목 열 세가지 

  

경을 보면 재가불자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다. 먼저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 오계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준수하면 

‘불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에서는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실천덕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베푸는 것이다.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삼보에 귀의 1) 부처님에게 귀의 

buddhaṃ saraṇaṃ 

믿음(信) 

2) 가르침에 귀의 

dhammaṃ saraṇaṃ 

3) 참모임에 귀의 

saṅghaṃ saraṇaṃ 

오계준수 4)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함 

pāṇātipātā paṭivirato 지계(戒) 

5)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함 

adinnādānā paṭivirato 
6)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함 

kāmesu micchācārā paṭivirato 
7) 거짓말 하는 것을 삼감 

musāvādā paṭivi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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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가 있는 

것을 마시는 것을 삼가함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ā paṭivirato 
베푸는 삶 9) 계행으로 착한 성품을 지님 

Sīlavā hoti, kalyāṇadhammo 보시(施) 

10) 마음속에 인색의 때를 제거함 

Vigatamalamaccherena cetasā agāraṃ 

11) 기부를 즐김 

vossaggarato 

12) 구걸에 응함 

yācayogo 

13)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함 

dānasaṃvibhāgarato 

  

  

  

표를 보면 ‘믿음’과 ‘지계’와 ‘보시’로 요약된다. 이렇게 

재가불자가 삼보를 흔들림 없이 믿고, 오계를 준수하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일생동안 살아 간다면 누구나 칭찬할 것이다. 경에서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하늘사람들도 칭찬할 것이라 하였다.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과 지계와 보시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설령 인간의 태어나더라도 ‘높은 

지위’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표와 같이 열 세가지 항목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실천덕목이다.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니” 

  

같은 사람이라도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오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신체적이든 언어적이든 폭력을 일삼고 해코지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다. 또 음행을 일삼고 술로 지새는 자들이다. 

이런 자에게 향내가 날 리가 없다. 설령 그 또는 그녀가 아무리 잘생긴 

미남 또는 미녀 일지라도 추남 추녀에 지나지 않는다. 겉모습은 

매혹적이지만 마음이 못생겼기 때문이다. 

  

향내가 나는 사람이 있다. 그 또는 그녀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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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다. 화내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내지 않는 사람은 비교적 탐진치가 옅은 사람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계를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사람은 모두 미남이고 미녀이다. 마음이 잘 생겼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사기꾼이 출현하면 세상이 ‘혼탁’해진다고 하였다. 반면 

한사람의 도인이 출현하면 세상이 ‘향내’난다고 하였다.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계준수여부에 달려 있다.  

  

오계를 준수하는 자는 향내나는 자이다. 거기에다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베풀고 나누며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간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그런 자에게 나는 향내는 그 어떤 바람도 거슬러 사방에 

퍼질 수 있다.  

  

오계준수를 하는 자의 향내는 바람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늘 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의 향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Na pupphagandho paṭivātameti 
Na candanaṃ tagaramallikā vā, 

Satañca gandho paṭivātameti 
Sabbā disā sappuriso pavātīti. 

  

[세존] 

“꽃향기도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전단향이나 다라수향이나 말리까향도 못하지만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니 

참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향기를 품네.”(A3.79) 

  

  

  

2014-04-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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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지 못하는 꽃 날지도 못하는 새 

  

  

  

  

하루 종일 모니터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모니터만 바라 보고 산다. 하는 일이 모니터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글을 쓰다 보니 모니터를 바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루 

일과 중의 대부분을 모니터를 바라 보고 살다 보니 모니터가 좋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모니터를 하나 구입하였다. 27 인치로서 가로가 긴 

대형 모니터이다.  

  

책상에는 모니터 두 대가 놓여 있다. 컴퓨터는 하나이지만 모니터가 두 

개인 이유는 일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일의 특성상 화면을 여러 개 띄어 

놓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모니터로서는 효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이다 보니 

글쓰는데 있어서도 역시 효율적이다. 글을 쓰다 보면 이런 화면 저런 

화면 띄어 놓고 검색하기 때문이다. 

  

수리산 둘레길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살기 때문에 운동부족이 되기 쉽다. 달리 

운동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말이면 산행을 한다. 일인사업자에게 

있어서 밤낮이 없고 주말이 따로 없는 것이긴 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마음에 부담이 없다.  

  

주 5 일제의 영향이어서인지 사회가 전반적으로 쉬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등산복차림으로 사무실로 간다. 늘 하는 일인 글쓰기를 

위해서이다. 오전에 글을 써 놓고 오후에 산행을 하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수리산 산행을 하였다. 사무실에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요즘은 ‘둘레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산행을 

하기에 부담이 없다. 예전에는 반드시 꼭대기까지 올라 가는 것이 

산행이라 생각하였으나 요즘은 둘레길 같은 것이 생겨나서일까 가벼운 

‘산책’정도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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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은 인공으로 조성된 길이다. 산중턱에 길이 나 있는 둘레길은 

산을 한바퀴 휘감아 돈다. 그래서 둘레길에만 들어서면 산행이 산책으로 

바뀐다. 이렇게 둘레길을 걷다 보니 이제 봄이 완전히 시작 되었음을 

느낀다.  

  

산에 피어 있는 벚꽃 

  

지난 몇 주간 매주 이곳 둘레길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와 확연히 

다르다. 나무에 싹이 돋아나 연두색 빛깔이 완연하다. 그리고 산중에는 

아직도 진달래와 벚꽃이 한창이다. 도심에 있는 벚꽃은 이미 져서 

처참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산중에 피어 있는 벚꽃은 이제 시작일 

뿐만 아니라 좀더 오래 갈 것 같다.  

  

  

 
  

  

  

산에도 벚꽃이 피어 있다. 드문드문 피어 있는 ‘산벚꽃’을 보면 

도심의 벚꽃과 모양이 다르다. 도심벚꽃에 눈이 길들어져 있어서일까 

산벚꽃을 보니 눈에 차지 않는다. 도심의 벚꽃은 뭉쳐 있는 듯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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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벚꽃은 퍼져 있는 듯하다. 도심의 화려한 벚꽃에 눈이 길들어져 

있어서인지 산벚꽃은 소박해 보인다.  

  

  

  

 
  

  

  

산벚꽃과 도시벚꽃은 어떻게 다른가? 

  

산에서 피는 벚꽃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꽃을 보니 도심의 벚꽃과 

다르다. 도심의 벚꽃이 둥글둥글해 보이지만 산벚꽃은 퍼져 있는 

듯하다. 도심의 벚꽃은 다섯 개의 잎이 붙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산벚꽃은 꽃잎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도심의 벚꽃이 세련된 

‘도시여인’의 이미지라면, 산에 피는 벚꽃은 ‘산골아가씨’ 같은 

청순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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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벚꽃 

 

 

 
  

산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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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에서 본 야생화 

  

둘레길을 걷다 보니 야생화가 자주 눈에 띈다. 야생화라 하여 

식물도감에나 나오는 희귀한 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잡초’에 지나지 않는다.  

  

잡초에 피는 꽃은 꽃잎이 매우 작다. 잡초자체가 작기 때문에 꽃잎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맘 때 지천으로 피어 있는 야생화는 

누구도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꽃이 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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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의 이름을 알 수 없다. 다만 이 맘 때 산에서 피어 있기 때문에 

눈길이 미친 것이다. 이와 같은 야생화는 온실의 크고 화려한 꽃과 달리 

꽃잎 매우 작고 소박하다. 누가 보건 말건 비바람이 불어도 때 되면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꽃을 피워 낸다. 

  

  

 
  

 
  

   

  

안쓰럽게 핀 도시의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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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도 야생화가 핀다. 사실상 잡초라 볼 수 있는 꽃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핀 잡초꽃은 보기가 안쓰럽다. 산에서 피는 잡초화와 달리 

도시의 잡초화는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꽃을 피워 내기 때문이다.  

  

늘 다니는 길에 꽃이 피었다. 아스팔트와 세멘트 담벼락 사이에 꽃이 핀 

것이다.  

  

  

  

 
  

  

  

흙이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보라색 꽃이 피었다. 마치 기적처럼 보인다. 

약간의 흙을 의지하여 어디선가 씨가 날라와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사귀와 함께 보라색을 꽃을 피워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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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산에서 피는 야생화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야생화는 도저히 식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꽃을 피워 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 내게 한다. 

  

꽃의 생존전략 

  

도시에서 피는 꽃은 짓밟히기 쉽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수시로 청소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도시에서 한켠에 핀 잡초화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또 언제 짓밟힐지 

모른다. 이렇게 도시에서 피는 꽃은 그 종말을 알 수 없고 또한 피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잡초는 귀찮은 것이다. 설령 잡초에 꽃이 피었다고 

하여도 잡초는 잡초일 뿐이다. 그래서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잡초는 

제거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사는 

곳에서의 잡초는 피지도 못하는 꽃과 같다. 

  

꽃은 피어야 알아 준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앞다투어 갖가지 꽃이 

피는 것도 일종의 알아 달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에서 

피는 꽃이 그렇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을 말한다.  

  



46 

 

그러나 꽃이 핀다는 것은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본다. 꽃이 핌으로서 꽃씨가 바람에 날려 수정할 

수 있고, 벌과 나비가 향내를 맡고 몰려 들어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꽃이 핀다는 것은 하나의 생존전략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지도 

못하는 꽃도 있다는 사실이다. 

  

피지 못하는 꽃 

  

피지 못하는 꽃은 대표적으로 무화과일 것이다. 꽃이 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화과에 대한 게송이 있다.  

  

  

Yo nājjhagamā bhavesu sāraṃ  

vicīnaṃ pupphamīva udumbaresu,  

So bhikkhu jahāti orapāraṃ  

urago jiṇṇamiva tacaṃ purāṇaṃ.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찾아도 얻지 못하듯, 

존재들 가운데 어떠한 실체도 발견하지 못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stn5) 

  

  

숫따니빠따 뱀의 경(Sn1.1)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첫번째 구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찾아도 얻지 못하듯(vicīnaṃ pupphamīva 

udumbaresu)”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무화과에는 꽃이 피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화과꽃으로 장식하고자 

  

왜 이런 게송이 나오게 되었을까? 게송에 대한 인연담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 어떤 바라문이 자신의 딸을 결혼에 앞두고 무화과꽃으로 

장식하고자 하였다. 바라문은 “어떤 천민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꽃으로 딸을 장식하여 시집을 보내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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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사왓티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화과꽃을 찾아서 

장식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꽃으로 딸을 장식하고픈 

바라문은 다른 바라문에게 물었다. 그러자 성품이 아주 못된 어떤 

바라문이 “무화과꽃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꽃이니 그 꽃으로 장식하라”고 알려 주었다. 이 세상에 무화과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딸의 장식만을 위해 집착하는 바라문에게 

무화과꽃이 있다며 가능할 것이라 말한 것이다. 그러자 바라문은 

무화과꽃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아무리 무화과꽃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없는 꽃을 

찾아 다닌 바라문이 어느 날 명상에 잠겨 있는 한 수행승을 보았다. 그 

수행승은 바라문이 무화과꽃을 찾고 있음을 알아채고 “무화과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고 무화과꽃을 찾아 장식하라는 

어느 못된 바라문의 말을 믿고 무화과를 찾아 나선 바라문에 대하여 

“허황된 말이니 자신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 하였다.  

  

무화과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화과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무화과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게송에서 “존재들 가운데 어떠한 실체도 발견하지 못한다 (Yo 

nājjhagamā bhavesu sāraṃ)”라 하였다. 무상한 존재에서 영원불변한 

고정된 실체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화과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게송에서 ‘실체’라고 번역한 것은 ‘사라(sāra)’이다. Sāra 는 

‘essence, 堅�, �, ��, 核, 核心’의 뜻으로 ‘본질, 핵심, 

실체’ 등으로 번역된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에 

대하여 무화과꽃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오온’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몸과 

느낌, 지각, 형성, 의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의 다발이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에 대하여 무화과꽃과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무화과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화과꽃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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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식물이든지 꽃은 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화과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무화과는 뽕나무과에 속한다. 꽃에 대한 설명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열매인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과실이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나 실제로 꽃은 과실 내에서 피며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이다.,  

  

  

 
  

무화과나무(위키백과) 

  

  

무화과는 꽃이 과실안에서 피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바라문은 무화과꽃으로 딸의 결혼을 장식하고자 하였다. 이런 

시도에 대하여 부질없고 허황된 행위라 하였다.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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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에 그 어떤 실체가 없음에도 마치 무화과꽃을 찾아 나서는 것은 

오온이 나의 것 또는 나의 느낌, 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실체가 아닌 것에 집착하고 또 핵심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핵심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sāre sāramatino    아사레 사라마띠노 

sāre cāsāradassino,    사레 짜사라닷시노 

Te sāraṃ nādhigacchanti   떼 사랑 나디갓찬티 

micchāsaṃkappagocarā.   밋차상깝빠고짜라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dhp11) 

  

  

게송에서 ‘핵심’이라 번역한 것은 ‘사라(sāra)’에 대한 것이다. 

뱀의 경에서 ‘실체’라고 번역한 것과 같은 빠알리어이다. 이처럼 

사라는 핵심, 실체, 본질 등으로 번역된다.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것처럼 집착한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겉으로 피지 않음에도 꽃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 이는 몸과 마음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담바라와 풀잠자리알 

  

그런데 숫따니빠따에서 언급된 무화과에 대한 빠알리어가 

우둠바라(udumbara)이다. Udumbara 는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the 

glamorous fig tree’라 설명되어 있다. glamorous 라는 말이 

‘매혹적인’ 뜻이고, fig 는 ‘무화과’라는 뜻이다. 따라서 ‘the 

glamorous fig tree’는 ‘매혹적인 무화과 나무’가 된다.  

  

한자어 사전에 Udumbara 는 ‘優曇婆羅, 優曇華, 無花果’라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둠바라(udumbara)는 한역경전에서 말하는 

‘우담바라(優曇婆羅)’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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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야나 전통에서는 우담바라가 ‘상상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삼천년에 한 번 핀다는 상상의 꽃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우담바라가 종종 핀다고 한다. 그래서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하여 이를 알리고 법회를 열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풀잠자리알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지 않듯이 마하야나의 경전에서 말하는 삼천년에 

한번 핀다는 상상의 우담바라꽃은 실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풀잠자리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하여 우담바라꽃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구경 게송에서처럼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는(Asāre 

sāramatino, dhp11)”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니는(micchāsaṃkappagocarā, dhp11)”것과 같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 풀잠자리알에 불과한 것을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딸의 결혼식을 장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꽃을 찾아 나선 어리석은 바라문과 같은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무참하게 짓밟혀도  

  

이 세상에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무화과일지라도 열매속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무화과에서도 꽃은 피는 것이다. 온실속에서 자란 크고 화려한 

화초이든 비바람속에서 흔를리며 자란 잡초이든 모두 꽃이 핀다. 

심지어 짓밟히면서도 꽃은 피어난다. 그래서일까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 하였다. 

  

  

골짜기에 피어난 꽃에도 향기가 있고  

버림받은 잡초 더미 위에도 단비가 내립니다  

  

온실 속에 사랑받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  

벌판에서 혹한을 견뎌내는 작은 들꽃이 있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름없는 풀잎 하나도  

뭉개지는 아픔의 크기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계절없이 사랑받는 온실속의 화초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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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을 참아낸 들꽃의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의미는  

뿌리를 살찌우기 위한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택받은 인생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소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피지못하는 꽃은 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발견한 ‘마지못해 피지못하는 꽃은 되지 마세요’라는 

시이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좋은 글이라 하여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다. 시를 보면 들꽃예찬이다. 혹한을 견디고 싹을 틔어 낸 

들꽃의 생명력에 대한 찬탄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피지 못하는 꽃 날지도 못하는 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생명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마치 식물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 것처럼 날지 못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고 피지도 못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피지 못하는 꽃이 없다고 하지만 짓 밟혀 꺽여 버리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날지 못하는 새가 없을 것 같지만 날개가 

꺽이면 날지도 못하게 된다. 이처럼 피지 못하는 꽃도 있고 날개가 

있어도 날지도 못하는 새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람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어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피지 못하는 꽃과 같고 날지도 못하는 새와 같은 신세라 할 수 있다.  

  

도(magga)를 이루어 열매(phala)를 맺는다 

  

식물에게 있어서 꽃이 핀다는 것은 결실을 예고 하는 것이다. 꽃을 

피우는 목적이 남보기 좋으라고 핀다기 보다 오래 오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있어서 꽃이 핀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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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기를 뜻한다. 발정기가 되면 상대방을 유혹하여 짝을 맺는다.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DNA 를 전달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도 성년이 되면 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 자손을 

남긴다. 여기까지 본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동물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신능력이다. 

정신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도와 과를 이루고자 

한다.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다. 도(magga)를 꽃으로 보고 

과(phala)를 열매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단지 자손을 남기는 것만이 자신의 할 바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만일 자손남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목표로 본다면 사실상 축생이나 

다를 바 없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어야’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을 것이다.  

  

  

Catunnaṃ ariyasaccānaṃ  

yathābhūtaṃ adassanā, 

Saṃsaraṃ dīghamaddhānaṃ  

tāsu tāsveva jātisu. 

  

Tāni etāni diṭṭhāni  
bhavanetti samuhatā, 

Ucchinnaṃ mūlaṃ dukkhassa  

natthidāni punabbhavoti.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 

  

이들 진리를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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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ṭigāmasutta-꼬띠가마의 경, 상윳따니까야 S56.2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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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전외우기와 치매예방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마노뿝방가마 담마… 사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법구경 

야마까왁가(쌍의 품)을 모두 다 외웠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어제 

외운 스무번 째 게송을 모두 암송하였을 때 비로소 다 외운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법구경은 모두 26 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법구경을 

외우기로 발원하였다. 그래서 제 1 장에 해당 되는 ‘쌍의 품’부터 

외우기로 하였다.  

  

모두 423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것이 법구경이다. 하루 한 게송만 

외운다고 하더라도 일년 반이면 모두 외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전 것을 잊어 버린채 외워 나가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워야 하는가?  

  

‘벽돌쌓기’ 내지 ‘되새김방식’이 답이라 본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품을 외우기로 하였을 때 모두 20 개의 게송이 있다면 벽돌쌓듯이 외우는 

것이다. 이전 게송을 외워야 다음 게송으로 진도가 나가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다 보면 스무번째 게송을 외웠을 때 스무개의 게송을 모두 

외우게 된다. 오늘 아침 스무번째 게송을 암송하였을 때 야마까왁가를 

다 외웠다고 스스로 안 것은 그와 같은 벽돌쌓기와 되새김 방식의 

외우기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게송을 다 외웠으니 이제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하여 외워야 한다. 어렵게 

외운 게송을 잊혀지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부터 

20 번 게송까지 차례로 외웠다. 보지 않고 오로지 머리속의 기억을 

끄집어 내어 암송한 것이다. 마침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 없이 

암송하였을 때 내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도전한지 39 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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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 법구경 외우기에 도전한 것은 지난 3월 7 일의 일이다. 이에 

대하여 ‘빠알리법구경외우기에 도전하며(2014-03-07)’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표 한 것은 ‘외워 보리라’고 굳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언한 이래 39 일만에 빠알리법구경 

제 1장이라 볼 수 있는 야마까왁가의 20 개 게송을 모두 외우게 되었다.  

  

모두 290 개의 빠알리 단어로 

  

빠알리 법구경 야마까품은 모두 290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한 단어에 

평균 세 글자 내지 네 글자 정도 된다면 약 900 에서 1200 자 정도 될 

것이다. 빠알리어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야마까왁가 

  

  

1. 

마노뿝방가마 담마 

마노셋타 마노마야 

마나사 쩨 빠둣테나 

바사띠 와 까로띠 와 

따또 낭 둑캉 안웨띠 

짝깡와 와하또 빠당 (dhp1) 

  

  

2. 

마노뿝방가마 담마 

마노셋타 마노마야  

마나사 쩨 빠산네나 

바사띠 와 까로띠 와   

따또 낭 수캉 안웨띠 

차야 와 아나빠이니 (dhp2) 

  

  

3. 

악꼿치 망 아와디 망 

아지니 망 아하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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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땅 우빠나이한띠 

웨랑 떼상 나 삼마띠 (dhp3) 

  

  

4. 

악꼿치 망 아와디 망 

아지니 망 아하시 메   

예 땅 나 우빠나이한띠 

웨랑 떼수빠삼마띠 (dhp4) 

  

  

5. 

나 히 웨레나 웨라니 

삼만띠다 꾸다짜낭   

아웨레나 짜 삼만띠 

에사 담모 사난따노 (dhp5) 

  

  

6. 

빠레 짜 나 위자난띠 

마얌 엣타 야마마세   

예 짜 땃타 위자난띠  

따또 삼만띠 메다가 (dhp6) 

  

  

7. 

수바누빳싱 위하란땅 

인드리예수 아상위땅   

보자남히 아맛따늉 

꾸시땅 히나위리양 

땅 웨 빠사하띠 마로 

와또 룩캉와 둡발랑 (dhp7) 

  

  

8. 

아수바누빳싱 위하란땅 

인드리예수 수상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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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남히 맛따늉 

삿당 아랏다위리양 

땅 웨 납빠사하띠 마로 

와또 셀랑 와 빱바땅 (dhp8) 

  

  

9. 

아닉까사워 까사왕  

요 왓탕 빠리다힛사띠  

아뻬또 다마삿쩨나  

나 소 까사와마라하띠. (Dhp 9) 

  

  

10, 

요 짜 완따까사왓사 

실레수 수사마히또    

우뻬또 다마삿쩨나  

사 웨 까사왐 아라하띠 (dhp10) 

  

  

11.  

아사레 사라마띠노 

사레 짜사라닷시노  

떼 사랑 나디갓찬티 

밋차상깝빠고짜라 (dhp11) 

  

  

12. 

사란 짜 사라또 냐뜨와 

아사란 짜 아사라또  

떼 사랑 아디갓찬띠 

삼마상갑빠고짜라 (dhp12) 

  

  

13. 

야타가랑 둣찬낭 

윳티 사마띠윗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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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왕 아바위땅 찟땅 

라고 사마띠윗자띠 (dhp13) 

  

  

14. 

야타가랑 숯차낭 

윳티 나 사마띠윗자띠 

에왕 수바위땅 찟땅 

라고 나 사마띠윗자띠 (dhp14) 

  

  

15. 

이다 소짜띠 뻿짜 소짜띠  

빠빠까리 우바얏타 소짜띠   

소 소짜띠 소 위한냐띠  

디스와 깜마 낄릿탐 앗따노 (dhp15) 

  

  

16. 

이다 모다띠 뻿짜 모다띠  

까따뿐뇨 우바얏타 모다띠   

소 모다띠 소 빠모다띠  

디스와 깜마위숫담 앗따노 (dhp16) 

  

  

17. 

이다 땁빠띠 뼷짜 땁빠띠  

빠빠까리 우바얏타 땁빠띠  

빠빵 메 까딴 띠 땁빠띠  

비이요 땁빠띠 둑가띵 가또 (dhp17) 

  

  

18. 

이다 난다띠 뻿짜 난다띠  

까따뿐뇨 우바얏타 난다띠  

뿐냥 메 까딴 띠 난다띠  

비이요 난다띠 숙가띵 가또 (dh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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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바훔 삐 쩨 사히땅 바사마노  

나 딲까로 호띠 나로 빠맛또  

고뽀 가워 가나양 빠레상  

나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dhp19) 

  

  

20. 

압빰 삐 쩨 상히땅 바사마노  

담맛사 호띠 아누담마짜리  

라간 짜 도산 짜 빠하야 모항  

삼맙빠자노 수위뭇따찟또  

아누빠디야노 이다 와 후랑 와  

사 바가와 사만냣사 호띠 (dhp20) 

  

  

20 개의 게송을 암송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천천히 뜻을 음미하며 

암송한 결과 ‘약 10 분’ 걸렸다. 이는 1300 여자로 이루어진 천수경을 

암송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다. 

  

아름다운 법구경을 우리말로 

  

법구경의 내용은 언제 보아도 감동적이다. 어느 것 하나 가슴을 울리게 

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고래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법구경을 우리말로 

옮겨 보았다. 전재성님역이다. 

  

  

쌍의 품 

  

  

1.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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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바뀌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 (dhp1) 

  

  

2.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깨끗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듯. (dhp2) 

  

  

3.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dhp3) 

  

  

4.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진다. (dhp4) 

  

  

5.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 

  

  

6.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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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 (dhp6) 

  

  

7.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꺽어 버리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 (dhp7) 

  

  

8.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고 

감관을 잘 수호하여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 (dhp8) 

  

  

9. 

혼탁을 여의지 못하고 

가사를 걸치고자 한다면, 

자제와 진실이 없는 것이니 

가사를 입을 자격조차 없다. (Dhp 9) 

  

  

10, 

혼탁을 끊어 버리고 

계행을 잘 확립한다면, 

자제와 진실이 있는 것이니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dh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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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dhp11) 

  

  

12. 

핵심인 것을 핵심인것이라 여기고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올바른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바로 핵심적인 것에 도달한다. (dhp12) 

  

  

13. 

지붕이 잘못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dhp13) 

  

  

14.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이 

잘 닦여진 마음에 

탐역이 스며들지 않는다. (dhp14) 

  

  

15.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 (dhp15) 

  

  

16.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기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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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한다. (dhp16) 

  

  

17.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괴로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한다. 

‘내가 악을 지었다’고 후회하고 

나쁜 곳에 떨어져 한층 더 고통스러워 한다. (dhp17) 

  

  

18.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 

‘내가 선을 지었다’고 환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한다. (dhp18) 

  

  

19.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소치기가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리. (dhp19) 

  

  

20. 

경전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행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잘 마음을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집착 여의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리. (dhp20) 

  

  

  

네이버에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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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외우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경전외우기는 일종의 ‘수행’과 같은 것으로 본다. 목표를 가지고 매일 

꾸준히 외우는 것이 수행과 같은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습관들이는 

것이다. 모든 수행은 습관들이는 것부터 시작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습관을 들여 외었을 때 진정한 내 것이라 볼 수 있다.  

  

흔히 “네이버에 다 있다”라는 말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검색하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을 열어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보관 되어 있는 

경전은 단지 장식용에 불과 하다.  

  

마음이 심란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초기경전을 접하면 안정된다.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책을 열어 보아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가 내 머리속에 저장 되어 있다면 어떨까? 그 즉시 꺼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전을 한번 외워 놓으면 내 것이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보배’나 다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벌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 간다.  

  

로또에 당첨되면 해야 할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돈’이라 할 것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못할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돈벌기 선수’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돈버는 재주가 있어서 많은 돈을 벌면 좋지만 대부분 돈버는 

재주가 없다. 그래서 가난하고 또 불편하게 산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로또가 당첨 되었다든가 생각지도 

않게 천문학적인 돈이 생겼을 때 과연 내것이라 볼 수 있을까? 

  

종종 뉴스에 로또당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로또에 당첨되어 

천문학적은 돈이 생겼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 탕진하여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어야 뉴스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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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한방에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한때 로또판매점에 쓰여 

있는 문구가 “인생역전”이었다. 로또에 당첨 되어 인생역전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때 로또 열풍이 불었을 때 너도나도 로또복권을 샀다. 모두 기대를 

가지고 구매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꽝’이었다.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 되었을 때 하나의 수칙이 있다고 

한다. 가장 먼저 회사를 사표 내는 것이라 한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여기저기에서 ‘돈냄새’를 맡고 달려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로또 한방 맞으면 인생이 역전 

되는 동시에 돈냄새를 맡고 달려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명법스님의 불교미학강좌에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횡재 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거머쥔 것처럼 여길 것이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로지 돈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큰 돋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교 TV 에서 명법스님의 강좌 (제 17 회 나한과 노인의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명법스님은 불교 TV 사이트에서 영화이야기를 하였다. 코엔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이야기한 것은 

‘노인과 나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명법스님이 소개한 영화의 내용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갑자기 횡재하였을 때 이는 행복시작 아니라 ‘불행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끝 불행시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액의 돈을 움켜 쥔 그 순간부터 쫒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코엔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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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설명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행복 보다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 쉬움을 말한다. 이 

영화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았다. 장르는 스릴러로서 2007 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이다. 인터넷에 소개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모든 행운에는 피의 댓가가 뒤따른다!! 

  

영화는 사막 한 가운데서 사냥을 즐기던 모스(조쉬 브롤린)가 총격전이 

벌어진 듯 출혈이 낭자한 사건 현장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모스는 물 

한 모금을 갈구하는 단 한명의 생존자를 외면한 채 떠나다가 우연히 

이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다. 횡재를 했지만 물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게 내심 꺼림칙했던 모스는 새벽녘에 현장을 다시 

방문하게 되고, 때마침 마주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여기에 이백만 달러가 든 가방을 찾는 살인마 안톤 시거(하비에르 

바르뎀, 사진)와 보안관 벨(토미 리 존스)가 끼어들면서 이야기는 

혼돈과 폭력의 결말로 치달아 간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No Country For Old M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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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가 우연하게 이백만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들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십억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거액을 발견하였을 때 ‘팔자 고쳤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 돈을 발견한 순간부터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쫒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행복끝 불행시작’이 된 

것이다.  

  

집에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집에 다이아몬드 등 값 나가는 보물이 가득 있다고 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가장 먼저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담을 쌓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담을 넘을 수 없도록 깨진 병을 꼽아 논다든가 

철조망으로 감쌀지 모른다. 요즘 같으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센서를 

부착하여 침입을 막을 것이다.  

  

집에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또가 맞아 당첨 되었다면 돈냄새를 맡고 달려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 되는 순간 영화에서처럼 

쫒기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빌려준 돈은 내돈일까? 

  

돈이 많다고 하여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극히 일부분의 돈을 

쓸 뿐이다. 마치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하여 하루에 다섯끼나 여섯끼를 

먹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가난뱅이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세 끼 먹고 살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돈은 무어란 말인가? 그것은 장부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은행에 잔고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무리 거액을 가졌다 하여도 자신 

손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한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내 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것이 아닌 것과 같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 돈을 내 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빌려준 돈은 내 수중에 들어와야 내돈이라 볼 수 있다. 아무리 거금을 

빌려 주었다고 하여도 내 수중에 없으면 내 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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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부나 은행에 남아 있는 재산이나 돈은 비록 내 소유이긴 하지만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 볼 수 없다. 다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자기만족’일 뿐이다. 이런 돈을 믿고 의지하고 

돈벌기 선수가 되어 평생살아가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돈벌기 선수로 산다는 것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돈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지금 통장에 잔고로 

많이 남아 있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텅텅 비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천문학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가 삼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돈이라는 것이무상하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이런 돈에 평생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인생이 너무 

아깝다.  

  

보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값비싸고 진기한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귀걸이나 목걸이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극히 드믈다. 

오히려 언제 털릴지 몰라 도둑이나 강도를 걱정해야 한다.  

  

돈이나 보석을 죽어서 가져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하여 시간을 다 보내고 보석을 갖기 위하여 또 돈을 

번다. 그러나 돈이나 보석은 무상한 것이라서 어느 날 보면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돈과 보석을 위하여 평생 

돈벌기 선수로만 산다는 것은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것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가르침을 접하는 것이다. 한번 

가르침을 접하면 돈과 달리 절대 도망가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전을 외웠을 때이다.  

  

경전외우기를 하면 마음이 뿌듯하다. 법구경 게송 이십개를 모두 다 

외웠을 때 마치 천하를 얻은 듯 만족스럽다. 비록 비물질적인 외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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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지만 외웠다는 사실 자체에서 승리감과 쾌감을 맛보고 동시에 

확실이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전외우기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해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크나큰 희열을 느낀다. 

이렇게 내 것이 되었을 때 보배를 가진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재산, 천상의 보배라고 할지라도 부처님과 

가르침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재물이나 재산, 보석은 무상한 

것이라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가르침을 접하여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 진정한 보배이고,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혜를 가졌을 때 견줄 

수 없는 보배를 가진 것과 같다는 뜻이다. 경전외우기를 하면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그것은 치매예방이라 본다. 

  

경전외우기와 치매예방 

  

요즘 TV 에서 종종 치매에 대한 방송을 한다. 우리나라 질병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질병들이 생겨 

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암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을 제치고 치매가 

발병율 일위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방송프로에 따르면 치매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이는 ‘건망증’과 다른 것이다. 건망증은 입력은 되어 

있지만 잘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생각난 듯이 “아, 

그랬구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파괴 되어 더 이상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최근 기억기억부터 

지워져 나가는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지워지는 것은 옛날 

기억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도 못알아 보는 것이다. 더욱 더 비극적인 

것은 자신도 못알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이 지워져 가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에서는 운동, 사교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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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으로 경전외우기 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기 때문에 경전을 외우면 외울수록 두뇌가 회전되어 뇌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경전외우기야말로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본다.  

  

진정한 자신의 재산은? 

  

경전외우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라면 수행과 치매예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전외우기의 가장 

좋은 점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외워 놓은 게송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재물이나 보석처럼 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가져 가려 하는 것도 아니다. 한번 외운 

게송은 자신의 재산과도 같고 보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경을 외움으로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재산이자 보배일 것이다.  

  

염불하듯이 경전의 문구가 일상에서 떠 나지 않을 때 부처님과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S22.87)”라 하였을 것이다.  

  

  

  

2014-04-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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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하필 그 시간 그 자리에? 재난에 대한 초기불교적 해법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젊은 사람이 죽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살만큼 

살다 죽은 경우 ‘호상’이라 하여 그다지 슬퍼하지 않지만 피워보지도 

못한 꽃처럼 청소년의 죽음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연일 방송에서는 진도여객선침몰사고 소식을 전한다. 대부분 오락프로는 

중단되고 지역축제 또한 취소되거나 축소 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민의 

애도물결은 마지막 시신이 모두 건져 올려질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애도 분위기가 두 달은 갈 것이라 한다. 

  

침몰한 여객선 내부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주검이 되서 나온다. 이를 본 

유가족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오열한다. 이런 화면을 바라보는 국민들 

또한 착잡하기 그지 없다. 왜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 되는 것일까? 

미래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미래에도 이런 

일이 반복 된다면 여객선침몰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서는 ‘생때 같은 내 새끼’라는 말을 사용한다. 생때 같은 

내새끼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때라는 말은 

‘몸이 튼튼하고 병이 없다’는 뜻이다. 한꺼번에 수백명이 희생된 

학생들은 모두 생때 같은 자식들이다. 언제 그랬냐는듯이 나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때 같은 내 새끼’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제로이다. 사고가 난 이래 배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모두 주검 뿐이다. 이런 주검을 보는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통곡한다.  

  

불교적 해법은 무엇일까? 

  

진도여객선 침몰사건에 대하여 불교적 해법은 무엇일까? 최근 

교계신문사이트에 따르면 조계종 교수아사리 세미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진도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불교적 해법이 제시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 내지 못하는 것처럼 뚜렸한 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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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스님은 다만 기도만 할 뿐이라 하였다. 

아마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일 것이다.  

  

또 어떤 스님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업’과 연관성에 묻자 

도법스님은 “전생의 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불교가 

아니다.(미디어붓다 2014-04-25)”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도법스님은 “세월호가 업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적 사유로 보면 

인간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노력하면 막을 수 있거나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업을 그렇게 정의하면 불교의 많은 부분은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반드시 업보의 성숙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누군가 세월호 침몰사건에 희생된 사람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 

한다면 아마도 아무도 불교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에 대하여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럴 

경우 부처님은 무엇이라 말씀 하셨을까? 상윳따니까야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씨바까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느낌들은 우연한 피습에서 생겨납니다. 

씨바까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느낌들은 우연한 피습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씨바까여, 세상에 어떠한 느낌들은 우연한 피습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세상의 진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씨바까여,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세상의 

진실로서 인정되었다는 것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Moḷiyasīvakasutta- 몰리야 씨바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6.2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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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은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사건이나 사고 역시 접촉을 

원인으로 한다. 그런데 접촉은 반드시 느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이렇게 세 가지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과거의 업에 따른 업보의 성숙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몰리여씨바까경에서 부처님은 반드시 업보의 

성숙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만일 모든 것에 대하여 전생의 업보 

탓으로 돌리면 불교는 숙명론적이라 비판 받을 것이다. 

  

우연의 피습(Opakkamikāni)에 의하여 

  

경에서 부처님은 ‘우연의 피습(Opakkamikāni)’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주석에 따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에 따른 우연의 피습이 있다. 예를 

들어 간통을 하다 체포 되었을 때 누군가 머리통을 가격하였을 때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주석에서는 부처님이 돌조각에 우연이 발을 

다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데와닷따가 부처님을 살해할 목적으로 

바위를 굴렸는데 그 때 돌조각 하나가 부처님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우연의 피습에 해당 될 

것이다.  

  

하필 그 자리에 그 가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여 사고가 났을 때 함께 

탄 사람이 다쳤다면 이 것 역시 우연의 피습으로 볼 수 있다. 하필이면 

그 차를 탓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차를 타지 

않았더라면”하고 후회하기도 할 것이다.  

  

간판이 떨어져 즉사 하는 경우 

  

다음으로 간접적 원인에 따른 우연의 피습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 중독, 물림, 불타고, 익사하고, 

살해되는 것은 제때에 업보에 따라 죽지 못한 것으로 본다. 

(Milp.302)”라고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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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슨 뜻일까? 갖가지 사고로 사고사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져 즉사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뉴스에서 발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간판이 낡아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어느 날 

떨어졌는데 재수없게도 바로 그 밑을 지나던 사람이 맞은 것이다. 그런 

뉴스의 영향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는 간판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걷고 또 건물 입구에 오래 서 있지 않으려 한다. 혹시 모르지 

않는가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을 때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ignboard 

  

  

  

이처럼 간판이 떨어져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이를 과연 전생에 지은 

업의 성숙에 따른 업보로 볼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전생의 업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하여 “세상에 어떠한 느낌들은 우연한 

피습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세상의 진실로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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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S36.21)”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희생자의 전생의 업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불운한 것이다.  

  

불운한 사건(Visamaparihārajāni)에 대하여 

  

그래서 부처님은 불운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씨바까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느낌들은 불운한 사건에서 생겨납니다. 

씨바까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느낌들은 불운한 사건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씨바까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느낌들은 불운한 사건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세상의 진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씨바까여,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세상의 

진실로서 인정되었다는 것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Moḷiyasīvakasutta- 몰리야 씨바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6.21,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불운한 사건(Visamaparihārajāni)’에 대하여 인정해야 함을 

말한다. 이런 불운한 사건이 반드시 업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한 불운한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많은 짐을 실어 나르는데 갑자기 째찍질 당하거나 갑자기 우물가에서 

뱀에 물리거나 역경에 둘러 쌓여 생기는 일’을 

말한다.(Srp.III.81)”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불운한 사건이란 부수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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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가에 물을 뜨러 갔는데 하필이면 우물가에 있는 뱀에 물렸다면 

불운한 것이다. 또 남의 차를 타고 갔는데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다면 역시 불행한 것이다. 이처럼 불행이 발생한 것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행을 자초하는 

단서를 이미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들은 하필 그 배에 탑승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불운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연의 피습이나 불운한 사건으로 인한 괴로움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항상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연히 발생할 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불운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 하신다. 

  

여덟 가지 요인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업과 그 과보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는 다고 한다. 이런 업보의 성숙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어떠한 

의약도 어떠한 주문도 업의 성숙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반드시 업보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모두 

여덟가지 요인을 들도 있다. 이를 나열해 보면 1) 담즙(Pitta), 2) 

점액(Semha), 3) 바람(Vāta), 4) 체질(Sannipātikāni), 5) 계절의 

변화(Sannipātikāni), 6) 불운한 사건(Visamaparihārajāni), 7) 우연한 

피습(Opakkamikāni), 8) 업보의 성숙(Kammavipākajāni) 이렇게 여덟 

가지이다.  

   

업보의 성숙은 여덟 가지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업보의 성숙’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업보의 성숙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보의 성숙외에 ‘우연한 피습’이나 ‘불운한 사건’도 

인정하고 있다.  

  

깜마가 여전히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렇다고 하여 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하필 있었던 것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빅쿠보디는 각주에서 “Thus kamma can still be an indirect caus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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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inful feeling directly induced by the first seven 

causes.(252 번각주)”라 하였다. 이를 번역하면 “첫번째부터 

일곱번째의 요인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스런 느낌에 

대하여 깜마는 여전히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가 된다.  

  

빅쿠 보디의 설명에 따르면 담즙에서부터 우연한 피습에 이르기 까지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업보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업보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우연한 피습이나 

불행한 사건도 따지고 보면 업이 개입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간적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왜 하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깜마가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우연한 피습이나 불운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자신의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고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역시 복합적이라 볼 수 있다. 사고가 난 것은 우연의 

피습과 불운한 사고라 볼 수 있고, 그 자리에 있게 된 학생의 경우 

깜마가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 원인(우연한 피습 

또는 불운한 사고)와 간접적 원인(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사고가 모두 

무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상하게 변해 가는 과정에서 

  

불교에서 삼법인을 말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제행무상’이다. 어느 것 

하나 고정 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다. 불행한 사건 역시 무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하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길을 걷다가 간판이 떨어져 즉사하였다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천장이 무너져 죽은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간판이 일부로 그 사람을 겨냥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간판 

자체도 무상한 것이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부식되어 떨어진 것이다. 

떨어질 만하여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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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수 없게도 그 간판 밑을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다면 이는 그 

사람의 과거 전생에 지은 업과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죽었다면 이는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런 조건은 

모두 무상하게 변화 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제행무상에 벗어난 것이 없다. 

  

간판도 세월에 따라 변한다. 사람도 잠시도 가만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간판도 무상한 것이고 사람도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에서 접촉이 일어난다. 접촉이 

일어남으로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발생한다.  

  

그런데 접촉에 따라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접촉에 따라 괴로운 느낌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해 가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다. 이번 세월호 역시 무상하게 변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먼저 메일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블로그에 올리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요?” 

  

현재 본문 글에 대하여 스크랩해 갈 수 없도록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막아 놓았다. 그 결과 글을 가져 갈 수 없다. 그러나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메일로 소통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메일로 소통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댓글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수단이 이메일이다. 그러나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그럼에도 종종 메일을 보내는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 중의 한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주셨다.  

  

  

삼보님께 예경 올리옵니다. 

  

깜깜한 혼돈의 밤중에 등불을 만난듯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진흙속의연꽃'님의 글을 애독하고 있는 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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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경전(니까야)에 근거한 '진흙속의연꽃'님의 글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애매한 이해는 금강처럼 불괴의 확신으로 살아있는 담마가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히 '번역비교'를 통해서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에게도 

불자로서의 도덕적 관념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니까야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계율에 대한 말씀들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야를 우리글로 읽을 수 있도록  

바르게 번역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지만, 

흩어진 구슬을 꿰듯 핵심을 짚어 평이하게 소개해 주는  

'진흙속의연꽃'님의 법공양에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승경전을 보거나 대승적인(?) 수행을 하기전에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근본 교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것이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법회에서도 

지난해부터 니까야를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용한 경전들을 니까야전집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카드에 옮겨적기도 합니다만, 

블로그에 올리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요? 

  

모쪼록 건강에도 유념하시고, 

진흙같은 오탁의 온 누리에 많은 연꽃이 피어나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향기가 충만하도록 

쉼없이 담마의 사자후 전해주소서.              _()_ 

  

(Y 스님) 

  

  

Y 스님은 글을 가져 갈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요?”라고 묻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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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알려 주시면 글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메일로 필요로 

하는 글을 알려 주었다. 이렇게 원하는 글을 알려 주면 글을 메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메일로 소통하다 보니 일대일 소통이 된다. 그 중에 어느 분은 

세월호와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궁금한데 

부처님이 세월호에 갖혔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지 궁금합니다 

물이 차오는 것을 '대상'으로 관찰 만하셨는지 

저에게는 그런 극단적이고 두렵고 외로운 죽음인데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조금이나마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 법우님) 

  

  

S 법우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만일 부처님이 

세월호에 갇혔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슬프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도 세월호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막상 세월호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언젠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다. 일 때문에 중동으로 출장을 간 적 

있었는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도중에 있었다. 그 때 

당시 ‘터키항공’이었는데 운행 중에 몹시 기체가 흔들렸다. 더구나 

바깥에는 세찬 비가 창을 때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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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사이즈의 비행기가 흔들리자 짐칸에 실려 있던 짐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동요는 없었다. 다만 어떤 터키 

사람은 겁에 질려 실신 하자 승무원이 산소마스크로 응급처치 해 

주었다.  

  

이렇게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자 그 때 느낌은 “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공중에서 비행기 사고나 나면 모두 죽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행이 비행기는 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그 이후로 

비행기만 타면 악몽과도 순간이 떠 올라 긴장하게 된다.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을 찬양하기 위해 

  

배가 침몰 할 때 선원이나 승객도 “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신에게 살려 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지 

모른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에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대한 경이 있다. 

이럴 때 불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사람과 함께 지내며 

참사람괴 함께 사귀어라. 

참사람의 참다운 가르침을 알면, 

뭇삶들은 불사의 행복 속에 산다네. (S1.31, 전재성님역) 

  

  

‘사뚤라빠 무리의 품’에서 ‘참사람과 함께 경(S1.31)’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하늘사람이 부처님 면전에서 삼보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늘사람이 찬탄한 것은 배의 침몰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침몰 순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Satullapakāyikā : 하늘사람들인데, Srp.I.54 에 인연담이 나온다.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각각 자신의 수호신을 외쳐 대며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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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뚤라빠는 ‘백명의 외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결가부좌한 채 동요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한 동승자가 그에게 

태연자약한 이유를 묻자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승단에 공양을 드리고 

귀의했으므로 어떤 두려움도 없다고 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 달라는 동승자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백명씩 일곱 그룹으로 나누어 차례로 부처님의 오계를 가르치고 오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확실히 귀의하도록 했다.  

  

배는 점점 깊이 가라앉아 모두 죽게 되었고 그들은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도리천)에 태어나 제석천궁에서 살게 되었다. 싸뚤라빠 

무리들은 이들이며, 지금 그들은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처님을 방문한 것이다. 

  

(각주, 전재성님) 

  

  

이 경에 대해서 ‘불자들의 피난처는? 두 가지 풍난(風難)이야기(2013-

12-1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어떻게 선원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태어났을까? 

  

어떻게 하여 선원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태어 났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폭풍우를 만난 모든 선원이 구원 받게 되는 것은 한사람의 

불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태연히 명상에 잠겨 있었다. 이를 보고 

선원들이 감동한 것이다.  

  

이렇게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오계를 

준수하는 삶의 덕분이다. 그래서 비록 지금 죽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코 악처에 떨어질 염려가 업기 때문이다. 

인간이나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연히 명상을 

하며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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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선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다. 빅쿠 보디의 

표현에 따르면 ‘미친듯이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 극단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보여 

진다.  

  

불자선원이 이렇게 태연자약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요하던 선원들은 자신들도 

그와 같은 믿을 갖게 해달라고 그 짧은 시간에 요청한다.  

  

인연담의 내용으로 보아 선원 칠백명 전체를 모아 놓고 교화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칠백명 전원을 한 

자리에 모아 놓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불자는 백명 단위로 일곱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일곱 그룹의 

리더들에게 먼저 삼귀의 하게 오계를 수지하게 하여 귀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곱그룹의 리더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으로 가서 선원들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설함으로서 귀의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사람의 불자로 인하여 칠백명 전원이 삼보에 귀의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모두 불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선원 전체가 귀의하고 

나자 배는 뒤집혔다. 그래서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런데 선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삼보를 피난처로 삼음에 따라 그 공덕으로 모두 천상에 태어 

나게 되었다.  

  

(‘불자들의 피난처는? 두 가지 풍난(風難)이야기) 

  

  

주석에 따르면 배가 침몰하자 선원 칠백명이 죽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칠백명 선원 전원이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이는 한사람의 불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 죽음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는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는 순간 

청정한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난 것이다. 만일 죽는 순간 

자신의 신을 찾으며 울부짓었다면 천상에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로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을 관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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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 하는 그 순간에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수행처에서는 ‘와선’이라는 것을 한다. 

바닥에 편하게 누워 자신의 배의 호흡을 지켜 보는 것이다. 호흡을 지켜 

보면서 잠에 들고 잠에서 깨어 날 때 역시 호흡을 지켜 보면서 깨어 

나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을 지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임종 순간에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나 악행에 대한 업이나 표상이 떠 오르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로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을 관찰하면서 임종을 

맞았을 때 ‘열반’에 들것이라 한다. 

  

  

  

2014-04-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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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못 지켜 주어서 미안해” 2014 년 연등축제는 애도축제 

  

   

조건부 축제 

  

온국민이 슬퍼 하는 세월호 참사속에 연등축제가 예정대로 치루어졌다.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지 10 일만에 치루어지는 이번 연등축제(연등회) 

개최를 두고 교계에서는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전국민의 애도 

분위기속에서 과연 연등축제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에서 불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부산에서는 행사를 취소 하였고 다른 지방에서도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는 

강행 되었다. 다만 애도분위기를 최대한 살리자는 조건부 축제가 된 

것이다. 

  

애도분위기속에서 

  

2007 년 이래 연등축제를 참관하고 후기를 작성하여 왔다. 이렇게 해마다 

연등축제를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여 왔는데 올해의 경우 예년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다. 사고의 여파이어서인지 축제분위기 대신 

애도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락왕생이나 무사귀환 같은 문구가 

많이 보이고 화려한 등 대신 백색등이 많다. 또 풍물놀이의 흥겨운 

소리와 연희단의 화려한 율동은 일체 볼 수 없었다. 다만 참가자들은 

묵묵히 연등을 들고 걸어 가는 모습만 보여 주었다. 

  

늦깍이 조계사 회화나무 

  

연등축제는 저녁에 열린다. 오후에 조계사에 도착하여 지인을 만났다. 

그 전에 조계사를 둘러 보았다.  

  

조계사에는 화려한 연등으로 장엄 되어 있다. 조계사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회화나무 꼭대기에도 연등이 장식 되어 있다. 그러나 회화나무에는 

아직 잎파리가 나지 않았다. 대부분 나무에서 연두색 잎파리가 나와 

이제 신록의 분위기 물씬 하지만 조계사 회화나무는 여전히 앙상하다. 

그런데 작년 낙엽이 모두 지고 난 후에 본 조계사 회화나무는 여전히 

신록이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조계사 회화나무는 ‘늦깍이’다. 

늦게 신록이 되어 늦게 잎이 지는 나무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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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축제날을 맞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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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경내에는 연등축제날을 맞이 하여 사람으로 가득하다. 특히 

외국인을 많이볼 수 있다. 조계사가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인사동을 

잇는 전통문화벨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소에서 봉사하는 불자들이 있고 또 연등만들기 체험 코너도 설치 

되어 있다. 그러나 세월호 영향이어서일까 외국인 참여하는 연등만들기 

코너는 썰렁 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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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의 관세음보살 정근 

  

조계사 대웅전에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참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아직도 배속에 갇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의 무사귀환에 대한 자리이다. 법당내부에서는 스님의 주관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89 

 

  

 
  

  

  

  

  

하얀 모란이 절정을 이루고 

  

조계사 경내를 둘러 보았다. 총무원건물 뒤쪽으로 가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탑을 발견하였다. 이전에 조계사 앞마당에 있던 탑이 이곳 

후미진 곳에 옮겨 온 것이라 한다. 그리고 탑 맞은 편에는 하얀 모란이 

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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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명당 탑골공원 앞 

  

연등축제장소로 이동하였다. 종로 3가에 있는 탑골공원 맞은 편이다. 

탑골공원 앞에는 높으신 분들의 자리가 마련 되어 있고 도로 변에는 

외국인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 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 탑골공원 자리가 

연등축제를 보기에 가장 좋은 명당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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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석은 텅 비어 있고 

  

탑골공원 귀빈석은 텅 비어 있다. 예년 같으면 종단의 고위직과 

서울시장 등 정부고위직, 그리고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앉아 관람하는 장소 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단 한사람도 볼 수 없다. 

아마도 사회분위기 탓일 것이다. 소위 “찍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이서일까 정말 단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썰렁한 자리에 

노랑가사를 입은 테라와다빅쿠 여러명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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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흥겨운 음악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월호 참사 속에 치루어지는 연등축제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를 중계 

하는 BTN 에서도 애써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사람과 유가족을 배려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 어떤 흥겨운 음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노래가 울려 

퍼졌으나 마치 행사를 주관하는 측이나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차분한 분위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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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상여를 연상시키는 

  

마침내 연등축제가 시작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달리는 

큰법당”이라는 운전자불자회 소속의 택시가 가장 먼저 나타났고, 

이어서 연등회 깃발을 든 기수단이 나타났다. 예년에는 전통복장을 한 

취타대가 기수단을 이끌었으나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그 대신 

꽃상여를 연상시키는 장식물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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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왕생과 무사귀환 장엄등 

  

이번 연등축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그것은 

극락왕생과 무사귀환이다. 연등축제 선두를 이끄는 행렬에서 극락왕생과 

무사귀환 장엄등이 가장 먼저 선 보였다. 그리고 태고종의 트레이드 

마크라 볼 수 있는 범패에서도 역시 극락왕생 무사귀환 문구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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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지켜 주어서 미안해” 

  

이렇게 올해 연등축제의 주제는 극락왕생괴 무사귀환이 된 듯 하다. 

이어지는 행렬에서도 역시 세월호와 관련된 문구로 가득하다. 대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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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만장에는 “못지켜주어서 미안해” 등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문구가 

휘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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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나 참관자 모두 무표정 

  

이번 연등축제는 행사 참가자나 이를 지켜 보는 참관자 모두 

무표정이다. 누구 하나 이를 드러내 웃고 있지 않다. 참가자는 묵묵히 

연등을 들고 행진할 뿐이다. 관중석에서는 박수도 없고 환호도 없다. 

그저 긴 행렬을 바라만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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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의 반응은 어떨까? 

  

이처럼 애도 속에 치루어지는 연등축제에 대한 매스컴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축제라는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연등축제가 자칫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이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이슈와 댓글많은 뉴스, 아고라를 보았다. 연등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연등축제와 연등회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았다. 연합뉴스에서는 ‘화려함 빼고 세월호 슬픔 함께 나눈 

특별한 연등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려져 있다. SBS 에서는 ‘아픔 

나누는 연등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소개 되어 있다. 이처럼 연등축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분위기로 치루어지고 있음을 소개 하고 있다.  

  

철저하게 편집된 방송 

  

연등축제를 가장 보기 좋다는 종로 3가 탑골공원 맞은 편에서 MBC 의 

취재기자단을 볼 수 있었다. 저녁 8 시 메인 뉴스에 보도 하기 위하여 

취재중이다. 카메라맨 앞에 서 있는 여기자는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있다. 대본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려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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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스텝의 카메라에서 8시 메인뉴스에 방영된 

화면은 이와 다르다. 방송에서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렇게 ‘목소리 따로 화면 따로’ 보여주면서 마지막 장면에 기자의 

얼굴을 비추어 주고 있다. 대략 시간차가 10 분 가량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뉴스에서는 “현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마치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 본 바에 따르면 철저하게 ‘편집’된 것이다. 

  

연등축제의 꽃 한마음선원이 불참하였지만 

  

아무리 애도의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축제는 축제이다. 연등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축제이다 보니 취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취소의견도 많았다. 무리하게 강행하다 불교계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행 한 것은 최대한 애도분위기를 

살리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애도 분위기이어서일까 그 동안 연등축제의 꽃이라 불리우던 

‘한마음선원’이 불참 하였다. 연회단과 갖가지 장엄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마음선원은 그동안 연등축제의 분위기를 이끄는 

일등공신이었는데 사회분위기 여파에서인지 참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가한 단체에서는 갖가지 모양의 장엄등을 선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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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자공동체의 행렬 

  

묵묵히 연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국내 불자들과 달리 외국인 참가자는 

활기가 넘친다.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행렬과 외국인 불자공동체의 행렬을 보면 애도 분위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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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거리를 활보하는 외국인참가자 

  

외국인들의 행렬도 볼 수 있다. 금발의 눈푸른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진할 수 있을까? 이는 조계사 경내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조계사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참가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록하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표정은 매우 밝다. 마치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연등을 들고 종로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다. 일부는 깔깔거리고 웃는가 하면 심지어 캔맥주를 손에 

들고 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외국인참가자에게서 애도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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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의 축제 

  

행렬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두 무표정한 얼굴들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기쁜날이 되어야 하나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애도의 축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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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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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떻게 해야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연등축제날 조계사에서  

  

연등축제날 조계사에서 M 법우님을 만났다. 이미 오래 전에 약속한 

일이다. 법우님이 스리랑카성지순례를 다녀 왔는데 몇 가지 전달해 줄 

것이 있다고 하여 연등축제날을 잡아 만나기로 한 것이다.  

  

연등축제날이 되면 항상 사진을 찍어 글을 올린다.  그래서 연등축제도 

구경할 겸 해서 오후에 조계사를 찾았다. 그런 법우님은 조계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포교사로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교와 

불교문화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물로 받은 것 

  

조계사 안내소에서 만나 장소를 이동하였다. 총무원 건물이 있는 

카페이다. 거기에서 법우님은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것을 주었다. 

초기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월폴라 라훌라’ 

빅쿠의 유명한 책 ‘What the Buddha taught’와 ‘실론티’, 그리고 

‘패엽경’과 ‘불치사사리함그림’을 선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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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님과 인연은 블로그와 관련 있다.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 주신 

인연으로 알게 되었다. 특히 2012 년에는 법우님의 남편분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일본성지순례한 바 있다. 이런 인연으로 종종 안부를 묻곤 

하였는데 이번에 진주에 있는 N정사의 스리랑카성지순례에 참여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사온 것을 이번 연등축제날에 

선물한 것이다. 

  

패엽경을 선물 받았는데 

  

법우님이 선물한 것 중에 ‘패엽경’이 있다. 스리랑카성지순례 가면 

파는 것이라 한다. 물론 관광상품용으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패엽경이 

어떻게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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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엽경은 148X39mm 가량 된다. 재료는 종이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다. 인터넷사전에 따르면 패엽경(貝葉經)은 ‘패다라엽(貝多羅葉)에 

바늘이나 송곳 따위로 새긴 불경’이라고 설명 되어 있다.  

  

패다라는 무슨 뜻일까? 더 검색해 보니 한자어 패다라엽(貝多羅葉)은 

산스크리트어 ‘Pattra’의 음사라 한다. 흔히 일반 식물의 잎 또는 

필사용 나뭇잎의 뜻이다. 종이가 없던 시절 옛날 인도 등지에서는 종이 

대신 사용하였다고 한다. 

  

패엽경으로 사용되는 가장 좋은 나무가 ‘타라(tara)나무 잎’이라 

한다. 스리랑카에서 삼장을 문자로 옮길 때 바로 이 타라나무잎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다라나무의 잎은 바탕이 곱고 

길며, 이를 글 쓰는 데 사용하려면 먼저 나뭇잎을 말려서 너비 약 

2 인치, 길이 약 1 자 내지 2 자의 장방형으로 끊어서 죽필(竹筆), 또는 

송곳이나 칼 등으로 글자의 획을 만들고, 먹을 새겨 넣거나 먹과 붓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처럼 종이가 없던 시절 종이 

대용으로 불경을 문자화 한 것이 패엽경이다.  

  

왜 싱할리어로 음사하여 보전하였을까? 

  

패엽경은 원래 구전 되어 오던 삼장의 내용을 싱할리어로 음사 한 

것이다. 이렇게 싱할리어로 음사하여 보전한 것은 이유가 있다.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 3 세기 때 이다. 그 때 당시 

전인도를 통일하였던 아소까 대왕의 아들인 ‘마힌다(Mahinda)’ 장로가 

BC. 3 세기 때 불교를 스리랑카에 최초로 전한 것이다. 그 때 당시 

빠알리 삼장과 주석서를 함께 전하였는데 이는 아소까대왕 당시 이미 

3 차 결집이 완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인 된 ‘3차 결집’의 

빠알리삼장을 전세계로 전파 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인 것이다.  

  

대기근의 영향 

  

구전되어 오던 빠알리삼장이 문자로 전승된 것은 이유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기근의 영향이다. 스리랑카 역사서라 

볼 수 있는 마하왐사와 디빠왐사에 따르면 대기근으로 인하여 비구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껴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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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근의 참상은 어떤 것일까?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에 따르면 “기근이 계속되어 너무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은 [아사한] 인간의 고기를 먹었다. 연로한 장로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정신이 뒤집힌 그런 사람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삼모하위노다니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대륙의 변화무쌍한 사조 

  

문자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대륙의 변화무쌍한 사조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 편역자 대림스님은 해제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랑카에서 상좌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 주석서들을 빠알리가 

아닌 싱할리어로 전승해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도대륙의 변화무쌍한 학파난립과 

신흥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실제 그것은 전통적인 

가르침을 다른 신흥사상과 섞지 않고 전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청정도론해제, 대림스님) 

  

  

대림스님 설명에 따르면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대륙의 사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는 기원을 전후한 시대를 말한다. 

인도불교사에서 이 시기는 브라만교에서 환골탈태한 ‘힌두교’가 

본격적으로 발흥시기에 해당되고, 또 새로운 불교운동이라 볼 수 있는 

대승불교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인도대륙에서는 사상이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 되었는데 섬나라 스리랑카에 전해진 공인된 3차 

결집 불교를 지켜 내기 위한 조치로 문자화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구전된 빠알리어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스리랑카 

문자인 싱할리어로 기록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시기에 대하여 

기원전 80-94 년으로 보고 있다. 대기근과 대륙의 변화무쌍한 사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기원전 80-94 년 사이에 왓따가마니왕 당시 

마딸레 지방의 알루위하라 승원에서 500 백명의 장로들이 모여 경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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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과 논장을 집대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불교역사에서는 4차 

결집이라 부른다. 이 4 차 결집에서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여 삼장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한 것이 패엽경의 시초인 것이다.  

  

“싱할리어로 가두었다” 

  

패엽경으로 전승된 삼장은 ‘싱할리어’이다. 문자가 없이 다만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빠알리어를 싱할리어로 음사 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법(法)’을 뜻하는 빠알리어가 알파벳으로 ‘dhamma’이라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음사하면 ‘담마’가 된다. 뜻으로 옮기기 않고 

다만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리나는 대로 싱할리어로 

옮긴 것이 패엽경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구전되어 온 삼장을 문자로 전승하여 왔다. 그래서 

대기근이나 대륙의 사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빠알리삼장을 싱할리어로 

전승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싱할리어로 가두었다”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전승된 빠알리삼장은 3 차 결집 당시에서 

원본의 큰 훼손 없이 오늘날 까지 전승되게 되었다.  

  

현재는 로마나이즈화된 빠알리니까야를 접할 수 있다. 알파벳으로 

기록된 빠알리 삼장 역시 음역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빠알리삼장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패엽경이다.  

  

로마나이즈화 된 망갈라경  

  

선물로 받은 패엽경을 보니 싱할리어가 아니다. 로마나이즈화 된 문자로 

기록 되어 있다. 경을 보니 

‘마하망갈라라숫따(Mahamaṃgalasutta)’이다. 가로가 148mm 이고 

세로가 39mm 인 나무를 재료로 한 것에 한쪽면에 글씨가 쓰여 있다. 

망갈라경에서 다섯 번째 게송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Mātāpitū upaṭṭhānaṃ   마따삐뚜 우빳타낭 

puttadārassa saṅgaho,   뿟따다랏사 산가호 

Anākulā ca kammantā   아나꿀라 짜 깜만따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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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함에 혼란스럽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stn262) 

  

(Maṃgalasutta- 위대한 축복의 경, 숫따니파타 Sn 2.4, 전재성님역) 

  

  

 
  

  

  

실론티의 맛은 어떨까? 

  

다음으로 ‘실론티(Seylon Tea)’에 대한 것이다. 법우님이 선물한 

실론티를 열어 보았다. 꽤 묵직하다. 개봉해 보니 ‘분말’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물에 타먹기에는 거칠다. 그래서 망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일배용기를 이용하였다. 그러자 주황색 빛깔의 물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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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론티의 맛은 어떨까? 차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차에 대하여 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 ‘황차’맛과 비슷하였다. 황차는 구수한 맛이 

특징으로서 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스님들이 주로 

마신다고 한다.  

  

황차는 시중이나 사찰에서 80 그램에 약 4만원 가량한다. 그래서 

마시기가 부담 스럽다. 그런데 선물한 실론티는 무게가 무려 

‘250 그램’에 달한다. 그것도 잘게 부수어져 있으므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황차 보다 거의 ‘열 배’ 가량의 무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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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론티에 대한 상품설명을 보니 스리랑카 동부에 있는 

‘우바(Uva)’지방에서 만든 것이라 한다. 유월경에 찻잎을 따서 차고 

건조한 바람에 말린 자연산이라 소개 되어 있다. 

  

성지순례 씨디(CD)를 보니 

  

법우님이 준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스리랑카에서 성지순례 한 것에 

대한 사진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한다. 하나의 씨디(CD)안에 담아서 글을 

쓸 때 참고하라고 준 것이다.  

  

씨디안에는 어떤 사진이 들어 있을까? 열어 보았다. 일정별로 주제별로 

잘 정리 되어 있다. 아마도 천장이 넘는 것 같다. 대충 보니 아깍까소 

비구가 올린 사진과 유사하다. 인터넷에 올려진 아깍까소 비구사진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 번 씨디로 인하여 앞으로 글을 쓸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법우님의 스리랑카 일정을 보니 2013 년 2 월 19 일부터 2 월 24 일까지 

되어 있다. 한국에서 스리랑카까지 직항로가 있어서 갈때와 올때는 

기내에서 밤을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현지에 본 것은 3 박 4일이라 

한다.  

  

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을 하였다.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와 

‘캔디’와 ‘아누라다푸라’를 잇는 삼각지점을 말한다. 그래서 

콜롬보-캔디-담블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아누라다푸라 순으로 

여행하였다고 하였다. 

  

법우님에 따르면 두 분의 테라와다 스님과 함께 하였다고 한다. 그 중 

한 분은 인천에서 부개마하시선원을 열고 있는 ‘일창스님’이라 

하였다. 그러나 두 분 스님 모두 테라와다 복장을 하고 있어서 테라와다 

빅쿠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우님에 따르면 테라와다빅쿠는 오후불식에 철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낮 12 시가 넘으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행기간 중 이동을 하였는데 12 시 이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테라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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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쿠는 굶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12 시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신도들이 안달이 났다는 이야기도 전하였다. 이렇게 빅쿠들은 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신도들은 계행을 지키도록 도와 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신도들은 테라와다빅쿠들을 깍듯이 모시는 것 같다. 

  

  

 
  

  

  

약병을 집어 던지고 

  

법우님은 최근 2 년간 크게 ‘상심’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 가셨기 때문이다. 지난 2012 년 일본성지순례에서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 가신 것이다.  

  

법우님은 처음 이런 일을 겪어서 몹시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병원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벗어난 것은 

‘위빠사나수행’을 하고 나서 부터라고 하였다. ‘한국명상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육개월 가량 수행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회당 

십만원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였다. 법문과 경행과 좌선, 

그리고 인터뷰로 이어지는 수행과정을 통하여 정신적 괴로움으로부터 

빠져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순례를 통하여 약병을 집어 던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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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는 것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법우님은 교직에 몸담았다. 영어교사로서 58 세에 정년퇴임을 한 다음 

‘국제포교사’ 자격증 취득하여 조계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불교를 

알리는 봉사를 하고 있다. 작고하신 남편은 동갑내기로서 전쟁이 나던 

해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유복자로 태어난 남편은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공부를 잘 하여 명문대에 입학하였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에 다녔다고 하였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부부가 포교사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딸의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5 년 동안 외손주를 돌봐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남편에게 소홀하게 대한 

것에 대하여 몹시 후회 하였다.  

  

그러고 보면 손주 돌봐 주는 할머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 오르는 것 같다. 직장에 다니는 자식을 위하여 손주 봐주는 것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돌봐 주다 보면 무척 힘들다고 한다. 

무엇보다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주에 꽉 묶여 있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법륜스님의 즉문즉설강연을 들어 보면 법륜스님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손주 봐주지 말자’는 말이다.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것은 자신의 자식은 자신이 키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새들이나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자립할 때 까지 도와 주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 갈 때 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붉은 단풍을 보자 그만 

  

남편이 돌아 가신지 일년이 되던 해 단풍이 절정일 때 붉은 단풍을 보자 

그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흘린 눈물이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초기경전의 

‘눈물경’을 떠 올렸다고 한다. 눈물경을 읽었을 때는 몰랐지만 막상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볼 때 눈물경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대양’으로 표현되는 비유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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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유가족들은 슬픔에 빠져 있다. 바다만 하염 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눈물경에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Anamataggoyaṃ bhikkhave, saṃsāro. Pubbākoṭi na paññāyati 
avijjānīvaraṇānaṃ sattānaṃ taṇhāsaṃyojanānaṃ sandhāvataṃ 

saṃsarataṃ.  

  

Dīgharattaṃ vo bhikkhave, dukkhaṃ paccanubhūtaṃ".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katamannu kho bahutaraṃ yaṃ vā kho iminā 

dīghena addhunā sandhāvataṃ saṃsarataṃ amanāpasampayogā 

manāpavippayogā kandantānaṃ rudantānaṃ assupassannaṃ 

paggharitaṃ, yaṃ vā catusu mahāsamuddesu udakanti?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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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과 사대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Assusuttaṃ-눈물경, 상윳따니까야 S15.3, 전재성님역) 

  

  

경에서 ‘사대양’이라 한 것은 지구의 사대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석에 따르면 불교의 세계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수미산은 사방에 대양이 있어서 대양가운데 솟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경에서 말하는 ‘사대양(catusu 

mahāsamuddesu)’은 지구의 오대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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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한존재가 흘린 눈물의 양은 사대양의 물과 비할 바가 아니라 

하였다. 한존재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은 수미산의 사방향에 있느 

사대양 눈물 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흘리는 눈물의 

양은 이제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에 비하면 새발의 피로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그럼에도 슬픔에 흘리는 눈물의 양은 온 

우주를 삼키고도 남을 정도이다. 

  

경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 

dukkho )”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 한다.  

  

배가 침몰하여 ‘생때 같은 새끼’를 잃었다면 ‘사랑하지 않은 

것(appiyehi)’과 만남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것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사랑하는 것 (piyehi)’ 

과 헤어짐을 뜻한다. 이렇게 무상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괴로움이라 하였다.  

  

“수없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런데 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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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형제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자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자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딸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친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친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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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재산의 상실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재산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질병의 비참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질병의 비참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Assusuttaṃ-눈물경, 상윳따니까야 S15.3,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가족과의 헤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죽음’이다. 윤회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눈물 흘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흘린 눈물’이라 

하였다.  

  

‘흘린 눈물’에 대한 빠알리어가 ‘assupassannaṃ paggharitaṃ’이다. 

이는 assu 가 눈물의 뜻이고, passannaṃ은  seeing 의 뜻으로 

‘보면서’의 의미이다.  paggharitaṃ는 paggharita 로서 

‘driped(흘린)’의 뜻으로 과거분사이다. 따라서 ‘assupassannaṃ 

paggharitaṃ’는 이미 과거에 ‘눈물을 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윤회의 두려움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이야기 하였다. 지금 비록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갠지스강의 

흘러 가는 강물을 바라 보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인한 

눈물이 윤회과정에서 수 없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어머니의 죽음 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형제, 자매, 아들, 딸, 친지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었음을 말한다.  

  

한번쯤 나를 낳아준 어머니이었을 것 

  

‘일체중생을 어머니로 알자’는 말이 있다. 티벳불교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나를 낳아 준 수 많은 어머니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들은 사실상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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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낳아 준 어머니는 육도윤회하는 모든 존재들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축생도 한 때 나를 낳아 준 어머니이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번쯤 나를 낳아준 어머니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일체중생을 어머니로 알자’라 하였을 때 모든 생류에 대한 

자비심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낳아 준 어머니었을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고, 심지어 축생에게 조차 살생을 가할 수 없을 

것이다.  

  

경에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 나를 낳아준 어머니이었을 존재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렸고, 또 윤회의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 아들이나 딸 

이었을 존재의 죽음을 슬퍼 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윤회를 계속하는 한 이런 비탄의 눈물 역시 끝없이 흘릴 

것이라는 말이다. 윤회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이나 사고 또는 죽음과 

같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덤은 증대 되고 뼈무더기는 쌓여만 가고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는 그 끝 또한 알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도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눈물의 

양은 점차 많아 질 것이고 ‘뼈무더기’는 쌓여만 갈 것이다. 이렇게 

이미 겪은 일임에도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면 비극은 매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허탈을 맛보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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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suttaṃ-눈물경, 상윳따니까야 S15.3, 전재성님역) 

  

  

이미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차려야 함을 말한다. 그럼에도 못 

알아차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인 것 같다.  

  

돌씽녀는 왜 다시 결혼하고자 할까? 

  

사람들은 과거 일은 새까맣게 잊어 버린다. ‘돌씽’이라는 말이 있다. 

‘돌싱’이라는 말은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로서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이다. 돌씽 중에는 이혼하여 혼자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다.  

  

‘짝’이라는 프로에서 ‘돌싱’을 특집으로 다룬 것을 보았는데 그토록 

쓴맛을 보았음에도 또 다시 결혼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어떤 

사람들은 두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까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기만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괴로워 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의 눈물을 새까맣게 잊고 새로운 인연을 맺고자 

한다. 

  

부귀영화와 희로애락은 이미 과거 전생에 다 경험하였다 

  

시람들은 전생일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가르침에 따르면 전생에 실로 

여러가지 사건을 겪었다. 그 중에는 살인자로서의 삶도 있었고, 

도둑으로서 삶도 있어서 오계를 지키지 않아 그 때 마다 목이 잘리고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오계를 어겨서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 보다 더 많을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윤회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눈물흘리고 피를 흘렸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똑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누구나 오계를 지킬려고 노력한다. 격분하여 우발적 살인사건이 일어날 

찰나에 멈추는 것도 과거전생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전생에 살인을 저질러 목이 잘렸을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격분하여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려 하지만 

자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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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행을 하면 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아녀자를 겁탈하려 

않으려 하는 것이다. 과거 전생에 아녀자를 겁탈하여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 보다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오계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과거전생에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 하였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 오계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윤회를 

끝내자’고 하였다. 부귀영화와 희로애락은 이미 과거 전생에 다 경험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윤회를 종식하려면 먼저 ‘윤회의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 윤회의 

두려움은 바로 ‘행위의 두려움’에서 시작 된다. 행위(kamma)가 재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에서는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라” 

하였다. 이미 겪을 것 다 겪었기 때문에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S15.3)”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글쓰기에 대하여 염려하지만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 아마도 

수행의 힘 때문이라 본다. 그러면서 글쓰기에 대하여 염려를 한다. 너무 

열중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글쓰기는 

일상이라고 설명하였다. 글쓰기는 밥먹는 것과 똑 같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글을 쓰지 않으면 글이 고파 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이 보기에 긴글을 쓰는 것은 글쓰기를 오래 하다 보니 

글에 힘이 붙었기 때문이라 설명 해 주었다. 오랜 만에 법우님을 만나서 

선물도 받고 좋은 말도 많이 들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014-04-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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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월호 참사에 그 어떤 해법도 제시 못하는 불교계 

  

  

  

성법스님의 기고문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불교닷컴에 성법스님의 글이 올려져 있다. 

세존사이트(www.sejon.or.kr)의 운영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성법스님의 

글을 실은 것이다. 글에서 성법스님은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지금의 상황에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긴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명예가 걸린 상황에서는 신도들을 동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멀게는 1977 년 이리역 화약 폭발 사고, 1995 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가깝게는 2010 년 천안함 폭침 사건등 국가적 재난들이 

벌어져 국민들이 정신적 공황에 힘들어 할 때 정작 종교는 해야 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눈 앞 현실도 설명 못하는 불교, 불교닷컴 2014-04-28) 

  

  

성법스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불교현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터져 가족과 전국민이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음에도 불교계와 스님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고작 해 줄 수 있는 말이 “기도 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기도밖에 할 말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기사를 검색해 보니 

‘도법스님’이 한 말이다. 조계종 교수아사리회의에서 어느 스님이 

“붓다로 살자면서요. 모두가 붓다라면서요.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당신이 붓다'라고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불교닷컴 

2014-04-24)”라고 물었다. 그러자 도법스님은 “그런 묘수가 있다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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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불자들이나 국민들이 

낙담에 빠졌을 때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열심히 기도 해 줄 수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 아사리회 

사진: 미디어붓다(2014-04-25) 

  

  

그래서일까 불교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극락왕생’과 ‘무사귀환’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다. 어느 사찰에 가도 극락왕생과 

무사귀환이라는 말이 꼭 따라 붙는다. 그러나 무사귀환이라는 말은 이제 

형식에 지나지 않는 말이 되어 버렸다. 사고가 난지 10 일이 넘었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사귀환이라는 말이 따라 다니는 것은 일종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극락왕생 

하나 뿐이다.  

  

“열심히 기도 하세요” 

  

성법스님의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 그동안 한국불교에서는 

불자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실제로 들은 말이다. 

법당에서 스님이 신도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은 “열심히 기도 

하세요”라는 말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절에 가면 각종기도가 무척 많다. 유일신교의 

전매특허나 다름 없는 기도라는 말을 불교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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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기도, 지장기도 등 절에서 열리는 행사에 기도가 붙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또 절에서는 천도재를 강조한다. 절에 다니면 누구나 한 번쯤 듣는 말이 

조상천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천도재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 세 번할 수 있는 것이 천도재이다. 그러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 가는 천도재를 몇 번하고 나면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이다. 어떤 불자가 천도재를 한 번 

하였는데 한 번 더 하라도 해서 두 번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 더하라고 하는 바람에 절에 다니기를 그만 두었다고 한다.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하였다.  

  

늘 업타령 하지만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한국불교에서 늘 하는 말이 업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액땜’ 했다는 말도 한다. 지금 작은 사고가 남으로 인하여 업장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큰 사고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하여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업장이 소멸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다는 것이다.  

  

이렇게 늘 업타령을 하는 한국불교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 크게 상심해 있는 가족들과 국민에게 한다는 말이 “열심히 기도 

하는 것 외에 해 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평소에 

그렇게 업과 업보, 업장 소멸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작 커다란 사고가 

일어 났을 때 업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 한다. 

  

한국불교의 이중성  

  

이렇게 한국불교에서는 항상 “열심히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또 천도재를 늘 이야기한다. 그리고 평소에 업타령, 마음 타령을 

하지만 막상 위기에 닥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성법스님은 기고문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평소에는 업타령을 하다가도 위기에서 업타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법스님은 “종교라는 게 종교 집단을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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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한다.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한국불교의 행태를 보면 평상시 하던 말과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하는 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결국 

종교집단의 존속을 위한 종교가 아닌지 반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법스님은 기고문을 통하여 ‘한국불교의 이중성’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성법스님의 단멸론적 견해 

  

아직 까지 한국불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스님들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라는 말 뿐이다. 그래서일까 

절에서는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관세음보살’정근이 낭낭하게 울려 

퍼진다. 그런데 기고문에서 성법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곳곳에서 ‘기본’과 ‘원칙’을 외치고 있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지만 지금처럼 무게감이 느끼게 절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한국 불교는 지금 붓다의 가르침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가를 고뇌해야 합니다. 극락을 실재하는 곳으로, 지옥을 실재하는 

곳으로 신도들에게 말하고, 현세의 모든 일은 전생의 과보와 연결 짓고, 

보시 공덕을 통해 악업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깨달음에도 돈오(頓悟)냐 

점수(漸修)냐를 따지는 한국불교가 어째서 눈앞에 벌어진 엄연한 현실에 

대해 연기론적인 합리적 설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지옥을 보며 

‘자신의 자리’를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눈 앞 현실도 설명 못하는 불교, 불교닷컴 2014-04-28) 

  

  

성법스님에 따르면 극락과 지옥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공덕도 

부정하고 있다. 이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멸론적 견해로 

보기 때문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단멸론적 견해이다. 이런 

견해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어서 육사외도에 속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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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육도윤회를 부정하고 더구나 

보시공덕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명백히 외도적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승려로 등록 되어 있다. 기독교 같으면 

‘이단’이라 쳐 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멸론적 견해를 가진 

성법스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 

  

성법스님의 글을 읽어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다고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만 적용 될 뿐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을 다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성제나 팔정도, 십이연기 등 근본교리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감각인지에 벗어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내세라든가 윤회, 또는 천상과 지옥 등 육도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과학의 시대에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성법스님의 사고에 대하여 ‘윤회는 없다고?  한 허무주의 

스님의 넋두리를 보고(2013-10-0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전에 올린 성법스님의 단멸론적 시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윤회는 6 가지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붓다가 나누었다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2) 그리고, 어째서 지금은 5 가지도, 7 가지도 아닌, 6 가지라고 딱 잘라 

분류를 하는 것일까요? 

 

3)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인간인데, 윤회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3) 미래에 외계인이 발견되거나, 외계 축생이 발견된다면 그들에게도 

이미 윤회가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4) 대승불교에서는 선악의 구별에 시비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윤회의 

과보를 받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옥과 천상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가 아닌 실재實在여야 윤회에 합치되는데, 실재한다는 

사실을 어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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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한 것은 불과 200 만 년 전인데, 그 전에 지구에 

살던 공룡등 동물도 윤회에 적용을 받은 것일까요? 

 

6) 지구의 인구는 엄청 증가하는데, 지구의 축생들이 선한 업을 지어 

인간이 증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상의 사람들이 복덕이 다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7) 둥물들이 어떤 행위로 복덕을 쌓아 인간으로 신분이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여러분 곁에 있는 애완견은 분명히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복을 짓고 있으니 제외합시다) 

 

8) 그러나 복제된 동물은 어떻게 윤회의 틀 속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9) 지옥은 갈갈이 찢어진 고통을 육체에 주고 나서, 다시 깜짝할 사이에 

복원을 시키는데, 그런 신묘한 기술을 복 짓고 사는 인간에게 주지 

않고, 축생보다 못한 인간들을 혼내는데 사용하는 것은 ‘지옥 갈 일’ 

아닌가요? 

  

(성법스님, 힌두교적 윤회는 없다. http://www.sejon.or.kr/ ) 

  

  

이 글은 스님의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을 가져 온 것이다. 9 개 항의 

의문을 보면 마치 말룽끼야뿟따가 ‘세상은 영원하다’든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든가 하는 등의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쓸데 없는 질문이다. 번뇌만 증장시키고 해탈과 열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법스님의 의문 역시 

‘공허’한 것이다. 과학의 시대에 과학적 검증의 잣대로 윤회, 천상, 

지옥 등을 검증하려 하는 것이다.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적 인지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 검증의 

잦대를 들이미는 성법스님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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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의 개념을 생명체의 연속성과 재생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아 육체를 화장하고, 화장 후 남은 재를 나무 밑에 뿌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되고, 새들도 먹게 되고.... 결국 질량보존의 

법칙대로 내 육체의 질량과 에너지 많큼은 우주에 윤회되는, 이런 

윤회를 설명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성법스님, 힌두교적 윤회는 없다. http://www.sejon.or.kr/ ) 

  

  

이 결론 부분을 읽어 보면 단멸론적 시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 버린 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음 이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살아 있을 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 단멸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글에서 스님은 질량보존의 법칙을 이야기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주에너지의 순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어떤 해법도 제대로 제시 못하는 불교계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불교계에서 그 어떤 해법도 제대로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극락왕생’이다. 그래서 조계종 

교수아사리포럼에서 도법 스님은 “그런 묘수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치 기독교 목사의 말을 듣는 

것 같다.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기도 하는 것 밖에 

달리 할 것이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또 초기불교를 연구 하는 어떤 스님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불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하였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간다는 스님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고작 ‘열심히 

기도하자’든가 ‘불교에는 해법이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천육백년전 부처님이 왜 출현 하였을까?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한국불교에서는 

‘기도타령’을 하고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어떤 스님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단멸론 시각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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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괴로운 자가 있는데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스런 상가에 의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일까? 만일 이와 같은 기복적인 

행위가 불교의 목적이라면 굳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복의 

왕이라 볼 수 있는 유일신교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이 아무리 

용하기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보다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것은 맹목적이 아니다. 합리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믿어라’하지 않고 ‘와서 

보라!(ehipassika)’고 하였다. 초대할 만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 믿기 전에 먼저 와서 볼 것을 말한다.  

  

지금 괴로운 자가 있다.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누구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괴로움에 대하여 정리 하여 놓았다.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 하여 ‘고성제’라 한다.  

  

고성제 안에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도 알고 있는 생노병사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괴로움에는 ‘네 가지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S56.11)”라 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이번 세월호 참사가 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면 이것 역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에 딱 들어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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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였을 때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 

없음을 확신 한다. 바로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불교적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유일신교의 맹목적인 믿음인 맹신과 다르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믿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진리로 받아 들인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지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국불교에서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불교적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고작 한다는 것이 ‘극락왕생’발원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더구나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스님은 “불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심지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 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분명하게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사성제이다. 지금 생사의 기로에 처한 사람들이나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말은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이다. 누군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고성제를 알려 주어야 한다. 고성제만 알려 

준다면 염세주의자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해법까지 제시하였다. 그것이 집성제이고, 

멸성제이고, 도성제이다.  

  

  

Asāre sāramatino    아사레 사라마띠노 

sāre cāsāradassino,    사레 짜사라닷시노 

Te sāraṃ nādhigacchanti   떼 사랑 나디갓찬티 

micchāsaṃkappagocarā.   밋차상깝빠고짜라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dh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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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락경목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종교사이트가 있는데 

  

네트워크만 연결 되어 있으면 소통하는 시대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올린 글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연등축제날 M 법우님을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휴심정’ 이야기를 하였다.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가 운영하는 

일종의 ‘종교사이트’이다. 우리나라 삼대 종교라 불리우는 불교와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직자 뿐만 아니라 원불교, 유교 등의 성직자도 

필자로 참여 하고 있고 또 환경운동가 등도 기고 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그래서 휴심정 필진을 보면 종교간 화합과 상생, 그리고 자연과 생태, 

환경 등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처럼 

‘고급필진’으로 이루어진 휴심정에서 ‘진흙속의연꽃’이 거론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임락경목사의 글을 통해서이다. 

  

법우님은 임락경목사가 ‘진흙속의연꽃’에게 사과 하였다는 글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보지 않았느냐가 묻는다. 이와 같은 

법우님의 말에 ‘못보았다’고 하였다. 한동안 그 사이트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우님에 따르면 지난 연말 임락경목사가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라는 말을 하였다. 

  

“이 지면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린다” 

  

휴심정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자 임락경 

목사의 글을 찾을 수 있었다. 2013 년 12 월 9 일에 작성된 글로서 

조회수가 2 만 8천명에 달한다. 법우님이 말한대로 필명과 함께 사과의 

글이 보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우선 내 글을 읽고 댓글로서 평가해주신 “진흙 속의 연꽃”님에 대하여 

공개사과 드린다. 내가 말이 목사지 목사답지 않다.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짓고 장애인들과 한평생 살다보니 글쟁이가 아니다. 더욱이 요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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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컴퓨터도 없다. 이메일도 없다. 이동전화기가 단순한 전화기였는데 

지난번 군포에 사는 박아무개가 사주었다. 전화기를 가지고 내 이름을 

찍어보니 휴심정에 실린 글에 공개 사과하라는 글을 처음 보았다. 첫 

번째 모임에는 유명한 스님들은 초청했던 것이고 법륜스님이나 도법스님 

등은 참석하시지 않았다. 참석하신 다른 스님들도 차려진 상에서 막걸리 

맥주 마시지 않았다. 또한 고기는 안 드셨다. 스님들 앞에 고기와 

술잔이 놓인 것은 나도 당황했다. 다만 스님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인들을 대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잘 넘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린다. 

  

(임락경목사, 야단법석 휴심정 송년회, 2013-12-19) 

  

  

임락경목사는 필명을 거론 하면서 “지면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임목사가 사과의 글을 올린 이유는 

2011 년 올린 글 때문일 것이다. 

  

휴심정 필진들의 송년회이야기 

  

2011 년 연말 휴심정 필진들의 송년회이야기가 휴심정사이트에 실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대종교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명망가’들의 송년모임이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모인 송년회모임 

이야기에 대하여 임락경목사가 재미난 이야기를 곁들여 글을 올렸다.  

  

그런데 모임이 이상했다. 소위 종교인들 즉, 스님이나 신부 그리고 

목사들이 모임에서 한상 거하게 차려 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이 보이고 기름진 음식도 가득 

하였다. 더구나 그 자리에는 회색승복을 입은 삭발한 스님의 모습도 

보였다. 마치 회사에서 연말 망년회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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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휴심정 필진들의 송년회 

  

 
  

2012 년 휴심정 필진들의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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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휴심정 필진들의 송년회 

  

   

이 땅의 존경 받는 성직자들의 모임에서 회사연말망년회 분위기를 

보았다. 임락경 목사의 글에 따르면 이날 종교인들의 막걸리 두상자가 

비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종교인들의 예사롭지 않은 송년 모임에 

대한 글과 사진을 보고 ‘종교전문기자의 힘과 종교명망가들 16 인의 

송년모임(2011-12-1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마치 스님들이 술판에 참석한 것처럼 

  

글과 사진을 올리고 나자 어느 법우님이 “실제 16 명의 모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 법륜 도법 청전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승복 입은 스님들 

중에 없는데 왜 거론한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 하였다. 그러고 

보니 글에서 임락경 목사가 거론한 스님명단 중에 법륜스님과 도법스님, 

청전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임락경 목사의 글에는 

“모인 이들의 학력, 경력이 대략 이렇다.”라 하여 이들 스님의 이력을 

소개하였다. 그래서 이들 스님들이 마치 술판에 참석한 것처럼 글을 쓴 

것이다.  

  

불교에 불음주계가 있다. 오계 중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계이다. 그래서 불자라면 승속을 막론하고 술을 마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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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런데 임락경 목사의 연말송년회 술판이야기를 보면 마치 

스님이 술을 마신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 그 

어디에도 한국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법륜, 도법, 청전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휴심정 운영자인 한겨레신문 조현기자에게 문의 

하였다. 그결과 조현기자는 해당글의 댓글에 “예 그 분들은 송년회 

참석하지않았습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공개사과를 요청하고 

  

사진으로 확인하고 조현기자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그 날 술판에 세 

분 스님은 없었다. 그럼에도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임락경목사와 이런 글을 올리도록 허용한 

조현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사과를 요청하였다. 

  

  

임락경 목사는 답해야 한다. 임목사가 쓴 글의 내용 중에 “모인 이들의 

학력, 경력이 대략 이렇다.”며 스님들의 이력을 소개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그리고 이력에 나온 스님들이 계행을 어겼을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은 글을 썼는데, 이 또한 해명해야 한다.  

  

이런 책임은 휴심정을 운영하는 조현기자에도 있다. 그는 목차에 

“한자리에 모인 목사 신부 교무 스님 신학자의 '기싸움'”라는 제목에 

“휴심정 필자모임, 막걸리 2 상자 비우고도 흐트러지지 않고 격식도 

없는 '극본 없는 희극'”라는 부제를 달아 법륜스님, 도법스님, 

청전스님, 원철스님이 막걸리파티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이들 네 분 스님들에 대한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다.  

  

임락경목사는 자신이 작성한 글 기싸움에 게제된 거짓내용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조현 종교전문기자 역시 

거짓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사과 하여야 

한다. 

  

(진흙속의연꽃, 임락경목사의 글 ‘기(氣)싸움’을 읽고,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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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임락경목사와 조현기자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하였다. 비록 

블로그에 올린 글이긴 하지만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공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임락경 

목사가 사과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현기자로 부터 그 

어떤 메시지도 받지 못하였다. 

  

또 하나 사과할 것이 있다며 

  

임락경목사는 2013 년 휴심정 송년회 글에서 필명을 거론 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내 변명은 이렇다. 내가 불경 공부를 못했다. 그래도 불교에 대해서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 의도는 

불교에서 배우려는 마음과 존경한 스님들을 찾아 만나려는 마음은 

한결같다. 내가 설명했던 불입문자(不立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에 대해서 내가 젊었을 때 

스님에게 들은 법문이었다. 다만 적어두지 않고 외워둔 것이어서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 이번 댓글을 읽고 내 잘못된 경전해석을 또다시 

사과드리면서 잘 배웠다. 앞으로는 섣부른 실력으로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임락경목사, 야단법석 휴심정 송년회, 2013-12-19) 

  

  

임락경 목사는 불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자신의 판단으로 불교교리를 왜곡한 것에 대한 사과이다.  

  

선종교리에 대한 잘못된 설명 

  

임락경 목사가 글로서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시인한 것은 임락경목사의 

글을 읽고 반론을 편 것에 영향받은 것이라 본다. 위에 언급된 

불교교리에 대한 왜곡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2011 년 임목사의 송년회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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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전쟁은 불교에서는 없다. 불경에 있는 가르침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 : 불교 외에 다른 경전도 있고 좋은 책도 있다. 

불입문자(不立文字) : 불경 외에도 다른 문자도 있다. 

직지인심(直指人心) : 교리를 캐거나 모든 계행을 닦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지도해 불과를 얻을 수 있음. 견성성불(見性成佛) : 진리만 바로 

보면 성불할 수도 있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불경이 아니고 아무 

경전이라도,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도 진리는 있고 진리만 바로 찾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임락경목사, 기통찬 휴심정 송년모임, 휴심정 2011-12-21) 

  

  

임목사는 우선 불교에 종교전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였다. 

불교역사상 전쟁을 일으켜 불교를 전파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에 따르면 선종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교외별전과 불입문자에 대한 설명이 그렇다. 마치 문자 그 자체를 풀어 

놓은 듯한 설명이다. 불교인이 이런 설명문을 보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임락경목사는 선불교의 핵심교리라 볼 수 있는 교외별전, 불입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에 대하여 본래 뜻과 동떨어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임락경목사 설명 원래 뜻(사전적 의미) 

교외별전 

(敎外別傳) 

불교 외에 다른 경전도 

있고 좋은 책도 있다 

선종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 

불입문자 

(不立文字) 

불경 외에도 다른 문자도 

있다 

선종에서,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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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 

직지인심 

(直指人心) 

교리를 캐거나 모든 

계행을 닦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지도해 불과를 

얻을 수 있음 

교리를 캐거나 계행을 

닦지 않고, 직접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진리를 알게 하여 불과를 

이루게 하는 일 

견성성불 

(見性成佛) 

진리만 바로 보면 성불할 

수도 있다 

불교에서 자기의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뜻 

  

  

  

선종의 특징은 교외별전, 불입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이 네 

가지 특징가운데 임락경 목사는 교외별전과 불입문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교외별전에 대하여 “불교 외에 다른 

경전도 있고 좋은 책도 있다”라 하였고, 불입문자에 대해서는 “불경 

외에도 다른 문자도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해석방법은 본래의 뜻과 동떨어진 것이고 왜곡된 것이다.  

  

임락경 목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남의 종교의 교리를 왜곡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임목사의 글에서 “이를 다시 풀이하면 

불경이 아니고 아무 경전이라도,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도 진리는 

있고 진리만 바로 찾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드러난다.  

  

임목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불경이나 성경이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모두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외별전에 대하여 “불교 

외에 다른 경전도 있고 좋은 책도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불경외에 성경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불입문자에 대하여 “불경 

외에도 다른 문자도 있다”라고 왜곡하여 역시 불경외에 성경도 

있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표현 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렇게 불교교리 즉, 선종의 교리를 왜곡한 이유는 대승불교와 기독교가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 않음을 말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도 진리는 있고”라 하여 불교와 기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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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가 다름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진리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진리만 바로 찾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라 하여 

성불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다름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임락경 목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모든 종교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외별전 대하여 “불교 외에 다른 경전도 있고”라 하였고, 불입문자에 

대해서는 “불경 외에도 다른 문자도 있다”라고 하여 불교인들이 

보기에는 ‘엉뚱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목사의 불교교리에 대한 왜곡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래서 

블로그에 ‘임락경목사의 ‘기통찬’이야기(2012-12-22)’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임락경목사의 선종교리에 대한 설명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 실수일까? 이에 대하여 후자에 더 높은 비중을 

둔다. 왜냐하면 임락경 목사의 글에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사상이 

농후하기 때문이디.  

  

임락경목사의 글을 비판하면서 올린 글에서 휴심정 필진과 필진들이 

올린 글을 종교다원주의로 규정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필진중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길희성교수를 들 수 있다. 휴심정 사이트에서는 길희성 교수의 

다원주의에 대한 글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그런 길희성 교수는 

종다원주의자이자 신학자이다. 이런 필진에 역시 다원주의자이자 

신학자아지 목사인 이경재교수도 포함 되어 있다.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 

  

블로그에서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자인 길희성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블로그에 실린 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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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에 따르면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내 안의 불성을 본다’는 

뜻이다. 우리가 원래 부처이었기 때문에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부처의 성품을 보면 성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견성성불이라 한다. 

그런데 임목사는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으로 견성성불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늘 주장하듯이 산을 오르는데 

있어서 여러갈레의 길이 있다든가, 산의 정상이 하나이듯이 진리를 

하나라는 말이다. 이런 다원주의는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존재의 근원 

내지 궁극적 실재를 가정한 것이다.  

  

길희성교수에 따르면 자신의 글에서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도(道), 

천(天), 태극, 공(空), 브라흐만 혹은 아트만, 무(無), 일자(一者), 

절대자, 무한자, 절대 정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 세계의 건축가 혹은 설계자, 창조주 같은 개념들이다. (신의 

암호, 신이라는 암호)”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아마도 모인 각 

종교필진들이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견성성불을 해석한 것이라 보여진다. 

  

(진흙속의연꽃, 임락경목사의 ‘기통찬’이야기, 2012-12-22) 

  

  

휴심정 필진들의 면면을 보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다. 신학자인 

길희성교수, 목사이자 신학자인 이경재 교수 등이다. 그런데 임락경 

목사 역시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산정상론’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길희성 교수는 “산의 

정상이 하나이듯이 진리를 하나이다”라는 말일 각종 기고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진리는 하나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하나이다 보니 

존재의 근원이라 불리우는 ‘궁국적실재(Reality)’에 대하여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길희성 교수는 

궁극적실재에 대하여 “도(道), 천(天), 태극, 공(空), 브라흐만 혹은 

아트만, 무(無), 일자(一者), 절대자, 무한자, 절대 정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 세계의 건축가 혹은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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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 같은 개념들이다. (신의 암호, 신이라는 암호)”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개념에 그리스도 역시 포함 된다.  

  

이처럼 휴심정 모임의 필진중에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근본에 있어서 결국 하나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에 동조하는 스님들도 있다는 것이다. 

  

다원주의에 동조하는 스님들도 

  

2011 년 휴심정 필진에는 ‘도법스님’도 들어가 있다. 2011 년 송년 

술판에서는 도법스님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필진명단에 

등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종교다원주의자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런 의심은 증거로 나타난다.  

  

조계종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도법스님이 2011 년 종교평화선언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놀랍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열린 진리관은 이웃종교를 

대하는 기본 원칙이며 대화와 소통을 위한 출발입니다. 

   

진리란 특정 종교나 믿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믿음에 다 열려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초안 축약본,  열린 진리관 , 2011-

08-23) 

  

  

2011 년 조계종에서 추진하려 했던 종교평화선언이다. 소위 

아쇼카선언이라 한다. 선언문 중에서 열린진리관에 대한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놀랍게도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 하였다. 

이는 명백히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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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에서 뜬금 없이 이런 선언을 추진하려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때 

당시 불교가 처한 상황과 관련 되어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불교가 차별 받고 종교간 갈등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이 선언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매우 비판 

받았다. 가장 먼저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런 선언을 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동참할 것이라 하여 불교에서 먼저 선수 치고 나온 

것이라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사상 영향으로 본다. 이는 선언문에서 

‘열린진리관’을 보면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표현은 종교다원주의자이자 신학자인 길희성교수의 “산을 

오르는데 있어서 여러갈레의 길이 있지만 산의 정상이 하나이듯이 

진리를 하나이다”라는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만일 종교평화선언이 공표되었다면 

  

만일 조계종에서 종교평화선언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선언문을 

공표한다면 한국불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불교의 교리는 결국 기독교와 다른 것이 아님이 된다. 더구나 

불교의 불성이나 참나, 비로자나(법신불)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늘 주장 

하듯이는 궁극적실재에 속하게 된다.  

  

궁극적 실재는 “도(道), 천(天), 태극, 공(空), 브라흐만 혹은 아트만, 

무(無), 일자(一者), 절대자, 무한자, 절대 정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 세계의 건축가 혹은 설계자, 창조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다. 이런 궁극적실재에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파 하였기 때문에 

수십번에 걸쳐서 종교평화선언의 부당성에 대한 글을 올렸다. 

  

조계종에서 사실상 2인자라 볼 수 있는 도법스님이 추진하였던 

종교평화선언은 아직 선언 되지 않았다. 2011 년 초안이 발표 된 이래 

불교계 내부에서 반발에 부딪쳐 내용을 ‘보완중’이라 하였다.  

  

그러나 언제 본선언문이 공표 될지 모른다. 만일 종교평화선언이 공표 

된다면 한국불교는 사실상 소멸의 과정에 들어 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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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교 교리를 인정하고 타종교의 궁극적실재와 다름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더 이상 불교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다원주의자들은 초기불교를 제외하였을까? 

  

초기불교에서는 궁극적실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기법에 따르면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견에 해당되는 

궁극적실재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일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초기불교의 

‘열반’에 대해서는 궁극적실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대하여 진리는 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초기불교만은 

예외로 보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불교는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성립되었다. 존재의 근원이자 궁극적실재라 

불리우는 ‘브라흐마(Brahma)’을 비판하였고, 또 모든 존재에 영혼과 

같은 개아가 있다는 ‘아뜨만(Atman)’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브라흐마와 아뜨만이 실체도 없고 또한 실재 하지 않음을 연기법으로 

증명하였다.  

  

그런데 브라흐마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도(道), 천(天), 태극, 

공(空), 그리스도’ 등으로 불리우는  궁극적 실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성립된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오직 초기불교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초기불교에 대하여 종교다원주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기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열반이다. 열반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실재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 볼 수 있다. 마하야나에서는 

불성, 참나, 본래면목 등 궁극적실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궁극적실재의 범주에 그리스도, 브라흐만과 함께 

참나, 불성 등을 궁극적실재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초기불교와 마하야나는 다르다. 그래서일까 러시아 출신의 

저명한 불교학자 체르바츠키(Stcherbatsky)박사는 

“마하야나(대승)주의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고 고따마 

붓다는 초월적인 신이 되어 버렸다”라며 한탄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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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임락경 목사는 불교의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렇게 한 목적은 

모든 종교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블로그에서 글로서 지적하였다.  

  

그런데 2013 년 휴심정송년모임 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하여 

“내 잘못된 경전해석을 또다시 사과드리면서”라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는 섣부른 실력으로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함으로써 불교의 교리를 인용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 하였다.  

  

그러나 교외별전과 불립문자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왜곡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련다” 

  

임락경 목사는 2011 년에 작성된 자신의 글에 대하여 만 2년이 지난 

2013 년에 휴심정 사이트에서 글로서 사과를 하였다. 법륜스님, 

청전스님, 도법스님 이렇게 세 분의 스님이 술판에 참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리고 선종의 교외별전 등 선종교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사과 하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지금도 내가 글쟁이가 아니라서 완전한 해명과 사과가 안 될 줄 안다. 

직접만나서 말로서 사과한다면 진정한 사과가 되고 오해 아닌 진심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련다. 

그저 2 년 동안 죄송할 뿐이다.  

  

(임락경목사, 야단법석 휴심정 송년회, 2013-12-19) 

  

  

임락경목사는 자신은 글쟁이가 아니라 하였다. 그래서 글로써 사과의 

말을 표현하기가 완전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직접만나서 

대면하면 더 정확하게 사과의 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심지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련다”라 하였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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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참회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부분 발끈 할 것이다. 이런 케이스가 초기경전에 있다.  

  

  

Accayaṃ desayantīnaṃ yo ce7na paṭigaṇhati, 
Kopantaro dosagaru sa veraṃ paṭimuccati. 
  

[어떤 하늘사람]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 들이지 않고 

울화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이네.” 

  

(Ujjhānasaññisutta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하늘사람은 부처님이 미소를 짓자 자신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오해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결점을 찾고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샅샅이 보았다. 그러나 부처님에게서 그 어떤 허물도 볼 수 

없었다.  

  

하늘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였다. 이에 부처님이 미소로 답하지 

하늘사람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결점을 찾아 

부처님을 모욕주고자 한 것이다. 이런 참회는 진정한 참회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참회를 받아 들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더 큰 결점을 

찾아 모욕 주려 한다면 ‘거짓’으로 참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 들이네” 

  

하늘사람은 거짓참회를 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하늘사람에게 

“세상에 잘못도 없고 허물이 없다면, 그리고 원한이 그치면,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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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건전한 님이리.(S1.35)”라는 게송으로 이해시켰다. 부처님은 

번뇌 다한 자는 결코 원한을 가지지 않는 허물없는 자임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은 허점을 찾는 하늘사람의 참회를 마침내 받아 들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Tathāgatassa buddhassa sabbabhūtānukampino, 

Tassaccayā na vijjanti tassa natthi apāgataṃ, 

So na sammohamāpādi sova1 dhīro sadā sato. 

 

 

Accayaṃ desayantīnaṃ yo ce na paṭigaṇhati, 
Kopantaro dosagaru sa veraṃ2 paṭimuccati, 
Taṃ veraṃ nābhinandāmi patigaṇhāmi voccayanti. 
  

[세존] 

“모든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여래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고 어떠한 허물도 없네. 

그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슬기롭고 항상 새김이 깊다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지 않고 

울화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원한에 묶이네. 

나는 원한을 즐겨하지 않기에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 들이네.” 

  

(Ujjhānasaññisutta -웃자니쌍니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3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허점을 찾아 부처님을 모욕주려는 하늘사람의 참회를 받아 

들였다. 만일 참회를 받아 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될까? 게송에서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지 않고 울화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원한에 묶이네.”라고 표현 되어 있듯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참회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원한에 묶이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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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말하는가? 잘못을 뉘우치는 자의 참회는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더 이상 원한에 묶이지 않기 때문이다.  

  

임락경목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참회하고 참회를 받아 들였을 때 더 이상 감정의 앙금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임락경 목사의 사과를 받아 들인다. “나는 원한을 

즐겨하지 않기에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 들이네. (S1.35)”라는 

부처님말씀 처럼,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지 않기 위하여 임락경 목사의 

사과를 받아 들인다. 

  

  

  

2014-04-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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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막사 남녀근석과 제 2 여근석 

  

  

  

동청계사 서삼막사 

  

5 월 5 일 어린이날 삼막사를 찾았다. 사는 곳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관악산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서해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천년고찰이다.  

  

사는 곳을 중심으로 본다면 삼막사는 서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청계사는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두 사찰은 120 만명이 몰려 사는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서 불자들이라면 즐겨 찾는 

전통사찰이다. 그래서 ‘동청계사’ ‘서삼막사’라 부를 수 있다. 

  

청계사와 함께 늘 즐겨 찾는 곳이 삼막사이다. 두 곳 모두 마을버스가 

입구까지 들어 가기 때문에 걸어 가기에도 부담 없는 곳이다. 차도가 절 

입구까지 나 있어서 차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삼막사의 경우 관악산 

도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된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걸어 올라가야 한다.  

  

삼막사는 입구주차장에서 약 40 분 가량 걸린다. 그러나 신도들을 위하여 

‘셔틀카’가 운행된다. 9 인승 스타렉스가 수시로 운행하는데 기사에게 

물어 보니 천원을 내면 된다고 한다.  

  

삼막사등산로는 경인교대입구에서부터 시작 된다. 예전에 채석장이었던 

곳이 언젠가 캠퍼스로 바뀌면서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되었다. S 자형 

도로를 따라 올라 가다 보면 삼막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좀 더 빨리 

가려면 계곡길로 가야한다.  

  

삼막사 계곡길은 급경사져 있다. 이렇게 급경사진 길을 올라 가다 보면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소위 깔딱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마치 마라톤에서 30 키로 미터 이후에 막판 스퍼트를 하듯이 깔딱고개를 

넘기만 하면 곧바로 삼막사이다. 

  

전에 보지 못하던 일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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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딱고개를 넘자 마자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일주문이다. 최근 일이년간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만든 것 같다.  

  

  

 
  

  

일주문에는 ‘삼성산삼막사’라 쓰여 있다. 관악산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삼성산을 주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새워진 일주문을 보니 절이 품격있어 보인다. 일주문, 천왕문 등이 

있을 때 절의 사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계사에는 

아직까지 일주문이 없다. 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삼막사 보다 훨씬 더 

큼에도 일주문이 없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이다. 삼막사에 일주문이 

생겼으니 조만간 청계사에도 일주문이 건립 될 것으로 보인다. 

  

삼막사의 무료 국수공양 

  

삼막사 하면 떠 오르는 것이 있다. 관악산을 즐겨찾는 등산객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수공양이다. 삼막사를 찾는 이에서 무료로 국수를 

공양하는 것이다. 불자이건 등산객이건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요일 

점심 때가 되면 긴 줄이 형성된다. 이에 대하여 ‘큰집처럼 막 퍼주는 

삼성산 삼막사(三幕寺)(2007-02-0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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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막사 국수공양은 유명하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 된 

바 있다. 거의 십년 이상 무료로 국수공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당시 실직한 사람들에게도 국수공양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수 먹기를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등산객들과 불자들은 삼막사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된 것 같다.  

  

이천원을 받았던 청계사 

  

이처럼 무료로 국수공양 전통이 있는 곳이 삼막사이다. 그러나 동쪽 

청계산자락에 있는 청계사의 경우 달랐다. 일요일 점심 때 가면 국수를 

주는데 무료가 아니었다. 불자이건 등산객이건 모두 이천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청계사의 조치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비판글을 보았다. 스스로 

절을 찾아 가는 이에게 마치 장사하듯이 국수값을 받는 다는 것이다.  

  

불자들이 절을 찾아 가면 맨손으로 가지 않는다. 이 법당 저 법당 

다니면서 참배하고 불전함에 돈을 넣기 때문에 국수값 이천원 이상은 

시주 하게 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국수 정도는 무료로 공양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그럼에도 청계사에서는 꼬박꼬박 국수값 이천원을 

받았다. 그러나 청계사에도 변화의 바람은 부는 것 같다. 교계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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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청계산에 위치한 청계사에서도 무료 

사찰 공양을 접할 수 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스님)는 주말마다 

소박한 비빔밥을 등산객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청계산이 등산객들에게 

잘 알려지면서 청계사를 찾는 등산객의 수도 상당수다. 주말에는 보통 

500 명 이상이, 봄이나 가을과 같은 등산 시즌에는 1000 여 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청계사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나물로 맛을 낸 비빔밥이다. 

소박하지만 산행을 마치고 사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한 끼 식사 제공이 아닌 공공복지 성격 강하다”, 불교신문 2013-10-07) 

  

  

불교신문 기사에 따르면 청계사에 무료로 공양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무료가 아니었다. 이전에는 국수 한 그릇에 

이천원을 받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본다면 예전부터 

무료로 공양을 하고 있는 줄 알 것이다. 

  

청계사에서 무료로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 스스로 절로 찾아 간 이에게 점심 한 끼 

제공하는 것은 미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영업 하듯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래 간만에 찾아 보니 변화가 

  

삼막사는 십수년 전부터 즐겨 찾는 곳이다. 사시사철 찾다 보니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쯤은 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래 간만에 찾다 보니 

변화가 있었다. 가장 먼저 일주문이 새로 건립 되어 있었고, 천불전과  

앞 마당에는 모두 돌이 깔아져 있어서 깔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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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막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연등에 

꼬리표를 달고 행사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준비중에 있는 

스님에게 반배의 예를 올리고 물어 보았다. 세월호 관련 플레카드가 왜 

붙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몇일 전까지는 붙어 있었다고 

하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철거하였다고 한다. 왜 철거하였을까?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고 거리에는 애도하는 플레카드가 붙어 있는데 

사찰에서 볼 수 없다니 매우 의아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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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팔경중의 하나 

  

삼막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 무어니 무어니 해도 

‘남녀근석(男女根石)’일 것이다. 남근과 여근 형상의 바위를 말한다. 

자연 암석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성기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남녀근석이라 한다.  

  

삼막사 남녀근석은 안양팔경중의 하나이다. 참고로 안양 8 경은 제 1경 

관악산 망해암 일몰, 제 2 경 삼막사 남녀근석, 제 3 경 평촌 중앙공원, 

제 4 경 삼막천 만안교, 제 5 경 수리산 최경환 성지, 제 6 경 안양 

유원지, 제 7 경 병목안 삼림욕장 석탑, 제 8 경 안양 1 번가이다.  

  

이런 안양 8경에 대하여 ‘안양 (安養) 8 경은 억지 8 경(2008-11-

08)’이라고 비판글을 올린 바 있다. 여덟 가지에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끼워 넣기 식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8 경 가운데 

역사와 문화를 고려 할 때 망해암과 삼막사 두곳 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안양 8경에서 삼막사와 남녀근석이 선정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삼막사는 불교문화와 민간신앙이 어우러져 있음을 말한다. 특히 

남녀근석이 있는 칠성각이 접합장소라 볼 수 있다. 

  

남근석은 어디로 갔을까? 

  

남녀근석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러나 여근석만 있을 뿐 남근석이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남근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넓다란 바위만 있을 뿐 그 위에 솟아 있어야 할 

남근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근석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여근석을 보니 옛날의 그 

여근석이 아니다. 여근석 안에는 항상 물이 차 있었으나 지금 보는 

여근석은 물이 말라 있고 더구나 잡초만 놓여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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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미신행위를 한다고 하여 

파괴해 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만약 파괴하였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보아도 남근석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남근석이 있던 자리에 남근석이 제거 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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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석은 그대로 있는데 남근석이 보이지 않았다. 하도 이상해서 

종무소에 가서 물어 보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남근석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더 올라 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니 여근석과 비슷한 또 

하나의 여근석을 보고 착각하였던 것이다.  

  

예전에 보았던 남녀근석이 그대로 

  

남녀근석은 계단을 따라 죽 올라 가다 보면 나온다. 착각한 여근석은 

‘삼귀자’ 문양 바로 옆에 있었다. 오랜만에 와보니 착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여근석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수확이다.  

  

계단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예전에 보았던 남녀근석이 나왔다. 그대로 

보전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남성성기 모양을 한 남근석과 여성성기 

모양을 한 여근석이 옛날 그대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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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으로 마찰한 흔적도 

  

삼막사 남녀근석은 거리가 약 오륙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먼저 

남근석을 보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우뚝 솟아 

있는 바위 형태가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고 해서 남근석이라 한다.  

  

  

 
  

  

남근석을 좀 더 가까이서 보았다. 홈이 패인 사이로 동전이 붙어 있다. 

그리고 동전으로 마찰한 흔적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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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물이 마르지 않을까? 

  

이번에는 여근석을 보았다. 남근석과 약 오륙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여근석은 여성의 성기모양이다. 커다란 바위의 중앙 부분이 움푹 패인 

형상을 하고 있다. 

  

  

 
  

  

  

여근석을 좀더 가까이서 보았다. 두 부분으로 갈라진 사이에 동전이 

붙어 있다.그런데 갈라진 사이에 물이 고여 있다.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일설에 따르면 물이 한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물이 솟아나는 것일까? 그런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누군가 

물을 부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마른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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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숭배 사상 

  

인터넷백과사전에 따르면 삼막사남녀근석은 성기신앙 중의 하나라 한다. 

예부터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바위를 숭배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기 숭배 사상은 “수렵 채집의 풍족과 풍농·풍어·다산과 

무병 장수를 목적으로 하여 선사시대부터 행해져 왔으며, 

고려·조선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무속·풍수 신앙·동제·미륵 신앙 

속에 어우러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삼막사 남녀근석의 성기숭배사상은 불교가 들어 오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677 년 원효대사가 삼막사를 창건하면서 이 

바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불교가 민간신앙을 포용한 것으로 

본다.  

  

칠성각에서 기도하면 

  

남녀근석 바로 옆에는 칠성각이 있다. 주로 아이 낳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장소라 한다. 그래서일까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찾는 

명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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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여근석을 발견하고 

  

삼막사는 불교와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곳이다. 그래서일까 안양팔경에 

‘삼막사 남녀근석’이라 하여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삼막사와 

민간신앙을 대표하는 남녀근석이 함께 선정된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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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삼막사 방문에서 우연하게 제 2의 여근석을 발견하였다. 

십수년간 삼막사를 즐겨 찾았으나 한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분명 여성의 성기모양을 한 바위이었다. 그러나 

남성성기모양의 바위가 없었다.  

  

여근석만 있고 남근석이 없어서일까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같다. 그런데 우연히 여근석을 보고서 바로 옆에 남근석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 파괴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남근석 자리를 아무리 보아도 파괴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면 삼막사에는 남녀성기 모양이 

갖추어진 남녀근석이 있고, 여자의 성기모양만 있는 또 하나의 여근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 2의 여근석은 왜 잊혀졌을까?  

  

이번 삼막사 방문에서 제 2 여근석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제 2여근석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일까? 인터넷검색을 해 보았으나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삼막사에는 

남녀한쌍의 근석이 있기도 하지만, 여근석만 있고 남근석은 없는 

제 2의 여근석이 있다는 사실이다.  

  

남녀한쌍이 갖추어진 남녀근석은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근석만 있는 경우 방치 되어 있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그런 여근석이 있는 줄 조차 모른다. 그래서 모두들 무심히 

지나친다. 그러나 이번 삼막사 방문에서 우연히 제 2 여근석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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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남근석 

남근석 자리에 남근석이 있다. 

  

 
  

제 1 여근석 

물기가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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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남근석 자리 

남근석 자리에  남근석이 없다. 

  

  

 
  

제 2 여근석  

물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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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함께 해야 자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남성만 있다거나 여성만 

있는 경우 자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남녀근석의 경우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짝이 없는 제 2 

여근석은 버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짝이 있는 여근석과 짝이 없는 여근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기라 볼 수 있다. 짝이 있는 여근석의 물기가 마르지 않는다. 

누군가 계속 물을 넣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짝이 없는 여근석의 경우 

잊혀져 있고 버려져 있어서 항상 메말라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남녀가 한쌍으로 이루어져야 자녀를 생산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연히 제 2 여근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남근석 없는 여근석은 의미가 

없다. 단지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며 남녀가 쌍을 이루어야 세상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짝이 없어서 잊혀지고 버려진 제 2 여근석을 

보면서 왜 여자에게는 남자가 있어야 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 주는 것 같다. 

  

  

  

2014-05-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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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네이버는 천만불자들을 우롱하는가?  

  

  

  

왜 네이버에 연꽃이 피지 않을까?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불자들의 최대잔치이자 국가에서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럼에도 네이버에 연꽃이 피지 않았다. 불교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연꽃이 네이버 첫화면에 뜨지 않은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일까? 

   

 
  

2014 년 부처님오신날 네이버 첫화면 

불교와 관련된 이미지가 떠 있지 않다. 

  

  

반면 다음에서는 첫화면에 연꽃이미지가 띄어 있다.  

  

   

 
  

2014 년 부처님오신날 다음 첫화면 

연꽃이미지와 함께 석가탄신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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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전화를 걸었더니 

  

네이버에 전화를 걸기 위하여 검색 하였다. 그러나 대표상담전화에서는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어렵게 

검색하여 마침내 상담원과 통화 할 수 있었다.  

  

상담원에게 왜 네이버 첫 화면에 부처님오신날과 관련된 이미지가 뜨지 

않는지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지금 조치중이라 하였다. 현재 시간 오전 

8 시 30 분이니 이미 그 이전에 누군가 항의가 들어 갔던 것이다.  

  

상담원에게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다음에는 연꽃이 떳는데 네이버에서 연꽃을 

띄우지 않았다면 이는 천만불자에 대한 모독임을 상기 시키고 빨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조치하라고 하였다.  

  

2009 년과 2010 년 다음에서 피지 않은 연꽃 

  

포털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관련하여 연꽃 등 불교이미지가 첫화면에 뜨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2009 년과 2010 년 부처님오신날 다음에서는 

첫화면에 연꽃 등 불교관련 이미지를 띄우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이 마치 평일처럼 보였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다음에 

강력히 항의 하였다.  

  

2009 년 이전에 부처님오신날 연꽃이미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2009 년 부처님오신날 당시 다음에 연꽃 등 이미지가 떠 있지 않은 것을 

필명 ‘후박나무’님이 발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보고 다음에 항의 하였다. 그 결과 2010 년에는 반드시 첫화면 

불교관련 이미지를 띄어 주겠다고 첫화면 담당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2010 년 부처님오신날 당일 끝내 연꽃은 피지 않았다. 그 때의 

서운함을 ‘끝내 피지 않는 연꽃, 다음과 구글의 부처님오신날 첫화면 

배너(2010-05-21)’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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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면 2009 년과 2010 년 연속으로 다음에서는 첫화면 배너 

이미지를 올리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에서는 연꽃 이미지를 올려 

놓았다. 

  

종교차별이고 불자들에 대한 모독 

  

포털에서 부처님오신날 당일 첫화면에 불교관련 배너를 올려 주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평소 포털에서는 크리스마스 등 

국가지정기념일이나 각종 기념일이 되면 첫화면 관련 이미지를 띄어 

주는 서비스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불자들의 

최대잔치이자 국가에서 지정된 기념일인 부처님오신날이 마치 평일처럼 

아무런 배너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173 

 

이는 명백히 종교차별이고 불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네이버와 다음을 첫화면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으로 연결 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자들의 

최대기념일인 부처님오신날에 대하여 평일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자로서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 

  

다음에서는 2009 년과 2010 년 2 년 동안 연속으로 첫화면 배너에 그 어떤 

이미지도올리지 않았다. 불자로서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블로그에 올리고 이슈화 한 것이다.  

  

이렇게 이슈화 해서일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일까 2011 년 

부처님오신날 당일에 마침내 연꽃이 피었다. 그 감격을 

‘부처님오신날에 어렵사리 핀 한송이의 연꽃(2011-05-1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2 년 연속 연꽃 등 불교이미지를 올리지 않아 

불교와 불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다음에서 2011 년에는 연꽃 이미지를 

올려 놓은 것이다. 

  

왜 기독교는 되고 불교는 안되는가? 

  

포털은 이제 공적인 개념이다. 마치 공기처럼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다. 네티즌들이 네이버와 

다음을 대부분 접속하기 때문에 이들 포털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기 

보다 공적 기관에 더 가깝다. 그런데 부처님오신날 당일 첫화면에 연꽃 

등 이미지를 띄어 주지 않는 것은 종교차별이고 명백히 불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올해 네이버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당일 그 어떤 불교관련 이미지를 

띄우지 않았다. 그런 네이버는 크리스마스날은 매년 빠지지 않고 기독교 

관련 이미지를 띄어 주었다. 네이버에 묻는다. 왜 기독교는 되고 불교는 

안되는가? 네이버에서 의도적으로 띄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2015-05-0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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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네이버에 왜 연꽃이 뜨지 않았을까?  

  

  

네이버 상담원과 통화 

  

아침에 다시 네이버 상담원과 통화 하였다. 네이버에 공문형식으로 글을 

보내려 하는데 누구한테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어제 상담원과 달리 비교적 의견을 청취하며 들어 줄려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어제 부처님오신날 당일 네이버에서 첫화면에 

불교관련 배너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음을 설명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도 알려 주었다. 특히 검색창으로 들어가 확인하여 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즉각 반응이 왔다.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곧 전화 

해주도록 조치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윤리상담센터에 메일을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첫화면 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래서 준비한 글을 메일로 발송하였다. 찾아 보니 네이버의 

http://www.navercorp.com/ko/company/ethicsLineCenter.nhn 사이트가 

적합 할 것 같다. 상담센터에 대한 글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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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상담센터는 네이버(주) 및 계열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품·접대·편의 수수,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간섭, 대금지급 관련 불만, 비공개 정보의 유출, 기타 부정 및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상담자의 신분과 상담/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하며, 접수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원하시는 경우 전화나 e-mail 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네이버 상담센터) 

  

  

내용을 보니 무엇 보다 희망을 갖는 것은 회신이 온다는 사항이다.  

올린 글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원하시는 경우 

전화나 e-mail 로 회신하여 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담-신고하기 매일인 ethicsline@navercorp.com 에 공문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발송하였다. 

  

네이버에 발송한 공문형식의 글 

  

  

어제는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석가탄신일’이라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거의 대부분 

‘부처님오신날’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불자들에게 있어서 경사스런 부처님오신날에 마치 ‘날벼락’을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귀사 네이버 첫화면 이미지 

때문입니다. 예년과 달리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연꽃이나 연등 등의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귀사의 라이벌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탈중의 하나인 ‘미디어 다음’에서는 연꽃 이미지를 내 

보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부처님오신날 아침에 ‘네이버는 

천만불자들을 우롱하는가? 첫화면에 부처님오신날이 없다(2014-05-

06)’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망감에 과격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강도 높은 비판 일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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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개 하면서 비판글을 올리는 것은 네이버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하여 마침내 전화번호를 

알아 내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해 보니이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원은 담당부서에 알려서 조치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 내내 네이버에 연꽃은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마치 준비 된 듯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전국민이 애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교관련 로고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애도 기간에는 어떤 기념일에 대한 

로고도 올리지 않는 것이 네이버의 방침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5월 5 일 어린이날을 들었습니다.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날과 

관련된 첫화면에 로고를 내 보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날이 종교별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어린이날이 따로 

있고 불교어린이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5 월 5 일 하루를 

어린이날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간소하게 치루고 애도의 분위기로 이끌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경우 크리스마스날이 

기념일이고, 불교의 경우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이 기념일로서 서로 

날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처럼 일률적으로 부처님오신날 첫화면 

로고를 배제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기념일을 한날에 

한다면 이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마다 기념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날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명백히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 

됩니다.  

  

전국민이 슬퍼 하는 세월호 참사도 시간이 가면 잊혀 질 것입니다. 

연말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TV 에서는 흥겨운 노래 가락이 흘러 

나오고 각종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분위기도 

나겠지요. 그에 따라 크리스마스날 포털의 첫화면에는 크리스마스날을 

알리는 로고 역시 뜨겠지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번 부처님오신날 

첫화면 로고를 띄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기간에 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연말에는 애도 기간이 아니라 로고를 띄울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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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언급하였지만 종교기념일은 종교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날 

처럼 생각하여 일률적으로 로고를 띄우지 않은 것은 분명히 종교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 합니다. 

  

  

첫째, 2014 년 크리스마스날에 첫화면 로고를 띄의지 말 것을 요구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이지만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달이 갈지 

연말까지 아니면 일년이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4 년 5 월 6 일 

부처님오신날 첫화면에 이미지를 띄우지 않았듯이, 종교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크리스마스날 첫화면 로고를 띄우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네이버는 천만불자들에게 사과 해야 합니다. 불자들의 

최대기념일이고 더구나 국가지정 기념일 날에 로고를 띄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종교차별이고 천만불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불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월호 애도 기간을 이유로 로고를 띄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불자들에게 임명받은 것은 아니지만 천만불자를 

대표하여 요청합니다. 그리고 매일 불교관련 글을 쓰는 블로거로서 

요청합니다. 

  

  

“크리스마스날 첫화면 로고를 띄우지 말든가,  

아니면 천만불자들에게 사과 하십시요!” 

  

  

책임있는 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2014-05-07 

필명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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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네이버가 공공성격의 공기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해명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2014-05-07 

진흙속의연꽃 

 

 

 

 

 

 

 

 

 

 

 

 

 

 

 

 

 

 

 

 

 

 

 

 

 

 

 

 

 



179 

 

14. 스리랑카 웨삭과 한국 부처님오신날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오신날은 비빔밥먹는 날? 

  

부처님오신날에 불자들은 절에 간다. 평소 절에 자주 다니지 않는 

불자라도 이 날 만큼은 절에 가서 참배도 하고 등도 달고 비빔밥도 얻어 

먹는다. 이처럼 절에 어쩌다 몇 번 가는 것이 고작이다. 그럼에도 

불자라고 한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이 절 저 절 다닌다. 그러기를 몇 해 해왔다. 이렇게 

초파일 때 마다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사진에 담고 

글로서 기록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절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처님오신날 이날 하루는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다.  

  

불자들은 절에서 밥을 얻어 먹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의 큰 

행사처럼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규모가 크거나 잘 알려진 전통사찰의 

경우 밥을 먹기 위하여 장사진을 친다. 거의 대부분 비빔밥이다. 커다란 

그릇에 김치와 나물 등을 넣고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자료를 보면 한국에서의 웨삭일은 

비빔밥 먹는 날의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영어로 

‘bibimbab’ 식으로 표기 하여 놓은 것을 보았다. 

  

법문대신 산사음악회인가? 

  

이렇게 부처님오신날 평소 절에 잘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이 날 하루 

만큼은 절에 나와 비빔밥을 먹는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절은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절에서도 

법문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오전에 법요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법요식 중에 오거나 법요식이 끝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절에서 법문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설령 법요식에서 법문을 하더라도 부처님가르침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스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불자들은 가르침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오는 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180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절에서는 법문이 거의 

없다. 그 대신 항상 하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세요”라는 말이다.  

  

이처럼 절에서 법문 듣기가 힘들다. 그런데 부처님오신날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각종 공연이 그것이다. 특히 산사음악회가 대표적이다. 

  

산사음악회가 열리면 초청된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법문 대신 

노래를 들려 주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초청가수를 보면 간증동영상에서 

보던 가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자들은 가수의 노래를 듣고 즐긴다. 

이렇게 산사음악회가 열리면 평소 고요한 산사는 시끌벅적 해지고 

악기와 음악소리로 가득하다. 이것이 사월초파일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간접경험한 스리랑카 웨삭데이 

  

부처님오신날 한국불교에는 법문이 없다. 그 대신 시끌벅적한 

산사음악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 이날 하루는 절에와서 

절을 하고 등을 달고 비빔밥을 먹고 산사음악회를 구경하는 것이 이제 

정형화 되었다. 하지만 테라와다 불교는 다르다. 테라와다 불교국가의 

웨삭데이를 한 번도 본적이 없지만 순례한 글과 사진을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는 어떻게 

왜삭데이(부처님오신날)을 보내고 있을까? 

  

글을 쓰다 보니 인터넷검색으로 알게 된 빅쿠가 있다. 아깍까소 

빅쿠이다. 빅쿠의 사진이 인터넷에 있어서 이를 다운 받아 불교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글에서 자료로서 활용한 바 있다. 이 아깍까소 빅쿠의 

자료로 스리랑카 불교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일종의 간접경험이라 볼 

수 있다.  

  

아깍까소 빅쿠의 짤막한 글 

  

아깍까소 빅쿠가 2006 년 스리랑카 웨삭데이에 스리랑카 

‘삼보디(Sambodhi)사’를 기행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짤막한 

글이지만 사진과 함께 소개 된 삼보디사의 웨삭데이는 매우 

감명적이었다.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스리랑카 

불자들이 어떻게 웨삭을 맞이 하는 것인지 대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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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kkhu writes:  

“By 6 AM…Buddhist devotees, all dressed in white traditional 

costumes, converged to the temples. As usual, they left their 

slippers or sandals at the gate, or kept them in their bags, and 

walked barefoot.  

  

The ground of Sambodhi Viharaya was full of people, mostly women, 

by 6:15AM. only some managed to get a spot in the main hall, and 

the rest put out mats throughout the temple ground to sit on. In 

fact, it is preferable to sit outside, especially in the shade of a 

tree, because the air is much better outside.  

  

The ceremony started at 6:30AM, with breaks at 8AM and noon for 

breakfast and lunch. The chanting sessions, Dhamma lectures and 

Dhamma discussions continued non-stop until late in the afternoon.  

  

In the meantime, people made flower offerings to the stupa and the 

Bodhi tree (virtually every temple has a white stupa and a Bodhi 

tree), circumbulated the Bodhi tree holding containers of water, 

and lit the tiny oil cups.” 

  

(악깍까소(Akakkaso)비구, the Vesak ceremonies of 2006.) 

  

  

아깍까소 빅쿠가 2006 년 스리랑카의 삼보디사원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짤막하게 쓴 글이다.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가 쓴다  

“모두 하얀 전통복장을 한 불교도들이 아침 6시까지 사원에 모였다. 

그들은 보통때와 같이 슬리퍼와 샌달을 문밖에 벗어 놓고 맨발로 걸어서 

들어갔다.  

  

아침 6 시 15 분이 되자 삼보디사의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하였는데, 주로 

여자들이었다. 단지 몇 사람들만 메인홀의 작은 지점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있다. 사실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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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특히 나무그늘아래의 공기는 나무 바깥 

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의식(ceremony)은  6 시 30 분에 시작 되어 8시에 끝났다. 그리고 정오에 

아침겸점심을 먹었다. 경전독송회(chanting sessions)와 담마강좌, 

그리고 담마토론이 늦은 오후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스투파와 보리수(사실상 모든 사원에 하얀 

스투파와 보리수가 있다)에 꽃 공양을 하거나 작은 오일그릇에 불이 

켜진 그릇을 들고 보리수 주위를 돌기도 하였다.” 

  

  

  

사원에 갈 때는 흰옷을 입고 

  

글을 보면 스리랑카 불자들은 복장이 통일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에 갈 때는 모두 ‘흰옷’으로 갈아 입는 것이다. 흰옷은 재가불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에 갈 때 지키는 기본적인 예의라 

본다. 그래서 남자신도나 여자신도나 모두 하얀옷을 입는다. 이는 

아깍까소 빅쿠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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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불자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형형색색의 일상복이 아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차려 입고 절에 가는데 

기록에 따르면 아침 6시까지 사원에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벽같이 사원으로 향하는데 

  

테라와다 불교의 종주국이자 테라와다 불교의 맏형이라 불리우는 

스리랑카에서 웨삭일에 오전 6 시 까지 절에 간다고 한다. 왜 이렇게 

일찍 가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웨삭일에는 새벽같이 사원으로 

향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남녀 모두 흰옷으로 갈아 입고 사원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아침 6 시 15 분이 되자 

삼보디사의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시간에 스리랑카 불자들은 새벽 같이 

일어나서 사원으로 향한다. 아마도 사원이 집 가까이 있어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처럼 절에 한번 가려면 큰 마음 먹는 것과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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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따르면 아침 6시 15 분 가량 되면 마당에 사람으로 가득하다고 

한다. 이렇게 6시 15 분 경에 사람으로 가득한 것은 의식(ceremony)이 

6 시 30 분에 시작 되기 때문이라 한다. 아마 테라와다 불교의식일 

것이다. 그래서 6 시 30 분에 시작 된 의식은 8시에 끝난다고 하였다.  

  

사원에는 맨발로 들어간다 

  

글에 따르면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스리랑카 불자들이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흰옷을 입고 사원으로 향하는데, 사원으로 들어 갈 때 

모두 신발을 벗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글을 보면 “그들은 보통때와 

같이 슬리퍼와 샌달을 문밖에 벗어 놓고 맨발로 걸어서 들어갔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마치 우리나라 불자들이 법당에 들어 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 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라 

한다. 법당도 아니고 사원 마당에서도 맨발인 것이다. 정말 그들은 사원 

마당에서도 맨발일까? 이를 사진으로 확인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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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불자들이 흰옷을 입고 사원 마당에 앉아 있다. 마당에는 

깔판이 있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진짜 맨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깍까소 빅쿠가 사진을 

남기고 글로 표현 한 것이 틀림 없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단살라(dansala) 

  

스리랑카 불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할까? 기록에 따르면 “정오에 아침겸 

점심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원에 와서 

의식을 행한 후 12 시 경에 아침겸 점심을 먹는다는 것이다.  

  

아깍까소 빅쿠의 포토 스트림에 먹는 장면은 없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알 수 없지만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이전에 올린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전에 ‘술과 고기를 금하는 스리랑카의 웨삭(Vesak, 

부처님오신날),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2010-04-21)’라는 글을 올렸다.  

스리랑카 불자들이 웨삭일을 어떻게 맞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올린 글이다.  글에서 ‘단살라(dansala)’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다. 

단살라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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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살라란 노점진열대를 말한다. 스리랑카에서는 웨삭일날 노변에 

음식진열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영문판 위키피디아에서 ‘Vesak’를 참고 한 것이다.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스리랑카의 웨삭행사에 대하여 짤막 하게 설명 

되어 있다. 놀라운 사실은 “During this week, the selling of alcohol 

and fresh meat is usually prohibited, with abattoirs also being 

closed.”라는 문구이다. 스리랑카에서 웨삭주간에 술과 고기를 일체 

판매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살이 금지 되고 술집이 

문을 닫는 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웨삭주간에 철저하게 술도 입에 대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래서 술집과 정육점이 문을 닫는 경우는 테라와다 

불교국가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깍까소 빅쿠가 기록한 대로 

웨삭 당일 스리랑카 불자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흰옷을 입고 맨발로 

사원에 들어 가는 것이라 본다.  

  

스리랑카에서 웨삭일에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였다. 마치 

우리나라 절에서 점심 때 무료로 비빔밥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처럼 비빔밥 한 그릇 얻어 먹기 위하여 

장사진을 치는 것일까? 이전에 올린 글에서 검색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진이 스리랑카 불자들의 점심공양 모습을 잘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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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단살라(dansala) 

웨삭기간중에 자원봉사자들이 노점진열대에서 

무료로 음료와 식사를 제공한다. 

사진 ; www.mirisawetiya.org/Community%2...vice.htm 

  

  

  

노점진열대에 음식을 마련해 놓고 봉사자들이 음식을 담아 주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비빔밥을 줄 때와 비슷하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밝은 모습이다. 

아마 아깍까소 빅쿠가 점심먹는 것을 촬영하였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은 더 없는 축복 

  

이렇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름 

없다. 테라와다 불교의 예불문이자 생활경이자 수호경인 

‘축복경(Sn2.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Dānañca dhammacariyā ca   다난짜 담마짜리야 짜 

ñātakānañca saṅgaho,   냐따까난짜 산가호 

Anavajjāni kammāni    아나왓자니 깜마니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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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 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3) 

  

  

게송에서 나누어 준다라는 말이 ‘다난짜(Dānañca)’이다. 웨삭일에 

노점진열대를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단살라’라는 말도 ‘다난짜’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행위에 대하여 부처님은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의 절 

  

스리랑카에서 단살라라 하여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음료와 먹을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절에서는 음식과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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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선사에 갔었다. 25 교구 본사로서 대찰에 속한다. 

규모가 큰 사찰이다 보니 수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진입하는 도로에는 차량으로 가득해서 주차하는 데만 한시간 이상 소요 

될 정도 이었다.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절에 들어 가니 잔치 

분위기이다. 형형색색 복장과 함께 이곳 저곳에 부스가 설치 되어 

있어서 각종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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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설치 된 부스 대부분이 판매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김치전, 

파전을 붙여서 파는 가 하면, 떡복이도 팔고 있다. 아이스크림도 팔고 

연국수도 판다. 커피도 팔고 팥빙수도 팔고 있다. 부처님에게 공양올릴 

꽃도 팔고 있다.  

  

  

  

 
  

 
  

  

  

우리나라 절에서 공양미와 양초 등을 파는 것은 익숙하지만 이처럼 

잔칫집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마치 5 일장이 열린 것처럼 먹거리, 옷, 

심지어 그림까지 파는 것을 보고서 마치 절에 큰 시장이 열린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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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받았다. 절의 신도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문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산사가 떠나갈듯이 요란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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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오후시간에 공연이나 산사음악회 등으로 여흥시간을 

갖는다. 평서 고요한 산사에 이날 하루 만큼은 요란한 음악과 가수들의 

열창으로 산사가 떠나갈 듯 하다. 

  

큰 절의 경우 ‘산사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한다. 큰절일수록 

인기가수가 나오고 작은 절이면 무명가수가 출연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밸리댄스등을 선보이이기도 한다. 배꼽을 드러 내놓고 춤추는 것을 보면 

보기에도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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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불자들은 오후에 무엇을 할까? 

  

스리랑카 불자들은 점심공양이 끝나면 무엇을 할까? 아깍까소 빅쿠의 

기록에 따르면 “경전독송회(chanting sessions)와 담마강좌, 그리고 

담마토론이 늦은 오후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런데 아깍까소 빅쿠의 기록에 따르면 스리랑카 불자들은 놀랍게도 

경전독송을 하고, 담마강좌를 듣고, 담마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늦은 오후까지 계속 된다고 한다. 이를 입증하는 사진이 있다. 

빅쿠로부터 법문을 청취하는 스리랑카 불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194 

 

  

 
  

  

  

사진을 보면 실내에 흰옷을 입은 불자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없이  빅쿠의 법문을 청취하고 있다.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은 더 없는 축복 

  

우리나라서는 산사가 떠나갈 듯이 초청가수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그러나 스리랑카 불자들은 조용이 앉아서 빅쿠의 담마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불교문화전통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빅쿠를 존경하고 가르침을 청취하는 것에 대하여 

‘축복경(Sn2.4)’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Ārati virati pāpā    아라띠 위라띠 빠빠 

majjapānā ca saññamo,   맛자빠나 짜 산냐모 

Appamādo ca dhammesu    압빠마도 짜 담메수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악함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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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에서는 ‘술마시는 것을 절제한다 (majjapānā ca saññamo)’라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웨삭주간 만큼은 술집이 문을 닫고 술을 팔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Appamādo ca dhammesu)”라 하였다. 항상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웨삭일 늦은 

오후까지 경전을 독송하고, 담마강좌를 듣고, 담마 토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스리랑카 불자들 

  

테라와다 불자들의 생활경전이라 볼 수 있는 축복경에는 배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Khantī ca sovacassatā   칸띠 짜 소와짯사따 

samaṇānañca dassanaṃ,   사마나난짜 닷사낭 

Kālena dhammasākacchā   깔레나 담마사깟차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6) 

  

  

게송에 따르면 수행자를 만나는 것이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 

웨삭일에 늦은 오후까지 빅쿠의 담마강좌를 듣는 것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또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또한 더 없는 축복이라 하였다. 

가르침에 대하여 듣고 토론하는 행위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스리랑카 불자들은 가급적이면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상 앞에 돈통이 없다! 

  

아깍까소 빅쿠의 짤막한 글에는 스리랑카 불자들의 신행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비록 웨삭당일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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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이와 같은 신행을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런데 아깍까소 

빅쿠는 불공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언급하였다.  

  

아깍까소 빅쿠의 기록에 따르면 스리랑카 불자들은 스투파와 보리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투파는 우리나라 탑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스리랑카 불자들도 탑돌이 하듯이 스투파 주위를 

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불자들의 특이한 점은 보리수신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수가 없지만 스리랑카 사원 대부분은 보리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리수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의 오랜 전통이라 한다.  

   

  

  

  

 
  

  

  

그렇다면 스리랑카 불자들은 불상 앞에 어떻게 공양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꽃과 오일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자들은 

“스투파와 보리수에 꽃 공양을 하거나 작은 오일그릇에 불이 켜진 

그릇을 들고 보리수 주위를 돌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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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것은 스리랑카에서는 꽃과 오일 외에 다른 공양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깍까소 빅쿠는 스리랑카 불자들의 꽃공양에 대한 사진을 소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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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사진을 보면 불상 앞에 꽃이 가득하다. 판매하는 꽃이 아니라 주변에 

떨어진 꽃을 공양하는 것이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불상앞을 보면 꽃 이외는 일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불상 

앞에 반드시 복전함 또는 불전함이라 쓰여 있는 돈 넣는 ‘돈통’을 볼 

수 있으나 스리랑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  

   

 
  

 
  

  

  

나가도 너무 나간 한국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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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충격이라는 것이 있다. 산골에만 살다가 속된 말로 ‘비까번쩍한’ 

강남에 왔을 때 충격을 받듯이 낯선 것이나 이질적인 것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는다. 특히 문화충격은 낮은 문화에서 높은 문화를 보았을 때 

발생하는데 이런 충격을 아마 ‘신선한 충격’이라 할 것이다.  

  

신선한 문화충격의 한 예가 있다. 주로 선진국에 갔었을 때이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예의 바른 것은 겉보기에 지나지 않다고 볼지라도 그들의 

‘질서의식’을 보면 확실하게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충격은 높은 문화를 접하였을 때 주로 발생한다. 불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불교문화만 접하다가 글로벌시대를 맞아 

테라와다 불교를 접하였을 때 충격적이다. 이 때 충격은 신선한 

충격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은 우리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깍까소 빅쿠의 짤막한 글과 백장에 이르는 사진을 보면 연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리랑카 불자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가장 큰 

차이가 복장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절에 갈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간다. 

등산복차림으로도 많이 간다. 절이 주로 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고 법당에 들어 가는 모습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경우 사원이 사람 사는 곳에 있기 때문에 복장을 갖추어 

입는 것 같다. 거의 대부분 흰옷 차림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스리랑카 불자들은 사원에 들어 갈 때는 마당이라도 맨발로 

들어 간다는 것이다. 또 스리랑카에서는 사원에서 판매행위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절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불전함에 대한 것이다. 스리랑카 불상 앞에는 

불전함 또는 복전함이라 불리는 돈통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꽃 

한송이 공양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접하자 충격으로 

다가왔다.  

  

부처님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스리랑카 불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불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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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평택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착공을 보고 

  

  

  

사월초파일과 웨삭 

  

부처님오신날은 사월초파일이다.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기념일이 매년 바뀐다. 대게 5 월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 4 월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부처님오신날’과 테라와다불교국가의 

‘웨삭일(Vesak Day)’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일주일 차이가 

난다. 테라와다에서는 음력으로 4 월 ‘full moon day(만월일)’ 즉, 

달이 꽉 찼을 때 부처님이 태어난 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과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와 테라와다 불교국가의 

부처님오신날은 다르다. 또 다른 것은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4 월 8 일이 공식적인 불탄절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지정공휴일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성대하기 치루어지지 

않는다. 벚꽃이 만발한 시기에 불탄절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마츠리(花祭)’라 하는데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다. 그 대신 

일본불교에서는 개산조의 탄생일에 대하여 크게 행사를 치룬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종파불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파 마다 

개산조의 탄생일에 대하여 불탄절 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루는 곳이 

일본이라 한다. 

  

한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은 오로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름후 만월일에 부처님탄생일을 정하고 있는 

테라와다에서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 테라와다 에서는 음력 4 월 

만월일(15 일)을 웨삭일이라 하여 부처님탄생과 성도와 열반 이렇게 세 

가지 날을 겹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라와다불교에서 

4 월 만월일은 탄생, 성도, 열반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와 테라와다가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 편이 맞는 

것일까? 

  

탄생절과 성도절과 열반절을 한날에 함께 치루자고 

  

우리나라 불교에서 사대명절이 있다. 부처님오신날과 출가절과 성도절과 

열반절이다. 그래서 날자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테라와다에서는 탄생과 



203 

 

성도와 열반을 4 월 풀문데이에 함께 치루기 때문에 날자가 같다. 그러나 

테라와다에서는 출가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치룬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면 테라와다 불교에서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웨삭데이야말로 불교최대의 명절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기념일이 다르다 보니 날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 나는 것 같다. 최근 

하도겸박사의 컬럼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서남아와 동남아시아는 소승불교의 전통이 있으며 출가 승려에 대한 

예우도 남다른 곳이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출가일을 명절로 치지 않고 

있으며 불교 축제에서도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만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출가일을 챙기는 걸까? 

출가일은 부처님 따라 출가한 승려들이나 만들어서 조용히 기리면 되는 

날이지 굳이 신도들에게 강조하거나 강요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다.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통해서 해탈과 윤회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재가신자들까지 출가 승려들 따라서 정확한 날짜도 모르는 

출가일을 기리고 챙길 일은 아니다. 특히 출가해야 깨닫는다고 부처님은 

선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처란 깨달은 이로 깨우친 

이라는 뜻이다. 사실 태어난 날도 돌아가신 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굳이 챙기려면 깨우친 날인 성도재일(成道齋日)만 잘 기려도 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불교에서는 ‘대각개교절’이라고 해서 

소태산 교조가 태어난 날이 아닌 성도한 날을 기리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도겸 칼럼]불교계 명절·생일잔치, 모두 ‘부처님오신날’에 

한다면, 뉴시스 2014-05-05) 

  

  

인터넷뉴스사이트인 뉴시스에 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 하도겸 박사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대명절이라 하여 따로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이를 합하여 치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글을 보면 출가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대명절에 출가절을 포함하여 

신도들에게 이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대명절이라 하여 계절별로 행사를 치루고 있다. 음력 

4 월 8 일에는 탄생절, 음력 12 월에는 성도절, 음력 2월 8 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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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절, 음력 2월 15 일에는 열반절이라 하여 따로 기념하고 있다. 

하도겸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네 명절 중에 출가절을 제외하고 

탄생절과 성도절과 열반절을 한날에 함께 치루자는 것이다. 

테라와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깨달음에 더 큰 의미를 부여 하여 

탄생절 보다 성도절 위주로 치루자는 것이다. 

  

만일 하도겸 박사의 주장대로 세 행사를 한꺼번에 치룬다면 어느날이 

좋을까?  이에 대한 날자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월 초파일에 

함께 치루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음력 4 월 8 일에 꼭 세 

가지를 함께 하는 날로 해야 되는 것일까?  

  

4 월 만월일(15 일)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테라와다불교에서는 탄생, 성도, 열반 이 세가지를 4 월 풀문데이에 함께 

행사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4월 만월일(15 일)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하도겸박사의 컬럼에 따르면 부처님의 탄생이나 성도, 열반에 대한 

정확한 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 경전에 정확한 날자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만 후대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수의 

생일이 정확하게 언제 인지 알 수 없어서 12 월 25 일을 

크리스마스데이로 한 것과 같은 이치라 본다.  

  

성인들이 정확하게 몇날 몇시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계절에 태어났다는 정도 뿐이다. 그러나 태어난 날이나 깨달은 날, 

열반에 든 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어서 후대에 이를 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았을 때 테라와다의 4월 풀문데이에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도 후대라 본다. 물론 이에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렇게 추론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후대 사람들이 위대한 분의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기념하여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4 월 

풀문데이에 세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웨삭일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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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월 풀문데이의 웨삭일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마성스님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999 년 12 월 13 일 제 54 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매년 음력 4 월 

15 일을 ‘유엔 웨삭데이(United Nations Day of Vesak)’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웨삭데이는 세계의 성스러운 날(Holy day, 聖日)이 되었다. 올해 

유엔 웨삭데이와 태국 국왕 즉위 60 주년 축하를 위한 제 3차 

국제불교회의가 2006 년 5 월 7 일부터 10 일까지 태국 방콕의 

붓다몬톤(Buddhamonthon) 강당과 태국 방콕의 유엔 회의장에서 세계 

45 개국의 불교지도자 1천 2 백 명과 태국의 불교지도자와 신도 3 천명, 

합계 약 4천 2 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마성스님, 마성스님,유엔 웨삭데이 참관기(1), 불교포커스 2006-5-17) 

  

  

마성스님이 2006 년도에 작성한 글이다. 스님이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불교회의에 참석하고 소감을 적은 글이다. 글에 따르면 테라와다의 

웨삭데이가 ‘유엔의 웨삭데이(United Nations Day of Vesak)’라 

지정되었음 밝히고 있다. 1999 년의 일이라 한다. 제 54 차 유엔총회에서 

테라와다의 웨삭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웨삭데이는 이제 세계의 

‘성스러운 날(Holy day, 聖日)’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동아시에서 음력 4 월 초파일을 불탄절로 

기념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하나마츠리라 해서 양력 4월 8 일을 

불탄절로 하고 있지만, 유엔에서는 테라와다의 풀문데이(4 월 15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부처님탄생일에 대한 정통성은 

테라와다의 웨삭일 즉, 4 월 15 일이 공식화 된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출가절을 빼고 탄생절과 성도절과 열반절을 함께 기념하는 

날을 새로 정한다면 4월 초파일이 아니라 4월 보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부처님탄생일에 대한 기념일은 두 개이다. 

동아시아의 4 월 8 일과 테라와다의 4 월 15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 

탄생일에 대하여 서로 달리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4월 15 일이 부처님탄생일이다. 이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4 월 15 일을 부처님탄생일과 성도하고 열반한 성스런 날로 지정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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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4 월 초파일이 부처님오신날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월초파일 전통은 

계속 지켜질까? 

  

평택에 스리랑카 사원 기공식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월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 국가들이 많다. 이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불교국가이다. 그것도 테라와다불교국가이다. 특히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가 그렇다.  

  

이렇게 수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쉼터가 마땅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쉼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스리랑카의 담마끼띠 스님이 바로 그 

분이다. 

  

담마끼띠 빅쿠에 대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문화시대에, 담마끼띠 

빅쿠의 겨울(2014-02-21)’라는 글이다. 이 글은 EBS 에서 방영된 

담마끼띠 스님의 겨울’이라는 프로를 보고 작성한 것이다.  

  

프로에서 담마끼띠 빅쿠는 스리랑카불자들을 위하여 사원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스리랑카 양식의 사원을 짓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는 장면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최근 교계신문사이트 기사에 

따르면 부지가 확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평택시민신문 조호기 기자] 한국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복지타운 건립 

기공식이 지난 4 일 오후 2 시 팽성읍 석근리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티샤 위제라트네 대사, 월주산사 공운스님, 

열린선원 법현 스님, 대구 능화사, 울산 대원사 스님과 신도, 새누리당 

양동석 평택을당협위원장, 김숭호 시의원 및 스리랑카 스님과 이주 

노동자 및 유학생 등 4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 후 축하점등식, 

축가, 건립진행 설명, 인사말과 축사, 축복경 읽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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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는 “그 동안 여러 건립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 

임대 형식이었는데 땅을 구입해 기공식을 하는 곳은 평택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마하위하라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모금을 진행중인 담마프렌즈 

캠페인 대표 담마끼띠 스님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타국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 일하고 공부하는 

3 만여명의 스리랑카 인들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리랑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초기 불교를 

배우고 스리랑카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하위하라 센터에서는 △스리랑카 결혼 이주민과 

노동 이주민을 위한 불교 법회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 

△다문화 가정 커뮤니티 지원 등이 진행된다. 

  

담마프렌즈는 마하위하라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다. 모금계좌 국민은행 668801-01-600475 담마프렌즈(VIHARAYA), 

010-6593-0106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복지타운 기공식, 평택시민신문 2014-05-07) 

  

  

담미끼띠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찾아 낸 것이다. 평택시민기사에 

따르면 5월 4 일 복지타운 기공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 

스리랑카불자공동체에서 염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 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4 만명 가량 된다고 

한다. 대부분 한국에 돈 벌로 온 노동자들이다. 한국사람들이 하기 꺼려 

하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소위 3D 업종에 종사한다고 보면 틀림 없다. 

이렇게 멀리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음을 의지할 곳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젊은 담마끼띠 빅쿠의 주도로 사원건립이 발원 되어 추진 되었는데 

마침내 5월 4 일 기공식을 하였다는 소식이다. 

  

스리랑카 전통양식의 다고바 

  

담마끼띠 빅쿠가 추진하는 평택의 스리랑카 사원 이름은 

‘마하위하라’라 한다. 마하위하라는 ‘큰 사원’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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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마하위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4 월 29 일자 

현대불교신문에 따르면 “마하위하라센터는 초기불교, 빨리어, 위빠사나 

명상 등에 관심을 가진 불자들에게 수행 공간을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14-04-29, 현대불교신문)”라 하였다.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립될 마하위하라는 어떤 모습일까? 법보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진을 볼 수 있다. 

  

  

 
  

평택에 건립되는 마하위하라 

사진: 법보신문(2014-04-18) 

  

  

  

사진을 보면 전형적인 스리랑카 건축양식이다. 이제까지 한옥스타일의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절만 보았으나 이제 스리랑카 전통양식의 사원을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법보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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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게 될 ‘마하위하라 센터’는 동국대 유학생 

담마끼띠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이주민들로 구성된 담마프렌즈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2012 년 12 월 모금 활동을 시작, 2 년 만에 700 평의 

터를 마련했다. 센터는 스리랑카 전통양식의 탑인 다고바(Dagoba)와 

법회를 위한 법당, 명상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담마끼띠 

스님과 승가대 월주산사 공운 스님의 지휘로 진행되며 스리랑카 건축 

여행기 ‘우연에서 만난 즐거운 발견’의 저자인 건축가 안종현씨가 

디자인을 맡았다. 

  

(평택에 재한 스리랑카 불자센터 문 연다, 법보신문 2014-04-18) 

  

  

법보신문 기사에 따르면 평택에 건립되는 마하위하라는 스리랑카 

전통양식인 ‘다고바(Dagoba)’가 건립 될 것이라 한다. 다고바란 

스투파로서 우리나라 탑의 개념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해 놓고 

있어서 불자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불상 보다 사리가 모셔져 있는 스투파를 더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남아 있다. 

탑돌이가 그것이다. 신심 있는 불자들은 법당참배도 열심히 하지만 

두손으로 합장하며 탑을 돌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고바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스리랑카 전통양식의 다고바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 하게 크다는 

것이다. 최근 스리랑카순례를 마치고 돌아 온 법우님으로 받은 씨디가 

있다. 수백장에 달하는 사진 중에 다고바에 대한 것도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루반발레세야 다고바일 것이다.  

  

루반발레세야 다고바는 B.C 2 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스리랑카에 불교가 들어 온 것은 B.C 3 세기이니 불교가 도입된지 약 

100 년만에 지어진 것이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처음에는 높이가 무려 110 미터라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다고바는 높이가 55 미터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스리랑카 

루반발레세야 다고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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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반발레세야 다고바(아누라다푸라) 

  

  

  

현재 한국에 건립되는 다고바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조감도를 보면 엄청난 크기이다. 이 다고바를 중심으로 사원의 건물이 

배치 될 것이다.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테라와다불교 

  



211 

 

현재 한국에서는 빠알리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유통되고 있고 

위빠사나수행이 보급되고 있다. 이런 때 담마끼띠 빅쿠가 주도하는 새로 

건립될 마하위하라에서 빠알리어를 배우고 위빠사나수행을 한다는 것은 

한국불교에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 마침내 테라와다 불교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되는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한국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두 번 쇠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한편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에 따라 사월초파일에 부처님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일주일 후에는 테라와다전통대로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웨삭행사가 치루어질 것이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테라와다 불교가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평택에 

세워지게 될 스리랑카 양식의 마하위하라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비록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문구처럼 이제 첫 

삽을 뜬 스리랑카의 테라와다 불교가 본격화 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스리랑카 빅쿠의 낭낭한 챈팅소리가 울려 퍼질지 모른다.  

  

석왕사에 울려 퍼진 스리랑카 빅쿠의 낭낭한 챈팅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는 곳이 부천이다. 부천에 

석왕사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스리랑카불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2008 년 석왕사에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할 때 스리랑카 빅쿠의 낭낭한 챈팅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스리랑카 불자공동체의 예불의식을 보니, 유튜브로 본 2008 코리안 

웨삭유튜브에서 발견한 동영상(2009-08-27)’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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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을 일으킬 큰 사건 

  

2014 년 스리랑카불자공동체에서 평택에 스리랑카 전통양식의 

마하위하라가 기공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테라와다불교가 도입 되기 시작 

하였다. 아마도 한세대만 지나면 한국에서는 두 번의 부처님탄생 행사가 

치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스리랑카 사원이 착공 되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문구처럼 한국불교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큰 사건임에 틀림 없다. 

  

  

  

2014-05-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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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할까?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유익하게 보내려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하여 ‘자기계발’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도 저도 아니면 TV 를 보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서너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까? 지체없이 글을 

쓴다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글은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바삐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갑자기 시간이 남아 돌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TV 시청 등으로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늘 글쓰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너 시간이 

주어진다면 글쓰기 좋은 시간이다. 그 시간이면 글이 한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틀 연속으로 글을 못 올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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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글을 쓰다가 글을 못쓰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이틀 연속으로 못 

쓸 때가 있다. 그럴 경우 방문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같은 빌딩에 작은회사를 꾸려 가는 사장이 있다. 말이 사장이지 직원 세 

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 ‘미니사장’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일인사업자’라도 사장이라 불러 준다. 그래서일까 사람이 혼잡한 

거리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사장님!”하고 부르면 뒤돌아 쳐다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도 사장이고 일인사업자도 

사장이라 부른다. 

  

그 사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일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최근 이틀 동안 글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궁금하였다는 

것이다.  

  

그 사장에게 블로그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 다만 일 때문에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무실에 사부니까야와 

법구경, 숫따니빠따 등 초기경전이 책장에 그득한 것을 보고서 일도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보고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검색으로 알게 된 것 같다. 알려 주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검색하여 글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장이 불교신자는 아니다. 무종교인이지만 이야기를 

해 보면 불교와 정서가 가깝다. 그래서 만나면 일 이야기 하는 것 만 

아니라 불교이야기도 많이 한다.  

  

그 사장은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주로 듣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신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종종 “커피 한잔 하러 

내려 가도 될까요?”하는 문자가 온다. 

  

처음 들어 온 이가 남긴 글 

  

그 사장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우님들도 있고 친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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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더 이상 회사에 취업할 수 없어서 

‘보험’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장차림으로 나타난 그와 

식사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 도중에 블로그를 한 

때 열심히 보았다고 하였다. 친구들에게 블로그를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면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꾸준히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면이 없는 사람들도 꾸준히 블로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종 댓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들어 오는 이들도 있다. 

  

그동안 쓴 글이 2500 개 가량 된다. 그것도 최근에는 썼다 하면 A4 로 열 

장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검색하면 대부분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어느 법우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근본주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어릴때야 그냥 학교가서 공부하고 놀고 먹는게 

다인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책도읽고 생각도 하게되고 하다보니 세상의 

진리에 대해 궁금해지기도 하고, 겪는 여러가지 일에 다양한 감정과 

고통을 느끼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목마름’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정신적 방황을 

한다’ 라고 하지요.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하나씩 가지고 그것을 열렬히 

믿으며 불안을 잠재우려 하기 마련인데, 때문에 저도 철학과 사상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만, 역시 크면서 ‘이 세상에 

확실한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알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이것도 관두게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때문에 마음이 늘 

심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이전까지는 

불교는 그냥 절에가서 절하고 시주하고 천도재 지내고 그런게 전부인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때, 윤리와 사상 시간에 불교에 대해 아주 얇게나마 

알게 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고통에 가득찼다는 표현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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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어떤 진리도 알지 못함으로 고통받는 것도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통에 가득 차 있고, 석가모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결법을 제시했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불교라는 것도 사실 들여다 보니까 참 복잡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 사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보니 

‘대승비불설’ 이라고 해서 대승불교의 사상과 세계관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하여 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주목할텐데, 불보살이 어떻고 과거와 미래가 어떻고, 

무슨세계에 용이니 천신이니 아수라니 제석천이니 하는 것들을 이야기 

했을리가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석가모니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으니 이 또한 짐작일 뿐 알수가 없습니다. 

  

(A 법우님) 

  

  

글을 주신 법우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인사말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빌며 

  

법우님은 비밀댓글로 글을 주었다. 최근 댓글금지로 하여 글을 쓰고 

있지만 한달 이전에 올려진 글은 댓글을 쓸 수 있고 또한 스크랩도 

가능하다.  

  

먼저 법우님에게 양해를 빈다. 그것은 글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것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교리에 

대하여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 

판단해서이다. 

  

글을 주신 법우님은 현재 대학생이라 하였다. 이렇게 청년이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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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대세이고 또한 기독교국가화 되고 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제시는 불교만한 종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우님의 글을 읽어 보면 왜 불교가 필요한 종교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면한 괴로움에서 

  

“지금 당면한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에 대한 물음을 

불교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법우님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고통에 가득 

찼다는 표현이 매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라 볼 수 있다. 사성제는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우님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법우님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글에서 표현 된 

것처럼 대승불교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인데 대승에서는 근본 가르침과 달리 불보살이 등장 하는 등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우님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아마 ‘내세’와 ‘윤회’에 대한 것이라 본다. 그래서 

법우님은 괴로움에 대한 사성제 하나면 되었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과학으로 증명 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의문시하고 있는 듯하다. 

  

6 개항 질문을 보면 

  

이와 같이 법우님은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겪고 있는 사상적 혼란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6개항에 달하는 

질문을 하였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석가모니가 말한 ‘깨달음’이 곧 지금의 불교교리(백과사전이나 책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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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해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열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해탈을 하면 마치 초월자가 된 듯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해탈은 어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3. 불교의 교파(상좌부, 대승…)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떠나서, 현재 

석가모니께서 당대에 친설하신 내용이라고 가장 신뢰되는 것은 무엇이며 

제가 어디서 접하거나 볼 수 있겠습니까? 

 

4. 석가모니께서 현실적 깨달음 이외에 초월적 존재들이나 비현실적 

세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것을 말씀하셨다 하시면 

비유적 표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런게 있다고 하신것입니까? (ex 

석가모니 본인 이외의 부처들, 보살들, 팔부신중, 천왕등… 윤회, 33 천, 

극락 등등) 

 

5.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과 여러 종교가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현실적 관점으로 

봤을때 각자의 것을 믿으면서도 공존하면서 돕는것이 옳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석가모니께서 생존에 근본주의를 불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본주의와 데바닷타의 근본주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법우님) 

  

  

6 개항의 질문을 보면 법우님은 이미 불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질문내용과 사용된 용어가 이를 말해 준다. 이런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하였다. 6 개항에 대한 답신을 하려면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로그내 ‘검색창’을 활용하라고 

권고 하였다.  

  

블로그내 검색창을 활용하라고 

  

블로그안에 검색창이 있다. 블로그에 올려진 모든 글을 이 검색창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글을 쓰면서 이 검색창을 자주 사용한다. 



219 

 

그러면 오래 전에 올렸던 글도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렸던 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표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학회에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의치 않는다. 왜나하면 이 블로그에 

있는 글은 보통불자의 삼류 B 급에 해당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보통불자의 삼류 B 급 글쓰기 

  

삼류 B 급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 하였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비주류’이다. 그래서 ‘비주류, 삼류, B 급’이다. 왜 그런가?  

  

현재 한국불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주류이다. 

그리고 초기불교와 테라와다불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인 

마하야나에 비하여 비주류라 볼 수 있다.  

  

삼류라 한 것은 스님도 학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에서는 스님은 

일류이다. 아무리 계행이 엉망이어도 승복만 걸치면 승복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러러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자들은 일류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PHD(박사)일지라도 스님아래에 해당된다. 이는 

비구위주의 한국불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PHD 가 있어서 학자도 아닌 것이 글을 쓰고 있다. 이런 

보통불자의 글쓰기에 대하여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스님도 아닌 것이 학자도 아닌 것이 글을 쓴다는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오직 쓸뿐!”이다. 다만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하여 쓸 뿐이다. 이렇게 스님도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삼류이다.  

  

다음으로 B 급이라 하였다. 글쓰기가 B급인 이유는 법문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쓰기 특별한 형식이 없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다. 글과 함께 사진도 싣고 동영상도 올린다. 그리고 

음악동영상을 만들고 음원을 링크도 시켜 놓는다.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쓰지만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하여 쓴다. 그러나 주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삼류이고 B 급이라 할 것이다. 

  

네 번째 질문, 초월적존재와 비현실적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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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블로그내 검색창을 활용하라고 하였다. 사실 

6 개항의 질문 내용을 보면 오래 전부터 관심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6 개항이 블로그에 올린 글에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개항의 질문중에 네 번째에 주목한다. 부처님이 현실적 고통을 떠나 

다른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신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초월적존재나 

비현실적 이야기들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다. 그 중에 예로 든 것을 

보면 ‘윤회’도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우님의 글을 접하고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려스럽기도 하였다. 반가운 것은 청년층에서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마하야나가 아니라 초기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근본불교를 말한다. 그런데 법우님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초월과 신비, 비현실적 이야기 등에 대하여 

혼란 스러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은 우려스런 일이다.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다닐때이다. 불교종립중학교에 배정 되어 

들어 간 것이 불교와의 첫인연이다. 그런데 중학교 불교시간에 배우던 

교재에는 ‘부처님일생’위주이다. 불보살이나 초월적 존재나 신비한 

이야기, 비현실적 이야기는 없었다.  

  

중학교에서 부처님 일생 위주로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성제나 

십이연기 등 근본 가르침 위주가 된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받아 

들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 그럼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았다는 것은 큰 수확이라 본다. 비록 그 당시에 사성제에 

대하여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으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았다.  

  

이렇게 중학교 시절 불교를 접하고 한동안 불교와 인연이 없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십년전인 2004 년에 다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도심포교당에서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이다.  

  

그런데 불교대학에서 접한 불교는 중학교 당시 배우던 불교와는 많이 

달랐다. 관세음보살을 찾고 기도 위주의 불교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받아 들였다. 그러나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면서 이것 저것 검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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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초기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오로지 초기불교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니까야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초기경전을 근거로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가르침 뿐만 아니라 초월적존재나 비현실적 내용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빠알리니까야에는 하늘사람(Devata)나 악마(Mara)나 하느님(Brahma) 등 

초월적 존재가 많이 등장한다. 특히 상윳따니까야 1 권에는 이들을 

주제로 하여 경이 구성되어 있다.  

  

경전에서 초월적인 존재들이 등장한다고 하여 있을 수 없는 허구나 

거짓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다.  

  

누군가 이들 초월적 존재가 후대에 지어낸 것이라거나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부정한다면 자신만 손해일 

것이다. 왜 그런가? 니까야에 초월적존재가 등장하고, 육도윤회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설법(對機說法, pariyāya-desanā) 

  

빠알리니까야에 실려 있는 법문이 무려 8 만 4천가지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부처님이 설한 법문은 8만 2 천개 가량되고, 나머지 

2 천개는 제자들이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방대한 

빠알리니까야를 한곳에 모으면 책장에 가득 찬다. 실제로 사부니까야와 

소부경전 일부를 구입하였는데 책장에 가득 찼다. 구입 금액으로 따졌을 

때 ‘백만원’ 가량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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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처님이 8 만 4천 가지 법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타고난 성향 또한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것도 각자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한 마디만 알려 주어도 감동을 한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듯이 각자 받아 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추어 설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법하는 것에 대하여 ‘대기설법(對機說法, 

pariyāya-desanā)’ 또는 ‘방편’이라 한다 .  

  

그러나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 가르침을 즉각적으로 이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는 방편 없이 설명하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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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를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법한 것이 근본가르침이다.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과 같은 것이다.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은 사성제로 요약된다. 마치 코끼리발자국이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포용하듯이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은 사성제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믿음과 지계와 보시가 그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삼보를 믿어야 한다. 그것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삼보를 믿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것에서부터 불교는 시작된다.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를 믿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오계준수를 

서약한다. 그래서 불자라 함은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오계를 

철저하게 준수 하는 자를 불자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 더구나 삼보를 의심하면 이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 

  

경전을 부정하는 자들 

  

자칭 불자라고 하지만 삼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어져 있는 경전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전승된 

빠알리니까야를 모두 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니까야에 표현되어 

있는 초월적 존재와 비현실적 이야기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스님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조계종 스님들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빠알리니까야를 번역한 스님이 있었다. 그런데 계율을 전공한 스님이 

“제석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자 

니까야를 번역한 스님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이런 답변을 듣고 계율전공스님은 청중을 향하여 “혹시 

누군가 제석천을 본 분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 넣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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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초기경전에 표현된 하늘사람, 마라, 

브라흐마 등 초월적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신비한 이야기등도 믿지 못하겠는 것이다. 예로 들면 

청원경에서 브라흐마 사함빠띠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다. 

경에서는 ‘팔을 굽힌듯한 사이에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표현 되어 

있다.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하여 마치 힘센 사람이 팔을 굽히듯이 매우 

짧은 시간에 “짠”하고 나타나듯이 표현한 것이다.  

  

회의론자에게는 브라흐마(하느님)도 믿을 수 없지만 더구나 “짠”하고 

팔굽힌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더욱더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청원경에 실려 있는 내용이 모두 허구이고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할까? 

  

감각적인지와 과학적검증의 잣대 

  

경전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그것은 

오로지 근본주의 가르침만을 진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학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감각적인지와 과학적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어 경전을 보다 

보니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을 불신하게 된다. 그 결과 부처님은 오로지 

현실적인 가르침만 펼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게 된다.  

  

더구나 회의론자들은 윤회사상이 힌두사상에서 유입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힌두교는 없었다. 힌두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만교가 있었다. 부처님은 이 브라만를 비판하였다. 브라만교에서 

존재의 근원 또는 창조주 등으로라 불리우는 브라흐마와 개아에 

영혼처럼 변치 않는 아뜨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연기법으로 논파하였다. 또한 부처님은 연기법으로서 육사외도의 견해를 

부수었다.  

  

힌두교는 기원을 전후하여 인도라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종교이다. 어찌 보면 브라만교가 환골탈태한 것이 힌두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원 전후에 일어난 대승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인도불교사에 따르면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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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고 성립한 면도 있지만 힌두교의 발흥에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대승불교이지 초기불교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초기불교는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성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까야에 힌두교의 윤회사사상이나 

업사상이 실려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시대에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자신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로 초기경전을 재단하려 하는 것이다.  

  

인터넷시대 사생아, 단멸론자 

  

요즘은 인터넷시대이다. 누구나 검색창에 키워드 몇 개를 집어 넣으면 

원하는 것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알짜 정보는 인터넷에 올려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인터넷에서는 온갖 정보로 넘쳐난다. 그 중에는 진주와도 

같은 값진 자료도 있지만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는 쓰레기정보도 

가득하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것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인터넷시대에 볼 수 있는 현상중의 하나가 ‘단멸론’에 대한 것이다. 

마치 인터넷사생아처럼 불교사이트에 단멸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몇몇 단멸 카페를 보면 공공연하게 단멸론을 전파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교근본주의를 가장하고 있다. 부처님은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 현실적인 가르침만 이야기 하였을 뿐 업이나 내세, 윤회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빠알리니까야에 업, 내세, 윤회 

등 검증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비현실적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은 후대에 모두 편집된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니까야를 맹신하지 

말자고 한다.  

  

이렇게 인터넷단멸론자들은 부처님의 근본가르침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멸론자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검색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멸론에 솔깃 할 수 있다. 마치 ‘일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일베사이트를 기웃거리다가 감염되어 ‘일베충’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 

단멸사이트를 기웃거리다가 오취온타령에 현혹되어 ‘단멸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니까야에 표현되어 있는 브라흐마, 마라, 제석천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허구라거나 꾸며낸 이야기, 소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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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멸론자들은 그 어떤 근거도 제시 하지 못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기웃거리다 보면 

  

인터넷시대에 불교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기웃거리면 단멸사이트에 접속하기 쉽다. 교묘하게 교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단멸론자들의 주장에 먹혀 들어가면 결국 니까야를 부정하게 

된다. 가르침이 담겨 있는 니까야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삼보를 

부정하게 된다. 

  

삼보를 믿지 않는 자를 불자라 볼 수 없다. 말이나 글로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들먹이지만 니까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받아  들이거나 

왜곡한다면 불자가 아니라 ‘외도’에 가깝다. 이처럼 불자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외도들이 많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길을 걷는 외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외도에 대한 글을 하나 보았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흔히 이런 

류의 글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특별한 주장을 하기 위해선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분의 

말씀이지요. 그 주장의 근거가 단지 천년전에 쓰여진 책이라면 누구든 

의심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명한 이의 자세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이 무엇인 문제이고 어떻게 잘 못 되었는지는 누구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반론 또한 전제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제 생각이 

잘 못 되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은 신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만 과학의 세례를 입은 현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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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야는 어떨까요? 세기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음천에서 홀연히 

화생하여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날아다니며 산다고 합니다. 

성경보다 좀 더 심하죠.  

   

니까야를 근거로 말한다면 생명체의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곳곳에 생명체의 윤회를 증거하는 담론들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경전을 읽다보면 곳곳에서 서로 

어긋나는 논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붓다는 무기경을 통해 

세계의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 끝이 있는 가없는 가에 대해서 삿된 

견해라고 하고 물리쳤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다른 경에서는 나름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세기경이라고 디가니까야에 있죠. 

   

어디 어긋나는 것이 한두 군데는 아니죠. 고타마는 조금은 현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당시 주류사상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견해를 

계시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기를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후대에 제자들도 헛갈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과 윤회는 주류브라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붓다 당시에 숱한 외도들의 등장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엔 단멸론자도 있습니다. 죽으면 다음 세상은 

없다는 주장이지요.  

  

무아윤회이든 유아윤회이든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는 생명체가 나고 

죽으며 그 업에 따라 삶을 되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고 긴 

윤회의 흐름 속에 생명체가 떠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지은 업력에 

따라서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입증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을 부정하면 단멸론자라고 하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단멸론자가 분명한 것 같군요. 제가 보는 윤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윤회는 생명체의 회가 아니라 

행위의 윤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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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동이든지 말이지요. 

그 행위가운데 어떤 행위는 삶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열린 

사고와 자발적인 선택과 노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행위는 

주류이념의 세뇌, 메스컴의 세뇌에 의해, 국가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멍청한 백성 만들기,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세뇌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진실이라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알죠. 메스컴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상품들을 선전하지요. 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한 

것 같고, 시대에 뒤쳐진 후진 인생이 된 것 같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가 지금 입은 옷도 아마 그럴듯한 브랜드일 확률이 클 겁니다. 늙어 

죽을 때 까지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불교용어로 

객진번뇌라 하데요. 바깥에서 들어 왔다구요. 이 번뇌는 반드시 행위를 

강제합니다. 하지 않고는 베기를 못하죠. 우린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가 따르지요. 과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수반되는 즐거움이죠. 즐겁지 않습니까? 쇼핑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한 번 생각해보지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달리 과보를 설명해도 됩니다. 그건 생략하죠. 

  

그렇게 우린 우리가 받아들인 외부에서 강제된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 삶을 정말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견이라 보면 됩니다. 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견이라는 기존의 견해와는 좀 다르죠. 

   

제가 보는 윤회는 이런 것입니다. 전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번뇌 업 과보가 우리 삶속에서 꼬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삼사라(윤회) 하고 했던 것이지요. 다른 윤회는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진다 해도 알 수 가 없지요. 그저 경전에 

쓰인 그대로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저는 그런 윤회를 믿지 않고, 

제가 분명히 아는 윤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의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그리 중요합니까? 당신 삶에 

유익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세요. 제가 여러분과 다른 

길을 걷는 외도인지 모릅니다. 뭐 어떻습니까? 전 제 길을 묵묵히 

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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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네티즌) 

  

  

단멸사이트에 올려진 글이다. 추적을 해보니 ‘종교 모조리 

사기다’라는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다. 

  

철저하게 자신의 깜냥(感量)에 의존하여 

  

글을 보면 가장 먼저 ‘증거’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단멸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태도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각적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고 경을 

재단하고 불교를 바라 보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깜냥(感量)에 의존하는 단멸론자에게 있어서 업이나 

내세, 윤회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죽어 보지 않아서 모르고, 또한 

아직까지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단멸론자들은 경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글에서도 부처님이 

‘딴소리’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부처님이 이 몸안에서 세계가 

있다고 해 놓고는 세계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니까야를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니까야를 부정하는 자들이 니까야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딴소리 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깜냥에 의존하여 경전을 부정하는 단멸론자이다. 

그래서일까 단멸론자들은 ‘의심’이 많다. 그래서 경전에 쓰여져 있는 

것을 맹신하지 말자고 강조한다.  

  

하지만 성자가 되는 조건에 ‘의심에 대한 극복’이 있다.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열가지 족쇄 중에 유신견을 타파하고, 회의적 의심을 

하지 않고, 계금취라 하여 잘못된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는 조건이다.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법에 대한 의심이다. 이는 곧 연기법에 대한 의심이다. 원인과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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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연기법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인과를 의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연기법은 다름 아닌 인과법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런데 니까야를 의심하는 것은 연기법을 의심하는 

것이고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이 된다. 그러다 보니 

단멸론자들은 업이나 내세를 의심한다. 그래서 윤회를 의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의심으로 가득찬 자들이 단멸론자들이다. 원인과 결과 

마저 의심하니 업과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 

  

단멸론자들은 오로지 현세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 한다.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한 것도 현세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일 뿐이라며 그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잘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게송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Catunnaṃ ariyasaccānaṃ  

yathābhūtaṃ adassanā, 

Saṃsaraṃ dīghamaddhānaṃ  

tāsu tāsveva jātisu. 

  

Tāni etāni diṭṭhāni  
bhavanetti samuhatā, 

Ucchinnaṃ mūlaṃ dukkhassa  

natthidāni punabbhavoti.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 

  

이들 진리를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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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어졌네.  

  

(Koṭigāmasutta-꼬띠가마의 경, 상윳따니까야 S56.21,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니까야 중에서도 가장 고층이라 불리우는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다. 그런데 똑 같은 게송이 디가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 사성제를 이야기 하면서 

읊은 게송으로 되어 있다.  

  

게송에서는 사성제에 대하여 감흥어로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게송을 

보면 반드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씀 하시지 않았다. “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Saṃsaraṃ dīghamaddhānaṃ tāsu 

tāsveva jātisu)”라 되어 있어서 윤회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회라는 말이 삼사라(Saṃsara)이다.  

  

삼사라(saṃsāra)에 대하여 

  

삼사라에 대하여 빠알리사전 PCED194 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aṃsāra 

  

: ‘round of rebirth’, lit. perpetual wandering’, is a name by 

which is designated the sca of life ever restlessly heaving up and 

down, the symbol of this continuous process of ever again and again 

being born, growing old, suffering and dying.  

  

More precisely put, saṃsāra is the unbroken chain of the five-fold 

khandha-combinations, which, constantly changing from moment to 

moment follow continuously one upon the other through inconceivable 

periods of time.  

  

Of this saṃsāra , a single lifetime constitutes only a tiny and 

fleeting fraction; hence to be able to comprehend the first 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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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of universal suffering, one must let one’s gaze rest upon 

the saṃsāra , upon this frightful chain of rebirths, and not 

merely upon one single life-time, which, of course, may be 

sometimes less painful. – Cf. tilakkhaṇa, anattā, paramattha, 
paṭisandhi.。 

  

(빠알리사전 PCED194)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삼사라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일생윤회’이고 또 하나는 ‘순간윤회’이다. 그래서 일생윤회에 

대하여 “this continuous process of ever again and again being 

born, growing old, suffering and dying.”라고 설명 되어 있어서 

태어나서 늙어 죽어 가는 것이 끊임 없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삼사라에 대하여 순간윤회로도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a single 

lifetime constitutes only a tiny and fleeting fraction”이라 

하였다. 고성제를 예를 든다면 고통이라는 것은 단지 작은 조각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하나의 일생이라 본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생의 체인(chain of rebirths)’에 대하여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삼사라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고통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회는 일생윤회와 순간윤회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삼사라에 대한 제일의 뜻은 일생윤회이다. 태어나서 늙어 죽는 일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도 명쾌히 설명 되어 있고 또 

부처님에 감흥어로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멸론자들은 삼사라에 

대하여 순간윤회에 대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죽으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단멸론적 견해이다. 

그래서 단멸론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생멸하는 것에 대하여 

윤회라 보는 것이다.  이처럼 단멸론자들은 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기 일쑤이다.  

  

당신 삶에 유익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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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멸론자들은 오로지 현세적인 가르침만 받아 들인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나 신비한 이야기, 비현실적 이야기가 나오면 허구라 한다. 누군가 

소설을 쓴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단멸론자는 “제 얘기의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그리 중요합니까?”라고 되묻는다. 그러면서 “당신 삶에 

유익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세요”라고 말한다. 이 말을 

보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전을 부정하는 

것이다.  

  

초월적 존재나 신비한 이야기, 비현실적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소설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에는 하늘사람, 악마, 하느님, 제석천 등 

초월적존재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런 

초월적 존재들이 나온다고 하여 소설로 보고 또한 무익한 것이라 하여 

무조건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  

  

‘악마, 악마’라고 하는데 

  

악마와 관련하여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Māro māroti bhante, vuccati kittāvatā nu kho bhante māro vā assa 

mārapaññatti vāti? 

  

[싸밋디] 

 “세존이시여, ‘악마, 악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악마가 있을 수 

있거나, 악마에 대한 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Samiddhi-mārapañhasutta-사밋디의 악마에 대한 질문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65,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라자가하 벨루 숲에 있는 깔란다까니바빠에 계셨을 때이다. 

이때 제자인 사밋디가 부처님에게 ‘악마’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무어라 답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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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tha kho samiddhi atthi cakkhu atthi rūpā atthi cakkhuviññāṇaṃ 

atthi cakkhuviññāṇa viññātabbā dhammā. Atthi tattha māro vā 
mārapaññatti vā. 

  

[세존] 

“싸밋디여, 시각이 있고 형상이 있고 시각의식이 있다면, 시각의식에 

의해 인식된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 악마가 있거나, 악마에 대한 묘사가 

있다.” 

  

  

사밋디가 악마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그리고 악마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여섯 가지 

감각기각 기능중의 하나인 ‘시각능력’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있다. 

마치 선불교에서 동문서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부처님은 경에서 여섯가지 감각인식이 악마라고 하였다. 눈으로 보아서 

인식하는 것, 귀로 들어서 아는 것 등이 바로 악마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악마라는 개념은 반드시 귀신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악마는? 

  

초기불교에서 악마는 ‘죽음의 신’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초기불교에서 보는 악마(마라)는 항상 

부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반대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모든 현상에 대하여 ‘무상-

고-무아’를 말할 때 마라는 ‘상-락-아-정’을 말한다. 이렇게 악마가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라가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밝힐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에서는 마라(악마)가 수 없이 등장한다. 등장하여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마라는 어떤 성격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특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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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으로서의 마라(devaputta-māra)  

(2) 번뇌로서의 마라(kilesa-māra)  

(3) 오온으로서의 마라(khandha-māra)  

(4) 업으로서의 마라(kamma-māra) 

(5) 죽음으로서의 마라(maccu-māra) 

  

  

이와 같이 다섯 종류의 악마가 있다. 이 다섯 종류의 마라는 모두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다섯 종류의 마라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알면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마라는 항상 부처님에게 패배한다. 마라가 부처님과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어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패배한 마라가 늘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그러자 

악마 빠삐만은 ‘세존은 나에 대해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알아채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그곳에서 즉시 

사라졌다.”라는 정형구이다. 

  

이 정형구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알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몰랐을 때 무서운 것이지 알고 나면 두렵지 않음을 말한다. 마치 

깜깜방에 들어 가면 무엇이 튀어 나올지 무섭지만, 막상 불을 켜면 

순식간에 환해지져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알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할 때 통증이 왔을 때 알아차리라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통증이 오면 그 통증을 지켜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 

차리면 아프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도 활용된다. 그래서 “알면 즉시 사라진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주옥 같은 가르침을 놓칠 것인가? 

  

초기경전을 보면 수 없이 초월적 존재가 등장한다. 그리고 수 없이 

신비한 이야기와 수 없이 비현실적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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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 자신의 깜냥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것이라 하여 

허구로 보고 소설썼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초월적존재와 비현실적 이야기에 대하여 자신의 감각적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내밀어 무시한다면 자신만 손해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옥 같은 가르침을 놓치기 때문이다.  

  

또 감각적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내밀면 단멸론자가 되기 

쉽다. 단멸론자들의 오취온타령 등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니까야를 부정하게 된다. 니까야 부정은 결국 

삼보를 부정하는 것과 된다. 단멸론자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고 

주옥 같은 가르침을 놓칠 것인가?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  

  

여기 초기경전이 있다. 방대한 초기경전에는 직설적인 부처님의 

근본가르침 뿐만 아니라 근기에 맞추어 설한 방편 법문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방편법문은 모조리 부정하고 오로지 근본가르침만 

강조하였을 때 업과 내세와 윤회 등을 부정하는 단멸론자가 되기 쉽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초기경전에 쓰여 있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단멸론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태를 

부처님이 예견하신 듯 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Attadīpā bhikkhave,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 
  

  

[세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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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dīpa sutta-자신을 섬으로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43,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 하셨다. 부처님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이것은 준엄한 부처님의 명령이다.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할까 단멸론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누군가 “나를 믿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공양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그를 믿어야 할까? 부처님은 경에서 

분명히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anaññasaraṇā)” 라 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부처님 가르침외에 다른 대상을 믿거나 공양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자를 불자라 볼 수 없다. 

또 가르침외에 다른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실세계에서 가르침이외 대상에 의지하는 것은 

불교라 볼 수 없다. 또한 인터넷등에 난무 하는 오취온타령이나 윤회를 

부정하는 단멸론적 견해에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가 난무한다. 그 중에는 보석 같은 자료도 있지만 

쓰레기로도 넘쳐 난다.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사이버공간이다. 이런 때 불자들은 초기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단멸론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믿어야 할까? 

  

  

  

2014-05-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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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마에 의한 정복 담마위자야(Dhammavijaya) 

  

  

  

싱그러운 오월에 

  

사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 ‘봄’과 

‘가을’을 들 것이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봄과 가을 어는 계절이 더 좋을까? 

지금으로부터 사오십년전이라면 ‘가을’이라 답할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시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릿고개와 같은 굶주림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봄’을 좋다고 말할 것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이다. 공기는 싱그럽고 부는 바람이 

부드럽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오월이다.  

  

오월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신록이다. 벌거벗었던 산하대지가 

순식간에 초록으로 변하여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오월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껏 꽃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꽃들이 앞다투어 피듯이 여기저기서 피어난다. 그래서 산하대지는 

싱그러운 공기와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여기저기서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 하여 피는 꽃이 있는데 

  

오월 이맘때쯤 피는 꽃이 있다. 그 꽃을 보기 위하여 떠 났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 하여 피는 꽃이 있다. 그것은 ‘불두화’이다. 꽃 

모양이 부처님의 두상에 있는 ‘육계’를 닮았다고 해서 불두화라 한다. 

이 불두화를 보기 위하여 불두화가 피어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불두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매년 이맘 때쯤 불두화를 

찾는다. 그래서 어느 위치 어느 곳에 불두화 나무가 있는지 알고 있다.  

  

아카시아 특유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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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두화를 보러 길에 산길을 걷다 보니 아카시아꽃이 한창이다. 

하얀꽃다발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리고 특유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다. 

  

  

 
  

  

  

흰머리가 난 것 같은 이팝나무 

  

어느 산길에 있는 어느 주택가 담장에는 하얀 꽃이 피어 있다. 마치 

흰머리가 많아 반백처럼 나무에 하얕게 덮여 있다. 마치 길쭉한 

쌀모양이어서 일까 이 나무를 ‘이팝나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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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기도를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산길이 시작 되는 길에 절이 하나 있다. ‘백운사’라는 

절이다. 우리나라에 백운사라는 절이름이 많이 있는데 흔한 절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 절은 현재 그린벨트 안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십년전 

절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절을 짓기로 발원하였다. 그래서 천일기도 

플레카드가 걸려 있었다. 절을 짓기 위한 3 년기도이었다. 그러나 3년간 

기도 하였어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나보다. 그래서 그 때나 지금이나 

그 모습이다. 

  

  

  



241 

 

 
  

  

  

허름한 집의 담벼락에 핀 불두화 

  

첫 불두화를 보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산자락 그린벨트 안에 있는 

허름한 집의 담벼락이다.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지만 항상 

이맘 때가 되면 불두화가 가득 핀다. 올해도 예외 없이 불두화가 

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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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찐빵 같기도 하고 

  

불두화를 보면 마음이 풍성함을 느낀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마치 커다란 

찐빵 같아 보이기도 하여 바라볼수록 마음이 풍성해진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수 많은 작은 꽃잎이 다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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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두화라 하였을까? 

  

왜 불두화라 하였을까? 불두화를 좋아 하다 보니 불두화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불두화가 필 때면, 부처님의 육계와 관련된 노래 

Imee Ooi 의 나라시하가타(2010-05-06)’라는 글이 그것이다.  불도화와 

부처님의 육계를 연계하여 글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불두화 사진을 

이용하여 음악동영상 ‘나라시하가타’를 만들었다.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 중에 육계(肉髻)가 있다. 육계는 부처님에게서 볼 

수 있는 32 가지 신체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육계는 정수리에 볼록 

솟아나 있는 것을 말한다. 육계에 대한 불교용어사전을 보면 ‘부처님의 

정수리에 솟은 상투모양의 살덩이(불교용어사전)’라 되어 있다.  

  

어떻게 하여 머리위에 마치 혹처럼 살덩이가 불거져 나온 것일까?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사전에는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경우 경전을 찾아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D30)’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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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육계와 관련하여 디가니까야에 설명 되어 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D30)’에 따르면 육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puna ca paraṃ bhikkhave mahāpuriso uṇhīsasīso hoti. Yampi 
bhikkhave mahāpuriso unhīsasīso hoti, idampi bhikkhave 

mahāpurisassa mahāpurisalakkhaṇaṃ bhavati. 

  

수행승들이여, 위대한 사람은 머리 위에 육계를 갖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위대한 사람이 머리 위에 육계를 갖고 있다면, 

수행승들이여, 그것이 위대한 사람이 지닌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다. 

  

(Lakkhaṇasutta-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  디가니까야 D30,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모두 32 가지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 번째에서 육계에 대한 설명이다. 

  

경에 따르면 위대한 사람은 육계가 있다고 하였다. 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mahāpurisa)’이란 ‘전륜성왕’이나 ‘부처’를 말한다. 

32 상은 전륜성왕이나 부처에게만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에서 육계라는 빠알리어가 uṇhīsasīso 이다. 이는 ‘uṇhīsasīsa + 
o’의 형태로서 uṇhīsa 를 뿌리로 하고 있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uṇhīsa 는 a turban 이라 설명 되어 있다. 아랍사람들이 머리에 

두르는 수건형상을 말한다. 정수리에 솟아 있는 모습이 마치 터번 처럼 

휘감겨 올려져 있는 것을 연상해서 일 것이다.  한자어권에서는 

uṇhīsa 에 대하여 ‘肉髻, 王冠, 笠木’로 번역하였다. 

  

uṇhīsasīsa 는 ‘uṇhīsa+sīsa’로 분해 된다. 여기서 sīsa 는 ‘the 

head; the highest point; an ear of corn; heading of an article; the 

lead.’의 뜻이다. 정수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uṇhīsasīsa 는 정수리에 

있는 터번같이 생긴 것의 뜻이 된다. 이를 우리말로 ‘육계(肉髻)’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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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람의 32 가지 신체적 특징 

  

부처님의 32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디가니까야 뿐만 아니라 

맛지마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맛지마니까야에서 32 가지 형상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빠일리어 내   용 신체부위 

1 Suppatiṭṭhitapād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idampi tassa1 bhoto 

gotamassa mahāpurisassa 

mahāpurisalakkhaṇaṃ 

bhavati. 

존자 고따마는 땅에 

적응해서 안착되는 

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자 고따마가 지닌 

위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땅에 안착되는 

발 

2 Heṭṭhā kho panassa bhoto 
gotamassa pādatalesu 

cakkāni jātāni 

sahassārāni sanemikāni 

sanābhikāni 

sabbākāraparipūrāṇi. 
존자 고따마의 

발바닥에는 천 개의 

살과 테와 바퀴가 

달린 모든 형태가 

완벽한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양의 발바닥 

3 Āyatapaṇhī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넓고 

원만한 발뒤꿈치를 

갖고 있습니다. 

넓고 원만한 

발뒤꿈치 

4 Dīghaṅgulī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기다란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기다란 손가락 

5 Mudutaḷuṇahatthapād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부드럽고 유연한 

손과 발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손과 발 

6 Jālahatthapād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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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손발을 갖고 

있습니다. 

7 Ussaṅkhapād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복사뼈가 돌출된 

발을 갖고 

있습니다. 

복사뼈가 

돌출된 발 

8 Eṇijaṅgh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사슴과 같은 

장딴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슴과 같은 

장딴지 

9 Ṭhitakova kho pana so 
bhavaṃ gotamo 

anonamanto ubhohi 

pāṇitalehi jaṇṇukāni 
parimasati parimajjati. 

존자 고따마는 

똑바로 서서 

구부리지 않아도 

무릎에 와 닿는 두 

손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에 와 닿는 

두 손 

10 Kosohitavatthaguyh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몸속에 감추어진 

성기를 갖고 

있습니다. 

몸속에 

감추어진 성기 

11 Suvaṇṇavaṇṇ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kañcanasantibhattaco. 

존자 고따마는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황금빛을 띰 

12 Sukhumacchavi kho pana 

so bhavaṃ gotamo 

sukhumattā chaviyā 

rajojallaṃ kāye na 

upalippati. 

존자 고따마는 

황금과 같은 피부를 

갖고 섬세한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피부가 섬세하므로 

먼지나 때가 몸에 

끼지 않습니다. 

  

황금과 같은 

피부 

13 Ekekalomo kho pana so 

bhavaṃ gotamo,ekekāni 

lomāni lomakūpesu 

jātāni. 

존자 고따마는 몸의 

털이 뭉치지 않고 

제각기 자라는데, 

그 각각의 털은 

털은 털구멍에 

하나씩 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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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구멍에 하나씩 

자랍니다. 

14 Uddhaggalom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uddhaggāni lomāni jātāni 

nīlāni añjanavaṇṇāni 
kuṇḍalāvattāni3 
padakkhiṇāvattakajātāni. 

존자 고따마는 끝이 

위로 향하는 몸의 

털을 지니고 

있는데, 위로 

향하는 털은 

감청색이고 검은 

색깔이고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갑니다. 

위로 향하는 

몸의 털 

15 Brahmujjugatt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하느님처럼 단정한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단정한 몸매 

16 Sattussad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일곱 

군데가 융기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융기된 몸 

17 Sīhapubbaddhakāy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사자와 같은 윗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윗몸 

18 Citantaraṃs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양 

어깨 사이에 패인 

곳이 없는 충만한 

어깨를 지니고 

있습니다. 

충만한 어깨 

19 Nigrodhaparimaṇḍal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yāvatakvassa kāyo 

tāvatakvassa vyāmo 

yāvatakvassa vyāmo 

tāvatakvassa kāyo 

존자 고따마는 

니그로다 나무와 

같은 몸의 둘레를 

갖고 있습니다. 

양손을 활짝 뻗은 

크기가 몸의 키와 

같고, 몸의 키는 

양손을 활짝 뻗은 

크기와 같습니다. 

니그로다 

나무와 같은 

몸의 둘레 

20 Samavattakkhandh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똑같이 둥근 

둥근 양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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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깨를 지니고 

있습니다. 

21 Rasaggasaggi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최상의 탁월한 맛을 

느끼는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탁월한 맛을 

느끼는 감각 

22 Sīhahanu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사자와 같은 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턱 

23 Cattāḷisadant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마흔 

개의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흔 개의 치아 

24 Samadant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평평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평하고 

가지런한 치아 

25 Avivaradant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간격 

없이 고른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격 없이 고른 

치아 

26 Susukkadāṭh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희고 

빛나는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희고 빛나는 

치아 

27 Pahutajivh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널따란 혀를 지니고 

있습니다. 

널따란 혀 

28 Brahmassar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karavīkabhāṇī. 존자 고따마는 

까라비까 새의 

소리처럼 청정한 

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정한 음성 

29 Abhinīlanett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깊고 

푸른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깊고 푸른 눈 

30 Gopakhum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황소의 것과 같은 

속눈썹을 지니고 

있습니다. 

황소의 것과 

같은 속눈썹 



249 

 

31 Uṇṇā kho panassa bhoto 
gotamassa bhamukantare 

jātā odātā 

mudutulasantibhā. 

존자 고따마는 

미간에 희고 

부드러운 면과 같이 

생긴 털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간에 희고 

부드러운 면과 

같이 생긴 털 

32 Uṇhīsasīso kho pana so 
bhavaṃ gotamo 

존자 고따마는 머리 

위에 육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육계 

  

출처: 맛지마니까야 ‘브라흐마유의 경(Brahmāyusutta, M91)’ 

  

  

  

경에서 표현 되어 있는 32 가지 신체부위의 특징을 보면 보통사람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6 번항에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11 번항의 몸이 

‘황금빛’을 띤 다든가, 10 항의 ‘몸속에 감추어진 성기’, 31 번항의 

‘미간에 흰털’, 32 번 항의 ‘머리 위에 육계’ 같은 특징은 

보통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다. 다만 치아와 관련하여 유사한 면은 있을 

것이다. 

  

치아와 관련하여 

  

32 상 중에서 치아와 관련 된 것이 23 번항에서 26 번항 까지로 모두 네 

가지이다. 그래서 32 상 중에서 치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치아와 관련하여 23 번 항의 마흔 개의 치아만 제외 하면 

보통사람들에서도 볼 수 있다. 평평하고 가지런한 치아(24), 간격 없이 

고른 치아(25), 간격 없이 고른 치아(26)의 경우 보통사람들에서도 발견 

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갖춘 이는 매우 드믈 것이다. 

대부분 치아의 모습이 고르지 않고 특히 아래 이를 보면 엉망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치아와 관련하여 24 번항을 보면 위대한 사람에게는 마흔 개라 

하였다. 이는 보통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보통사람은 모두 

28 개에서 32 개의 치아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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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은 32 상으로 

대표되는 형상이다. 그 중에서도 32 번 째 항의 육계에 대한 것 역시 

보통사람에에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육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디가니까야에서는 32 가지 신체적 특징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설명 되어 있다. 

  

  

그는 그러한 업을 행하고 쌓고 증대시키고 확대시켰기 때문에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났다. 그는 거기서 다른 

신들보다 열 가지 곧, 천상의 수명, 천상의 용모, 천상의 행복, 천상의 

명성, 천상의 권세, 천상의 형상, 천상의 소리, 천상의 향기, 천상의 

맛, 천상의 감촉에서 우월했다. 그는 거기서 죽어서 이곳으로 와서 

이러한 위대한 사람의 특징 곧, 머리 위에 육계를 얻었다. 

  

(Lakkhaṇasutta-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  디가니까야 D3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육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육계 이외 다른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정형구이다. 이 정형구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전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업을 쌓았기 때문이다. 선업을 쌓은 공덕으로 천상에서 

태어 났고 선업공덕의 결과 점차 32 상을 갖추어 간 것이다. 

  

전륜왕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32 상은 오로지 전륜왕과 부처에게만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재가에서 살면 전륜왕이 되어 법으로 통치하는 정의로운 

왕(D30)”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륜왕(rāja-Cakkavatti)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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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maṃ paṭhaviṃ sāgarapariyantaṃ akhīlamanimittamakaṇṭakaṃ 

iddhaṃ phītaṃ khemaṃ sivaṃ nirabbudaṃ adaṇḍena asatthena 
dhammena samena abhivijiya ajjhāvasati.  

  

그는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폭력이 없고 약탈이 없고 가시덤불이 없는, 

번영하고 풍요하고 안온하고 평온하고 위해가 없는 대륙을 다스리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을 사용한다. 

  

(Lakkhaṇasutta-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  디가니까야 D30, 

전재성님역) 

  

  

이것이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방식이다. 정복한 곳을 다스리되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정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말한다. 여기서 정법이라는 말이 ‘dhammena’이다. 이는 ‘Justly, 

righteously’의 뜻으로 ‘법답게’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법답게(dhammena)’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가르침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담마에 의한 정복, 담마위자야(Dhammavijaya) 

  

역사적으로 전륜성왕으로 불리던 이가 있다. 고대인도에서 

마우리아왕조의 아소까대왕이다. 아소까대왕의 비문에 따르면 

아소까대왕은 ‘담마에 의한 정복’을 천명하였다. 이를 

‘담마위자야(Dhammavijaya)’ 라 한다. 이에 대하여 ‘담마에 의한 

정복, 아소까의 담마위자야(Dhammavijaya)(2012-01-2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일아스님이 지은 아소까에 따르면 아소까 대왕이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동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온 세상을 전쟁없는 극락세계로 만들기 위해 

둘째, 전쟁에 의한 정복이 아닌 담마에 의한 정복을 이루기 위해 

셋째. 이웃나라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넷째, 세상의 평화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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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네 가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소까 대왕은 담마에 의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것이 비문에 남아 있다고 한다. 

일아스님의 아소까에 쓰여 있는 것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o 불국토 실현 동기 비   문 비  고 

1 온 세상을 전쟁없는 

극락세계로 만들기 위해 

“깔링가를 정복한 후에 자비로운 왕은 

매우 열성적으로 담마에 몰입하게 되었고, 

담마를 열망하였고 사람들에게 담마를 

가르쳤다.” 

바위 

각문 13 

2 전쟁에 의한 정복이 아닌 

담마에 의한 정복을 이루기 

위해 

“담마에 의한 정복을 가장 훌륭한 

정복이라고 생각한다.”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바위 

칙령 13 

  

  

비문에 쓰여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항을 보면 바위 칙령 13 이 

있다. 바위에 새겨진 글씨로서 아소까대왕은 인도 전역에 이런 칙령을 

수 없이 세웠다. 칙령에 따르면 “담마에 의한 정복을 가장 훌륭한 

정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담마에 의한 정복을 천명하고 있다.  

  

담마에 의한 정복을 천명한 이유는? 

  

이렇게 담마에 의한 정복을 천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칙령에서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만이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 

올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아소까 대왕은 전인도를 통일한 후 전 

제 3차 결집을 완료 한 후에 세계에 전도사를 파견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0 개국이라 한다. 그 중에는 스리랑카도 들어 있고 저 멀리 

이집트까지 ‘담마행정관’이라 불리는 전도사절을 파견 하였다.  

  

이렇게 담마사절단을 전 세계에 파견한 것은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일아스님은 자신의 책 아소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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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확실히 살펴보자. “담마에 의한 정복(Dhammavijaya, 

담마위자야)”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귀의한 불교에 의해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다. 전쟁없는 세상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통일이라는 그의 확신의 결과이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적이고, 배탕성이 없고, 

관용적이고, 평등성에 바탕을 둔, 바른 윤리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서로 평화롭고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원대한 열망에서였다.  

  

둘째는 하나의 종교로 이웃나라 등을 통일하면 같은 신앙의 동질감에 

의한 융화와 이해와 전쟁 없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아스님, ‘아소까’에서) 

  

  

아소까는 담마에 의한 정복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몽둥이와 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소까대왕에게 ‘전륜왕(rāja-

Cakkavatti)’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아소까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담마에 의한 정복을 추진하였을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아소까대왕은 3차 결집후에 전세계에 담마사신과 담마행정관을 

파견하였다. 그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들일까? 이에 대하여 

‘전법포기선언인가, 21 세기 아쇼카선언과 아소까의 담마에 의한 

정복(2011-08-25)’라는 글에 표로 올린 바 있다. 표를 다시 올리면 

다음과 같다. 

  

  

담마사신(Duta)과 담마행정관(Dhammamahamata) 파견지역 
No 지역 현대지역 왕이름 

1 앙띠요까(Amtiyoka) 시리아(인더스강 

접경) 

Antiochos 2 세 Theos 왕(BC 

2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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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뚜라미야(Turamiya) 이집트 Ptolemy 2 세, 

Philadelphos 왕(BC 285-247) 

3 앙띠끼니(Amtikini) 마케도니아 Antigonos Gonatas 왕(BC 278-

239) 

4 마까(Maka) 끼레네(이집트서부) Magas 왕(BC 300-285) 

5 알리까수다라(Alikasudara) 에피루스(그리스와 

접경) 

Alexander 2 세왕 (BC 272-

258) 

6 요나(Yona) 인도 북서변방의 

그리스인 

 

7 깜보자(Kamboja) 카불강가지역(간다라)  

8 나바까(Nabhaka) 웃따라 꾸루스에 속한 

도시 

 

9 나바빵띠(Nabhapamti) 북서쪽 히말라야 

사람들 

 

10 보자(Bhoja) 까슈미라 지역  

11 삐띠니까(Pitinika) 까슈미라 지역  

12 뿔리다(Pulida) 안드라와 꼬삼비 중간 

지점 

 

13 앙드라(Amdhra) 중부지방  

14 쪼다(Coda) 남단의 인도 영토 

아래 동쪽 

 

15 빵디야(Pamdiya) 인도 최남단 국경지역  

16 땅바빵니(Tambapamni) 스리랑카  

출처 ; 바위칙령 13, 일아스님의 ‘아소까’에서 

  

  

표를 보면 매우 먼지역 까지 사절단이 파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쪽으로는 시리아, 이집트, 그리스의 마케도니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인도대륙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도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소까대왕이 이렇게 담마사절단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인도에서 마우리와 왕조는 정복왕조이었다. 그런데 아소까대왕은 

까링가전쟁이후에 정복전쟁을 포기하였다. 그대신 담마에 의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그렇다면 정복전쟁을 포기 하였을 때 이웃나라에서 쳐 들어 

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다시 전쟁을 다시 해야 될지 모른다. 아소까는 

그런 점을 고민 하였을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려면 결국 담마에 의한 정복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전쟁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전세계에 담마사절단을 파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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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 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임을 확신 하였기 때문이다.  

  

32 상의 특징을 가진자가 출가하면 

  

32 상의 특징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출현하였을 때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된다고 하였다. 아소까 대왕처럼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왕을 말한다. 그런데 32 상의 특징을 가진자가 출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Sace kho pan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ti,  

arahaṃ hoti sammāsambuddho loke vivattacchado. 

  

그러나 그가 만약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모든 덥개를 제거하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된다.  

  

(Lakkhaṇasutta-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  디가니까야 D30, 

전재성님역) 

  

  

32 상의 특징을 가진 자가 출가하면 아라한이 되고 

‘정등각자(sammāsambuddha)’가 된다고 하였다. 32 상을 가진자가 

출가하면 ‘부처’가 됨을 말한다.  

  

전진만 할 뿐 후진불가의 진리의 바퀴 

  

32 상을 가진자 출가하였을 때 부처가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게 될까? 숫따니빠따에서 셀라경(Sn3.7)을 보면 

셀라가 부처님에게서 32 상을 보고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Rājā arahasi bhavituṃ  

cakkavatti rathesabho, 

Cāturanto vijitāvi 

 jambusaṇḍassa iss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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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륜성왕이 되시어  

전차위의 정복자,  

사방에 승리하는  

세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stn552) 

  

(Selasutta-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바라문 셀라는 32 상을 보고서 전륜왕이 되어 세계의 지배자가 되라고 

말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Rājāhamasmi sela     라자하마스미 셀라 

dhammarājā anuttaro,    담마라자 아눗따로 

Dhammena cakkaṃ vattemi   담메나 짝깡 왓떼미 

cakkaṃ appativattiyaṃ.   짝깡 압빠띠왓띠양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Selasutta-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셀라에게 위없는 가르침의 왕이라 하였다. 그것도 ‘위없는 

가르침의 왕(dhammarājā anuttaro)’이라 하였다. 그래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진리의 수레바퀴는 오로지 

전진만 할 뿐 후진불가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cakkaṃ appativattiyaṃ)”라 하였다.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 

  

이와 같이 32 가지 위대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가 출현하면 전륜성왕이 

되든가 부처가 된다. 그런데 전륜성왕이나 부처나 모두 담마에 의한 

정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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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아소까의 경우 3 차 결집을 이루어 낸 후 전 세계에 

담마사절단을 파견하여 담마에 의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부처님은 

오로지 앞으로만 전진할 뿐 후진이 되지 않는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렸다. 그래서 오늘날 까지 가르침이 전승되어 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로지 앞으로만 굴러 가는 바퀴를 굴린다는 것은 결국 

담마에 의한 세계정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폐가에서 핀 불두화 

  

5 월에 피는 꽃 불두화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하여 핀다. 그래서 

불두화는 불교와 매우 인연이 있다. 그래서일까 절 마당에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하여 불두화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불두화의 특징은 형태가 부처님정수리에 솟아 있는 육계를 닮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불두화가 피어 있는 

곳을 알기에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로 향하였다.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이다. 

  

비닐하우스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찢겨지고 벗겨져서 흉물스럽게 방치 되어 있다. 

그럼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는 꽃이 피어난다. 늘 보던 

불두화도 탐스럽게 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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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반기문총장의 웨삭데이 축하 메시지 

  

  

  

인도자비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도자비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에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해당되는 11 월에서 2월이 될 것 같다. 인도에서 건기는 우리나라의 

선선한 가을날씨 정도라 한다. 그런데 북인도의 경우 일교차가 심한 

편이고 남인도는 적당히 더워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정도라 한다.  

  

인도자비여행을 어떻게 갈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다. 다만 이제 가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경전을 

근거로 하여 수 많은 글을 써 오면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하여 늘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쯤 갔다 와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교도들은 인도에 갔다 와야 하는가?  

  

탑승인원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들의 평생소원은 메카성지를 순례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성지를 다녀오는 것이 ‘의무’라한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하면 이슬람교도들이 메카를 향하여 매일 수 차례씩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독교도 역시 성지순례 하는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 정도가 지나쳐 과거역사를 보면 십자군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일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성지순례지는 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터키이다. 이렇게 삼국을 

약 보름 가량 돌아 보다 귀국하는데 대부분 귀국항공기를 타는 곳이 

이스탄불이다. 실제로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는 기독교 

성지순례를 마친 목사와 신부 그리고 신도들로 가득 하다. 탑승인원의 

90%  이상이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항대합실에서는 

“목사님” “신부님” “집사님” 하는 소리로 떠들썩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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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 개념을 확장하면 

  

이제까지 성지순례라는 말은 이슬람교도들이나 기독교들의 전용 

용어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교도들에게도 이제 성지순례라는 말은 

낯설지 않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러 

떠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성지개념은 광범위하다. 불교유적이 있는 

곳이나 사원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성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유적이 있는 나라나 불교사원이 있는 중국, 일본, 태국, 

미얀마 등 도 성지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지는 부처님의 

행적과 관련이 있는 인도이다.  

  

인도에는 여러 성지가 있다. 이를 사대성지나 팔대성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행적이 있는 곳이면 모두 다 성지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유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성지개념을 더욱 더 확장한다면 

초기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산이나 강 등 지명도 성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은 경전상에 표현 되어 있는 지명을 따라 성지순례 

하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부처님을 그리워 하여 

  

불자들이 인도로 성지순례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을 

그리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경전에 묘사된 산이나 강 등 지명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경을 보면 부처님은 사대성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내용일까? 디가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Cattārimān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āni 

saṃvejanīyāni ṭhānāni. Katamāni cattāri: 
'Idha tathāgato jāto'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Idha tathāgato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Idha tathāgatena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n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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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a tathāgato anupādisesāya nibbānadhātuyā' parinibbutoti ānanda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aṃ saṃvejanīyaṃ ṭhānaṃ. 

imāni kho ānanda cattāri saddhassa kulaputtassa dassanīyāni 

saṃvejanīyāni ṭhānāni. 
Āgamissanti kho ānanda saddhā bhikkhū bhikkhuniyo upāsakā upāsikāyo 

idha tathāgato jāto ti pi, idha tathāgato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ti pi, idha tathāgatena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ntipi, idha tathāgato anupādisesāya nibbānadhātuyā 

parinibbuto ti pi. Ye hi keci ānanda cetiyacārikaṃ āhiṇḍantā 
pasannacittā kālaṃ karissanti, sabbe te kāyassa bhedā parammaraṇā 
sugatiṃ saggaṃ lokaṃ upapajjissantiti. 

  

[세존] 

“아난다여, 믿음이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아야 하고 경건해야 

할 이와 같은 네 가지 장소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1)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태어났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2)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3)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4)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잔여가 없는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라고  

믿음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보고,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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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여, 믿음있는 수행자들, 수행녀들, 청신자들, 여자 재가신자들이. 

‘여기서 여래가 태어났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잔여가 없는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라고, 아난다여, 누구든지 이러한 성지순례를 

한다면, 그들 모두는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마하빠리닙바나경-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 전재성님역) 

  

  

 
  

Lumbini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불자라면 

네 곳을 보아야 함을 말씀 하시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Lumbini)’, 부처님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사르나트(Sarnath)’, 부처님이 열반에 든 ‘꾸시나라(Kusinara)’ 

이렇게 네 곳을 말한다. 이 네 곳에 대하여 경전에서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 즉 수행승이 보아야 할 곳이라 말씀 하셨지만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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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네 곳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 하셨을까?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장소”라 하였다. 이렇게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외의 념’을 품어야 하는 것이 성지순례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 될 수 있다. 하나는 사대성지를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사대성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대성지를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사대성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보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 보며 경책히는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대성지를 순례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부처님은 ‘여기서 여래가 태어났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라고, ‘여기서 여래가 

잔여가 없는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라고 경외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부처님오신날이 아니라 부처님의 날  

  

경에 따르면 불자들이 성지순례 가면 필수적으로 가 보아야 할 곳이 네 

곳임을 알 수 있다. 즉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Lumbini), 부처님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사르나트(Sarnath), 부처님이 열반에 든 꾸시나라(Kusinara) 이렇게 네 

곳을 말한다.  

  

이 네 곳은 부처님의 탄생, 성도, 초전, 열반과 관련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곳을 불교도들의 성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에서 있어서 탄생, 성도, 초전, 열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대 사건 중에 초전을 제외하고 탄생과 성도와 

열반에 대하여 한날에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웨삭데이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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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웨삭데이이다. 음력으로 4 월 보름날이 테라와다불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최대명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이라 하여 

탄생에 대한 기념을 4월 초파일날로 하였으나 테라와다 불교에서 

기념일은 바로 오늘 풀문데이(Full Moon Day, 滿月日)이다.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달이 꽉 찬 만월일에 부처님을 기념하고 있다. 

이를 공식적으로 ‘웨삭(Vesak)’이라 한다. 그런데 웨삭일은 탄생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포함하여 성도와 열반도 함께 

기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삭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기 

보다 ‘부처님의 날’이라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다. 그래서일까 

외국에서는 4 월의 풀문데이에 대하여 ‘붓다의 날(Buddha’s 

Day)’이라고도 한다. 이는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웨삭데이(Vesak Day) 

  

우리나라 사월초파일과 테라와다의 웨삭일은 정확하게 일주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있은지 일주일 후에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기리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그렇다면 

사월초파일과 사월만월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일까?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일이라 

불리우는 사월초파일에 행사를 한다. 그러나 테라와다전통에서는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사월만월일에 행사를 

한다. 이런 차이에 대하여 불자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역시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잠재울 조치가 이미 마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1999 년에 유엔에서 웨삭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성도절과 유엔웨삭데이(UN Vesak Day), 미래불자들의 

선택은(2012-01-0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월보름이 공식적은 부처님의 날이 되었을까?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서를 인터넷에서 발견하였다. 다음과 같은 

유엔공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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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A/54/235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12 November 1999 

Original: English 

Fifty-fourth session 

  

Request for inclusion of an additional item in the agenda of the 

fifty-fourth session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ay of Vesak 

  

Letter dated 28 October 1999 from the representatives of Bangladesh, 

Bhutan, Cambodia, Ind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dives, Mongolia, Myanmar, Nepal, Pakistan,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Spain, Sri Lanka, Thailand and Ukraine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출처: http://www.un.org/ga/54/agenda/a235.pdf 

  

  

이 공문은 1999 년 유엔의 일반의회(General Assembly) 54 번째 회기에서 

공표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웨삭데이를 국제적으로 공인(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ay of Vesak)한다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이 안건을 제기한 불교국가명과 대표자의 명단이 

보인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디아, 라오스, 몰다이브, 몽고,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코리아, 스페인, 스리랑카, 타일랜드, 

우크라이나 이렇게 16 국으로 되어 있다. 남방불교를 대표하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이 모두 들어 가 있고 대부분 남방불교국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단을 보면 동아시아 불교권인 중국과 일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특이 하게도 한국이 보인다. 문서에는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Lee See-

young 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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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총장의 축하 메시지 

  

이처럼 유엔은 테라와다의 웨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 사월초파일에 대하여 인정하는 공문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웨삭에 대하여 

반기문사무총장은 오늘 날자로 다음과 같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 하였다. 

  

  

For information only - not an official document 

UNIS/SGSM/524  

12 May 2014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Message on Vesak Day 

13 May 2014 

VIENNA, 13 May (United Nations Information Service) - on Vesak Day, 

which marks the birth, enlightenment and passing of the Buddha,the 

United Nations joins millions of people -- Buddhists and non-

Buddhists alike -- in reflecting on his life and teachings. 

The Buddha's message of peace, compassion and love for all living 

beings tells us to open our hearts and embrace all members of our 

human family, especially those in need. These timeless teachings 

can help guide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can inspire our efforts to address many of the broader challenges 

confronting our world -- in peace and security, in development and 

in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In each of these areas, we 

have to rise above narrow self-interest, and think and act as 

members of one global community. 

On this Day of Vesak, let us pledge to work together for the common 

good, and for the betterment of all humankind. In that spirit, I 

offer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and joyous Vesak Day. 

  

(http://www.unis.unvienna.org/unis/en/pressrels/2014/unissgsm524.ht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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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오늘 2014 년 4 월 13 일은 부처님의 

탄생(birth)과 성도(enlightenment)와 열반(passing)을 기념하는 

‘웨삭데이(Vesak Day)’라 하였다. 그래서 불교도이든 아니든 

유엔회원국의 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웨삭데이를 맞이 하여 반기문총장은 모든 인류가 선을 행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웨삭일에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유엔에서는 웨삭데이를 

공식적으로 ‘부처님의 날’로 인정하고 있다. 

  

  

2014-05-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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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업(共業)론자들은 왜 침묵하는가?  

  

  

  

의식개혁과 제도개혁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갖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는 여러가지 사고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에 초점이 모아진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선장과 승무원들, 그리고 오로지 이익추구에만 눈이 

먼 회사를 비난하며 ‘의식개혁’을 촉구한다. 또 한편으로 이번 기회에 

국가개조를 해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하여 

‘제도개혁’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대형사고가 터질 때 마다 항상 

이야기 되는 것은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다. 

  

“공업이 어떻고 운운하던 분들도…”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불교계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였을까? 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미디어붓다에 이학종기자의 

칼럼이 실렸다. 그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계는 이번 참사에 대해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교학적 규명이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승가 교육의 방향을 책임지는 교수아사리들 

모임에서조차 ‘기도 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맥없이 터져 

나올 뿐이다. 연기적 구조가 어떻고, 공업이 어떻고 운운하던 분들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는 웬일인지 입을 닫고 있다.  

  

([이학종 칼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드리는 글, 미디어붓다 2014-

05-13) 

  

  

이학종기자는 불교계의 해법제시에 대하여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 

“기도 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업다”는 식의 조계종 책임자의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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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공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업 

운운하던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이다. 

  

공업(共業)이란 무엇일까? 

  

공업이란 무엇일까? 공업은 한자어로 ‘共業’으로 표시된다. 문자 

그대로 풀이 하면 ‘함께 짓는 업’이 될 것이다. 공업에 대한 네이버 

인터넷사전을 보면 “<불교> 저마다 공동으로 선악의 업을 짓고 

공동으로 고락(苦樂)의 인과응보를 받는 일”라 되어 있다. 공업은 

불교용어로서 공동으로 업을 짓고 또한 공동으로 과보를 받는 것이라 

한다. 

  

공업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동으로 짓는 업이 있음에 틀림 없다. 

업이라는 것이 개인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족이나 단체, 사회, 

국가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업을 지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공업에 대하여 가장 많이 거론 한 사람이 있다. 동국대 박경준교수이다. 

  

박경준교수의 공업론 

  

박경준교수의 공업론에 대하여 많이 들어 보았다. 특히 불교방송에서 

공업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다. 또 불교평론과 같은 매체에다 

논문을 싣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종 기고문을 통하여 공업에 대하여 

말하였다. 검색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공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부처출현에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란?(2012-12-30)’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있는 내용이다.  

  

  

아비달마에 의하면, 중생의 행위에 의해 생긴 업력은 두 종류의 과보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정보(正報)로서 중생을 발생시키고, 다른 하나는 

의보(依報)로서 국토를 발생시킨다.  

  

결국 유정세간은 유정의 업력에 의해 초래된 정보의 세간이며, 기세간 

역시 유정의 업력에 의해 초래되는 의보의 세간인 것이다. 또한 유정 

각자의 차별적인 운명과 현실(유정세간)은 불공업(不共業)에 의해서 

결정되고, 유정이 함께 공유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기세간)은 

공업(共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아비달마는 설명한다. 이러한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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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유마경〉 ‘불국품’에서는 정보인 내 마음이 

청정해짐으로써 의보인 국토와 환경이 청정해진다고 설한다. 

  

(불교는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 박경준교수, 2005 년) 

  

  

블로그내 검색을 해 보니 2005 년도에 올린 글이다. 아마 신문사이트에 

실려 있는 기사를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느 사이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제목으로 검색해 보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경준교수 글에 따르면 공업에 대하여 아비달마에 기반을 하여 설명 

하고 있다.아비달마에서는 개인적인 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만든 

공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공업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을 홰손하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라 한다. 도시가 확장 됨에 따라 자연이 

파괴되고 또 자동차가 많아 질수록 오존층이 파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지구온난화 같은 기상이변을 초래한다면 이는 공업의 결과로 본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나 사람으로 인한 인재도 공업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 된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재난 또는 재앙이라 한다. 

이런 재난이나 재앙은 주로 자연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진, 쓰나미, 태풍과 같은 것이 자연적 재앙이라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비행기나 기차, 선박 등에서 일어난 사고는 인간에 

의해서 초래된 재난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적 재난에 대하여 

‘천재(天災)’라 하고, 인간에 의한 재난을 ‘인재(人災)’라 한다. 

이렇게 천재와 인재로 인한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공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업이 우주적 에너지라고 

  

아비달마에서는 세간과 기세간으로 나누어 불공업과 공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세간은 무엇이고 기세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하여 아비달마연구의 권위자인 권오민교수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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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 3 계 5 취를 윤회하지만,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세계(이를 器世間이라고 한다)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유정의 업에는 크게 유정 각각의 개별적인 업(別業)과 그들 

공동의 업(共業)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유정 각자의 삶을 결정짓는 

업이라면, 후자는 객관의 세계를 형성하는 업으로 말하자면 우주적 

에네르기라고 할 수 있다. 

 

 

(아비달마 불교 (2) / 권오민교수)  

  

  

권오민교수에 따르면 삶의 토대가 되는 세계를 ‘기세간(器世間)’이라 

하였다. 그런데 기세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하여 ‘객관의 세계를 

형성하는 업’이라 하였다. 객관적인 세계라는 것이 개별적인 업이 함께 

모여서 짓는 업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공업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하여 기세간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공업에 대하여 ‘우주적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 하였다.   

  

유정중생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곳이 기세간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런 

기세간은 유정중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가? 

  

기세간(器世間)에 대한 설명을 보면 

  

권오민교수의 글에 따르면 기세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구사론에 실려 

있다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아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세계가 각기 일천 개가 있는 것을 

일 소천세계(小天世界)라 하고, 천 개의 소천세계를 일 

중천세계(中天世界)라고 하며, 천 개의 중천세계를 일 

대천세계(大千世界)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 우주에는 10 억 개의 이 

같은 수미산의 세계가 있으며, 1 대겁에 걸쳐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한다. 

  

(아비달마 불교 (2) / 권오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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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outer-space 

  

  

  

이것이 아비달마불교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론이라 볼 수 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일소천세계가 있고 또 천개의 세계가 있어서 

중천세계라 하고, 또 천개의 중천세계가 있어서 대천세계가 있다고 

하였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많은 항하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보시에 쓴다면 그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以七寶滿爾所恒河沙數 三千大千世界以用布施, 得福多不?)”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삼천대천세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권오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삼천대천세계를 숫자로 환산하면 무려 

10 억개에 달하는 수미산과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비달마불교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스케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10 억개나 되는 수미산과 같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마치 갠지스강의 모래 보다 더 적고, 손톱끝에 

있는 티끌 보다 더 미미한 존재이다. 그렇게 미미한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고통은 삼천대천세계와 비교한다면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언젠가 정병조교수는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서 우주와 

비교하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한존재에게서 발생한 괴로움은 삼천대천세계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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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이라는 말의 근거는?  

  

초기불교 경전에서 기세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비달마불교에서는 공업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런데 

공업이라는 말은 대승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화엄경 

여래수량품에 다음과 같은 공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불자들이여, 비유를 들자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써 

이루어진다.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 큰 비를 내리고 네 가지 풍륜이 

서로 지속하여 의지가 된다. 

  

네가지란, 하나는 능히 지님[能持]이니 큰 물을 지니기 때문이며, 둘은 

능히 소멸함[能消]이니 큰 물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며, 셋은 건립함이니 

모든 처소를 건립하기 때문이며, 넷은 장엄함이니 장엄하여 퍼뜨림이 다 

교묘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모두 중생들의 공업과 보살들의 선근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저마다 마땅한 대로 받아서 쓰게 

한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세계가 이루어지는데 법의 

성질이 으레 그런 것이고,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지만 저 세계가 성취된다. 

  

(화엄경, 여래수량품, 신역화엄경-동국역경원, 법정스님역) 

  

  

화엄경에 따르면 ‘중생들의 공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초기경전에서 

공업이라는 말을 볼 수 없지만 화엄경에서 공업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래서 박경준교수가 공업론을 이야기할 때 이 화엄경의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니까야에도 공업이라는 말이 있을까? 

  

초기불교 경전에서 기세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보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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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가니까야의 ‘브라흐마잘라경(하느님의 그믈의 경, D1)’과 

‘아간냐경(세계의 기원의 경, D27)’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처님이 우주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여 삿된 

견해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브라흐마잘라경(D1)’이고, 어떻게 하여 사성계급이 생겨 났는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아간냐경(D27)’이다.  

  

부처님이 세상의 발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여 우주론을 말한 것이 

아니다. 초기경전 그 어디에도 ‘중생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세계’라는 

뜻인 ‘기세간’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또 불공업과 공업이라는 

말도 보이지 않는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 하나는 세상이 있어서 그 세상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나약한 지성 이어령(李御寧)(2010-11-

1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세상을 보는 첫 번째 방식은 세상속의 나이다.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세상이 있었고, 내가 

죽어도 세상은 존속할 것이다. 이런 세상보기 방식에 따르면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나는 이 

세상의 후차적인 존재 즉, ‘종속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넘어 우주전체로 밀고 나가면 우주를 만든 ‘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다름 아닌 존재론이다. 이처럼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나를 존재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정된 창조주 

또는 존재의 근원을 하나의 시발점 내지 원인이라 생각하여 우리자신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 구제 받아야 할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일신교 종교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세상을 보는 두 번째 방식은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만 창조주가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세계관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미 세상이 있어서 그 세상 속의 일원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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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라 보는 방식이 불교적 세계관이고 불교적 지혜라 볼 수 있다.  

  

발생원리에 대하여 ‘접촉’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초기경에 따르면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다. 세상의 발생원리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그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난다.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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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세상의 생겨남이다.  

  

(Lokasamudayasutta-세상의 생겨남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35:10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세상의 발생원리에 대하여 ‘접촉’으로 보았다. 시각과 

형상과 시각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화합(삼사화합)하여 세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식론’이다. 이런 인식론은 철저하게 

‘연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접촉에 따라 조건발생적 연기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 

  

인식론에 따르면 세상은 인식하는 자의 것이 된다. 그래서 각자의 

세상이 있게 되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세상이 있고 개(犬)는 개로서의 

세상이 있게 된다. 비록 사람과 개가 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세상도 다르다. 따라서 존재마다 각자 

인식하는 세상이 다른 것이다. 

  

존재론과 인식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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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세상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차이라 볼 수 있다.  

  

존재론은 무한소급하다 보면 존재의 근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의 근원 또는 창조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창조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종말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존재의 근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존재의 근원 또는 창조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유일신교 종교가 대부분 이와 같은 존재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아비달마불교나 대승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세간과 기세간으로 

나누고, 또 불공업과 공업으로 구분한다면 이는 존재론적 사고방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지 않았다. 초기경에서 

세상의 발생의 원리에 대하여 알 수 있듯이 접촉에 따라 세상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접촉에 따라 세상이 발생한다면 괴로움 역시 접촉에 따라 발생한다. 

이렇게 모든 현상은 접촉에 따라 발생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이고 동시에 인식론이다. 불교가 존재론이 아니고 인식론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업(共業)론자들은 왜 침묵하는가? 

  

이학종기자는 칼럼에서 “공업이 어떻고 운운하던 분들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는 웬일인지 입을 닫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세간과 

기세간으로 나누고, 또 불공업과 공업으로 나누어 설명하던 사람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있음을 비판 한 것이다.  

  

만일 공업론자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하여 한마디 한다면 “유정 

각자의 차별적인 운명과 현실(유정세간)은 불공업(不共業)에 의해서 

결정되고, 유정이 함께 공유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기세간)은 

공업(共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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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년출가의 어려움 

  

  

  

릴레이 하듯 피는 꽃 

  

꽃들이 릴레이 하며 피듯이 한다. 모란과 작약이 대표적이다. 겉으로 

보아서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듯하지만 잘 보면 다르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모란의 경우 사월말에 피고, 

작약의 경우 오월 초순이나 중순에 피기 때문이다. 대체로 모란이 지고 

난 후 이어서 작약이 핀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꽃이 마치 릴레이 

하듯 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모란 (4 월 26 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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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약(5 월 10 일 촬영) 

  

  

  

꽃잎이 넙적한 것은 보기가 좋다. 특히 빨강색 등 컬러풀한 경우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끈다. 그러나 꽃잎이 질 때 되면 매우 지저분해 

보인다.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흙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꽃잎이 큰 경우 보살펴 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스스로 노지에서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작은 꽃잎이 있다. 대게 하얗거나 

노란색깔이다. 대부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야생화나 잡초화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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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는 어디서든지 자란다. 심지어 흙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꽃을 피워 낸다.  

  

  

 
  

  

  

잡초에서 피어난 작고 갸날픈 노란꽃을 보았을 때 감동한다. 더구나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피어난 꽃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낀다. 

온실이나 화단에서 넓은 꽃잎을 가진 꽃 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폭발하듯 성장하는 새 

  

봄이 되면 식물들은 앞다투어 꽃을 피워 낸다. 아마 이것도 생존전략일 

것이다. 시기를 놓치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 역시 

짧은 기간내에 알을 낳고 부화를 시켜 새끼를 키운다.  

  

새에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늘 감동받는다. 봄이 되어 그 짧은 

기간내에 수태수태부터 탄생, 그리고 양육까지 불과 두세달만에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새들은 봄이 되면 짝을 찾는다. 그리고 교미를 하고 알을 낳는다. 알을 

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온다. 새끼들은 생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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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입을 찢어질 듯 크게 벌려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면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 나른다.  

  

그런데 새끼새가 자라는 속도를 보면 마치 폭발하는 듯 하다. 

점차적으로 자란다기 보다 마치 폭발하듯이 커진다.  요즘말로 

‘폭풍성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불과 두달여 만에 폭풍성장한 

새끼새는 이제 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창공을 힘차게 날아 올라 

둥지를 떠난다.  

  

  

 
  

  

Bird 

  

  

짧은 시간에 해야 할 것들 

  

봄이 되면 식물이나 새들이나 자신의 할 바를 다한다. 식물은 짧은 

기간에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새들은 알을 낳고 부화시켜 열심히 

길러서 마침내 하늘을 날게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매우 짧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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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이루어진다. 따스한 봄날 세 달 안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해야 하는 등 모든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돈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거의 대부분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하여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일과중의 

대부분 시간을 직장이나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터에서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보내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정년이 되어 직장을 떠나거나 도중에 퇴출 되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된다.  

  

정년이 되거나 퇴출 되어 집에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들 

것이다. 그 동안 시간과 정력을 바쳐 일을 해 왔지만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 때이다.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어서 조금만 지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계발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아니라면 더욱 

더 늙어지는 것이 서럽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 돈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을 때 마치 날개 부러진 왜가리와 같은 신세가 

된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표현 되어 있다. 

  

  

Acaritvā brahmacariyaṃ  

aladdhā yobbane dhanaṃ  

Jiṇṇakoñ-cā va jhāyanti 
khīṇamacche va pallale.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Dhp155) 

  

  

Acaritvā brahmacariyaṃ    

aladdhā yobbane dhanaṃ    

senti cāpārikhīnā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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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āṇāni anutthunaṃ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쏘아져 버려진 화살처럼,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Dhp156) 

  

  

노인의 비애에 대한 게송이라 볼 수 있다.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살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탐욕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으로 ‘막행막식’하며 산 것이다. 이렇게 탐진치로 

살다보니 모아 놓은 재산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것이다. 이런 늙은이에 대하여 ‘늙은 백로’와 

‘쏘아져 버려진 화살’로 묘사 하고 있다. 그래서 오로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인간에 대한 게송이라 볼 수 있다.  

  

노년출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탐진치로 막행막식하며 살다 보면 날개 부러진 늙은 백로나 쏘아져 

버려진 화살 같은 신세가 되기 쉽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 해야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 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에 출가하여 도와 과를 이루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노년출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Pañcahi bhikkhave dhammehi samannāgato dullabho buḍḍhapabbajito. 
Katamehi pañcahi? 

Dullabho bhikkhave buḍḍhapabbajito suvaco, dullabho suggahītaggāhī, 
dullabho padakkhiṇaggāhī, dullabho dhammakathiko, dullabho 
vinayadharo. 

Imehi kho bhikkhave pañcahi dhammehi samannāgato dullabho 

buḍḍhapabbajit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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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를 성취한다는 것은 노년의 출가자가 얻기 

어렵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노년의 출가자가 가르침을 따르기 어렵다. 가르친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설법을 하기 

어렵다. 계율을 수지 하기 어렵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가지 원리를 성취한다는 것은 노년의 

출가자자 얻기 어렵다.  

  

(Dutiyabuḍḍhapabbajita sutta-노년의 출가의 어려움에 대한 경 2, 

앙굿따라니까야 A5.6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노년에 출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를 다섯 가지로 

말씀 하셨다.  

  

1) 가르침을 따르기 어렵고, 2) 가르친 것을 기억하기 어렵고, 3)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4) 설법을 하기 어렵고, 5) 계율을 

수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년출가가 어려운 여덟 가지 이유 

  

그런데 노년의 출가의 어려움에 대한 경 1 

(Paṭhamabuḍḍhapabbajitasutta, A5.59)에서는 노년에 출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서 역시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1) 총명을 얻기 

어렵고, 2) 위의를 갖추기 어렵고, 3) 박학하기 어렵고, 4) 설법을 하기 

어렵고, 5) 계율을 수지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2 번 경과 중복되는 

사항은 4번항의 설법과 5 번 항의 계율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1 번 경과 

2 번 경에서 언급된 노년 출가에 대한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총명을 얻기 어렵다 

2) 위의를 갖추기 어렵다. 

3) 박학하기 어렵다. 

4) 가르침을 따르기 어렵다. 

5) 가르친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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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7) 설법을 하기 어렵다. 

8) 계율을 수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노년 출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탐진치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막행막식하며 살다가 늙어 버린 자가 

마치 날개 꺽인 늙은 백로신세처럼, 또는 이미 쏘아져 버려진 화살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 새롭게 발심을 하여 출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노년에 출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출가라는 것은 나이가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 그렇다고 하여 너무 

이른 나이에 출가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이른 나이에 출가하면 

  

우리나라에서 ‘동진출가’라는 것이 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십세 전후로 출가 하는 케이스를 말한다. 과연 이런 

나이에 출가가 가능한 것일까?  

  

십세를 전후하여 출가하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출가하였다기 보다 차라리 ‘맡겨 졌다’고 보는 것이 나을 듯 하다. 

삶이 힘들어 맡긴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맡겨진 이유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스스로 출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맡겨져 출가한 경우 대부분 청소년기가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 

간다고 한다. 스스로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절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이것 저것 하게 된다고 

한다. 종종 스님들이 기행을 하고 막행막식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하는 

것은 ‘세상것들’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아서 일 것이다. 

  

‘공포의 법랍’이야기 

  

동진출가하면 법랍이 높아 진다. 이에 대하여 주경스님은 ‘공포의 

법랍’이라 하였다. 주경스님의 공포의 법랍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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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에서는 일명 ‘공포의 법랍(스님이 된 후부터 세는 나이)’이라는 

말이 있다. 워낙에 동진출가자(어려서 출가하는 스님)가 많아 스님들 

나이에 비해 법랍이 많아서 생긴 말이다.  

  

보통은 출가가 빨라도 고등학교를 마치는 20 세 전후인데, 동진스님들의 

경우 대개 13 세에 계를 받는다. 이 동진출가자를 일명 올깨끼라고 한다. 

이산 혜연 선사 발원문에 나오듯이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동진스님들은 뼛속부터 온전하게 

승려의 생각과 모습, 행동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나의 도반 이야기,  불광에 연재된 글) 

  

  

공포의 법랍은 동진스님을 두고 지칭하는 말이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 왔을 경우 13 세에 계를 받는다고 한다. 13 세라면 초등학교 

6 학년에 해당된다. 그 어린 나이에 사미계를 받아 스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13 세에 계를 받으면 나이가 33 세가 되면 법랍이 20 년이 된다. 

비구계를 받고 20 년이 지나면 ‘대덕’이라 하는데 사미계를 받고 

20 년이 지났다면 스님중에서도 고참에 해당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 세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조계종 법규를 보면 출가자격에 대하여 15 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라고 규정 되어 있지만 대체로 20 세 이상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절에 맡겨진 

아이들이 13 세가 되면 사미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13 세에 수계를 받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13 세에 수계를 하면 나이가 들수록 법랍이 높아진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갖다 와서 출가한 스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13 세에 

수계한 같은 나이의 스님을 바라 보았을 때 차이가 엄청 나게 벌어진다. 

그래서 ‘공포의 법랍’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출가를 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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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출가가 어렵다고 한다. 이 말은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출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출가하는가? 출가를 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랏타빨라경을 들 수 있다. 랏타빨라의 

출가이유를 보면 왜 출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랏타빨라경에서 출가이유에 대한 게송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도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에 얻어맞아 누웠으나 

현명한 자는 죽음과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재산보다 탁월하고 

지혜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룹니다. 

  

생에서 생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모태에 들어 저 세상으로 가니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윤회합니다. 

  

적은 지혜로써 그것을 신뢰하는 자 

모태에 들어 저 세상으로 갑니다. 

  

마치 도둑이 강도에 사로잡혀 

악한 행위에 괴로워하듯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서 

악한 행위로 괴로워합니다. 

  

감미롭고 즐거운 다양한 감각적 쾌락이 

여러 가지 형색으로 마음을 교란시키니 

감각적 쾌락의 묶임에서 재난을 보고 

왕이여, 나는 출가를 택했습니다. 

  

 (랏타빨라 경-Raṭṭhapalasuttaṃ, 맛지마니까야 M82,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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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타빨라의 출가이유를 보면 명확하다. 그것은 ‘윤회의 종식’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기 위하여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 “감각적 쾌락의 묶임에서 

재난을 보고 왕이여, 나는 출가를 택했습니다. (M82)”라 하였다. 

이렇게 뚜렷한 출가이유가 있었을 때 탐진치로 대표되는 번뇌를 

소멸하는 것 외에 달리 집중할 것이 없다.  

  

눈물없이 읽어 나갈 수 없는 경 

  

또 하나 출가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걸식경이다. 

상윳따니까야 해제글에 따르면 눈물없이 읽어 나갈 수 없는 경이라 

설명되어 있다. 걸식경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 탁발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다. 이 세상에는 ‘그대는 

바루나 들고 다녀라!’라고 하는 저주가 있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훌륭한 아들들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결코 왕이 강요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다.  

  

(Piṇḍolya sutta-걸식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0, 전재성님역) 

  

  

걸식경을 보면 출가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바루를 들고 마치 

걸인처럼 음식을 얻어 먹는 행위에 대하여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에서 ‘탁발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끝을 뜻하는 안땅(antaṁ)이라는 말은 ‘최후의, 가장 낮은’ 

또는 ‘하찮은, 형편없는, 나쁜’의 동의어라 한다. 그리고 “그대는 

바루나 들고 다녀라!”라는 말은 ‘저주’라 하는데, 이는 세상사람들이 

분노할 때 하는 말이라 한다. 그래서 “중옷이나 입고, 그릇을 들고 

밥이나 빌러 돌아다녀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왜 바루를 들고 빌어 먹고 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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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출가하여 왜 바루를 들고 빌어 먹고 사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 떨어졌다. 괴로움에 떨어져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다. 적어도 

괴로움의 다발들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Piṇḍolya sutta-걸식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그대는 바루나 들고 다녀라!”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라 

하였다. 이런 말은 세상사람들이 분노할 때 하는 말이라 한다. 우리말에 

“에이, 빌어 먹을 놈!”하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출가자자들은 왜 빌어먹는 일을 자처 하는 것일 것?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명쾌하게 말씀 하셨다. 괴로움의 종식을 위하여 빌어 

먹는 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윤회의 종식이다. 

랏타빨라경에서처럼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고 출가를 한 것이다. 

  

TV 에서 미남스님이 출연하였는데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출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한다. 언젠가 

TV 에서 미남스님이 출연하였다. 얼굴도 잘생기고 더구나 학력도 좋고 

더구나 박사스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두루갖춘 스님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부류는 스님으로 살기에 아깝다는 

것이다. 주로 일반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스님생활을 

그만 둘까봐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주로 불자들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젊은 나이에 스님으로 살아 가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인 것이다.  

  

청춘을 마음껏 즐기라고 

  

그런데 경에서는 젊은 빅쿠에 대하여 유혹하는 장면도 있다. 악마가 

열심히 수행중인 젊은 수행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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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arā bhavanto pabbajitā susukālakesā bhadrena yobbanena 

samannāgatā paṭhamena vayasā anikīḷitāvino1 kāmesu, bhuñjantu 
bhonto2 mānusake kāme, mā sandiṭṭhikaṃ hitvā kālikaṃ 

anudhāvitthāti. 

  

[빠삐만]  

"존자들은 젊고 머리카락이 아주 검고 행복한 청춘을 부여받았으나 

인생의 꽃다운 시절에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고 출가했습니다. 

존자들은 인간의 감각적 쾌락을 즐기십시오.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십시오." 

  

(Sambahulasutta-많은 수행승들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 전재성님역) 

  

  

악마 빠삐만은 젊은 수행자에게 청춘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한다. 마치 

우리나라노래 민요 중에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와 같은 말이다. 이처럼 악마는 열심히 수행중인 자에게 

접근하여 쾌락을 즐기라고 말한다.  

  

이런 장면은 초기경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악마가 빅쿠니에게 접근하여 

“그대는 젊고 아름다우며/ 나 또한 젋은 청년이니/ 사랑스런 이여, 

오라. / 다섯 악기로 즐겨보세.(S5.4)”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출가자를 유혹하여 이 순간에 젊을 즐기자고 한다. 이런 

말을 바꾸어 말하면 수행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고 나중에 늙어서 

출가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자는 것이다.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악마의 유혹에 젊은  수행자는 무엇이라 답하였을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Na kho mayaṃ brāhmaṇa sandiṭṭhikaṃ hitvā kālikaṃ anudhāvāma, 

kālikañca kho mayaṃ brāhmaṇa hitvā sandiṭṭhikaṃ anudhāvāma. Kālikā 

hi brāhmaṇa kāmā vuttā bhagavatā bahudukkhā bahūpāyāsā ādīn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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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tha bhiyyo. Sandiṭṭhiko ayaṃ dhammo akāliko ehipassiko opanayiko3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ti. 

evaṃ vutte māro pāpimā sīsaṃ okampetvā jivhaṃ nillāletvā 

tivisākhaṃ nalāṭena lāṭikaṃ uṭṭhāpetvā daṇḍamolubbha pakkāmi. 
  

  

[수행승]  

"성직자여, 우리들은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직자여, 우리는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직자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시간에 매이는 것이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고, 아픔으로 가득찬 것이고, 그 안에 도사린 위험은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Sambahulasutta-많은 수행승들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1, 전재성님역) 

  

  

콜록콜록 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라에게 

수행승이 한 말이다. 수행승은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Na kho mayaṃ brāhmaṇa sandiṭṭhikaṃ hitvā kālikaṃ 

anudhāvāma)”라 하였다. 이말은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십시오”에 대한 답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알쏭달쏭한 말은 무슨 뜻일까?   

  

빅쿠보디의 설명을 보면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사밋디경에도 나온다. 사밋디경에서 “시절이 나를 지나치지 않도록 

나는 향락 없이 걸식하며 사네. (Tasmā abhutvā bhikkhāmi mā maṃ kālo 

upaccagāti, S1.20)”라는 구절이다.   

  



293 

 

두 게송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시간(kala)’이다. 그래서 

시절이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는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든다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음을 

말한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과 같다.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In padas ab of his reply Samiddhi speaks with reference to the time 

of death (maranakiila), which is hidden (channa) in that one never 

knows when it will arrive. In pada d he refers to the time for 

practising the duty of an ascetic (samanadhammakaranakrfla), as it 
is difficult for an old person to learn the Dhamma, practise 

austerities, dwell in the forest, and develop the meditative 

attainments. 

(Abhutvā bhikkhasi bhikkhu na hi bhutvāna bhikkhasi 에 대한 

빅쿠보디 각주) 

  

AB 구절에서 사밋디는 죽음의 시간과 관련하여 그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C 구절에서 

하늘사람이 금욕수행에 대하여 언급하자 사밋디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담마를 배우는 것도 어렵고, 금욕수행도 어렵고, 숲에서 머무는 

것도 어렵고 향상으로 이끄는 명상을 계발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빅쿠보디각주 번역) 

  

  

게송에서 “시절이 나를 지나치지 않도록 (Don't let the time pass me 

by!)"라 한 것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죽음의 시간과 관련하여 그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시간에 대하여 죽음과 연결하여 설명한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다. 지금 여기에서 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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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던 체육관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신입생들이 많이 죽었다. 또 

최근에는 여객선이 전복 되어 꽃다운 고등학생들 수백명이 죽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세월호 선내에서는 “기다려라!”라고 방송하였다. 그 결과 수 많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 것처럼 청춘도 젊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달리 공부할 

시간이 없다. 수행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수행을 해야 할 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달리 수행시간이 없다.  

  

지금 젊다고 하여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공부나 수행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감각적 쾌락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젊은 수행자는 “우리는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kho mayaṃ brāhmaṇa sandiṭṭhikaṃ 

hitvā kālikaṃ anudhāvāma, S4.2)”라고 하였을 것이다. 

  

  

  

2014-05-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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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님들과 학자들은 글을 안쓰는 것인가 못쓰는 것인가?  

  

  

  

도중에 글의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최근 넷상에서 해프닝이 있었다.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사고라면 

사고이다. 그것은 일종의 ‘필화’와 같은 것이다. 글을 매일 쓰다 보니 

발생한 사건이라 보여진다. 마성스님의 글에 대한 비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받고 글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처럼 도중에 

글의 내용을 수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과의 메일을 발송하고 

  

글의 내용은 현법열반론에 대한 것이었다. 마성스님이 불교닷컴에 

기고한 글을 보고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글을 쓰게 된 것은 수용 

가능할 줄 알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과의 글을 메일로 전송하였다. 

  

  

메일 잘 보았습니다. 

  

  

올린 글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고 명예가 실추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올린 글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부분 삭제 

하겠습니다. 

  

현법열반론에 대한 글은 잘 보았습니다.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외도의 

견해로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법열반론이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하였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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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메일을 발송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다 보니 

글의 내용이 180 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전 글에서는 비판위주이었으나 

바뀐 글에서는 찬탄위주의 글이 되었기 때문이다.  

  

180 도 달라진 글을 보고 

  

이렇게 도중에 글이 바뀐 것에 대하여 의아해 하는 법우님도 있다. 어느 

법우님은 다음과 글을 주었다. 메일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참으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스님의 지나치게!~통렬한 지적을 보고 있으려니요. 

먼저 저 맨 위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 진흙속의연꽃이 왜 외도가 

되는지요?  

  

스님의 그 단어의 사용은 타 종교로 비교할 것 같으면 파문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흙속의연꽃 뿐 아니라 불교를 지향하게 된 저나 진흙속의연꽃 

블로그의 다른 독자들에게도 아마 같은 충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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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님은 문제가 된 그 글의 내용을 180 도 다르게 바꾸셨군요. 그 

정도로 스님은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__()()()__ 

  

(K 법우님) 

  

  

 K 법우님에 따르면 글의 내용이 180 도 달라진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외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거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런 메시지를 마성스님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신을 못 받았다고 하였다. 

  

잘못을 지적해 주신 마성스님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매일 글을 올리는 보통불자이다. 매일 

가르침을 접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낙’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업에 소홀한 경우도 있다. 생업이 본업이고 돈도 안되는 글쓰는 것이 

부업이라 하였을 때 어느 경우 부업에 너무 치중하여 본업과 부업의 

위치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항상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아직까지 다 읽어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 더구나 생업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미친듯이’ 

쓰다보 면 놓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 사용 같은 것이다.  

  

한자용어 중에 대기설법이 있다. 이를 ‘大機說法’이라 하였다. 이런 

지적을 마성스님이 해 주었다.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은 남의 글에서 가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잘못 올려 놓은 글을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잘못 적용된 한자어가 권위 있는 책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이를 의심 없이 받아 들였을 때도 발생된다. 이럴 경우 

차라리 한글로 대기설법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확신이 

서지 않고 대충 감으로 하였을 때 꼭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스님이 지적해 준 한자어는 ‘對機說法’이었다.  

  

마성스님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글로 

인하여 스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다. 아마도 경계에 부딪치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글을 쓰지만 스님의 강력한 경고에 따라 전문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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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파워블로거라 하였다. 이는 칭찬과 

비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루 방문객 천명 이상이면 

  

지난달 연등축제날 조계사에 갔었다.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시간이 남아 

서점에 들렀다. 오랜만에 간 서점에서 이책 저책 구경하였다. 그 중에 

눈에 확 띠는 책이 있었다. 그것은 ‘파워블로그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다. 호기심에 책장을 열어 보았다.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띠는 말이 ‘조회수’에 대한 

것이었다. 그 책에서는 일일방문자 ‘천명’ 이상이 되면 파워블로그로 

본 것이다. 하루 방문객이 천명 이상 되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블로거’라 하여 ‘파워 블로거’라 한다는 것이다. 

  

파워블로거라 생각한 적이 없지만 

  

아직까지 파워블로거라 생각한 적이 없다. 창문밖에 있는 저 

‘관악산’이 언제 ‘관악산’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적이 없건만 

사람들은 ‘관악산’이라고 부르듯이, 교계신문 사이트에서 어느 기자가 

기사에서 ‘파워블로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가 소속되어 있는 미디어다음에서 단 한번도 파워블로그로 

선정해 준 적도 없다. 그리고 메인뉴스에 올려 준 적도 없다. 오로지 

알고 찾아 오는 네트즌들 뿐이다. 아마 ‘즐겨찾기’로 찾아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검색’을 통하여 우연히 방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 오는 네티즌들의 숫자가 월별 43,868 명에 

이른다. 이를 30 으로 나누면 ‘일평균 1,462 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갈증’이라 보여진다. 실제로 글을 남겨 주시는 법우님들에 따르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 가급적 개인적인 이야기 보다 경전위주로 쓰고자 한다. 방문자들이 

그런 글을 원하기 때문이다. 

  

스님도 학자도 가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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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글자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무엇을 얼마나 알기에 글을 쓰냐는 식이다. 또 오랫동안 

수행을 한 스님들도 가만 있고,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가만 있는데 

보통불자가 무엇을 얼마나 알기에 글을 쓰느냐고 질타를 하고 불편해 

하는 법우님들도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결같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쓸뿐!”이다. 글을 

쓰는 것이 스님이나 학자. 또는 기자나 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땅에서 동시대를 살아 가는 보통불자에게 글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안쓰는가 못쓰는가?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한 스님과 

PDH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왜 글을 쓰지 않는 것일까? 

보통불자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면서 정작 글을 써야 될 

사람들은 침묵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스님이나 학자들이 ‘안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못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안쓰는 경우라면 너무 바빠서일 것이다. 수행하기에 너무 바쁘고 

포교할동하기에 너무 바쁜 스님이라면 인터넷에 글을 못 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교수라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준비를 하고 때로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못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인터넷에 글을 쓸 시간에 책을 한권 쓰는 

것이 더 낫고, 돈도 안되는 인터넷에 글을 쓸 여유가 있다면 학회에 

발표할 논문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쓰레기정보로 넘쳐 나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스님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작가들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인터넷이 생활화 

되어 있는 시대에 불자들은 가르침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이사이트 

저사이트 기웃거리면서 정보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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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이나 학자들 또는 작가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못써서 글을 못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쓰는 것과 다른 

것이다. 글을 쓸 줄 몰라 못쓰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글을 써야 할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첫째로 글을 

쓰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글을 못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무유기와 한국불교의 수치 

  

만일 글을 써야할 스님들이나 학자들 또는 작가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아무리 바쁘기로 일주일에 글 

한편, 한발 더 양보 하여 한달에 글 한번 올리기 힘들까? 그래서 

직무유기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절망스런 것이 있다. 그것은 글을 쓸 줄 몰라 못쓰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일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글을 쓸 줄 모른다면 

이는 ‘한국불교의 망신’에 해당된다. 수행을 그렇게 오래하고 불교를 

그토록 오래 연구하였으면서도 인터넷에 글 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할 

정도라면 이는 한국 불교의 수치에 해당된다. 

  

어떻게 글쓰기를 하는가 

  

이른 아침 사무실로 부리나케 달려 간다. 글을 쓰기 위해서이다. 요즘은 

일거리가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글을 빨리 쓰려고 한다. 이전에는 

오전을 글쓰는 시간으로 할애 하였으나 고객들이 출근 하기 이전인 9시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가야 한다.  

  

사무실이 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전 7 시전후로 도착한다. 그리고 

사무실로 걸어 가면서 글의 줄거리를 생각해 본다. 글이라는 것이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가 서지 않으면 글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론에는 어떤 이야기를 집어 넣을 것인지, 본론에는 어떤 경을 

인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걸어 가면서 생각해 둔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하여서는 컴퓨터를 켜고 엠에스워드를 띄어 

하얀여백과 마주한다. 이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자 긴장되는 순간이다. 

앞으로 어떻게 글을 전개 해 갈 것인가 또는 오늘 글을 잘 써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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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리 그날 글을 쓸 줄거리를 

생각 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 자판만 두들기면 된다. 그렇게 정신없이 

쓰다 보면 A4 사이즈에 폰트사이즈 12 로 하여 10 페이지 가까이 된다.  

  

글을 썼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가며 바로 잡는다. 동시에 ‘소제목’을 단다. 그리고 

화룡점정이라 할 ‘제목’을 붙인다. 그리고 검색한 사진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는 숙달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TV 에서 생활의 달인이 

보지 않고도 공을 던져도 빈바구니에 들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정신없이 미친듯이 글을 쓰다 보면 두 세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글의 내용이 길거나 검색을 필요로 하고나 자료를 찾는 시간이 

많으면 점심시간을 넘기기 일 쑤이다. 이런 생활을 ‘만 8 년’간 해 

왔다. 그렇게 해서 쌓이고 쌓인 글이 ‘2500 개’에 육박하고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397 만명’에 달하여 400 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양식(糧食)이 되는 글을 쓰고자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누군가는 칭찬한다. 반면 누군가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비난과 비방을 서슴지 않는다. 빚진 것이 

없기에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쓸뿐!”이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자들도 있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오질 쓸뿐!”이다. 다만 철저하게 경전을 근거로 하여 쓴다. 

그래서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는 

글을 작성하고, 또 매일 먹는 밥처럼 ‘양식(糧食)’이 되는 글을 

쓰고자 한다.  

  

  

  

2014-05-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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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제넘게 번역비교한다고 

  

  

  

니까야 번역비교를 하고 있다. 번역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는 

주제넘은 짓이라 말한다. 빠알리어 문법도 모르고 빠알리어 원전 

해독능력도 없는 자가 번역비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번역비교를 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호기심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승가에서는 재가에서 번역한 것에 대하여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다. 오류투성이라서 스님들이 승가대학 교재로 채택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스님이 번역한 니까야가 승가대학 교재로 채택 되는 

듯 하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오류가 많길래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였다.  

  

승가집단이기주의인가? 

  

현재 출간된 니까야에 대하여 일대일 번역비교 하고 있다. 상윳따니까야 

1 권 부터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업이다. 더구나 

‘빅쿠보디’의 영역을 추가 하여 비교하고 있다.   

  

번역비교를 해보니 승가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승가에서 번역한 것에서 오류가 더 많이 나왔다. 명백한 오역도 있었고, 

심지어 심지어 같은 문장에 대하여 니까야마다 정반대의 번역을 싣기도 

하였다. 또한 용어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한 것도 많았다. 또 빅쿠보디의 

영역에 지나치게 의존한 듯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승가에서 

스님들이 재가의 번역에 대하여 오류투성이라 말하며 승가대학 교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승가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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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번역 

  

먼저 오역에 대한 것이다. 이는 “진리에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갈팡질팡 번역을 보고(2013-10-21)’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왜 갈팡질팡번역일까? 그것은 브라흐마짜나경(S6.1)에서 

‘pamuñcantu saddhaṃ’번역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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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에 대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번역하였다. 이에 반하여 성전협 전재성님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라고 정반대로 번역하였다. 이 구문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는 그만두어라.”라는 번역을 소개 

하였다.  

  

사함빠띠 브라흐마가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펼쳐 줄 것을 요청하자 

부처님이 그 전제조건으로 “pamuñcantu saddhaṃ”라 하였다. 그런데 

아직 가르침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대뜸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것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것과 다름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와서 보라!”이지 “믿어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 각묵스님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다. 그런데 최근 발행된 개정판에서는 이를 

“자신의 믿음을 버려라.”로 바꾸었다. 그러나 대림스님이 번역한 

맛지마니까야(M26)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연구원에서 번역자마다 번역이 다른 것에 대하여 

갈팡질팡번역이라 한 것이다. 

  

촌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것인가? 

  

용어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함이다. 과연 부처님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을까 싶을 정도로 저속한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사투리라 불리우는 지방어를 쓴 듯한 것도 종종 보인다. 부적절한 용어 

선택의 예로서 ‘촌스럽다’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빠알리니까야에서 본 선가(禪家)용어(2013-05-13)’에서 비판한 바 

있다.  

  

초전법륜경에서 ‘hīno gammo pothujjaniko’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라 

번역하였다. ‘Gammo’에 대하여 ‘촌스럽다’고 번역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성전협에서는 “비속하고” 라 번역하였다. ‘Gammo’에 대하여 

“촌스럽고”와 “비속하고”라고 번역됨으로서 번역자마다 번역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촌스럽다라는 말은 저속한 용어일 뿐더로 자칫 하면 촌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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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못난 자들뿐인가! 촌에 사는 자들은 모두 무능력자들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무지랭이들뿐이란 말인가! 그런 면으로 본다면 “촌스럽고”라는 

번역어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아, 열받쳐!” 

  

부적절한 용어선택의 또 하나의 예가 있다. 그것은 “속상하고 열받는” 

이라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은 교양인들이라면 좀처럼 쓰지 않는다. 

중고등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아, 열받쳐!”라 한다. 이처럼 막말로 

사용하는 듯한 용어가 ‘열받는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니까야 번역서에 버젓이 “속상하고 열받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놀라울 뿐이다. 이에 대하여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 특징 세 

가지(2012-10-24)’에서 언급한 바 있다. 

  

“속상하고 열받는”이라는 번역은 초불연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 

경(M2)’에 보인다. 번역된 경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상하고 

열 받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M2)”라 되어 있다. 과연 부처님이 

“아, 열받아!”식의 표현을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성전협의 번역을 

보면 “수행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이라 번역되어 있다. “열받고”와 “고뇌에 가득 찬”의 

차이이다.  

  

깜냥과 멍텅구리 

  

초불연 번역어 중에 ‘깜냥’이라는 번역을 보았다. 띳사까경(S6.8)에서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다는 말입니까?”라는 표현이다. 

대괄호치기로 하였지만 부처님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전에서 깜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본다. 대체로 교양인들은 깜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의미를 강조할 때 깜냥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구문에서 ‘멍텅구리’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빠알리어 

akissava 를 옮긴 것이다. Akissava 는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일까 성전협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옮겼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멍텅구리’라 하였다. 멍텅구리라는 말은 경전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말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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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와 “겁나게” 

  

한편 사투리를 사용한 듯한 번역어도 보인다. “억수같이”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억수같다라는 말은 대체로 영남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보여진다. 부산출신들의 

경우 “억수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에서 “억수같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이에 대하여 

‘명칭이나 말에 속지 말자, 전도된 지각 상락아정(常樂我淨)(2013-11-

08)’에서 비판한 바 있다. 

  

“억수같이”라는 번역어는 ‘기반경(S12:23)’에서 보여진다. 초불연 

번역을 보면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이러하다. 산꼭대기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S12:23)”라고 되어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에 대하여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이라 하였다. 성전협에서는 “비가 굵은 

알갱이가 되어 떨어질 때…(S12:23)”라 하였다. “억수같이”와 “굵은 

알갱이가 되어”의 차이이다.  

  

억수같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사투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댓글을 주신 어느 법우님에 따르면 “억수로”라고 말하면 사투리이고, 

“억수같이”라고 하면 사투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억수같다’라는 말은 특정지역에서 사용되는 사투리라 보여진다. 만일 

사투리를 번역어로 사용된다면 “억수로”에 해당되는 “겁나게”도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쩨쩨하다고? 

  

또 한가지 초불연 번역어중에서 놀라운 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쩨쩨하다’라는 말이다. 맛차리경(S1.49)에서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쩨쩨하기도 하고”라고 되어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번역에서 

“쩨쩨하기도”라 하였다. 쩨쩨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좀스럽고 인색하다”라는 뜻이다.  

  

‘쩨쩨하다’라고 번역된 빠알리어가 ‘kadariya’이다. 이는 

‘miserly; stingy’로서 ‘인색한’의 뜻이다. 그런데 번역어에서 

‘쩨쩨한’으로 번역하였다. 과연 부처님이 “쩨쩨하다”라는 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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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말을 사용하였을까? ‘kadariya’에 대하여 성전협에서는 

“재물을 아끼고”라고 번역하였다.  

  

누구나 번역비교를 할 수 있다 

  

보통불자가 주제넘게 번역비교를 하고 있다. 빠알리도 모르고 불교학을 

연구한 학자도 아닌 자가, 더구나 수행경험도 없는 자가 번역비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짧고 긴 것은 대보면 알 수 있다. 아무리 빠알리어를 

모르고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말로 번역 된 것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번역비교를 하면서 느낀 점은 번역자의 역량에 따라 번역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 많은 오역, 탈역, 용어선택함의 부적절함 

등이 발견된다. 그런 것들은 굳이 빠알리어를 깊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지적할 수 있다. 비교해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빠알리어사전을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서는 검색창에 원하는 단어만 집어 넣으면 매우 

상세하게 문법적인 설명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단어가 적용되는 

경과 경에서 사용된 문구까지 소개 되어 있다. 따라서 빠알리어를 

모르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빠알리 

사전을 통하여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번역비교는 피할 수 없는 것 

  

번역비교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이미 이 세상에 번역서가 나온 

이상 비교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 비교하지 말란다고 

하여 비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승가에서는 재가에서 

번역한 것이 오류투성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비교하고픈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승가에서는 스님이 번역한 것을 선호 

하는 것 같다.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프로에서 미산스님은 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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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니까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승가에서는 스님이 번역한 것에 대하여 더 가치를 두고 

승가대학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승가에서 스님이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번역한 번역서에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번역비교를 해보면 수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그래서일까 최근 초불연에서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윤문팀’발족이 그것이다. 

  

초불연의 윤문팀 운영 

  

초불연에서 윤문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에 나왔다. 초불연에서 

사부니까야가 완역 된 것은 2012 년 11 월이다. 그 때 봉은사 맞은 편에 

있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봉헌법회가 열린 바 있다. 이때 참석하여 

‘초기불교 맏형론, 초기불전연구원 4부 니까야 완역봉헌법회에서(2012-

11-18)’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 때 당시 윤문팀운영 이야기가 나왔다. 사부니까야를 완역하였으니 

문장을 좀 더 부드럽게 다듬고 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윤문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윤문(潤文)이란 ‘글을 다듬고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역자만이 할 수 있다. 주변에서 오류를 지적해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번역자이다. 따라서 윤문이라는 것은 

번역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윤문하는 것에 대하여 번역자가 직접하지 않고 

동호회회원 중에 선발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 윤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서 번역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타인에게 맡겨 작업을 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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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이라는 말이 있다.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제품에 대하여 개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를 개선하는 것은 개발자의 몫이다.  

  

그런데 개발한 제품을 다른 사람이 수정하거나 개선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개발자의 개발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그 의도에 맞추어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더 그렇다. 그래서 남이 해 놓은 것을 

수정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한다.  

  

이처럼 남이 해 놓은 것을 타자가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좀 비속하게 표현하면 “남이 똥싸 놓은 것 치우는 격”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자신이 개발한 것은 자신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개발에 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발자의 도리인 것이다. 

번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번역자가 윤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방대한 니까야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없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번역자가 서로 다를 경우 용어통일도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타자가 이를 윤문한다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더구나 

동호회에서 선발된 불자들이 윤문에 임하였을 때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  

  

니까야번역비교하는데 있어서 주제넘은 짓이라 질타를 하는 마당에 남이 

번역해 놓은 것을 윤문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 윤문팀이 출범하였다. 이에 대한 글을 카페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글에 따르면 각묵스님이 윤문을 직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내가 하면 되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변명 

같지만 아파서 못합니다. 제가 못하거든요 ~.........~적어도 2 년은 

누군가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누군가가 고쳐줘야 됩니다. 

  

(5 월 11 일 2 차 윤문팀 모임 후기,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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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번역자가 윤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건강’을 

들고 있다. 방대한 번역서에서 용어를 통일하고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고 

오류를 잡아 나가는 과정은 번역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작업이 

2 년 가량 걸릴 것이라 한다. 그런데 번역자는 번역자가 건강상 이유로 

누군가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2 년간의 교정과정을 거쳐  

  

초불연에서 사부니까에 대한 윤문작업은 윤문팀에서 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성전협 전재성님과 매우 비교된다.  

  

전재성박사에 따르면 빠알리어로 전승되어 온 경전에 대하여 함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심지어 조사 하나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상윳따니까야 개정판 머리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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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권 전집으로 엮어내어 순차적으로 낼 때만 하더라도 번역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나머지 교정진 조차 없이 발간하는 바람에 많은 오타, 

착간뿐만 아니라 간혹 오역도 발견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고귀한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훼손하지나 않았나 하는 송구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책을 사랑하여주신 많은 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초판본 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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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을 증보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재성박사, 개정판 쌍윳따니까야 머리말) 

  

  

전재성님은 초판본이 나온 후에 만 2 년간의 교정을 보았다고 한다. 

초판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바로 잡고 윤문을 하는 등 2 년이라는 각고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처럼 교정을 하고 윤문을 하는 것은 번역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럼에도 이를 타인에게 맡긴다면 번역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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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에 뿌리가 없는 한국불교 

  

  

  

“우리 출가수행자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의 휴심정에 실려 있는 법인스님의 글을 읽었다. ‘느끼며, 

행복하게’라는 글이다. 짤막한 글이지만 글을 읽는 내내 불편하였다. 

그것은 너무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별유천지(別有天地)에서 도인처럼 살아 가는 모습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일고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스님의 올려 놓은 글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출가수행자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산자수려한 곳에 

있는 절과 작은 암자가 평생 저희의 거처이고 수행처이니 주거환경은 

지구별에서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늘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돈과 재물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야말로 ‘분수’ 

밖의 일이며 예의와 염치가 없는 짓이지요.  

  

(법인스님, 암자일기,  느끼며, 행복하게, 휴심정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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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시절 출가 하였다는 법인스님의 글이다. 중학교 3 학년 때 출가 

하였는데 청소년시절이라 하지 않고 소년시절 출가라 한 것이다. 이처럼 

어려서 출가한 스님의 글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출가수행자라 보여진다.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서 여유롭게 살아 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글에서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보람도, 넉넉함 위에 

넉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 하여 결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며 

사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다. 

  

“별들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글에서 법인스님이 사는 곳은 해남 ‘일지암’이다. 대흥사 말사이다. 

일지암 생활에 대하여 스님은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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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 마을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 암자에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 잠자리에 

드는 한밤중까지 가공되지 않은 자연과 함께 합니다. 아침 예불은 

마당을 돌며 목탁을 치며 삼라만상을 깨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청아하게 

울리는 목탁소리를 들으며 간간히 눈을 들어 새벽하늘을 봅니다. 순수 

천연의 어둠 속에서 또렷또렷 빛나는 별들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합니다. 예불을 마치고 산책하는 길에서 코와 피부에 스며드는 청신한 

기운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호흡하는 일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법인스님, 암자일기,  느끼며, 행복하게, 휴심정 2014-05-19) 

  

  

스님은 일지암에서의 일상에 대하여 짤막하게 소개 하고 있다. 특히 

일지암 주변의 풍광에 대하여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라 하였다. 또한 

어둠에 대하여 천연의 어둠이라 하였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해서 금방 

쏟아 질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그런 일지암은 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절일까? 

  

일지암의 장쾌한 풍광에 대하여 

  

일지암에 가본 적이 있다. 지난 2009 년 6 월 순례법회 갔었을 때이다. 

그 때 당시 1 박 2 일 일정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대절 하여 갔다. 같은 

기수의 불교교양대학 법우들과 함께 갔었다. 그 때  당시 오사순례를 

하였다. 영광의 불갑사와 마라난타사, 그리고 해남의 미황사 대흥사, 

그리고 강진의 백련사를 갔었다. 잠은 미황사에서 잤다.  

  

일지암은 대흥사의 암자이다. 그런 일지암은 대흥사에서 산길로 약 

30 여분 올라 가면 나온다. 그 때 당시 일지암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부처님 도량에 노닐면서, 대흥사 일지암에서 본 초의선사의 

흔적(2009-06-03)’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2000 년도 당시 일지암에 갔었을 때 풍광이 너무 좋아서 이를 카메라에 

여러 장 담았다. 그리고 장쾌한 풍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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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암 올라 가는 길은 꽤 가파랐다. 경사가 있는 길임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가 올라 갈 수 있도록 길이 닦여져 있다.  

  

산 중턱에 있는 일지암에서 보는 전망은 장쾌 하다. 사방이 온통 

초록일색인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한쪽이 터져 있는데 그 사이로 

다도해상이 아스라히 보였다. 그 옛날 초의선사도 이런 장쾌하고 멋진 

경치를 이곳 일지암에서 매일 보았을 것이다. 

  

(진흙속의연꽃, 부처님 도량에 노닐면서, 대흥사 일지암에서 본 

초의선사의 흔적(2009-06-03) 

  

  

 
  

일지암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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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암에서 보는 풍광 

   

  

  

높은 곳에 있는 일지암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발아래 세상이 있는 것 

같았다. 저 골짜기 아래에 큰 절인 대흥사가 보이고, 시선을 돌리면 

서해 바다가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았다.  

  

일지암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문명과 차단된 듯 

하였다. 스님이 표현한 대로 밤이 되면 총총히 빛나는 별이 쏟아 질 

것처럼 세상과 차단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스님은 매우 행복하다고 하였다.  

  

탐욕은 저절로 내려놓게 된다고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 스님은 주자의 시 한편을 소개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상을 적어 놓았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일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이해와 

경쟁으로 인한 시비와 갈등으로 지치고 편안한 날이 드문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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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자연에서의 삶은 환상일 것입니다. 팔자 좋은 인생이라고 

비웃고 질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인스님, 암자일기,  느끼며, 행복하게, 휴심정 2014-05-19) 

  

  

스님이 소개한 주자의 시는 다음과 같다. 

  

  

신창임영개(晨窓林影開) 새벽 산창에 숲 그림자 드리우고 

야침산천향(夜枕山川響)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드니 계곡 물소리 듣는구나 

은거부하구(隱居不何求) 이렇게 고요히 깃들어 사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무언도심장(無言道心長) 그저 말없는 가운데 도는 더욱 깊어지누나 

  

  

세상을 등지고 심산유곡에서 도인처럼 살아 가는 삶에 대한 시이다. 

이처럼 산중에서 살아 갈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스님은 

이전 글에서 “금강산에서 살면 애써 수도하지 않아도 탐욕은 저절로 

내려놓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경치 좋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탐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스님의 탐욕론은 한편으로 보면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맞지 

않기도 하다. 산중에 살면 세상과 부딪칠 일이 없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세상속에 들어가면 

탐역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탐욕이라는 잠재성향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산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하나의 환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결코 현실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세상을 등진 출가자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법인스님도 일지암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즐거움에 

대하여 노래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18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신선 같은 삶에 대하여 부러워 한다.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일까 스님은 글에서 “팔자 좋은 인생이라고 

비웃고 질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렇게 스님은 

솔직히 표현 하였다.  

  

스님의 삶을 보면 한편으로 부럽고, 또 한편으로 시기와 질투가 난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이어지는 글에서 또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절로 내 

가슴에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라 하여 결코 

세상의 일에 대하여 모른채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 가는 세상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님의 일상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스님들이 심산유곡에서 마치 신선처럼 살아 간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도시에는 불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암자를 볼 수 있어도 사람이 몰려 사는 도시에는 눈을 

씻고 보아도 절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사방에 십자가로 넘쳐난다. 

이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일요일 교인들로 넘쳐 나는 교회 

  

사는 지역에는 크고 작은 교회가 수 도 없이 많다. 또한 동마다 커다란 

성당이 있어서 도시전체가 사실상 기독교도시와 다를 바 없다. 설령 

절이 눈에 띄긴 하지만 절인지 점집인지 구별이 갈 수 없을 정도이고, 

규모 또한 초라해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교회나 

성당은 우람하고 거대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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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회의 경우 일요일 오전만 되면 교인들로 넘쳐 난다. 주차요원이 

교통정리를 하고 셔틀버스가 도로 양 옆으로 수 없이 깔려 있다. 그리고 

교인들은 마치 예식장 가듯이 가장 잘 차려 입고 예배 보러 나온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거리를 걷다 보면 교인들과 교인 아닌 사람들로 

뚜렷하게 구분 된다. 대체로 교인들은 정장에 최고로 잘 차려 입고 

교회로 향하지만, 교인이 아닌 자들은 자유복장 내지 등산복차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시는 이미 교회와 성당이 정복한 

상태이다. 그 어디에도 불교는 끼지 못한다. 

  

그 많은 스님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이 사는 도시에 불교는 더 이상 없다. 그럼에도 불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중에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22.8%로서 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체감하는 종교비율은 불교가 기독교와 비교하여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많은 스님들은 대체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스님들을 도시에서 보기 힘들다. 간혹 회색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보긴 

하지만 초라하기 그지 없다. 위의도 없어 보이고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이다. 더구나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리며 탁발행각을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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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도시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스님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스님들이 자비롭다면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은 절로 향한다. 비록 일년에 한번 있는 

연중행사일지라도 절로 향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서적으로나마 불자들이 

꽤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 부처님오신날 절로 향하는 

노보살을 보았다.  

  

노보살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인지 거동이 불편해 보인다. 옆에서 딸로 

보이는 이가 부축하고 있다. 그래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이런 장면을 보고서 ‘힘겹게 산길을 올라가는 

노보살, 선승과 자비심(2012-05-2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의 요지는 이렇다.  

  

  

나이 드신 노보살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면 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아무리 신심있는 불자라도 불편한 몸으로 

험한 산길을 홀로 오르내릴 수 없다. 그래서 나이 들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절에 가는 것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산중에 사는 스님들의 ‘자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험한 산길을 스스로 찾아 올라와야 부처님을 뵈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스님위주의 불교로서 중생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말로 스님들이 ‘자비심’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스님들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다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저잣거리에 절이 있다면 굳이 

먼 산에 있는 절을 찾지 않을 것이다. 바로 집 부근에 절이 있다면 몸이 

불편해도 얼마든지 부처님을 뵈로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흙속의연꽃, 힘겹게 산길을 올라가는 노보살, 선승과 자비심(201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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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노보살을 보고서 한국불교의 스님들의 자비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다. 만일 도시에 절이 있다면 다리 

아픈 노보살이 힘겹게 올라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 

  

스님들은 과연 얼마나 자비심이 있을까? 불교에 대하여 ‘자비의 

종교’라 하고, 또 종단에 대하여 ‘자비문중’이라 하지만 스님들의 

행태를 보면 결코 자비로워 보이지 않는다.  

  

정말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다면 산중에서 신선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저자거리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스님들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신선처럼 살면서 중생들에게는 찾아 오라 하지 않고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교회하고 정 반대이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찾아 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나이 들어 관절염 걸린 노보살들이 말년에 교회에 

가서 앉아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나 보다. 

  



322 

 

지역에 단단히 뿌리 내린 교회공동체 

  

대부분 스님들이 심산유곡에서 신선처럼 살아 간다. 그러는 동안 도시는 

공동화 되고 무주공산이 된다. 그 자리를 교회와 성당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단단히 뿌리 내린 교회와 성당에서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을 

만들고, 65 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 그리고 각종 

강습회를 열고 바자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토론할 때 

교회를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가 

돌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와 성당이 지역에 단단하게 뿌리박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불교는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자거리에도 절이 있기 

때문이다.  

  

법현스님의 열린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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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거리에도 절이 있긴 있다. 그러나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하나 정도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절 중에 하나가 법현스님의 

열린선원이다. 미디어붓다에 실린 법현스님에 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5 년, 50 여년 된 낡은 전통시장 건물 2 층 일부를 세내어 

‘열린선원’이라는 이름의 수행, 전법도량을 내었을 때 많은 이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을 앞세웠다. 강남의 번듯한 건물에 깃발을 꽂아도 될까 

말까인데 뭐가 모자라서 이런 곳에 터를 잡느냐는 것, 조계종 승려도 

어려운 저자거리 포교를 태고종 승려가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낡은 건물에 주차장도 없고, 허름한 창고같은 

곳에 부처님을 모셨으니 절 분위기도 나지 않는다는 것 등 주위의 

걱정은 차라리 당연한 것이었다.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미디어붓다 2014-04-26) 

  

  

기사를 보면 상식을 깨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심산유곡에서 

신선처럼 살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현스님은 정반대로 도시로 

들어 간 것이다. 그것도 시장속으로 들어 간 것이다.  

  

흔히 시장하면 떠 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물건파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한 이미지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활력이 넘친다. 

그래서 우울해 질 때면 시장에 가보라 하는 것이다. 시장에 가면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법현스님은 시장 한 복판에 절을 내었다. 기사에 따르면 스님 특유의 

부지런함과 명석한 판단에 난공불락 같았던 난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절을 낸지 8년 동안 18 번 째 교육생을 배출해 

내고, 각종문화행사와 사회활동을 벌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지역불자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두 부류의 스님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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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류의 스님들이 있다. 한 부류는 심산유곡에서 신선처럼 유유자적 

하게 사는 스님들이다. 또 한 부류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불자공동체를 이루어낸 스님들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자는 극히 

드믈다. 거의 대부분 스님들이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신선처럼 살아 가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도무지 세상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산중에 사는 것이 

편해서일까 아니면 세상이 무서워서 일까? 분명한 사실은 도시에서 절을 

보기 힘들도 스님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스님들은 왜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을까? 

  

스님들은 왜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장큰 이유는 아마도 세상을 등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출가라는 것이 세상을 등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스님들이 세상에 나올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설령 스님들이 큰 뜻을 품고 세상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부딪치는 일에 대하여 견디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중과 달리 세상은 무척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재무문제 등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는 날 갑자기 말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걸망 하나 

메고 미련없이 떠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불교가 

뿌리내리기 힘든 것이다. 

  

또하나 스님들이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위 삼무현상 때문일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불교에서 스님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고, 아무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큰스님이 말씀 하시길 한국불교에서 무위, 무위도식, 

무식으로 대표 되는 삼무현상이 한국불교의 가장 큰 병폐라 하였다. 

  

스님들은 팔자 좋은 인생 

  

현재 한국불교는 지역에 뿌리가 없다. 따라서 지역에 불자공동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 절에 가려면 깊은 산중으로 스스로 찾아 가야 한다. 

더구나 나이 들어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아픈다리를 끌고 가파른 산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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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올라 가야 할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스님들은 그다지 

자비롭다고 볼 수 없다.  

  

스님들이 정말 자비가 있다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스님들은 그런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에 뿌리가 없는 종교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나 지역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종교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불교의 스님들은 

오늘도 내일도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신선처럼 살아 

간다. 이렇게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스님들을 보면 참으로 팔자 좋은 

인생이라 보여진다.  

  

  

  

2014-05-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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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속이 꽉 찬 사람, 그윽한 맛을 내는 사람 

  

  

  

머그잔을 이용한 원두커피만들기 

  

지난 2012 년에 쓴 글 중에 ‘세라믹필터가 있는 머그컵으로 원두커피 

만들기(2012-08-02)’라는 글이 있다. 그 때 당이 글을 쓰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글을 썼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머그잔을 이용한 

원두커피만들기이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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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커피보다 원두커피를 좋아한다. 위가 약해 봉지커피를 마시면 탈이 

날 듯하다. 실제로 봉지커피를 마시고 배탈이 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것은 봉지커피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프림과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달한’ 맛과 함께 매우 자극이 강하여 식사 

전에 봉지커피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봉지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원두커피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분쇄된 원두를 사서 내려 마시는 방식을 말한다. 

  

원두커피를 마시려면 전자제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원두내리는 

전자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린다. 종이필터를 갈아 끼우고, 물을 넣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 지루하여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있다. 그것은 머그잔을 이용한 원두커피 내리는 방법이다. 

  

지난 2012 년 일본성지순례 당시 큐슈에 있는 ‘유후인(由布院)’에 

들르게 되었다. 일본의 온천관광지이자 민속촌 유사한 성격이다. 

거기에서 머그잔을 하나 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머그잔은 다른 머그와 

달리 부속물로서 세라믹필터가 있었다. 세라믹 필터안에 일회용 녹차나 

커피봉지를 넣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머그잔에 봉지를 담구어 마신다. 그러나 세라믹필터가 

있는 머그잔의 경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필터안에서 걸러지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차나 커피를 마시면 깔끔하게 마실 수 있다.  

  

이처럼 봉지를 담가서 마시는 용도로 활용되는 세라믹필터붙임머그잔을 

원두커리 내리는 용도로 활용할 생각을 한 것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자 즉각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올린 것이 

앞서 언급된‘세라믹필터가 있는 머그컵으로 원두커피 만들기(2012-08-

02)’제목의 글이다. 

  

“일배용기에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면 어떨까?” 

  

이번에도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배용기’를 

이용한 원두커피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이미 인터넷에 올려져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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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한 방식은 이전에 세라믹필터가 있는 

머그잔에 원두만들기에 버금 가는 발견이라 본다. 방법은 이렇다. 

  

일배용기가 있다. 녹차를 내리는 용기로 사용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녹차잎을 올려 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우려 내는 방식을 

말한다. 찻잔으로 딱 한잔 나오기 때문에 일배용기라 한다. 이 

일배용기를 이용하여 원두커피가루를 넣어 원두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일배용기에는 필터가 있다. 아주 미세하고 촘촘한 간격의 

‘철망구조’이다. 이 미세한 철망이 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내려 가지 

않는다. 꼭지를 누르면 물만 밑으로 빠지고 녹차잎은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어느 법우님이 스리랑카 순례에 다녀온 후 선물로 실론티를 

주었다.  이 실론티는 우리나라 녹차와 달리 굵은 ‘거친가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실론티를 찻잔으로 한 스픈 넣고, 그 위에 물을 부은 

후 약 일이분 지나면 주황색의 녹차가 만들어진다. 이 녹차 맛은 깊고 

그윽해서 우리나라 황차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렇게 녹차를 

만들어 마실수 있는 일배용기를 이용하여 이번에는 “일배용기에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면 어떨까?”하는 기발한 생각이 떠 오른 것이다. 

  

녹차를 내려 마시는 일배용기에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겠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가자 한 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즉시 실천에 옮겼다.  

  

먼저 일배용기의 필터그릇에 원두커피 한스픈정도 넣었다. 분쇄된 

원두가루는 실론티의 가루와 마찬가지로 거친입자의 가루형태로 되어 

있다. 미세하지 않고 알갱이가 굵고 거친 가루이기 때문에 촘촘한 

철망을 빠져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원두커피가루를 한스픈 넣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리고 일이분 후에 꼭지를 눌러 물만 내려 

가게 한다. 그러면 원두특유의 색깔과 향과 함께 원두커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맛은 세라믹붙임머그잔을 이용한 방식과 달랐다. 

종이필터를 통과할 때 이미 원두맛이 잃어 버리기 때문에 맛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일배용기의 철망을 통과하기 때문에 원두의 맛과 

향기가 살아 있다. 그 맛은 커피전무점에서 마시는 것과 유사하였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원두 그대로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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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원두커피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녹차를 우리는 일배용기를 이용하여 원두를 내리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들어 맞았을 때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생각하였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감을 말한다. 

  

뒤끝이 개운치 않은 경우 

  

요즘 사람들은 ‘봉지커피’맛에 익숙해져 있다. 이는 아마도 

‘자판기커피’의 영향일 것이다. 한국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커피가루와 프림과 설탕을 절묘하게 배합하여 만든 것이 자판기 

커피이다. 이런 배합이 봉지커피에도 적용 되어서 누구나 자판기커피 

맛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자판기커피나 봉지커피의 경우 뒷맛이 그다지 좋지 않다. 마실 

때는 쌉싸름하기도 하고 달달하여 맛있게 마시나 마시고 난 다음에는 영 

개운치 않다. 이처럼 마시고 난 후 개운치 않은 것은 인스턴트 식품의 

공통된 특징이다. 

  

라면도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이다. 뜨거운 물에 단지 몇 분 담가 

놓으면 완성 되기 때문에 누구나 라면을 끓일 수 있다. 요즘에는 

컵라면도 있어서 단지 뜨거운 물만 붓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늘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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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라면을 먹고 나면 뒷끝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먹을 때는 

맛있게 먹으나 먹고 난 후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라면국물과 우동국물의 차이는? 

  

그러나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도 우동은 약간 다르다. 우동집이나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판매하는 우동의 맛은 깊고 그윽한 맛이 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라면과 우동은 똑같이 인스턴트 식품이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난 후 

뒷끝에 대한 것이다. 라면의 경우 뒷끝이 좋지 않다. 그러나 우동은 

반대이다. 이런 차이는 ‘장’에 있다고 본다. 라면의 경우 제공된 

스프로 맛을 내지만 우동의 경우 ‘간장’이 첨가 되기 때문이라 본다. 

음식에 장이 들어가면 깊고 그윽한 맛이 나듯이 우동에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뒷맛이 깔끔한 것이 아닐까? 

  

된장국을 즐겨 먹는 이유 

  

음식은 장맛이라 한다. 여기서 장이라하면 반드시 간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에는 간장뿐만 아니라 ‘된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장과 된장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면 깊고 그윽한 맛이 난다. 

그리고 뒷맛도 좋다. 대표적으로 ‘된장국’을 들 수 있다. 

  

된장국을 즐겨 먹는다. 속이 좋지 않을 때 된장국을 먹으면 속이 개운해 

진다. 대체로 된장국에 밥을 먹으면 뒷끝이 좋다. 그런데 라면 국물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먹을 때는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먹고 나면 뒷맛이 개운치 않을 것이다.  

  

맵고 짠 맛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맛을 느껴 라면을 먹는다. 그러나 먹고 

나면 개운치 않다. 그것은 인스턴트식품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라면국물과 된장국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장’이라 볼 수 있다.  

  

어느 음식이든지 장이 들어 가면 깊은 맛이 난다. 그러나 인스턴트 

식품에서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결국 장맛으로 결정 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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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이 지저분 한 사람과 뒤끝이 개운한 사람 

  

자판기커피나 봉지커피는 인스턴트식품이다. 미리 준비된 인스턴트 

재료에다 단지 물만 부으면 불과 10 초도 되지 않아 만들어진다. 마실 때 

순간적으로 단맛을 느껴 자극을 주지만 마시고 나면 무언가 허전하고 

개운치 않다. 하지만 원두를 내려 마시면 깊고 그윽하다. 설탕이나 

프림을 넣지 않아도 맛이 좋다. 더구나 향기까지 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다. 이렇게 인스턴트 봉지커피와 원두커피 맛은 천지차이다.  

  

장이 들어간 조리된 식품 역시 깊고 그윽한 맛이 난다. 그래서 먹고 

나서도 그 기분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간장으로 맛을 낸 우동이나 국수, 

그리고 된장과 간장으로 맛을 낸 된장국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그윽한 

맛은 스프로 맛을 내는 라면과 다른 것이다. 맵고 짠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먹고 나면 개운치 않다. 그러나 된장국을 먹고 

나면 개운하다. 이런 맛의 차이는 장에 있다고 본다. 사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람중에도 인스턴트식품과 같은 맛을 가진 사람도 있다. 또 사람중에는 

장맛처럼 깊고 그윽한 맛을 내는 사람도 있다. 사람중에는 봉지커피와 

같은 맛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람중에는 원두커피향 같은 맛을 가진 

사람도 있다. 사람중에는 라면국물맛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중에는 

우동국물이나 된장국물맛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 

결정적으로 ‘뒷끝’에 있다.  

  

뒤끝이 지저분하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사람이고, 뒷끝이 개운하면 

장맛을 내는 사람과 같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자극적인 사람이 있는 가 

하면 깊고 그윽한 맛이 나는 사람이 있다.  

  

호불호(好不好)가 분명한 사람들 

  

인스턴트식품의 특징은 맵고 짜고 자극적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맛을 

내어 구미를 당길지 모르지만, 먹고 난 후에는 마치 ‘독극물’을 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봉지커피를 마셨을 때 마치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처럼 

맵고 짜고 자극적인 사람들이 있다.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좋으면 거머 쥐려 하고 싫으면 밀쳐 내려 한다. 그래서 좋고 

싫음이 명확하다. 호불호(好不好)가 명확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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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가 명확하면 한번 싫으면 죽도록 싫어 하고. 한번 좋으면 죽도록 

좋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순간순간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대상을 찾아 

다닌다. 그러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구 성질을 낸다. 이처럼 

좋으면 거머쥐고 싫으면 밀쳐 내며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탐진치로 살아 간다는 것이다. 

  

탐진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인스턴트 식품의 특징이 맵고 짜고 자극적이듯이 탐진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즐길거리를 찾아 두리번 거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속성이 라면의 스프와 같다.   

  

라면 스프가 들어간 라면국물을 마시지 않는다. 마시고 나면 뒤가 영 

개운치 않기 때문이다. 마치 봉지커피를 마시고 나면 어떤 경우 

독극물처럼 생각되듯이 라면국물 역시 짜고 맵고 자극적이어서 마셔 

보았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들 역시 상대해 보았자 뒷끝이 개운치 않다. 마치 봉지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마치 라면국물을 먹는 것처첨 뒷맛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을 것이다. 

  

법구경에 ‘어리석은 자의 품’이 있다. 탐진치로 살아가며 뒤끝이 좋지 

않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게송 중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악행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과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행이 여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경험한다. (Dhp69) 

  

  

봉지커피의 맛이 달달하여 순간적으로 땡기지만 마시고 나면 뒷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개운치 않은 맛을 씻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그윽한 맛을 내는 것을 다시 마셔야 한다. 라면을 먹을 때 

라면국물까지 모두 다 먹는 사람들은 드믈것이다. 아무리 허기가 져도 

라면국물을 남김 없이 먹지 않는 이유는 뒷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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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봉지커피와 같고 라면국물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접하면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일까 법구경 어리석은 자의 품에서는 또 

하나의 게송이 있다.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하리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으니.(Dhp61)”라는 게송이다. 어리석은 자와 절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상 즐길거리만 찾아 다니는 자,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마구 화를 내는 자와 사귀자 말라는 것이다.  

  

좋으면 거머쥐려 하고, 싫으면 내치는 사람들은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욕심잘 내고 화를 잘낸다. 이처럼 

탐욕으로 성냄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 보다 낫거나 나와 동등하지 않는 자를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그윽한 맛을 내는 사람 

  

커피봉지 같은 사람이 있고 라면스프와 같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 

반면 원두커피와 같은 사람, 차맛과도 같은 사람, 장맛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 모두 깊고 그윽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뒤끝도 

개운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Taṃ nadihi vijānātha  

sobebhasu padaresu ca, 

Saṇantā yanti kussobbhā  
tuṇahi yāti mahodayi. 
  

여울들이나 골짜기들과  

흐르는 강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작은 여울들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stn720) 

  

  

Yadunakaṃ taṃ saṇ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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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ṃ puraṃ sattameva taṃ, 

Aḍḍhakumbhupamo bālo  
rahado purova paṇḍito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찬 것은 아주 조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님은 가득찬 연못과 같습니다. (stn721) 

  

  

숫따니빠따 ‘날라까의 경(Nālaka sutta, Sn3.11)’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재성님의 번역이다. 

  

경에서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하였다. 이는 여울물과 다른 

것이다. 산의 계곡에서는 벌려진 틈 사이로 물이 졸졸 흐른다. 더구나 

틈과 바위가 많고 낙차가 클 경우 더 큰 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강줄기에서는 물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특히 강이 크면 

클수록, 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게송에서는 물항아리와 연못의 비유를 들었다. 반쯤 채운 

물항아리를 이고 갈 때는 찰랑 거리면서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물항아리를 이고 갈 때는 물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게송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자의 삶’에 대한 것이다.  

  

성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크고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소리없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성자의 마음은 가득 채운 항아리 같고 가득 찬 

연못과도 같은 것이라 하였다. 마치 원두커피처럼, 우동국물처럼, 

된장국처럼 깊고 그윽한 맛이 나는 사람들이다. 이는 탐진치로 살아가는 

자들과 다른 것이다.  

  

속이 꽉 찬 사람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들은 틈이 벌어진 작은 여울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반쯤 찬 항아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늘 요란하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빈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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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좋으면 좋다’라고 한다. 

그것도 죽도록 좋다고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좋아!”라 하며 좋은 

느낌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반면 싫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그냥 싫은 것이 아니다. 죽도록 싫은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죽겠네!”이다. 이처럼 탐진치로 

살아가며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보면  “좋아 

죽겠네!”라 한다. 싫은 사람을 보면 “보기 싫어 죽겠네!”라 한다. 

마치 라면스프국물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속이 꽉찬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속이 꽉찬 

항아리에서 물소리가 나지 않듯, 큰강에서 흐르는 물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듯, 속이 꽉찬 사람들은 호불호에 크게 좌우 되지 않는다. 설령 

누군가 칭찬을 해도 거기에 고무되지 않고, 혹시 누군가 비난을 하여도 

동요되지 않는다. 이처럼 속이 꽉찬 사람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kaṃ carantaṃ muniṃ appamattaṃ  

Nindāpasaṃsānu avedhamānaṃ,  

Sīhaṃva saddesu asantasantaṃ  

Vātaṃva jālamhi asajjamānaṃ,  

Padumaṃ va toyena alippamānaṃ  

Netāramaññesamanañña neyyaṃ  

Taṃ vāpi dhīrā muniṃ vedayanti.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은 성자,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stn213) 

  

  

이 게송은 모두 칠행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구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3. 4, 5 번 구절이다. 이는 게송에서 “소리에 



337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3),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4),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5)” 에 대한 구절이 해당 된다. 이 3, 4, 

5 번 구절을 빼고 다시 써 보면 다음과 같은 사구게가 될 것이다. 

  

  

Ekaṃ carantaṃ muniṃ appamattaṃ  

Nindāpasaṃsānu avedhamānaṃ, 

Netāramaññesamanañña neyyaṃ  

Taṃ vāpi dhīrā muniṃ vedayanti.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은 성자,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큰 강과 같고 가득 찬 물항아리와도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그 어떤 

비난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말한다. 동시에 칭찬이나 격려에도 

들뜨거나 고무되지 않음을 말한다.  

  

이렇게 항상 평정을 유지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힘 때문 일 것이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알아차릴 때 칭찬이나 

격려, 비난이나 비방은 단지 알아차릴 대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 성자라 하였다. 

  

  

  

2014-05-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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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르고 닳도록 사용한 디카  

  

  

  

주머니에 항상 휴대하는 것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또는 ‘휴대폰’이라 불리우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소지 하고 있었으나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이라 

불리우는 일종의 소형컴퓨터를 휴대하고 다닌다. 그래서 인터넷은 물론 

이메일도 가능하고 간단한 글을 작성하여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전화기능은 부가기능이 되고 말았다. 마치 본업이 부업이 되듯 

본말이 전도 된 것이 스마트폰이라 볼 수 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디카’이다. 디카라는말이 ‘디지털카메라’를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디카를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이, 왼쪽 주머니에는 디카를 

휴대하기 때문에 항상 묵직한 듯한 느낌이다. 

  

8 년 동안 찍은 사진이 

  

디카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언제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이다. 사물을 

포착하였을 때 재빨리 디카를 꺼내어 일단 찍고 놓고 본다.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서부영화를 보면 

카우보이가 항상 ‘권총’을 휴대하듯이, 마치 시대드라마를 보면 

무사가 항상 ‘검’을 착용하고 있듯이 왼쪽 주머니에는 디카가 들어 

있어서 언제든지 찍을 준비가 되어 있다. 

  

디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지 8년이 되었다. 8 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디카를 휴대하였다. 그래서 디카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순례법회를 가거나 연등축제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많이 찍는 날이다. 그렇게 모아 놓은 사진이 PC 에 저장되어 

있는데 폴더의 속성을 열어 보니 무려 63 기가바이트에 달한다. 8 년 

동안의 일상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작동을 멈춘 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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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카우보이처럼 마치 무사처럼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디카가 어느 날 

작동을 하지 않았다. 파워버튼을 눌렀는데도 켜지지가 않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이다. 이전에 한번 화면이 뜨지 않아 AS 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AS 센터에 가 보았다. 

담당기사가 보더니 이미 내부회로가 망가져 쓸 수 없는 상태라 한다. 

만약 수리한다면 십여만원이 들 것이라 한다. 십여만원 들여서 

수리하느니 차라리 하나 새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20 여만원대에 

휴대폰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너덜너덜하게 변한 디카 

  

AS 기사로부터 디카를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자 

디카도 수명이 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생명체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도 수명이 다 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안 것이다. 8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휴대하고 다닌 것이었기에 비록 생명체는 아니지만 

‘디카사망’이야기를 듣고 서운했다 

  

8 년 동안 늘 지니고 있었던 휴대폰을 다시 보았다. 휴대폰끈은 닳어서 

가늘어졌기 때문에 마치 끊어질 듯 하다. 그리고 PC 와 연결하는 포트의 

뚜껑은 떨어져 나간지 오래다. 밧데리를 넣는 곳 역시 성한 곳이 없다. 

밧데리를 밀어 넣으면 락킹이 되게 하는 고리 역시 오래 전에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밧데리를 교체할 때 애를 먹었다. 롱노즈프라이어로 

끝을 잡고 끄집어 내야 밧데리를 교체 할 수 있었다. 8 년 동안 늘 

휴대하고 다녀서일까 디카 모서리에 검은 페인트가 벗겨졌다. 또 디카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 역시 닳아져 실오라기가 보인다. 한마디로 

너덜너덜하게 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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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는 2006 년 말에 20 만원대 보급형으로 구입하였다.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인 핸드폰시대이었기 때문에 

디카는 가치가 있었다. 핸드폰에 카메라기능이 있긴 있었지만 해상도, 

용량, 밧데리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디카의 수요가 

요구되던 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디카를 구입한 것이다.  

  

2006 년 말 이후 글을 쓸 때 디카로 촬영한 사진을 실었다. 특히 

순례법회나 사찰순례 할 때 수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는 

블로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8년 동안 항상 함께 하였던 디카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디카가 작동을 멈추어 일종의 

디카사망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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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수류탄이에요?” 

  

물건을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휴대폰이 등장하였을 

때도 그랬다. 90 년대 말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던 시절 처음으로 

휴대폰이 하나 생겼다. 그 휴대폰을 무려 ‘칠년간’이나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어떤 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 때 당시 유행하던 날렵하고 곡선이 많은 작은 

휴대폰이 아니라 초창기의 둔탁하고 무거운 휴대폰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수류탄이에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초창기에 갖게 된 휴대폰이 칠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서 마치 ‘흉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한번 손에 들어 오면 오랫동안 사용한다. 마르고 

닳도록 사용한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디카도 그랬다. 끈이 끊어지고 

칠이 벗겨지고 뚜겅이 떨어져 나가도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다. 디카로서 기능을 멈추었을 때 마치 돌맹이나 나무토막 같은 

무정물이 된 것 같다. 마치 생명기능이 끊어진 유정물을 보는 듯 하다. 

  

사람이 죽었을 때 

  

애지중지하던 디카사망을 접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전자회로로 구성된 디카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 수명이 단축되어 

내부회로가 파괴 되어 작동을 멈춘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기능을 하지 못하는 디카를 보았을 때 마치 

굴러다니는 돌맹이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멈추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긴 하되 더 이상 내쉴 수 없었을 때 

생명기능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생명기능이 끝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맛지마니까야에 ‘교리문답의 큰 

경(M43)’이 있다. 여기에서 ‘꼿띠따존자’가 ‘사리뿟따존자’에게 

“벗이여, 어떠한 것들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이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사리뿟따존자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342 

 

  

Yadā kho āvuso imaṃ kāyaṃ tayo dhammā jahanti, āyu usmā ca 

viññāṇaṃ, athāyaṃ kāyo ujjhito avakkhitto seti yathā kaṭṭhaṃ 

acetananti  

  

[싸리뿟따] 

“벗이여, 세 가지 즉, 생명력과 체열과 의식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은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됩니다.” 

(Mahāvedalla sutta-교리문답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43,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통나무’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통나무는 열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에게서 

목숨이 끊어지면 마치 통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생명력(jahanti)’과 

‘체열 (usmā)’과 ‘의식(viññāṇa)’이렇게 세 가지가 몸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한다.  

  

가족과도 같았던 디카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들숨과 날숨이 반복 되어야 

생명을 유지하나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더 이상 내쉬지 않을 때 

죽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숨쉬기를 멈추면 ‘생명력(jahanti)’과 

‘체열 (usmā)’과 ‘의식(viññāṇa)’이렇게 세 가지가 떠난다고 한다. 

이 세가지가 떠 났을 때 우리 몸은 차갑게 식어서 마치 통나무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회로가 내부에서 파괴되어 파워버튼을 눌러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디카는 디카로서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돌맹이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디카가 있어서 수 많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 PC 에 수십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사진이 연도별로 

달별로 주별로 일별로 정리 되어 있고, 더구나 8 년 동안 작성된 글에 

실려있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디카는 디카로서 사명을 다한 것이다. 

비록 부서지고 끊어지고 닳아져서 너덜너덜 해졌을지라도 8 년 동안 

휴대하고 다녔던 디카는 마치 가족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디카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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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 디카는 필수품이다. 좋은 장면을 보면 항상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왼쪽 주머니에 

디카를 넣고 다녔다. 그런데 디카가 작동을 멈춘 후 더 이상 넣고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왼쪽 주머니가 허전하다. 

지난 팔년동안 늘 묵직한 왼쪽 주머니이었으나 디카사망이후 더 이상 

디카를 소지 할 수 없게 되자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찍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허점함이 더 

컷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디카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찍기를 계속 할 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은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렌즈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AS 기사의 말에 

따르면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은 단지 ‘스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화면을 캡쳐 하듯이 단지 배경을 스캔하여 저장하는 

기능이 스마트폰카메라기능이라 한다. 그래서 새로 디카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화질을 비교해 보면 

  

디카를 구입한다면 좋은 것으로 사고 싶었다. 전문가용 카메라를 

말한다. 크기도 크고 가격도 고가의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전문가용을 

선호한 것은 화질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작년 

‘실크로드여행’를 갔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휴대용디카와 

전문가용카메라 차이가 색상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기 때문이다.  

  

투루판에 가면 ‘화염산’이 있다. 소설 서유기의 무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화염산은 무척 넓다. 그 중에 ‘베제클리크천불동’ 가는 

길이 있다. 천불동 가는 길에 보는 화염산은 황량하다. 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란다. 그러나 골짜기만 벗어나면 ‘붉은’ 빛깔의 

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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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화염산은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풍광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법우님도 같은 장소를 

촬영하였다. 그래서 이를 비교해 보았다.  

  

  

 
  

디카로 찍은 화염산(베제클리크 천불동 가는길) 

  

 
  

전문가용 카메라로 찍은 화염산(베제클리크 천불동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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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카메라로 찍은 것을 보면 ‘붉은’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디카로 찍은 것을 보면 붉은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강렬한 

햇빛의 영향 때문이라 본다. 그래서 같은 장소를 촬영하였지만 

한편에서는 본래의 색을 잘 복원하였고 다른 한편의 사진을 보면 전혀 

다른 빛깔로 보인다. 이런 차이는 꽃과 같은 사물을 촬영할 때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디카의 경우 천연의 색을 살리지 못하지만 전문가용 

카메라는 거의 완전하게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용 

카메라를 구입코져 하였다. 

  

디카 AS 맨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카메라를 장만하는 김에 제대로 된 것을 사고 싶었다. 그래서 디카 

AS 기사에서 조언을 구했다. 디카 AS 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하여 많이 알 것 같아서 이다. 기사는 전문가용 보다 새로 나온 

‘휴대용디카’를 추천하였다. 전문가용은 휴대가 가능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라면 쓸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늘 

카메라를 휴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커다란 전문가용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디카를 구입하면 좋을지 문의 하였다. 

그러자 기사는 가장 잘 나간다는 디카를 하나 추천해 주었다. 그래서 

새로 디카를 하나 구입하였다. 

  

터치스크린에 와이파이 기능까지 

  

새로 구입한 디카는 20 만원대이다. 8 년전에 구입한 디카금액과 같다. 

그러나 성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워풀’하다. 외관상으로 

보아도 더 커 보이고 기능도 훨씬 더 다양하다. 가장 먼저 해상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전 것은 최대 3메가이었으나 새로 산 것은 

‘12 메가’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 방식에다 

‘와이파이’까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전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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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급 동영상 화질 

  

그러나 무엇 보다 가장 좋은 것은 동영상의 화질이다. 이전 디카에서는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늘 불만이었으나 새로 산 디카의 동영상 

화질은 깨끗했다. 마치 ‘HD 화질’ 같다. 이전 디카의 화질이 

아날로그방송시절의 화질이라면 지금 디카의 화질은 HD 급이다. 이렇게 

동영상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이외 액세서리악세사리에서도 차이가 났다. 이전에는 밧데리충전기가 

별도로 있어서 밧데리를 빼낸 다음 충전을 하였다. 또 촬영된 사진을 

PC 로 옮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케이블이 사용 되었다. 그러나 새로 산 

디카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 충전할 때 사용되는 

케이블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새로 산 것은 이전 것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격은 옛날 그대로인 20 만원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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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왼쪽 주머니가 묵직해지고 

  

새로 구입한 디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러 가지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화질까지 좋아서 전문가용 카메라 못지 않다. 그래서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다시 왼쪽 주머니가 묵직해진 것이다.  

  

갑작스런 디카사망으로 인하여 새로은 디카를 구입하게 되었다. 만일 

옛날디카를 수리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만 시대를 따라 간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일년이 멀다 하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마당에 

8 년 전에 구입한 디카는 이미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자제품은 주기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나을 

듯하다.  

  

만일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지 않아 마르고 닳도록 사용한다면 

산업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소비가 일어나야 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물건을 바꾸어 구매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 자주 바뀌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하다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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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를 8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수명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못쓰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디카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못쓰게 된 옛날 디카는 디카로서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료로서 남아 있다.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수 많은 

동영상과 사진이 이전 디카로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디카가 비록 

수명을 다했지만 그 행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디카와 함께 고화질의 새로온 콘텐츠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전 디카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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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님인가 작가인가? 차라리 승복을 벗어라! 

  

  

  

단순작업을 할 경우 

  

한 순간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특히 마음에 적용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한 순간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작업일 경우는 가능하다. 라디오를 들어 가며 

작업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조립’이나 ‘밭매기’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할 때 라디오를 듣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그다지 큰 집중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종 소리를 들으면서 작업할 때가 있다. 두 눈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작업하고, 두 귀는 대담프로를 들으며 작업하는 것이다. 대담프로는 

주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불교방송이나 불교 tv 사이트를 통해서이다. 

두 사이트에서는 법문이나 강좌 등 들을만한 것이 꽤 있기 때문이다. 

그런 대담 프로 중에 BBS 초대석이 있다. 

  

BBS 초대석에서 

  

BBS 초대석은 ‘다시듣기’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다시듣기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담 도중에 음악을 들려 

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는지 

한동안 다시듣기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올려진 대담은 불과 다섯 

편에 불과 하다.  

  

BBS 초대석은 들을 만 하다. 매주 일요일 아침 오전 8시부터 한시간 

동안 방송되는데 ‘최정희’님이 진행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프로는 “불교와의 인연으로 자기 삶을 발견한 법사외 스님등을 

모시고 세상사는 이야기, 불교가 자기 삶에 끼친 영향등을 대화를 통해 

들어 보는 시간”라고 설명 되어 있다.  

  

“부처님한테 죄송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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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대담가운데 4 월 27 일자 방송된 것을 들어 보았다. 

목어조각가이자 화가로 활동중인 ‘S스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진행자가 소개 하는데 스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두 가지이다. 

‘목어조각가’이고 ‘화가’라 하였다. 스님이면서 조각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스님이 조각가로서 화가로서 삶을 살아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은 목어를 만들고 그림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한테 죄송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제자가 될려면 사문이 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 

이게 아닌데….  

  

처음 출가하였을 때는 굳은 마음으로 내가 출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스님네들이나 

수행하는 분들이 이걸 취미로 삼아야지 자기 전업으로 삼으면 안되겄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BBS 초대석, S 스님, BBS 2014-04-27 다시듣기) 

  

  

S 스님은 목어를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하여 사문이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깍고 조각가로서 화가로서 삶을 

살아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한테 죄송한 일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거야”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처음 출가하였을 때와 방향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말한다.  

  

스님의 말을 들어 보면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스님은 방송을 통하여 “스님네들이나 수행하는 

분들이 이걸 취미로 삼아야지 자기 전업으로 삼으면 안되겄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라고 말한다.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스님의 본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업에 불과한 것을 마치 본업인 

것처럼 열중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만 두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안타까워 하는 것 같다. 

  

거리에서 스님에게 반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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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불자들은 출가한 스님들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무리 

계행이 엉망인 스님이라도 일단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반배’의 예를 

올리는 것이 불자된 도리라 한다. 이는 불교교양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반배의 예를 올리는 것일까? 그것은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먼저 부모와 형제와 인연을 

끊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상과 등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소유를 실현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 가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나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이나 재물, 명예, 권력 

등을 포기하였다는 말과 같다.  

  

세상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포기 하지 못한다. 그러나 출가한 스님들은 

식욕, 성욕, 재욕, 안락욕, 명예욕 등 소위 오욕락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세상사람들이 포기 할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 한 것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스님을 만나면 ‘반배’하라고 한다. 설령 그 스님의 

계행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포기하였다는 그것 자체만큼은 존중할 

만한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깍고 승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처럼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세상에서나 추구하는 오욕락을 끊은 

출가수행자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포기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죽었음을 뜻한다. 머리를 깍고 승복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출가하였다는 것은 한번 죽고 난 다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죽었기에 부모형제와 인연이 끊어진 것이고 세상을 등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난 출가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가르침 대로 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거듭 태어난 출가수행자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S 스님의 

말대로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거야”라고 볼 수 있다. 머리 깍은 

스님들이 회색승복을 걸친채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춤을 추는 등 

세속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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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중생활을” 

  

방송에서 S 스님은 토굴이야기도 하였다. 여기서 토굴이란 스님들의 

개인수행처를 말한다. 그런 토굴은 반드시 ‘굴’이나 ‘초막’만을 

뜻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토굴개념이 확장 되어서 주택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도 토굴로 보기 때문이다. S 스님은 토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한테 항상 미안한 생각을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토굴에서 살다보니까 그 토굴에 얽매여 가지고 토굴이 주인이 되고 나는 

토굴의 노동자가 되는 거야.  

  

이게 난 아닌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출가를 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토굴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공부하는 생각으로 살고는 

있어서 사실은. 살고 있는데 행동이 안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산골에 가면 고추도 심어요. 고사리도 따야 하고, 또 

녹차도 만들어야 하고,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에요. 심부름꾼이 되는 거에요. 밥 네 끼 먹는 것도 아닌데 다들 세 

끼 아니면 두 끼 먹고 사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그냥 새벽부터 

발버둥치는 거에요 밤 잘 때까지.  

  

그래서 머리깍은 사문으로서 수행자로서 나는 절대 밑에 후배들이 

토굴에 가고 싶다면 절대 나는 반대해요. 토굴에 한번 가면 빠져서 

거기에 노예가 된다. 수행자는 큰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중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떨어져 나오면 그건 머리 깍은 사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BBS 초대석, S 스님, BBS 2014-04-27 다시듣기) 

  

  

S 스님은 토굴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개인수행을 

목적으로 혼자 살고 있지만 토굴에 얽매이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진행자가 “토굴관리자?”라고 하였듯이 혼자 살다 

보면 해결 해야 될 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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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굴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S스님은 고추를 심고, 고사리를 따고, 녹차를 만드는 등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새벽부터 밤늦게 일한다고 하였다. 마치 

일하기 위하여 출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하였다. 토굴에서 혼자 살다 보니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는 어렵게 출가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한다. 그래서 후배스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중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위에 의해서 농부가 되기도 하고” 

  

초기불교경전을 보면 출가한 빅쿠는 탁발에 의존하여 살아 간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빅쿠는 직업을 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로지 

출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에 전념함을 뜻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승가공동체이다. 이를 

상가라 한다.  

  

그렇다면 왜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함께 살아야 계율이 지켜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승가의 계율은 모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지켜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수행을 목적으로 토굴에서 나홀로 살아 

간다면 이를 빅쿠라 볼 수 있을까? 나홀로 살아 가는 사람에게 

수백가지에 달하는 구족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비구계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계를 지키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비구라 볼 수 없는 

것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구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승가공동체에서 

함께 살아 가야만 ‘자자’와 ‘포살’ 등을 할 수 있어서 계율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토굴에서 나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빅쿠라 볼 수 없다. 더구나 농사까지 지어가면서 생계를 꾸려 

간다면 더욱 더 빅쿠라 볼 수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Sn3.9)”라 하셨다. 지금 스님이 고추 밭을 매는 등 농사일을 

하고 있다면 ‘농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스님이 조각을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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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은 스님이 아니라 ‘조각가’인 것이다. 이처럼 행위에 의해서 

농부가 되기도 하고 상인이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한다.  

  

미얀마에서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방송에서 스님은 어렵게 출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런데 겉 

모양은 스님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각가이자 화가이다. 그래서 스님은 

스스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나홀로 토굴에서 

살며 고추도 심고, 고사리도 따고, 또 녹차도 만드는 등 새벽부터 밤 

늦게 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다. 마치 부업이 본업이 된 것처럼 처음 

발심출가하였을 때와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치 

“이건 아니다”와 같은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대담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진짜 참스님이 되려면 목어를 만든다 이런 것이 참 쓸데 없는 거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스님으로 수행자로서 태어나고 싶어요. 진짜 

다른 생각없이 수행자다운 수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버마나 네팔이나 

그런데서 아주 수행만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BBS 초대석, S 스님, BBS 2014-04-27 다시듣기) 

  

  

S 스님이 목어 만들기 전문가로 목어를 조각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구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각하는 것에 

대하여 “참 쓸데 없는 거야”라며 말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그것도 오로지 수행만 하는 수행의 

나라라 불리우는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다음 순간 무엇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S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스님은 출가를 잘 못한 것 같다. 스님이 

한국에서 출가하였기 때문에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생에 태어난다면 수행의 나라인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과연 그렇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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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 시간 이후를 장담하지 못한다. 내일이 있다고 하여도 오늘 

잠들면 내일이 시작 될지 내생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현재 한국에 ‘아잔브람’ 빅쿠가 와 있다. 그래서 

법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문을 들은 원담스님이 자신의 카페에 

소감을 적어 놓은 것이 있다. 올린 글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뭄바이(Mumbai, 인도 남부에 있는 큰 도시, 영국 사람들이 

봄베이 Bombay 라고 했다)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인 택시기사가 시내 지리를 잘 모르는지 

같은 곳을 뱅뱅 돌면서 공항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타고 있던 승객이 화가 점점 올라와 “야이, 멍청한 놈아. 택시 

운전사라는 놈이 공항으로 가는 길도 못 찾다니 말이나 되냐?” 

어찌어찌 해서 택시가 막 공항근처로 왔을 때는 승객이 타야할 비행기가 

방금 이륙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친 

것이죠.  

  

승객은 운전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비행기를 놓쳐서 낙담되기도 하여 

기분이 영 잡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니 이륙했던 비행기가 폭발하여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큰 

폭발음이 들리는 곳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앰벌런스 경적소리와 비상벨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돌아온 승객이 “아이구, 택시 

기사님.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못 찾아 헤맨 

것이 의미심장한 하늘의 뜻이 있었습니다그려.” 감개무량하여 기사에게 

“여기 100 불, 아니 300 불을 드립니다.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양반.”  

  

그렇습니다. 다음 순간 무엇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십시오. 지금 삶이 순탄하다면 즐기십시오. 당신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한탄하지 

마세요.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았다면 떼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못하면 손까지 더러워집니다. 그냥 개똥을 묻힌 채로 걸어와 자기 

집안 정원의 사과나무 밑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개똥을 털어서 거기에 넣으세요. 다음 해 여름쯤이면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그 사과는 유난히도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개똥이 

거름이 되어 사과나무를 기름지게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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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개똥과 같습니다. 개똥을 떼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개똥을 거름으로 재활용하세요. 그러면 맛있는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삶에서 저지른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잘 겪어내면 지혜와 인내심이 길러지고 경륜이 

쌓입니다. 모든 것이 거름이 되어 인생의 과실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십시오. 지금 행복하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원담스님, 아잔브람 명상캠프 리포트-4, 2014-05-28) 

  

  

원담스님이 아잔브람 빅쿠로부터 들은 법문을 올려 놓은 것이다. 법문의 

요지는 “다음 순간 무엇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며 

알아차리라는 말이다.  

  

발판을 마련해 놓지 않는 한  

  

다음 생에 빅쿠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빅쿠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지금 스님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또 다시 스님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더구나 수행과는 무관한 일을 하였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머리는 깍았지만 조각, 그림, 음악, 춤, 음식 등 부업에 

열중한다면 스님이 아니라 조각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쉐프 등으로 

불릴 것이다.  

  

만일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전에 하였던 일을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스님이지만 한평생 화가로 살았다면 다음 생에서는 스님이 

아니라 화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Sn3.9)”라 한 것이다. 

  

이번 생에 불자로 살았다고 하여도 다음생에 불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생에 스님으로 살았다고 하여도 역시 다음생에 스님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왜그럴까? ‘발판’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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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여기서 발판은 다름 아닌 ‘수다원’을 말한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야만 다음생에도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행자의 삶의 

결실은 어떤 것일까? 

  

현세에 결실을 맺어야 

  

디가니까야에 ‘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D2)’에 따르면 현세에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세를 떠나 내세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대왕이여, 예를 들어, 산꼭대기에 맑고 고요하고 청정한 호수가 

있는데, 그 곳에 눈 있는 자가 언덕에 서서 조개류나 모래와 자갈이나 

물고기의 무리가 움직이거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 호수는 맑고 고요하고 청정하다. 이곳에 조개류나 모래와 

자갈이나 물고기의 무리가 움직이거나 서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은 마음이 삼매에 들거나 청정해지고 

고결해지고 티끌없이 오염을 여의어 유연해지고 적응성이 뛰어나 부동에 

도달하여, 마음의 번뇌를 부숨에 대한 궁극의 앎으로 마음을 지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하여,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고 존재에 대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고 

무명에 대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합니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궁극의 앎이 일어나며,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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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압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또 다른, 현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의 

보다 뛰어나고 보다 탁월한 결실입니다. 

  

대왕이여, 이것과는 다른, 현세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의 

보다 뛰어나고 보다 탁월한 결실은 없습니다.” 

  

(Sāmaññaphalasutta-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 디가니까야 D2,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말씀 하신 수행자의 결실은 ‘윤회의 종식’이다. 청정범행을 

닦아 더 이상 태어남을 가져오는 업을 짓지 않았을 때 수행자의 삶에 

대한 결실은 완성되는 것이라 하였다.  

  

책의 출간에 대하여 

  

이렇게 본다면 수행하는 것 외 다른 행위는 ‘엉뚱한 짓’에 해당된다. 

본업인 수행과 포교를 내 팽개친채 취미생활에만 몰두 하는 것은 

S 스님의 말대로 ‘엉뚱한 짓’에 해당된다. 점이나 사주관상을 봐주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음식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가면 책을 내는 행위 역시 본분과 

어긋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출가자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은 

전승되어온 경전으로 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고 

가격을 매겨 판매하고 더구나 판매된 책에 대하여 ‘인세’을 

받는다면 출가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 본다. 출가자가 책을 쓰기 

위하여 출가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어떤 경제적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범주에 ‘번역’도 

포함시킨다면 너무 과도한 것일까? 

  

번역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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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승이 있다. 외국어로 된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스님을 말한다. 

이런 번역승은 각국마다 있을 것이다. 먼 과거에는 ‘구마라즙’이나 

‘현장스님’이 유명하였다. 요즘 영어권에서는 ‘빅쿠보디’나 

‘빅쿠냐마몰리’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번역하는 것은 빅쿠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빅쿠들의 암송에 의하여 가르침이 전승되어 왔고, 빅쿠들이 문자로 

기록 하여 가르침이 보전 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빅쿠들의 번역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번역된 책을 출판하여 값을 매겨 

판매하고 이득을 취한다면 빅쿠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번역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번역가라 한다. 번역을 하기 위한 식견과 

소양을 갖춘 자를 말한다. 경전 번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번역은 학자나 전문번역가들의 고유영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출가수행승이 오로지 번역에만 매진 한다면 이는 출가자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또 한편 번역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더구나 

출가자자가 번역된 것을 책을 만들어 영리를 취한다면 출판인이라 볼 수 

있다. 머리 깍은 스님이 현세에 열반실현이라는 본분은 내버려 둔채 

번역과 출판에만 몰두 한다면 스님이 아니라 번역가나 출판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차라리 승복을 벗어라 

  

우리나라에서 매년 3월 경에 불교박람회가 열린다. 연등축제에 이어서 

또 하나의 불자들의 대잔치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스에 가보면 

스님들이 앉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소위 ‘화가스님’을 

말한다. 또 사찰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도 있다. 이런 스님들을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차라리 승복을 벗어 버리고 ‘전업’으로 

나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360 

 

 
  

   

  

  

  

스님이면서 동시에 화가라면 대체 본업은 어떤 것일까? 다음생에 

태어나도 다시 스님으로 살아 갈 수 있을까?  

  

스님들이 부업을 가지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비추어 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스님이라 불러야 

할지 작가로 불러야 할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 이렇게 스님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라면 무어라 불러야 할까? 차라리 승복을 벗어라! 

  

  

2014-05-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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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스님들이 장사하나? 신도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승가 

  

  

  

스님들이 장사를 하다니! 

  

최근 교계신문사이트에 따르면 조계종에서 단행된 인사소식을 짤막하게 

전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띈 것은 “수익사업담당 종책특보에 설암 

스님(전 사회국장), 사찰음식 담당 종책특보에 대안 스님이 

임명됐다.(불교닷컴, 2014-05-30)”라는 내용이다. 불교와 전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수익사업’이라는 말이 충격을 준다. 

수익사업이란 좋게 말하면 ‘비즈니스’이고, 천박하게 말하면 

‘장사’를 뜻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불자들은 스님들이 마치 이슬만 먹고 살고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 

같은 성스런 존재로 여긴다. 그런데 신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니 

이게 왠말인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사를 해 왔다. 특히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문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본격화 되었다. 장례사업, 생수사업, 음식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폐업을 결정한 사찰음식전문점 

  

조계종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승단에서 

음식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 사찰음식이다. 그렇다면 사찰음식사업은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 교계신문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1 층에 입주한 발우공양 공감(대표 대안 

스님)이 끝내 폐업했다. 2011 년 5 월 4 일 문을 연 이후 33 개월 만에 

적자가 가중되면서 지난 21 일 문을 닫았다. 조계종 총무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종무회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 월 말 폐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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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우공양 공감 폐업 원인은 적자였다. 개점이후 폐업 결정 때까지 적자 

폭이 약 6,000 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약 4,000 만 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센터는 1층에 입주한 발우공양 공감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0 월말 ‘발우공양 공감 사업 

종료’를 총무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협조를 요청했다.총무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제선센터 관계자들이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뒤 

사업단장과 선센터 주지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총무원은 지난해 12 월 초 부·실장 간담회를 거쳐 폐업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키로 했고, 12 월 24 일 종무회의에서 최종 폐업이 결의됐다. 

총무원과 사업단은 1월초 발우공양 공감 관리인 대안 스님에게 폐업에 

따른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1 월 21 일 최종 폐업했다.  

 

발우공양 공감은 국제선센터 1 층 약 70 평의 공간에 80 석 규모로 문을 

열었다. 위탁관리는 금당사찰음식문화원(원장 대안 스님)이 맡았다. 

  

(국제선센터 발우공양 공감 ‘폐업’, 불교닷컴 2014-02-06) 

  

  

기사에 따르면 국제선센터 내부에 있는 사찰음식전문점이 폐쇄 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누적된 적자에 따른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다. 

  

사찰음식전문점은 조계종총무원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승총무원장스님이 뉴욕과 파리에서도 사찰음식을 선 

보였고, 사찰음식에 대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리에 사찰음식전문점을 내고자 프랑스의 유명 

업체와 협의도 있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키우고자 하였던 

것이 사찰음식이다. 그런데 총무원에서 설립한 사찰음식전문점이 찾는 

이들이 없어서 폐업 되었다니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조계종총무원에 직영하는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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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블로그내 검색을 하여 보면 ‘1) 조계종 총무원은 종교단체인가 

이익단체인가(2012-06-21), 2) 수익사업에 뛰어든 스님들과 승단(2013-

01-19), 3) K 팝처럼 한류열풍을 기대한다고, 총무원의 사찰음식 

대중화(2011-08-09)’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글을 통하여 과연 

종교단체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현재 조계종총무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o 사 업 내    용 비   고 

1 생수사업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란 상표 

-산업재산권(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함 

-하이트진로그룹 

'석수&퓨리스'와 함께 

생수를 판매 계약 

-500ml, 2L,18.9L 생수 3 종 

-전국의 조계종 소속 사찰 

불교용품점 등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 

-자승스님의 적극홍보 

2 사찰음식사업 -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香積世界)’ 

운영 (국제선센터의 지하) 

-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현재 3 호점) 

-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갈르리 

라파예트 본관에서 한국 

사찰음식을 전시 · 

판매할 계획 

- 조계종 문화사업단에서 

추진 

-총무원장의 뉴욕과 파리 

방문시 사찰음식 적극 홍보 

3 상조사업 -재향군인상조회와 

(주)향군가족 과 

영업협약체결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가입캠페인 벌임 

4 출판사업 -조계종출판사를  

주식회사로 전환 

- 종단의 인쇄물을 모두 

조계종출판사를 통해 제작 

-불교 서적 전문총판인 

운주사와 법우당 등에 총판 

사업 업무 제휴 

-전국 100 여 곳에 달하는 

사찰 내 서점에 불교 서적을 

공급 계획 

출처: 조계종 총무원은 종교단체인가 이익단체인가(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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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2012 년에 작성된 것이다. 표를 보면 조계종총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생수사업, 사찰음식사업, 상조사업, 출판사업 이렇게 

네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찰음식사업에 대단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총무원에서 직영하는 사찰음식직영점이 조계사 앞에도 

있고 신정동 국제선센터 앞에도 있다.  

  

사찰음식점에서 술도 

  

그런데 총무원직영음식점에서는 청결한 사찰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식사와 곁들이는 반주도 이곳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다. 일반 주류가 아닌 곡차다. (절집 밥상… 곡차 한잔… 오묘한 

法華의 깨달음, 이코노미리뷰 2011, 5.13)”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사찰음식점에서 술도 팔고 있는 것이다. 술은 불자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음식전문점에서 술을 팔다니 이래도 되는 

것일까?  

  

유별난 스님들 

  

우리나라 스님들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등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TV 를 보면 종종 ‘유별난 스님들’이 출연한다. 이를 

저속하게 표현하면 ‘별종스님들’이다. 남보다 튀어야 돋보이듯이 별난 

행동을 하는 스님들이 예능계에서는 특종대상인가 보다.  

  

별종은 신부나 목사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 TV 에서 신부나 

목사들이 별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스님들은 유별나다. 머리를 깍고 승복을 걸쳤다면 인천의 

스승으로서 위의를 갖추어야 하나 마치 연예인들이 장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개인기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세상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들 

  

스님들은 이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다. 부모형제와도 인연을 끊고 

새롭게 살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머리를 깍는 순간 이전의 자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 머리를 깍고 회색승복을 걸쳤다는 것은 

다시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가라는 것은 이전의 자신은 

죽었고, 출가를 통하여 거듭태어남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이유 

내지 출가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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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속사람들이 하는 장사를 한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세상에서도 그다지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다. 점을 보고, 사주관상을 보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무용을 하고, 음식을 하는 등 세상사람들이나 해야 할 일들을 스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서 그것도 

총무원에서 직접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생수사업, 

사찰음식사업, 상조사업, 출판사업을 말한다. 

  

어떤 근거로 수익사업에 뛰어 든 것인가? 

  

그렇다면 조계종총무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수익사업에 뛰어 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불교포커스에 올려진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조계종수익사업 컨설턴트회사의 대표가 쓴 글이다. 글에 따르면 

불교계가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것을 열거 

하였다.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사업이 불조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가.  

둘째, 그 사업에 불교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가.  

셋째, 사업을 통해 대중을 선도하거나 포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가. 

넷째, 그 사업이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 등의 공익성을 띄고 있는가. 

다섯째, 사람과 일을 조직하고 키워가는 사업인가. 

마지막으로 명분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점이다. 

  

(불교적 수익모델의 길 -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 3, 불교포커스 2011-03-31) 

  

  

이 글은 경영컨설팅 ‘산림(山林)’의 대표인 김관태님이 작성한 

글이다. 주로 사찰의 경영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글을 보면 불교수익사업 당위성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마지막 항목에 “명분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말이 있다. 

현재 조계종총무원이 생수사업, 사찰음식사업, 상조사업, 출판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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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가격에도 중도(中道)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던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을 한다면 매출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갖가지 전략과 경영기법이 도입된다. 이처럼 돈벌기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비즈니스이다. 그럼에도 출가수행자들이 수익사업에 

뛰어 들었다니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행위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주고받기(Give & Take)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주고받기를 잘 해야 

거래가 성립 될 수 있다. 그것은 가격으로 나타난다. 

  

스님들이 장사를 한다는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까?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스님에 따르면 

불교적 해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중도’라 

한다. 중도의 정신으로 가격을 매기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가격중도’라 하였다.  

  

가격중도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도사상을 적용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가격중도의 예가 하나 있다. 

  

가격중도로 결정된 국수값이 4,000 원 

  

조계사에 가면 조계종총무원에서 직영하는 국수집이 있다. 이름하여 

‘승소(僧笑)’라 한다. 국수는 수도승도 미소 짓게 할 정도로 스님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 한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가서 

먹어 보았다.  

  

승소의 국수가격은 4,000 원이다. 국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밥은 자유롭게 

셀프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끼 식사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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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맛은 어떨까? 시중에서 먹는 국수맛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4,000 원으로 가격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된 가격중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몇 해전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승려도박사건 주인공중의 하나인 T 스님은 

가격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승소의 메뉴는 비빔국수, 열무국수, 미역옹심이국수 등 세 가지다. 

식당에서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조계사를 방문해 매점에서 파는 식권을 

사와야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사찰 구내식당이다. 한 그릇 값은 4000 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짜도 아니다. 토진 스님의 독특한 

'중도(中道) 실천 생산불교'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도'란 

유(有)와 무(無), 고(苦)와 낙(樂) 등의 대립과 집착을 떠나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국수 한그릇에 담은 中道… 탐욕 쏙 빼고 깨달음 팔다, 오마이뉴스 

2011-07-22) 

  

  

T 스님은 국수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국수 한 그룻에 4,000 원을 

책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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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무식을 폭로하고 가르침을 모독하는  

  

국수한그릇에 4,000 원이라는 금액은 사람에 따라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싼 값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찰에서 파는 음식치고는 그다지 싼편이 아니다. 

시중에서는 3,000 원부터 국수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는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 4000 원 이상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총무원직영점에서 운영하는 가격중도라는 것은 

‘중간값’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사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만일 가격중도에 대하여 중간값 개념으로 본다면 

부처님의 중도사상은 ‘중간길’로 되어 버린다. 3 차로가 있을 때 

중간길을 말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중간길이 아니다. 부처님의 중도사상은 

중간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길’을 의미하다. 그 바른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S56.11)”라 하였다. 그럼에도 음식가격을 

매기는데 있어서 양극단을 거론하며 ‘가격중도’ 운운한다면 이는 

스스로 무식을 폭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모독이라 본다. 

  

명분으로 삼은 부처님의 전도선언 

  

사찰경영컨설턴트 전문업체 대표에 따르면 종단에서 수익사업을 추진 할 

때 “그 사업이 불조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가?”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종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경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컨설턴트는 

‘전도선언’을 소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포교를 명하신 전도 선언에서 무슨 사업의 기준이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안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인가,  

둘째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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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인가,  

넷째 ‘조리와 표현을 갖춘’것인가,  

다섯째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교적 수익모델의 길 -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 3, 불교포커스 2011-03-31) 

  

  

어떤 일이든지 명분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불교에서 수익모델을 선정하여 

사업화 하는 것이 그렇다. 그런데 명분으로 삼은 것이 부처님의 

전도선언이다.  

  

전도선언은 ‘1)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2)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 3)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4) 조리와 표현을 갖춘, 5)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6)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렇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이 

조건에 맞아야 사찰수익사업에 적합한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종단수익사업을 위한 당위성은? 

  

그렇다면 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어떤 명분을 부여 하였을까? 

컨설턴트의 글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전도선언(S4.5) 수익사업당위성 

1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공익성을 띄고 있어야 함 

2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 

자연과 환경에 문제가 

없어야함 

3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시작과 결말이 모두 좋아야 

함 

4 조리와 표현을 갖춘 명분이 있어야 함 

5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 

6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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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 항목에 대하여 네 가지에 대하여 수익사업당위성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억지춘향격’이다.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원치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함을 이르는 말’이지만, 조계종의 

수익사업당위성을 보면 ‘억지당위성’이 엿보인다. 장사 또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억지로 꿰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특히 세 번째 항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에 

대하여 ‘시작과 결말이 모두 좋아야 함’이라 한 것은 가격중도를 

연상케 할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이다. 

  

전도선언의 본래 의미는? 

  

조계종총무원에서 수익사업당위성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던 

전도선언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선언문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Caratha bhikkhave cārikaṃ bahujanahitāya bahujanasukhāya 

lokānukampāya atthāya hitāya sukhāya devamanussānaṃ. Mā ekena dve 

agamittha. Desetha bhikkhave dhammaṃ ādikalyāṇaṃ majjhekalyāṇaṃ 

pariyosānakalyāṇaṃ sātthaṃ sabyañjanaṃ kevalaparipuṇṇaṃ 

parisuddhaṃ brahmacariyaṃ pakāsetha.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라. 수행승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Dutiyamārapāsasutta-악마의 올가미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4:5, 

전재성님역) 

  

  

초불연 각묵스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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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梵行)을 드러내어라. 

  

(Dutiyamārapāsasutta-마라의 올가미 경, 상윳따니까야 S4:5, 

각묵스님역) 

  

  

같은 부분에 대하여 빅쿠보디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Wander forth, 0 bhikkhus, for the welfare of the multitude, for the 

happiness of the multitude,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for 

the good, welfare, and happiness of devas and humans. Let not two 

go the same way. Teach, 0 bhikkhus, the Dhamma that is good in the 

beginning, good in the middle, good in the end, with the right 

meaning and phrasing. Reveal the perfectly complete and purified 

holy life.  

  

(Mdra's Snare, CDB S4.5, 빅쿠보디역) 

  

  

  

불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언문에 여러 가지 전도요청사항이 있다. 그 중에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ādikalyāṇaṃ majjhekalyāṇaṃ 

pariyosānakalyāṇa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전협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에서 처음은 계행, 가운데는 멈춤과 통찰과 길, 

마지막은 경지와 열반을 말한다. (Srp.I.172)”라고 주석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라는 말은 단지 좋은 말이라는 

표현이라기 보다 빠짐 없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말과 같다. 이는 불교의 



372 

 

목적이 단순하게 ‘행복’을 추구한다라기 보다 궁극적으로 열반에 

있음을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빅쿠보디의 CDB 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Spk explains the threefold goodness of the Dhamma in various ways 

pertaining both to practice and doctrine. For example, virtue is 

the beginning; serenity, insight, and the path are the middle; the 

fruits and Nibbiina are the end; 

  

  

(CDB 273 번 각주, 빅쿠보디) 

  

  

이렇게 주석에서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라는 말에 대하여 

‘처음은 계행, 가운데는 멈춤과 통찰과 길, 마지막은 경지와 열반을 

말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도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이와 같은 전도선언을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 각주를 보면 “율장(Vin,i.20)에서는 위 ‘마라의 

올가미경’1(S4.4)에 해당하는 가르침의 앞에 본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율장에서 전도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초불연 번역서에는 율장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성전협에서는 율장이 번역되어 출간 되었다. 

율장 대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 존자들에게 구족계가 되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들 수행승들에게 법문으로 교화하고 가르침을 주었다. 세존께서 

법문으로 교화하고 가르침을 주자, 그들의 마음은 집착없이 번뇌로부터 

해탈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때 예순한 명의 거룩한 님이 생겨났다. 

  

(율장대품, 오십명의 재가친구 출가이야기,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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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전도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야사와 야사의 친구가 출가함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모두 아라한이 되었을 때 경에 따르면 

“예순한 명의 거룩한 님이 생겨났다.”라 하였다. 61 명에는 부처님도 

포함되어 있다. 부처님도 아라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번뇌 다한 

거룩한 성자들이 전도사가 되어 법을 전파하였을 때 그 영향은 어떤 

것일까? 

  

거룩한 사람을 접하였을 때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을 접하였을 때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다. 

그것은 인품이나 인격뿐만 아니라 청정한 기운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거룩한 사람 앞에서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 커다란 

희열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다한 아라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아라한에 대한 번역어가 있다. 전재성님은 ‘거룩한 

님’이라 하였다. 번뇌가 다하여 청정한 삶을 살아 가는 성자로서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초불연 번역을 보면 한역경전 그대로 아라한이라 

하였다. 이는 빠알리어 그 자체와 같다. 그런데 ‘거룩한 님’이라 

하였을 때 그 어감이 다르다. 거룩한 자는 바로 성스런 자, 성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왜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였을까? 

  

61 명은 모두 아라한들이다. 부처님을 포함하여 61 명의 아라한들은 모두 

거룩한 님들이다. 이런 거룩한 님들에게 부처님은 전도명령을 내렸다. 

단 조건이 있다. 그것은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Mā ekena dve 

agamittha)”라 하였다. 부처님은 왜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다음 지식 Q&A 를 보니 다음과 같은 답이 있다. 

  

  

1) 같은 길을 가지 마라고 하신 것은 가급적인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보다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2)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마라, 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열심히 

포교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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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이 함께 가지 말라는 것은 가르침의 이치를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르침의 이치가 같고 도달한 목적지가 같다면 둘이 

아니라 백명이 함께 한들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둘이 함께 같은길을 가지마라?, 다음 지식 Q&A) 

  

  

둘이서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답이 있다. 

첫번째 것을 보면 가급적 널리 포교하기 위한 방법이라 한다. 두번째는 

혼자서 열심히 포교하라는 의미라 한다. 세번째는 교리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마쓰다니 후미오의 견해는? 

  

둘이서 한길로 함께 가지말라는 것에 대하여 일본불교학자 마쓰다니 

후미오의 견해가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라."는 붓다의 

말씀의 뜻도 스스로 명백해진다. 여기에는 박해의 예상이란 조금도 

없었음이 확실하다. 오직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가는 

것이니까. 또 사람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도 

생각되어 있지 않다. 오직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이 법은 

설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전도의 정신은 붓다의 전 생애를 

일관하여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또 수천 년에 걸친 불교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불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전파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 

전도는 평화와 환영 속에 수행 되었고, 불교의 이름 밑에 피를 흘린 

역사는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두가 교조 붓다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마쓰다니 후미오) 

  

  

마쓰다니 후미오에 따르면 홀로 떠나는 것에 대하여 박해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기독교에서 “둘씩 둘씩 보내시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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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대조되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혼자 전도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불교는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이라 한다. 

한손에는 코란, 한손에는 칼을 들도 포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룩한 사람을 보았을 때 

  

“둘이서 한길로 함께 가지말라”는 것에 대하여 인터넷 지식사이트와 

마쓰다니 후미오의 견해를 보았다. 개인적인 견해를 들라면 이렇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전도명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아라한들이다. 거룩한 님들이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을 접하였을 때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질 

것이다. 그리고 희열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도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과 다름 없다. 그럴 경우 둘이서 떠날 필요가 없다. 혼자 

떠나서 전도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경에서는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Mā ekena dve agamittha)”라 하였다. 모두 

아라한이기 때문에 굳이 둘이서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처님은 둘이서 함께 같은 길을 가지말라고 하였다. 이는 아라한 

한명으로도 교화가 충분함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아라한들이 이미 준비된 자임을 뜻한다. 이미 알만큼 알고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홀로 출발해도 충분한 것이다. 이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율장대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도선언 이전의 

경에서 “세존께서는 그들 수행승들에게 법문으로 교화하고 가르침을 

주었다.(율장대품)”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다.  

  

율장대품에 따르면 60 명의 아라한들은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방법에 

대하여 배운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법문으로 교화하고 가르침을 

주어 깨달았듯이,  아라한들 역시 전도지에서 똑 같은 방식으로 법문을 

하고 교화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둘이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전도선언에 설명되어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ādikalyāṇaṃ majjhekalyāṇaṃ pariyosānakalyāṇ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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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5)”이라는 말이다.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펼치라는 것이다.  

  

왜 가르침을 빠짐없이 전해야 하는가 

  

전도선언에서 중요한 말이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를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전재성님역)” 또는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각묵스님역)” 

또는 “with the right meaning and phrasing (바른 의미와 어법과 

함께, 빅쿠보디역)”라고 볼 수 있으나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빠짐 

없이 가르침을 설하라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계정혜삼학과 

열반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차제설법을 뜻한다. 초심자에게는 

도덕적이고 봉사하는 삶에 대한  시계생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무르익으면 사성제와 같은 근본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로지 보시만 강조하여 시계생천가르침에 머문다면 이는 

전도선언의 정신에 어긋난다. 절에 10 년, 20 년, 30 년을 다녀도 오로지 

보시만 이야기 할 뿐 사성제나 연기의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가르침을 설하라고 특별주문 하였던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빠짐 없이 전달하라는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이는 디가니까야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서는 전도선언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나 율장대품에서는 볼 수 없는 문구가 추가 되어 

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tasmātiha bhikkhave ye te 2 mayā dhammā abhiññā desitā, te vo 

sādhukaṃ uggahetvā āsevitabbā bhāvetabbā bahulīkātabbā yathayidaṃ 

brahmacariyaṃ addhaniyaṃ assa ciraṭṭhitikaṃ. Tadassa 

bahujanahitāya bahujanasukhāya lokānukampāya atthāya hitāya sukhāya 

devamanussānaṃ  

  

katame ca te bhikkhave dhammā mayā abhiññā3 desitā, ye vo4 

sādhukaṃ uggahetvā āsevitabbā bhāvetabbā bahulīkātabbā yathayid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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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hmacariyaṃ addhaniyaṃ assa ciraṭṭhitikaṃ. Tadassa 

bahujanahitāya bahujanasukhāya lokānukampāya atthāya hitāya sukhāya 

devamanussānaṃ. Seyyathīdaṃ,  

  

cattāro satipaṭṭhānā, cattāro sammappadhānā, cattāro iddhipādā 
pañcindriyāni, pañcabalāni. Satta bojjhaṅgā,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가르침을 곧바로 알아 설했는데, 그대들은 그것을 

잘 배워서 곧 청정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많은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섬기고 닦고 반복해서 실천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어떠한 가르침을 곧바로 알아 설했는데, 그대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 곧 청정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많은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섬기고 닦고 반복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네 가지 새김의 토대, 네 가지 올바른 노력, 네 가지 신통의 

기초, 다섯 가지 능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고리,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마하빠리닙바나경-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 전재성님역) 

  

  

마하빠리닙바나경(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37 조도품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어서 전도선언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도선언과 

다른 점은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닦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도선언의 목적에 대하여 대부분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선언문에서 “많은 사람의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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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bahujanasukhāya)”라는 문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가 전도할 수 없다. 계행이 엉망인자가 전도한다고 하였을 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계행을 잘 

지키는 자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자 역시 가르침을 설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계정혜 삼학이 완성된 자이어야만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디가니까야에서는 “어떻게 닦고 

반복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의면서 ‘네 가지 새김의 

토대(사념처)’ 를 시작으로 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인 

37 조도품을 닦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전도선언이라는 것이 단지 부처님의 말씀을 빠짐 없이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전도자 자신이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함을 

말한다. 그래야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장사꾼, 승가는 이익단체 

  

조계종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종교단체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사업, 사찰음식사업, 상조사업, 

출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총무원에서 ‘직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발한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다. ‘가격중도’로 하여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패러디 하고 있는가 하면,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수익사업에 진출한 당위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모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가르침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출가수행자와 승단은 어떠한 수익사업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스님들 누구나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수행자라 볼 수 없다. 만일 수행자가 장사를 한다면 그는 

‘장사꾼’이지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니다. 이는 “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Sn3.9)”라는 가르침이 말해 준다. 

더구나 종단에서는 대규모 생수사업, 사찰음식사업, 상조사업, 출판사업 

등 직영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 불교종단이라 볼 수 

없다. 하나의 사업체를 꾸려 가는 ‘이익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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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가르침을 왜곡하여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스님들은 

장사꾼이고 종단은 이익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 

  

신도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혀 맞지 않는다. 

또 수행과 포교라는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다. 부처님은 스님들에게 

수행하고 포교하라고 명령하였지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가니까야에 표현된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Ime kho bhikkhave dhammā mayā abhiññā desitā. Te vo sādhukaṃ 

uggahetvā āsevitabbā bahulīkātabbā yathāyidaṃ brahmacariyaṃ 

addhaniyaṃ assa ciraṭṭhitikaṃ, tadassa bahujanahitāya 

bahujanasukhāya lokānukampāya atthāya hitāya sukhāya 

devamanussānanti. 

  

“수행승들이여,  

내가 이러한 가르침을 곧바로 알아 설했는데,  

그대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 곧,  

청정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섬기고 닦고 반복해서 실천해야 한다.”(D16. 94) 

  

  

이렇게 본다면 청정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포교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정한 삶을 살아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중생들에 대한 이익과 

행복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뭇삶들도 고통에서 해방되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르침을 따르면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라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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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정한 삶을 살아 가는 님에게 공양하였을 때 커다란 공덕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 받으니,  바른길로 가신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 

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 (stn227)”라 

하였다. ‘복밭(福田, puññakkhetta)’이 되면 공양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스님들이 부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승가에서는 소탐대실만 초래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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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순백색의 산딸나무꽃을 보며 

  

  

  

서울대공원 장미원에서 

  

매년 이맘때쯤 가는 곳이 있다. 서울대공원 장미원이다. 5 월말부터 

6 월말까지 한달 동안 장미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갖가지 색깔을 가진 

수많은 종의 장미가 일제히 피기 때문에 장미의 계절이 되면 사람들로 

넘쳐 난다.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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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피는 꽃 

  

장미원에 가면 장미만 보는 것이 아니다. 장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나무에 피는 꽃이 있다. 

‘산딸나무꽃’이다. 마치 팔랑개비처럼 생긴 꽃이다. 그래서 장미가 필 

무렵 장미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산딸나무꽃을 구경하는 기대도 

가지고 간다. 올해 역시 산딸나무꽃이 어느 해 보다 멋지게 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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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백색의 산딸나무꽃 

장미의 계절에 장미원에 가면 이제 장미를 보는 것 보다 산딸나무를 

쳐다 보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산딸나무꽃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다. 열심히 장미 앞에서 포즈를 잡고, 장미를 찍고 있지만 

산딸나무의 존재를 아는 이는 드믄 것 같다. 그런 산딸나무꽃은 올해 

유난히도 순백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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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원산이라고 

  

산딸나무에 대하여 검색을 해 보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산딸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하고 한국이 원산이라 한다. 학명은 Cornus kousa 라 

한다. 온대 중부 이남의 산에서 자라며, 관상수로 심기도 하는데 키는 

5~10m 정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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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나무가 모두 층층나무과에 

  

산딸나무꽃은 매년 관찰한다. 층층나무와 함께 봄이 되면 관찰하는 

꽃이다. 그래서 매년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긴다. 그런데 위키백과의 

설명을 보니 산딸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한다고 한다. 층층나무에 

대해서는 지난 5 월초에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축복의 

경(2014-05-0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좋아하는 나무가 모두 층층나무과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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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때 

  

층층나무를 비롯하여 산딸나무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꽃이 

나무에서 핀다는 것이다. 그것도 순백색의 꽃이다. 그래서 기품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층층나무와 산딸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층층나무는 5 월이고, 산딸나무는 6 월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딸나무꽃이 

필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 되는 초여름에 해당된다. 이처럼 

나무 가지 끝에서 순백색의 산딸나무꽃이 필 때쯤 되면 다음과 같은 

게송이 떠 올려 진다. 

  

  

Vanappagumbe yathā phussitagge  와납빠굼베 야타- 풋시딱게 

Gimhānamāse paṭhamasmiṃ gimhe,  기마-나마-세  빠타마스밍 기메 

Tathūpamaṃ dhammavaraṃ adesayi  따투-빠망 담마와랑 아데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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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mpi budd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붓데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여름날의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림이 가지 끝마다 꽃을 피어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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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stn233) 

  

(Ratanasuttaṃ-보배의 경, 숫따니빠따-Sn 2.1, 전재성님역) 

  

  

숫따니빠따 ‘보배의 경(Sn 2.1)’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배경은 테라와다불교의 예불문이자 

동시에 수호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게송에서 여름날의 첫더위가 언급되어 있다. 이는 혹서기가 시작 

되었음을 말한다. 인도에서는 혹서기, 우기, 건기 이렇게 세 개의 

계절이 있는데 혹서기는 3 월에서 6 월에 해당된다. 게송에서 여름날의 

첫 더위라 하였을 때 이는 인도의 3 월에 해당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6월에 해당 될 것이다.  

  

이렇게 여름이 시작 되면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처럼 첫더위가 오면 

숲에서는 일제히 꽃이 필 것이다. 그것도 나뭇가지에 피는 꽃을 말한다. 

그래서 “여름날의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림이 가지 끝마다 꽃을 

피어내듯”라고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꽃’이 키워드이다. 꽃에 

대하여 ‘묘법’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 묘법은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말한다. 그 묘법이란 무엇일까?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방법을 

  

부처님은 게송에서 “Nibbānagāmiṃ paramaṃ hitāya”라 하였다. 이는 

열반으로 이끄는 이로운 가르침이자 궁극적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타닛사로빅쿠’의 번역을 보면 “for the highest benefit, 

leading to Unbinding”라 하였다. 가장 이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런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사성제를 말한다.  

  

사성제에 대한 수행방법은 팔정도라 볼 수 있다. 초기경을 보면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사성제와 팔정도가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자 핵심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마다 근기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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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37 조도품이라 볼 수 있다. 37 조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로 구성 되어 

있어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름날 첫 더위가 올 때 나뭇가지 끝마다 꽃들이 

핀다는 것은 개개인의 도가 완성되는 것과 같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도를 이루어 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유일한 길인가 하나의 길인가?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열반에 이르는 묘법을 주었다. 그 묘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이 37 조도품이라 볼 수 있다. 각자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수행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어느 길로 가든지 

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37 조도품을 구성하고 

있는 ‘사념처’ 역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번역서는 

‘유일한 길’이라고 번역 되어 있다.  

  

초불연의 번역서를 보면 사념처에 대하여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니, 그것은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M10)”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오역’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빠알리어 ‘ekāyana’에 

대하여 ‘유일한 길’ 뜻으로 보기 때문이다.   

  

‘에까야나’는 ‘유일한 길’로만 번역되지 않는다. 성전협 전재성님은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새김의 토대이다.(M10)”라고 하여 

‘하나의 길’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ekā 가 one 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를 뜻하는 ‘에까’에 대하여 ‘유일’이라고도 하고 

‘하나’ 라고도 하여 번역하기 때문에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니(초불연)”와 “하나의 길이 있으니(성전협)”라고 전혀 다르게 

번역 되는 것이다. 마치 하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라 볼 수 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사념처는 열반에 이르는 하나의 길로 본다. 만약 

유일한 길로 본다면 사념처 이외에 해당 되는 수단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37 조도품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은 사념처 

뿐만 아니라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도 있기 

때문이다. 각자 근기에 맞게 수행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념처수행에 대하여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니”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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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에 지나지 않고 오역이라 본다. 사념처는 팔정도 등과 함께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길로 보기 때문이다. 

  

여름날의 첫 더위가 오면 

  

산딸나무꽃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장미원에 가서 장미보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열심히 산딸나무꽃을 보았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될 때 나뭇가지에 소복하게 쌓여 있는 팔랑개비모양의 순백색의 

산딸나무꽃을 보면 “여름날의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림이 가지 

끝마다 꽃을 피어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stn233)”라는 게송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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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간은 지나도 글은 남는다, 누적조회수 4백만명을 맞이 하여 

  

  

  

폐사지를 보면서 

  

사찰순례를 다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복원 또는 중창된 것이 많다. 

그래서 백 년 이상 된 전각이 드믈다. 삼백년 이상된 전각은 더욱 더 

드믈다. 이렇게 오래 된 전각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 

‘소실(燒失)’ 되었기 때문이다. 불에 타버린 것이다. 불에 타기 쉬운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마에 약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전란 때문이다. 수 많은 전란이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 사찰의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보면 대부분 두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 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찰이 화마나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 되면 어떻게 할까? 크게 두 가지 

일 것이다. 하나는 복원불사를 하여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복원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 되는 것이다. 대부분 

복원되지 못하고 폐사지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석탑이나 당간지주 또는 댓돌 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폐사지를 보면 제행이 무상함을 느낀다. 한때 부처님을 모신 여법한 

가람이었을 텐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주춧돌만 남은 것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무상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건축불사에 올인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여법한 

가람을 가진 사찰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하였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이다. 

  

스님들을 위한 불사인가? 

  

어느 절에 가든지 불사가 끊이지 않는다. 사찰순례를 다니다 보면 

불사를 하지 않는 사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찾아 

오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크고 작은 불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와불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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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불사는 전각을 짓기 위한 매우 기초가 되는 불사이다. 보통 기와 

한장에 ‘만원’ 하는데 기와 뒷면에 가족의 이름과 태어난 해, 그리고 

소원을 적는다. 이외에도 동종불사, 석탑불사 심지어 ‘해우소불사’ 등 

매우 다양한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매년 불사를 하여 여러 

해가 지나면 여법한 가람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 동한 한국불교에서는 끊임 없이 불사를 해 왔다. 앞으로도 끊임 없이 

불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좀처럼 절 구경하기가 

힘들다. 절이 모두 산중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심산유곡에 절이 있다보니 큰 마음 먹지 않고는 좀처럼 가기 힘들다. 

그런 절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자 동시에 주거공간이기도 하다. 

  

일부 원력을 가진 스님들은 불사를 열심히 하였다. 그런 노력에서인지 

어디를 가든지 신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여법한 사찰건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스님들의 역량에 따라 불사의 규모도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혜국스님을 들 수 있다.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혜국스님’은 불사이야기를 하였다. 정각원 정도 

되는 전각이 무려 18 개나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사람의 원력에 따라 

대궐 같은 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불사가 도시가 아닌 

산중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결국 스님들을 위한 

불사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에 뿌리가 없다 보니 

  

한국불교는 정치로 따지자면 ‘전국구’이다. 국회의원을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불교에는 전국구만 있을 뿐 지역구는 

없다. 지역에 기반을 둔 절이 없고, 전국의 불자들이 산사를 순례하는 

형식으로 유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에 뿌리가 없다 보니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들의 ‘쌈짓돈’으로 유지 되는 기형적인 불교가 되었다.  

  

스님들이 도시에 나오지 않는 한 한국불교의 희망은 없다. 산중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와 함께 신선처럼 사는 한 한국불교는 한세대만 

지나면 ‘소수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한국불교의 스님들은 산중에서 “세월아 네월아”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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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이 산속에서만 살다보니 도시는 온통 십자가천지가 되었다. 

도시에서는 절 구경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현실세계에서 불교는 없다.  

  

왜 인터넷불사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이버세상’에서도 불교를 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람 사는 곳에 절이 보이지 않듯이 인터넷에서도 

역시 가르침을 접하기 힘들다. 스님들이 산중에다 불사를 열심히 하지만 

도시에서는 불사를 하지 않듯이 인터넷불사 역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스님들의 글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  

  

절은 현실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상공간에서도 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이 반드시 현실공간에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 누구나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시대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절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로지 

산중에다만 불사를 하는 한국불교 현실에서 인터넷공간에 절을 만드는 

불사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한국불교에서 인터넷불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찰마다 

홈페이지가 있기는 하지만 철지난 식품처럼 오래 된 글이 대부분이다. 

업데이트도 이루어지지 않고 새글도 올라 오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교회와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신대승운동보다 

신불교운동을, 동네에 사찰이 제로인 현실에서(2009-09-24)’와 

“법구경 위젯을 만들어 주세요!”온오프라인의 불교 불모지대를 

보며(2012-08-1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한국불교는 도시에서 절 구경하기 힘들지만 인터넷에서도 역시 볼만한 

홈페이지 구경하기 힘들다. 이는 도시라는 현실세계에서도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에서도 불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두 세계에서 모두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산중에만 불사가 집중되고 있다.  

  

도시에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스님들과 종단의 ‘직무유기’라 

본다. 또 사이버세상이라 볼 수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인터넷불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스님들과 종단의 직무유기라 본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비판도 감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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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조회수를 보니 4 백만명이 

  

대부분 스님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이버세상에 집을 짓고 산지 

만 9년이 되었다. 그리고 글을 쓴지 만 8년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많은 이들이 찾는다. 주로 불자들이지만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불자아닌 사람도 많이 찾는 것 같다. 그 중에는 타종교인도 

있을 것이다. 

  

금일 블로그 누적조회수를 보니 4 백만명이 넘었다. 이렇게 백만단위로 

바뀔 때 마다 소감문을 적었다. 이전에 작성한 글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연월일 누적조회 소  감  문 

1 2005-08-03 개설일 - 

2 2006-11-13 10 만명 블로그 조회수 10 만회 돌파에 즈음하여 

3 2009-01-23 100 만명 블로그와 조회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 

4 2010-01-10 200 만명 블로그 누적조회수 200 만명 돌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하여 

5 2012-05-26 300 만명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누적조회수 

300 만명을 맞이 하여 

6 2014-06-09 400 만명   

  

  

표를 보니 삼백만명에서 사백만명이 되기 까지 만 2년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단 한차례도 글이 메인뉴스에 실린 적이 없지만 2 년 만에 

백만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꾸준히 찾는 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평균 1,433 명 

  

누적조회수 사백만명에 이르기 까지 어떤 이들이 찾았을까? 아쉽게도 

연도별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통계리포트에 따르면 ‘월별’ 

자료를 볼 수 있다. 방문자와 페이지 뷰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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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방문자와 페이지 뷰 추이 

  

  

최근 1 개월간 방문자는 43,000 명에 달했다. 이를 30 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433 명이 방문하였다. 페이지뷰는 93,467 명인데 방문자 보다 두 

배 많다. 이는 방문자가 한번 방문하면 두 개의 글을 읽는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래프 추이를 보면 매달 5 만명 가량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불자 중에서 대부분 한 번쯤 다녀 

갔으리라고 보여진다. 

  

4050 이 37% 

  

다음으로 방문자분포에 대한 것이다. 최근 1개월간 월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한달간 연령별분포 및 성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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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분포를 보면 1위가 50 대로서 20%이다. 2 위는 40 대로서 17%이다. 

이렇게 4050 이 37%를 차지 하여 가장 많이 찾는 세대임을 알 수 있다. 

2030 의 경우 합하여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정도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하여 미래 한국불교에 대하여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 절에 

가면 젊은 사람을 볼 수 없고 나이 든 노보살만 앉아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2030 이 꾸준히 찾아 준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연령별 방문자 중에는 60 대 이상이 7%에 달한다. 나이 드신 세대들이 

꾸준히 찾아 준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연륜도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 앞에서 

잘난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자기검열하며 더 

잘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왜 여성방문자가 적을까? 

  

다음으로 남녀성별분포도이다. 그림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매우 

불균형이다. 남자방문자가 여자방문자 보다 거의 배에 달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마 블로그주인장이 남성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그 다음으로 딱딱한 교리위주이어서 일 것이다. 좀 더 부드럽고 

재미난 글을 올려서 여성방문자비율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전에 근거한 글을 써야 할 것이다. 

  

한달간 게시글 베스트를 보니 

  

올려진 글 중에 어떤 글을 관심을 보일까? 이에 대하여 최근 한달간 

게시글 베스트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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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간 게시글 베스트 

  

  

통계를 보면 1위가 ‘이 고뇌의 강을 건너서 

‘진흙속의연꽃’으로(2012-09-14)’로서 1,211 회에 달한다. 왜 이글이 

수위를 달리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검색으로 들어 오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검색창에 ‘진흙’까지만 쳐도 빨간글씨로 

‘진흙속의연꽃’이 자동으로 뜬다. 클릭하면 필명과 관련된 페이지가 

나오는데 가장 상단에 위치한 글이 바로 해당글이다. 그래서 

항상조회수가 수위로 랭크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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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 화면 

 

 

검색과 관련된 페이지를 보니 악의적인 제목의 글도 보인다. 제목의 

글만 본다면부정적 이미지를 줄 것임에 틀림 없다. 이처럼 제목부터 

부정적이라면 내용은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으로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광팬이 있으면 ‘안티’도 있는 것처럼 인터넷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보여진다. 다만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할 것이다. 

  

유입키워드를 보면 

  

통계리포트를 보면 유입키워드가 있다. 검색창에 키워드만 넣으면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들어 온 것일까? 최근 

한달간 통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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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간 유입키워드 

  

  

유입키워드 중에 필명인 ‘진흙속의연꽃’이 2,322 회로서 1 위 임을 알 

수 있다. 유입경로를 보면 다음 검색창을 들어 온 것이 2,017 회 이고, 

네이버 검색창을 들어 온 것이 1,086 회이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로그는 개방 되어 있지만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접근이 금지 되는 경우도 있다. 카페의 경우 등급을 매겨 

놓아 함부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카페의 경우 특정인에 

대하여 접근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 블로그 역시 접근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차단 기능이 있어서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고, 

심지어 비공개로 운영하여 원천봉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차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찾아 오는 모든 이에게 블로그는 개방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차단 조치를 하여 놓았다. 그것은 

스크랩금지와 댓글금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은 부정적 

현상을 보았다. 올린 글을 무단으로 가져 가서 ‘난도질’ 하는 가 하면 

악의적은 비난과 비방을 일삼기 때문이다. 그럴 때 마다 ‘난자’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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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다. 그래서 일체 퍼가지 못하도록 조치 하였다. 댓글을 금지한 

이유는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올린 글에 

대하여 항상 ‘엇박자’를 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한 이야기 또 하는 식의 글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든가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운다”라는 말을 들을 지 모른다. 그럼에도 스크랩금지와 

댓글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메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이메일로 요청하면 

  

문의 메일을 받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  드믈다. 평소 그렇게 엇박자를 

내던 이는 메일 한통 보내지 않는다. 틈만 나면 “아랫배에 

힘주고”라는 말을 정형구처럼 사용하던 이 역시 메일 한 통 없다. 

그러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메일도 받는다. 다음과 같은 글이다. 

  

  

연꽃님! 안녕하세요! 평소 연꽃님의 글을 애독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 때는 연꽃님의 글을 통째로 복사해서 회사로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불교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요즈음은 

그러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연꽃님의 그동안 

힘드셨던 부분도 백 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연꽃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엇에도 굴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이겨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는 연꽃님의 글을 한 

편이라도 더 읽고 싶은 저의 작은 욕심도 숨어 있다는 것 또한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글 많이 많이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 법우님) 

  

  

메일을 주신 법우님에 따르면 올린 글을 복사해서 읽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스크랩금지를 하여 놓았기 때문에 옮겨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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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안되고 인쇄도 안되어 불편함을 끼쳐 드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글을 이메일로 요청하면 보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본 글을 찾기 쉽도록 날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지만 

  

사이버세상에 집을 짓고 산지 만 9 년이 되었다. 햇수로는 십년이다. 그 

동안 직접 작성하여 올린 글이 2,620 개에 달한다. 이를 책으로 펴낸 

다면 수십권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책으로 펴낼 일은 없을 것이다. 

처음 글을 쓸 때는 당돌하게도 책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매일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책을 펴낸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글을 쓰고 더구나 하루 일과 중의 반을 할애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글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생활이 되었다. 그 동안 작성한 

글에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지만 글로서 

남았다.  

  

  

  

  

2014-06-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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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창극후보의 기독교우월주의 

  

  

  

문창극은 낙마할까 등용될까? 

  

문창극은 낙마할까 아니면 등용될까? 언론에 따르면 문창극을 추천한 

측에서는 정면돌파를 시도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총리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비판여론이 매우 높다. 

  

종편채널 네 곳에서는 이례적으로 총리후보자에 대하여 비판적 이었다. 

JTBC, MBN, TV 조선, A 채널 등 이른바 보수신문을 모태로 하는 

종편채널이다. 이처럼 보수송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로 교회에서 말한 동영상을 주고 비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종편의 행태는 이례적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보수적 인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이번 경우는 달랐다. 

그것은 문창국 후보의 충격적 발언에 대하여 ‘국민정서상’ 동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문후보의 발언에 공감하는 일본네티즌들 

  

문후보는 한국인들에게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DNA 가 아닌가 하며 

의문을 품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을 비하하고 스스로 한국인임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공산화 됐을 밖에 없었다”라고 하여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문후보의 발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문후보의 발언을 반기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네티즌들이 문후보의 발언에 공감하며 환호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문후보자는 개신교 장로이다. 교회장로로서 기독교관련 TV 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정신병원에 가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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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불교인으로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말도 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일제강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문 후보자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속으로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조 5 백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고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 2보]문창극 총리 후보자 "日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뉴시스 

2014-06-12) 

  

   

문후보는 일제 36 년의 지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다. 이런 

발언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인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동의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 

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논리가 ‘하나님 시련론’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두번째는 한국전쟁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하나님이) 남북분단을 만들어 주셨다.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은 

거의 공산주의에 가깝게 있었다.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에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난을 더 겪으라고 분단을 주셨고 6·25 까지 주셨다. 미군이 없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수 밖에 없었다. 6·25 는 미국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2보]문창극 총리 후보자 "日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뉴시스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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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도 하나님뜻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더 겪으라고 

분단을 주었고, 더구나 미국을 붙잡기 위해 준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분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하여 불교인은 동의할 수 없다.  

  

교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문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하여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이 있다. 

역사회원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문후보가 총리가 되면 삼일절이나 

광복절 행사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또 위안부할머니들의 

모임에서는 “미친 사람 아니고선 그런 말 할 수 없어”라고 하여 

정신병원에나 가 보아야 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창극후보가 온누리교회에서 발언한 사실을 보면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다. 그리고 불교인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종편채널에 출연한 일부 토론자들은 문후보가 교회에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교회에서는 문후보와 같은 발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한다. 

  

문창극후보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 오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시련론’과 

‘문명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시련론이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문후보는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는 말과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이를 

선물로 보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몇 년전 ‘이병철회장의 영적질문’에 

대하여 어느 신부의 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닥치고 

믿어라? 이병철회장의 24 가지 영적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2011-12-

2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병철회장이 생전에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진 것이 24 가지 

항목이다. 이 중 다섯 번째 질문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라는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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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신부는 무어라 답하였을까? 놀랍게도 문창극후보가 주장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이병철회장) 

  

답)  어쩌면 우리가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고통이다. 

이슬람 최고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1207-1273) 는 이렇게 말했다. 때로 

우리를 돕고자, 그 분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 생명이 피어난다 / 눈물이 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 신의 

자비가 드러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신을 믿을 건가, 말 건가 조차도 선택의 대상이다. 고통의 

뒤에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 뒤에는 자유 의지가 있다. 

  

(차동엽신부, [j Story]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중앙일보 2011-12-17) 

  

  

차동엽신부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사고와 

국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이 신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돕고자, 그 분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싯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제 36년이나 한국전쟁 역시 우리민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혹한 시련을 주었을 것이다.  

  

병주고 약주고 

  

차동엽신부의 답을 보면 한마디로 ‘병주고 약주고’방식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준 것은 ‘병’을 준 것이고,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약’을 주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병주고 약주고’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바이블에 있다고 한다. 바이블에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언 13 장 24 절, 이하 개혁한글판)”라는 구절이 

근거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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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리 

하나님 주신 시련 또는 선물로 보는 것이 기독교적 시각이다. 이런 

성경구절의 영향이어서일까 문후보자는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역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 하였다. 

  

기독교 우월주의 

  

문후보자는 하나님시련론과 함께 또한 ‘문명론’을 거론 하였다. 이는 

기독교가 문명의 종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왜 그는 기독교를 문명의 

종교로 보고 미국을 문명국으로 보았을까? 그것은 그가 말한 “너희들은 

이조 5 백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문후보는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신세나 지는 DNA 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망국에 이르게 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비하한 것이다. 그 바탕에는 ‘기독교 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문명의 종교’라 한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한 종교를 ‘망국의 종교’라 한다. 조선이 망한 

것도 망국의 종교탓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망국의 종교의 범주에 

유교는 물론 불교도 포함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오는 

가르침을 모조리 부정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명의 종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이처럼 문명의 종교와 망국의 종교를 거론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블로그 초창기에 올려 놓은 글이 있다. 

장석만교수가 작성한 ‘돌이켜 보는 “망국의 종교”와 “문명의 

종교” (2006-01-31)’라는 글이다. 

  

장석만교수의 글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하여 문명의 

종교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 

이면에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종교도 아니다라고 하는 비하의식의 

깔려 있다. 이는 “불교와 유교의 경우는 유일신의 관념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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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므로 종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관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종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라 한다.  

  

망국의 종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잡기 위해서는 선발주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 이는어떤 역사에서도 반복 된다. 구한말 개화기에 이 땅에 들어 

온 기독교 역시 전통종교를 부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들고 나온 

슬로건이 ‘망국종교론’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하여 문명의 종교라 하였다. 개신교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문명을 상징하는 종교라 하였는데 이는 개화기 당시 유럽과 

미국을 예로 들었다. 문명국가들은 예외 없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문명의 종교라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유교와 

전통종교에 대해서는 망국의 종교로 규정 지어 버린 것이다.  

  

개신교를 정점으로 위계질서를 

  

이처럼 개화기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문명의 종교와 망국의 종교,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미국숭배를 

특징으로 하는 기독교에서 ‘유교망국론’ 등을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석만 교수의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개신교가 불교 및 유교와 같은 종교에 대해 취했던 기본 자세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의 위계제를 설정하고 개신교의 밑에 이들 

종교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반면 불교와 유교와는 달리, 제도적 기반을 

지니지 못한 무속이나 민간신앙에 대해서 개신교가 보였던 태도는 

종교의 영역에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쓸어 버리는 것이었다. 

우선 이런 것들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미신(迷信)”이라는 이름 

아래 가두어 졌다. 그리고 이렇게 무속과 민간신앙을 종교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미신이란 범주에 집어 넣자 마자 이런 것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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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만교수, 돌이켜 보는 “망국의 종교”와 “문명의 종교”(2006-01-

31)) 

  

  

개신교인들이 보았을 때 유교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라 하지 않고 하나의 철학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숭배하고 기독교를 문명의 종교로 보는 개신교에서는 개신교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종교를 

부정해야 한다. 어떻게 부정하는가? 유교는 나라를 망하게 한 ‘망국의 

종교’로 규정 지어 버리고, 불교에 대해서는 미신행위나 하는 

‘우상숭배의 종교’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이들 전통종교에 대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대목이다. 나라를 망하게 한 유교나 우상숭배나 하는 불교는 제거해야 

될 종교로 보았다는 것이다. 

   

  

  

 
  

   

  

불교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문후보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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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의 과거 영상발언을 보면 충격 그 자체이다. 

일제강점와 한국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련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 하고 심지어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하여 불교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 불교의 

교리에도 맞지 않고 역사왜곡을 하고 있고, 더구나 “병주고 약주고”식 

발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역사관련 단체에서는 “미친 사람 

아니고선 그런 말 할 수 없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바이블에 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에나 가 보아야 할 

사람”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이 우려함에도 불고하고 입각을 밀어 붙이는 

분위기 같다.  

  

문후보가 총리가 된다면 

  

만일 문후보자 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개신교 

우월주의와 기독교패권주의에 입각한 총리가 탄생된다면 한국의 

정체성은 모조리 부정 되고 말 것이다. 개화기에 유교망국론과 

개신교문명론이 다시 나올지 모른다.  

  

불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문후보의 발언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또한 

총리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이렇다 할 성명서 하나 보이지 않는다. 

불교신문사이트에서 크게 기사로 다루고 있고 유명스님이나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종단차원에서 아직까지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종단에서는 작고 사소한 것 까지 종교차별이라 하며 성명서를 발표 하고 

규탄 하여 왔다. 그런데 문후보자처럼 노골적으로 개신교 우월주의, 

문명의 종교로서 기독교, 심지어 기독교패권주의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411 

 

만약 미국숭배와 기독교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문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삼일절’이나 ‘광복절’행사는 물론 불교계행사도 제한 받을지 

모른다. 장석만교수의 논문대로 그들은 개신교 이외에는 종교로 보지 

않고 모조리 제거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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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삼장법사 순다라빅쿠의 암송능력 

  

  

  

특별한 법회에 참가하였는데 

  

이제 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법회에 참가 하였다. 서울시청 

공개홀에서 열린 ‘바른 집중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이다. 

과천에 있는 보리수선원에서 주관한 이 법회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테라와다불교를 대표한 미얀마의 ‘순다라’삼장법사, 티벳불교를 

대표하는 ‘겐뒨샤까’ 승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중국의 

‘밍셴’승려, 그리고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원담스님’이 참석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참석하여 ‘바른집중’에 대하여 들려 주었다. 

  

오후 2 시에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을 탔다. 1 호선 

시청앞역에서 내리니 신시청청사까지 지하보도가 설치 되어 있다. 불과 

6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는데 매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법회가 열리는 장소는 신시청청사 8 층에 있다. 8 층 전체가 마치 

극장처럼 무대가 있고 이층으로 된 객석이 있다. 늦게 도착하여 들어 

가니 1 층은 꽉 차 있다. 거의 사오백석 되는 것 같다. 이층의 경우 

일층과 비교하여 반도 안되는 공간인데 삼분의 일 가량 찼다. 이처럼 

사람들이 특별한 법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주제가 

바른집중에 대한 것으로서 무미 건조하고 재미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아마도 가르침에 대한 갈증이라 보여 진다. 

  

참석자들을 보면 

  

첫 번째 시간에서는 법사들의 소개가 있었다. 티벳, 미얀마, 중국의 

승려에 대해서는 통역이 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보리수선원의 

‘붓다락키타’빅쿠가 질문 하면 이들 승려들이 자국어로 답한다. 

그러면 통역이 한국어로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통역 

하는 분 들 역시 승려가 대부분이다. 한 분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스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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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좌측에서부터 티벳스님의 통역을 담당한 승가대 학인스님인 

‘제암스님’과 ‘겐뒨샤까’스님이다. 좌측에서 세 번째 빅쿠는 

미얀마빅쿠로서 미얀마의 삼장법사 ‘순다라’빅쿠의 통역을 맡았다. 

통역을 담당한 미얀마빅쿠는 한국어가 매우 능숙하다. 다만 발음이 약간 

어색한 면도 있지만 거의 한국인과 다름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하였다. 

우측에서 두 번째 여성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중국 ‘밍센’스님의 

통역담당이다. 현재 서강대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고 하나 통역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다. 더구나 자신은 불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원담’스님이다. 

  

“배우는 것으로 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사회를 본 붓다락키타빅쿠는 승려들과 통역들에 대하여 일일이 상세히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터 시작 된 법회가 서울에 이르기 

까지 모두 매우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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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락키타빅쿠(보리수선원장) 

   

  

사회를 보는 빅쿠는 참석자인 원담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번 국제법회를 준비 하기 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스님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참요청에 대하여 어느 한 

스님도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 와중에 원담스님과 연락이 닿게 

되어 찻집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찾 집 바로 위에 

거처가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특별한 거처가 없어서 떠돌이라 

하였다.   

  

그래서 동참요청을 하였는데 스님은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는 것으로 한다면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석한 티벳과 미얀마, 중국 스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네 분의 스님들 모두가 배우려는 

마음으로 동참하였음을 말한다. 

  

바른 집중이 왜 필요한가? 

  

사회자 빅쿠가 스님들에게 물었다. “바른집중이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티벳스님은 티벳어로 “띵엔지”라 하였다. 미얀마빅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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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알리어 그대로 “삼마사마디”라 하였다. 중국승려는 

“잔띵(선정)”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라마다 말은 달라도 바른집중 그 

자체는 변함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물어 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서울법회의 주제는 ‘바른집중(sammāsamādhi)’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바른삼매’ 또는 ‘올바른 집중’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른집중에 대하여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묻자 참석한 스님들이 

짧게 코멘트하였다.  

  

  

티벳 겐뒨샤까 승려 

스님이든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바른집중은 모두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큰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밍센 승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원담스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네 분의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바른집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바른집중에 한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집중도 있기 때문이다. 

  

바르지 못한 집중이란? 

  

참석자들은 바르지 못한 집중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원담스님의 경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나 ‘주식’으로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은 

바르지 못한 전형적인 집중이라 하였다. 

  

미얀마의 순다라삼장법사는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의 예를 들어 가며 

‘살생’을 하기 위한 것도 일종의 집중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르지 

못한 집중이라 하였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집중으로서 도둑질, 

마약하는 것을 추가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왜 주제가 

바른집중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416 

 

선정수행 없이도 순간집중에 따라 

  

그렇다면 바른 집중이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삼장법사는 세간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 바른 집중이라 하였다. 그러나 세간에서도 

바른집중의 예는 얼마든지 있음을 설명한다. 봉사 등 좋은 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죄없이 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삼장법사는 호흡을 통하여 집중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바른집중이 반드시 선정만으로 성취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위빠사나수행을 하여 번뇌에서 벗어나야 바른집중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위빠사나 수행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얀마의 

수행환경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 그래서 삼장법사는 선정없이 위빠사나 

수행만으로도 아라한이 될 수 있음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강조하였다. 60 년동안 단지 계만 지키고 80 평생을 산 빅쿠가 아파서 

누웠을 때 고통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림으로서 아라한이 된 이야기를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선정수행 없이도 순간집중에 따라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한다. 

  

티벳에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바른집중에 대하여 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중에 

현실과 관련된 문제도 말하였다. 사회자 빅쿠가 “티벳에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티벳스님은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를 몰랐다. 티벳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이 쓰이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마음의 고뇌’라 하였다. 

  

티벳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어떻게 풀까? 우리나라 같으면 

술이나 담배 등으로 풀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불교를 믿는 티벳에서는 마음의 고뇌라 불리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불경을 본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전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을 듣고 생각하며 마음의 고뇌를 풀어 간다고 하였다.  

  

현재 티벳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런 현실은? 

  

그러면서 티벳 겐뒨샤까 승려는 고통은 악업으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 

하였다. 또악업은 번뇌로부터 시작 되었고, 번뇌는 업으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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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닥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티벳승려는 모든 원인이 행위, 즉 

업에서 비롯되었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티벳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런 현실 역시 

‘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공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업처럼 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티벳승려는 티벳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런 현실에 대하여 

과거의 바르지 못한 업으로 보았을까? 혹시 제정일치 체제를 타파 하지 

못하여 오늘날과 같이 나라 없는 서러움이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티벳에서 일찍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어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더라면 

오늘날 나라 없는 설움은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티벳인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고통은 티벳인들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겐뒨샤까 승려가 “오늘날 

티벳은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도 

  

티벳승려는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런 참사가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업’ 때문임을 분명히 말하였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위로 

비롯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행위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아마 방송에서 

언급된 ‘총체적 부실’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불법으로 배를 개조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른 것이고, 과적한 것이나 규정을 

어긴 것 역시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행위’라는 말이 ‘업’이라는 것이다. 빠알리어 깜마(kamma)는 

‘action’의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위’가 되고 한자어로는 

업(業)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중국어 통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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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 미얀마, 중국 이렇게 세 분의 승려는 반드시 통역을 통하여 

이야기가 전달 되었다. 가장 통역이 잘 된 곳이 미얀마이다. 미얀마인 

통역인은 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가장 알아 듣기 쉬었다. 그 다음에 

티벳이다. 이는 승가대 학인 스님이 티벳어 통역을 맡았는데 비교적 

무난하게 잘 설명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통역이다. 여성으로서 

비불자인 통역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적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스님이 말하면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나 불교적 지식이 

없어서인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전달이 되더라도 

“집중하고 나서 과정을 말씀 하십니다”라고 하여 마치 중계하듯이 

어이 없는 통역을 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남자승려에 여성통역을 딸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독신생활을 승려에게 여성 통역자를 붙여 

주었다는 것은 분위기 자체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호흡도 맞지 않는다.  

  

세 번째로 비불자를 통역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어를 아는 불교인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비불자 통역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통역도 매끄럽지 못하였고 자꾸 물어 본다거나 

심지어 “제가 집중이 안되어서요”라며 변명 아닌 변명까지 한다. 

  

10 분간 휴식시간에 

  

  

법회는 저녁 8시까지 갈 것이라 하였다. 그 사이에 휴식시간이 몇 차례 

있다. 첫번째 시간이 끝나고 약 10 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장내를 

보니 회색승복의 한국스님도 꽤 많다. 미산스님의 모습도 보이고 

자애명상지도를 하는 김재성교수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온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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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냐산또 대장로의 모습도 

  

쉬는 시간 로비에는 담소의 장이 열렸다. 붉은 가사를 입은 테라와다 

빅쿠들이 여럿 보였는데 그 중에는 한국테라와다불교 상가라자(종정)인 

뿐냐산또 대장로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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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선원의 자원봉사들 

  

로비에는 보리수선원에서 나온 자원봉사들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리수선원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 하기도 하고 선원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다. 보시금함이 있어서 참가중의 일부는 보시금을 넣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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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색 사제복을 입은 사람도 

  

로비에서는 스님과 불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타종교인도 보이기 

때문이다. 밤색 ‘사제복’을 입은 사람도 있는 수염까지 난 것 

특징이다.  

  

  

 
  

  

교양인들이 대거 참석한 듯 

  

두 번째 시간이 되었다. 지루할 것 같은 분위기 이지만 모두 조용히 

경청하는 것으로 보아 수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온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법회를 통하여 무언가 하나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모른다.  

  

모인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영한  편이다. 이는 노보살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법회양상과 다른 것이다. 남녀의 비율도 비슷하고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다양하다. 더구나 차림새나 행동거지로 보아 

교양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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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 틀림 없음을 

  

두 번째 시간에서 원담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통역없이 우리말로 직접 

하였기 때문에 듣기에 부담이 없었다. 오늘의 주제가 바른집중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원담스님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특히 

인공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 하였다. 이십년전 

수행중에 심장이 파열 되어 인공심장을 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 버텨 온 것은 수행의 힘과 정진의 힘 때문이라 하였다. 

이런 것도 바른집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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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출가하고 나서 십년동안 간화선 수행을 하였다고 하였다. 의지로 

밀어 붙여 깨달음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으나 결과는 

‘좌절감’뿐 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돈오돈수’와 ‘확철대오’라는 

중압감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깨닫기 위하여 이산 저산 바랑매고 다녔으나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수행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하는 의문을 초기경전에 있는 

대로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안반수의경 등에 실려 있는 호흡부터 하여 단시간에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 틀림 없음을 확신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스님은 부처님에 대하여 “영적인 쾌락주의자”라 칭하였다. 

  

삼장법사가 되려면 

  

수행에 대한 법회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할 수 있다. 더구나 통역을 통한 

이야기는 전달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재미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아마도 법문에 활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얀마 

삼장법사의 암송능력에 대한 것이다. 

  

사회를 보는 빅쿠는 미얀마의 삼장법사인 순다라빅쿠를 소개 할 때 여러 

가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었다. 현재 미얀마에서 

삼장법사는 열 세분이라 한다. 그런데 순다라빅쿠는 열 번째로 

삼장법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장법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통역을 담당한 

미얀마 스님에 따르면 순다라빅쿠는 25 년 동안 공부해서 삼장법사가 

되었다고 한다. 시험을 보아서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는 등 여러 차례 

시험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삼장법사는 집중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 생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므로 머리가 있는데 

실패하면 안된다는 각오로 집중해서 도전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기억력이 좋은 머리로 태어났음을 암시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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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삼장법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경율론삼장과 주석서까지 모두 암기 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미얀마본으로 된 경율론 40 권, 주석서 52 권, 부주석서 25 권을 외우고 

암기 하였다고 하였다.  

  

삼장법사 순다라빅쿠의 암송능력 

  

그래서 사회를 보는 붓다락키타빅쿠가 순다라삼장법사에게 능력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생각나는 대로 ‘대념처경’에서 호흡과 관련된 

것을 외울 수 있느냐고 묻자 순다라삼장법사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낭송하였다. 이어서 논장에 있는 ‘빳타나’ 100 페이지를 지목하여 외울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것 역시 막힘 없이 낭송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동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율장’에 있는 것도 지목하여 낭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 역시 거침없이 낭송하였다. 이처럼 경장, 논장, 율장 중에 아무 

것이나 집어 낭송요청 하였을 때 모두 막힘 없이 외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를 보는 빅쿠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이런 능력이 있고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여 주고자 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하여 용서를 빕니다”라고 하였다. 

  

노랑리본의 물결이 광장 가득이 출렁이고 

  

두 번째 시간까지 듣고 나왔다. 이어지는 시간이 있지만 두 번째 

시간까지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법문은 모두 녹화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 tv 등에서 ‘다시보기’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시청을 나오니 시청앞 광장에는 아직도 세월호참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 

같다. 노랑리본의 물결이 광장 가득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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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서 보니 갖가지 사연이 쓰여 있다. 주로 “못지켜 주어서 

미안해”라는 말이 많다. 종종 “극락왕생기원”문구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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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청건물 앞에는 분향소가 마련 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이 난지 두 

달이 되어 감에도 여전히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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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자들의 악업 

  

분향소의 노란리본 물결을 보면서 티벳스님의 말이 떠 올려진다. 티벳의 

오늘날 현실이 과거 지은 잘못된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 티벳스님은 세월호 역시 잘못된 행위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그 잘못된 행위는 다름아닌 ‘악업’을 말한다. 누가 악업을 

지었는가? 그것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자들의 악업을 말한다. 

  

  

2014-06-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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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비는 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년만의 귀향(歸鄕) 

  

   

  

  

터벅터벅 걸어가는 

   

  

귀향이라 하였을 때 때로 낭만적으로 들린다. 귀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다’임을 알 수 있듯이 갖가지 

사연이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도시에서 살다 적응하지 

못하여 살던 곳으로 되돌아 가는 낙향의 의미도 있고, 도시의 삶이 

싫증나서 태어나 자란 곳을 그리워 하여 되돌아 가서 사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귀향이 반드시 살기 위하는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랜 

만에 고향을 찾는 것 역시 귀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종 영화에서 귀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영화 람보를 보면 첫 

장면이 귀향하는 모습이다.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다 제대하여 고향을 

찾아 가는 장면이다. 그런데 보는 이에 따라 쓸쓸해 보이기도 한다. 

마치 가다가다 갈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 가는 듯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량하기 그지 없는 불모의 지역에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가방 하나 덜렁 어깨에 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한가롭게 걷기로 

  

2 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다. 조부와 백부의 제사를 합동으로 치루기로 

함에 따라 매년 이맘 때쯤 사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촌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모여 제사를 모시고 얼굴을 

보는 날이다.  

  

KTX 를 타니 마치 공간이동 하는 것 같다.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쾌적한 공간에서 단지 편안하게 앉아 있었을 뿐 인데 목적지 까지 

순식간에 데려다 준 것 이다. 시외버스를 타고 30 분간 달려 간 곳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볼 수 있는 작은 마을이다. 시골마을에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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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는 곳에서 고향마을 까지는 거의 4 키로 가량 된다. 옛날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4 키로를 걸어 이곳까지 걸어 와야 했다. 4 키로라면 어른 

걸음으로 약 한시간 가량 걸린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더 많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버스 타는 곳 까지 십리길은 매우 먼 

길이었다.  

  

버스 타는 곳에는 택시가 있다. 이른바 시골택시라 하여 산재해 있는 

마을 어느 곳이든지 데려다 준다. 그러나 택시를 타지 않았다. 

걸어가기로 하였다. 초분을 다투는 스피드시대에 한가롭게 걷기로 

작정한 것이다. 

  

  

 
  

  

  

길은 매우 평탄하다. 그리고 모두 포장되어 있다. 옛날에는 

신작로길이라 하여 먼지가 풀풀나거나 비가 오면 질퍽거렸다. 요즘은 

모두 포장 되어 있어서 사뿐히 걷는다. 걷는 길에 주변 풍광은 온통 

초록이다. 초여름의 유월이어서일까 햇살은 따갑다. 그러나 습도가 낮기 

때문에 상쾌 하다.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한가롭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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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보지 못하던 동상 

  

길을 걷는 도중에 전에 보지 못하던 동상을 보았다. 그것은 

삼일만세운동을 상징하는 기념동상이다. 어렸을 적에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보지 못하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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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상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설명문을 보니 1989 년으로 되어 있다. 

1919 년 4 월 8 일 장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무려 70 년 후에 만든 

것이다. 이처럼 어렸을 적에는 보지 못하였던 기념탑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기념탑 뒤에는 

설명문에 따르면 서전결의에 참여한 열사 24 명의 이름이 기록 되어 

있다.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헌병의 총칼에 죽거나 붙잡혀 고문으로 

죽은 이들을 말한다. 이처럼 세월이 지났어도 후손이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은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이한 지형 

  

유월의 따가운 햇살과 상큼한 공기와 함께 걷는 길에 발걸음을 가볍다. 

굽이굽이 돌고 야트막한 언덕을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어는 것 고향마을에 가 있을 것이다.  

  

  

 
  

  

이쪽 지형은 좀 특이하다. 대체적으로 평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펑탄하지 않다. 야트막한 구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커다란 분지처럼 생긴 지형에 마치 물결치듯이 완만한 구릉이 

연속해 있다. 그래서 구릉과 구릉 사이에는 논농사를 짓고 구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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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야트막한 

구릉 위에 나 있다.  

  

  

  

 
  

  

폐교된 학교에 공장이 

  

길을 지나면서 유심히 본 것이 있다. 그것은 학교이다. 아홉살 때 까지 

다니던 초등학교이다. 분교라 하여 본교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이다. 

들녁 가운데 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다. 단층으로 된 건물이 보인다. 

그러나 이 분교는 오래 전에 폐교 되었다.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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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가 된 초등학교 분교에는 한때 학생이 꽤 많았다. 그래서 등교하게 

되면 사방의 마을에서 학생들이 모였고 한 학년에 최소한 두 반 이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록 분교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아이들로 

북적인 것은 아마 베이붐의 영향이라 보여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 년부터 1964 년 10 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 

‘베이비부머’라 하는데 그 때 당시 베이비부머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시기 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학교는 폐교 되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다. 단층짜리 백색의 교사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장에는 공장이 들어섰다. 이것도 

변화라면 변화일 것이다.  

  

  

 
  

  

소들의 처절한 울음소리 

  

길을 걸으면서 산천이 변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였다. 그러나 작은 

변화도 보인다. 그것은 축사이다. 이곳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곳곳에 

한우를 키우는 공장식축사가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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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논농사 이외 특별히 할 것이 없다.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가가까워서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농사밖에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 이유로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장식축사가 들어섬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새소리 

바람소리 대신 축사에서 소들이 “움메”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소들의 “움메” 소리를 들으면 정겹다기 보다 마치 울부짓는 듯하다. 

개사육장에서 개들이 미쳐 날뛰며 울부짓듯이, 인간들에게 살코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공포의 붉은보 

  

개발되지 않아서 다행스러웠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마당에 아직도 산천이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길을 걸은지 40 여분이 지났다. 마침내 동네 입구 코너길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옛날 보았던 

붉은보이다. 하지만 붉은보는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콘크리트옹벽이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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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보라는 말은 이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다. 단차가 진 지형에 

붉은빛깔의 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붉은보라 하였을 것이다. 마치 

빙하가 바다에 이르렀을 때 끝면에서 얼음이 쪼개져 내리듯이, 단차진 

지형에서 흙더미가 조금씩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래 이 지역을 지날 

때마 무서워 하였다. 특히 도시에 사는 중부 사촌들이 더 그랬다. 

그래서 시골 이야기를 하면 붉은보 이야기를 빼 놓지 않았다. 그런 

붉은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붉은보가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쉽다. 마치 추억이 하나 사라진 듯하다. 

그대로 내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콘크리트옹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오히려 흉측해 보인다.  

  

사촌형님에 따르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붉은보가 마침내 모두 

무너졌을 때 세상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콘크리트옹벽을 만든 것일까 아무튼 좋은 추억거리가 사라진 것이 몹시 

아쉽다. 

  

납골당 만들기 바람이 불었나 

  

마을입구에 점차 다가간다. 또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납골당이다. 십여년부터 납골당 만들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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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라 본다. 노인들만 사는 시골에서 매장할 곳이 마땅치 않자 

생각해 내는 것이 납골당을 만든 것이라 본다.  

  

  

 
  

  

초원을 연상케 하는 

  

고향입구에 거의 다다랗다. 완만한 구릉위에 길이 형성되어 있고 구릉과 

구릉사이에 논과 밭이 있는 형태이이다. 그러나 세월이 변해서일까 너른 

‘잔디밭’도 보인다. 마치 유럽의 초원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이는 

잔디를 심어 사업화 하였기 때문이다. 밭에 밭농사를 짓는 것 보다 

잔디를 깔아 이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완만한 구릉을 특징으로 하는 

지형이 마치 서구식으로 변한 것 같다. 이런 추세로 조금만 지나면 전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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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아래에 

  

드디어 마을 입구이다. 약 20 호가량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대나무숲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호수는 

변함이 없다. 다만 거의 대부분 노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장수하는 노인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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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뒷동산 

  

고향에 오면 가장 유심히 쳐다 보는 곳이 있다. 그것은 마을 뒷동산이라 

불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 마을사람들은 ‘뒷잔등’이라 부른다. 아마 

이 지역의 유력자의 이었던 사람의 묘 같다. 그래서 일년에 한 차례 

묘역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음식을 얻어 먹은 기억이 난다. 이런 

뒷잔등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었다. 달리 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놀았다. 

  

  

 
  

   

  

  

  

개발의 무풍지대 

  

뒷잔등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아마 유력자의 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로 보인다. 이 소나무들은 언제 심어졌을까? 분명한 사실은 

어렸을 적 보았던 소나무가 꽤 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가장 연장자인 

사촌에게 물어 보니 해방 당시에도 있었다고 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70 년 가량 되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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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년 된 소나무 지금까지 남아 있다. 개발의 시대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마는데 이곳 개발무풍지대에서는 아직도 옛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안도한다. 이곳은 아직도 개발의 무풍지대이기 때문이다. 

  

  

 
  

  

좌우 이념 대립으로 

  

주변을 둘러 보았다. 어렸을 적 보았던 그대로의 모습이다. 유월이라 

모내기가 끝나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한다. 논 저멀리에는 높은 산이 

아스라히 보인다. 북쪽 방향에 있는 산은 높지는 않지만 산이 깊다고 

하였다. 한국전쟁당시 빨찌산의 활동무대라 하였다. 그래서 이곳은 

낮에는 경찰이 통제하고 밤에는 밤손님으로 불리우는 ‘빨찌산’ 

통제지역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슬픈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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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는 그대로 남아 

  

눈을 동쪽으로 돌려 보니 가장 비옥하다는 논이 보인다. 야트막한 

구릉지대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평야나 다름 없다. 정자가 

보이는데 이곳 정자 역시 추억의 장소이다. 농부들이 일하다 잠시 쉬는 

장소이기도 하고 낮잠을 장소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 자리에 정자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청색의 공장식축사 건물이 

분위기를 깨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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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숲으로 둘러 쌓인 마을 

  

마을은 온통 숲으로 둘러 쌓여 있다. 마을 뒤에는 커다란 대나무숲 

군락이 있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숲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큰집(백부댁)의 입구에는 하늘 높이 감나무 등 각가지 

나무들이 마음껏 자라고 있다. 

  

  

 
  

  

전형적인 삼칸집 

  

대문도 없는 코너를 돌아서니 옛집이 보였다. 이곳에서 사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지금은 텅비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꽤나 

북적이던 곳이다.  집을 보면 전형적인 삼칸집이다. 안방과 작은 방과 

광과 부엌으로 이루여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초가지붕이었으나 

언제가 부토 기와지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뼈대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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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해방후 육이오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 한다. 그렇게 본다면 거의 

칠십년 가깝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지만 

  

칠십년전에 지어진 집은 모두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다. 그럼에도 

칠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가 이삼십년도 되지 않아 헐리고 다시 재건축 

되는 시대와 비교된다. 마치 금방이라도 허물어 질 듯 보이지만 기초가 

단단해서인지 그 때 당시 잘 지어서인지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집의 골격을 보면 목재와 목재로 연결 된 부위는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 목재와 목재를 짜 맞추어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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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로만 지은 집도 화재가 나지 않으면 천년이 간다. 이는 사찰의 

문화재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백년 된 법당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관리하기 나름임을 알 수 있다.  

  

집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안도한다. 개발의 시대 부수고 허물고 다시 짓지만 이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추억도 유지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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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공존한 흔적 

  

삼칸에는 작은 마루가 있다. 어렸을 적에는 꽤 넓어 보였지만 다 커서 

본 마루가 너무 좁은 것에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마루 천정에는 

인간과 공존한 흔적이 보인다. 언제인지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천정 

꼭대기에는 벌집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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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흙으로 이루어진 모서리에 생겨난 벌집은 매우 오래 되어 

보인다. 지금은 더 이상 벌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이 살았을 때는 벌도 

함께 살았을 것이다. 

  

제비는 왜 다시 오지 않을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제비집이다. 마루 처마에 만들어진 것이다. 

흙과 짚을 짓이겨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에 대하여 나이 드신 

사촌에게 물어 보니 매우 오래 된 것이라 한다. 2001 년 이후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형성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제비는 왜 

다시 오지 않는 것일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제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제비의 

천적인 ‘뱀’때문이라 한다. 사람이 살면 뱀이 살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제비는 반드시 사람이 사는 집에다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고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비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잔가지치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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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년에 한차례 후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주로 사촌들이 지낸다. 모두 나이가 많은 

사촌들이다. 사촌모임에서 가장 막내이기 때문이다. 백부의 경우 

7 남매를 두었는데 남자가 네 명이다. 올해의 경우 그래서 네 명 모두 

모여서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다.  

  

사촌중에서도 가장 적극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백부의 

막내아들로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가깝게 

지낸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사촌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소 마치 어른을 

대하듯 어렵기만 하다.  

  

오랜만에 사촌들과 일을 하였다. 집 뒤에 있는 잔나무 가지를 치는 

작업이다. 톱을 들고 지붕을 덮고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 내는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베어 주는 것 좋다고 한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니 훨씬 더 가까워 진 

것 같다.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더구나 어쩌다 한번 만나기 때문에 

남과 다름 없으나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진 것은 

일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석류꽃이 활짝 피고 

  

집의 뒤에는 마치 후원처럼 온갖 나무로 가득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석류꽃이다. 지금이 석류철이어서일까 후원에는 석류꽃이 활짝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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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볼 수 없다. 이 석류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일까? 바로 위 사촌에게 물어 보니 자신이 가져와 

심은 것이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석류나무는 40 년 가량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붕을 덮을 정도로 크게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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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이라 하였는데 

  

집 뒤는 작은 정원과도 같다. 그렇다고 하여 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니다. 단지 집 뒤 터에 여러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이름 붙여본 것이다.  

  

  

 
  

  

약재로서 뼈에 좋다는 골담초 

  

후원에는 몇 가지 특이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바로 위 사촌이 알려 

주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에 기록하여 놓았다. 먼저 ‘골단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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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 따르면 골단초는 약재로서 뼈에 좋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결과 골단초라는 말은 없고 ‘골담초’가 있다. 중국원산으로서 

콩과에 딸린 갈잎떨기나무라 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관상용으로소 

재배하고 뿌리는 한약재로 쓰인다고 하였다.  

  

음식을 만들 때 양념으로 사용되는 양회 

  

이렇게 후원에 약초를 심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촌이 

한의사의 꿈을 안고 청소년 시기에 심어 놓은 것이라 한다. 그러나 

농촌살림에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럼에도 한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갖가지 상식을 많이 알고 있다. 

  

후원에는 진기한 식물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넓은 잎사귀모양을 한 다년생 풀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물어 보자 

‘양회’라 한다. 뿌리가 마치 토란처럼 열매가 있어서 음식을 만들 때 

양념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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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다. 양회에 대하여 그 어떤 검색결과도 뜨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물일까? 아니면 발음이 

잘못 되어 검색되지 않는 것일까? 양회가 인공조미료가 없던 시절 맛을 

내기 위한 양념재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장품이 없던 시절에 동백기름은 

  

후원에는 동백나무도 있다. 이 동백나무 역시 석류나무와 같은 시기에 

심어진 것이라 한다. 사촌형이 한의사의 꿈을 품고 청소년기에 심은 

것인데 역시 40 년 가량 된 것이다.  

   

  

 
  

   

동백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나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작은 열매가 맺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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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열매는 동백기름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특히 

동백기름은 머리에 바르면 끈적거리지 않고 고운 빛깔을 내게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없던 시절에 여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비밀스럽게 자라는 나무 

  

이처럼 후원에는 석류, 동백, 골담초, 양회, 물나무, 죽순, 죽나무 등 

매우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마치 자연학습장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후원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작은 농촌 마을에 그것도 

폐가의 후원에 마치 숨어서 자라듯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원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식물이 있다. 그것은 ‘호랑가시나무’이다. 

  

호랑가시나무에 대해서는 이년전 방문하였을 때 이미 글로서 올린 바 

있다. ‘인생의 2 막을 살아가는 사람(2012-07-09)’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 글에서 호랑가시나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호랑가시나무는 한약재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작고하신 백부께서 호랑가시나무를 다려서 먹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호랑가시나무가 이곳에 있게 되었을까? 산에서 

파온 것일까? 예상과는 다르게 저절로 자란 것이라 한다. 백부께서 

사용하고 남은 호랑가시나무를 후원에 버렸는데 저절로 싹이 나서 

자랐다고 한다. 이처럼 후원은 비옥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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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따르면 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과에 속하는 

늘푸른넓은잎나무이다. 한국과 중국 등에 분포하며, 묘아자나무, 

호랑이발톱나무라고도 한다. 열매와 잎을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는데 

천연기념물 제 122 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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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가시나무가 천연기념물이어서일까 모두 아끼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폐가의 후원에서 비밀스럽게 자라는 듯 하여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폐가를 돌아 다니며 희귀한 나무나 식물 등을 

채취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지 않고 오로지 일년에 한두차례만 사람이 찾는 이 곳 집 

후원에는 호랑가시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그러나 호랑가시나무의 운명은 

알 수 없다. 다만 눈에 안띄게 잘 자라 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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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짝지근한 오디 

  

마당 앞에는 허름한 건물이 있다. 이를 헛간이라 한다. 불을 때고 남은 

재를 쌓아 두는 곳이다. 헛간옆애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 바로 

뒤에는 ‘측간’이라 불렸던 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쓰러지기 일보직전 처럼 보인다. 더구나 커다란 나무가 헛간을 

뒤덮고 있다. 이 나무는 뽕나무이다. 뽕나무는 빈집에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서 저절로 커다랗게 자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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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오디철이어서일까 뽕나무에는 오디가 가득 열려 있다. 

어렸을 때 달리 군것질 할 것이 없었는데 뽕나무에서 열리는 오디는 

자연이 준 커다란 선물이었다. 까맟게 잘 익은 오디를 따서 입에 

넣었다. 달짝지근한 것이 옛맛 그대로이다. 

  

  

 
  

  

 
  

  

대나무에서 강렬한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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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잘 자라는 것이 대나무이다. 그런 대나무는 두 종류가 

있다. 일반대나무가 있고 시누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나무의 경우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자라는 

듯 하기 때문이다. 땅을 뚫고 솟아 오른 죽순과 어린 대나무에서 강렬한 

생명력을 느낀다. 

  

  

  

 
  

 
  

  

작은 시골집이지만 이것 저것 관찰하면 참으로 볼 것이 많다. 자세히 

보면 놀랍고 신기한 것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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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신에게 바치는 상 

  

제사시간이 되었다. 사촌들끼리 모인 제사이지만 형제들이 많은 백부댁 

위주이다. 조부의 제사도 되지만 동시에 백부의 제사이기 때문에 백부의 

사촌들은 모두 모였다. 백부의 칠남매 중 암으로 사망한 한 분을 빼 

놓고 여섯명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조촐하게 제사상을 마련 하였다. 

  

  

 
  

  

위 사진은 신위를 붙이기 이전 것이다. 특히 좌측에 있는 조그마한 상이 

눈길을 끌었다. 이를 ‘성주상’이라 한다. 제사를 지낼 때 한쪽 켠에 

작은 상을 별도로 마련 하는 상이다. 그렇다면 성주상은 어떤 개념일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누나에 따르면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모시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아마 

터줏대감 개념일 것이다. 어느 때인가 이곳에 들어온 조상이 있었는데 

대대로 이 땅을 근거지로 하여 살아 왔다. 그래서 조상이 들어 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에 대하여 상을 차린 것이 성주상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성주상은 땅의 신에게 바치는 상이라 볼 수 있다. 

  

성주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민속신앙사전에 따르면 성주상은 

“집을 수호하는 신령이 성조신(成造神)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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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림을 성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또 

“성주신을 집안의 대들보를 지켜주는 집안 신령집안 신령으로서 조상에 

해당되는 신령으로 인식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주상은 일종의 땅의 신 또는 조상신에게 바치는 상이라 볼 수 있다. 

  

“땅위의 신들은” 

  

땅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경전에도 보인다. 상윳따니까야 

초전법륜경(S56.1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땅의 신 이야기가 나온다. 

  

  

Pavattite ca pana bhagavatā dhammacakke bhummā devā 

saddamanussāvesu: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appat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Dhammacakkappavattana sutta-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전재성님역) 

  

  

경에서 ‘땅위의 신들’을 ‘붐마데와(bhummā deva)’라 하였다.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진리를 설할 때 가장 먼저 ‘꼰단냐’가 

알아 들었다. 그래서 경에서는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고 묘사되어 있다. 바로 이 

순간이 ‘초전(初轉)’의 순간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틀림 

없음을 확인 된 것과 같다.  

  

초전은 우주적 사건이다.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안 것은 최초의 

설법지인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에 있는 땅의 신들이었다. 땅의 신들이 

초전의 순간을 외치자 이를 사대왕천이 듣고, 사대왕천은 바로 위 

천상으로 전달하여 마치 릴레이 하듯이 순식간에 가장 높은 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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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세계(brahmalokā, 梵天)’까지 전달 되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도 땅의 신의 존재를 인정한 듯 하다.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땅을 기반으로 하여 살았다. 땅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삶을 영위한 것이다. 이처럼 땅을 기반으로 하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땅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 뿐만 아니라 조상 이전에도 이 땅에 있었던 존재에 대한 예를 

표한 것이 성주상이라 보여진다. 

  

무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촌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제사상에 올려진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반드시 조상숭배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화합을 다지는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뜻밖에도 불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이 차이가 

많아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백부의 둘째 형님이 불교공부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불교에 심취하여 

있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기복위주의 불교가 아니라 

초기불교에 가까웠다. 특히 무아를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명의 기독교인 

  

백부형제 중에는 기독교인이 둘 있다.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은 첫번째 

형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집안의 장손이 기독교인이다 보니 제사에 

참여 하지 않는다. 이날도 마루에만 앉아 있을 뿐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두번째 기독교인은 백부의 칠남매 중에 막내이다. 더구나 현직 

목사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성목사이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탄생되었고 더구나 여성목사가 탄생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생의 

2 막을 살아가는 사람(2012-07-0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동갑내기 여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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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목사는 동갑내기이다. 아홉살 이전의 추억이 있어서 만나면 반갑다. 

비록 종교가 다르고 정신세계가 다를지라도 DNA 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한다.  

  

2 년 만에 만난 목사에게 궁금하였던 것을 물어 보았다. 이제 목회 한지 

3 년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바쁘다고 하였다. 매일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자신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기도위주로 하였다. 주로 

‘안수기도’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기도원의 

안수기도 같지는 않다. 어려서부터 함께 생활 하였고 지금까지 살아 온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인으로서 관심이 많아 이것 저것 물어 보았다. 특히 안수기도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안수기도라는 것이 목사나 신부 등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자 자신은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아마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한다. 주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대상이라 한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 주고 나면 대부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년만에 다시 찾아 간 고향이다. 마치 길 떠난 나그네가 고향집으로 

찾아 가듯이 거의 한시간 동안 4 키로에 달하는 길을 홀로 걸어서 갔다. 

걸어 가면서 이것 저것 볼 때 마다 옛날 기억이 떠 올려졌다.  

  

산천은 변한 것이 없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지만 

이곳 만큼은 개발의 무풍지대인 것 같다. 다만 공장식축사가 들어서서 

분위기가 바뀌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옛모습 그대로이다. 

이처럼 개발되지 않고 옛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안도한다.  

  

옛집도 그대로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나무들은 멋대로 자라고 

꽃은 피고 진다. 이처럼 무상하게 변해도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에 

역시 안도한다. 이처럼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옛추억이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비록 동갑내기 사촌이 목사가 

되었어도 더 이상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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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 “미리미리 그렇게 했어야지요?” 

  

  

  

일이 뭐길래 돈이 뭐길래 

  

요즘 문자를 받으면 덜컥 하는 마음이 있다. 부고메세지를 받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는 연속으로 받기도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일 것이다. 

  

부고메세지를 받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미안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늦게 참석하여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경우도 있다. 

어제가 그랬다. 

  

친구모친상메세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하였다. 하던 일을 마저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늦게 간 것이다. 그 이전에 “왜 도착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 

갔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일이 뭐길래 돈이 뭐길래 인륜지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자책하였다. 

  

도착하자 기다려준 친구들이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와 있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먼저 자리를 뜬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매우 짧게 앉아 있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성의 없는 사람이 된 듯 하였다. 또 뼈 있는 농담을 받았을 때 완전히 

실없는 사람이 된 듯 하였다. 이렇게 생각되자 후회와 미안한 감정이 

일어나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행위즉착(行爲卽錯)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는 말이 있다. 입만 벙긋 하면 어긋난다는 

말이다. 선종에서 사용 되는 말로서 “진리의 세계는 입을 열면 곧 

참모습과는 어긋난다”는 뜻이다. 말로서 글로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려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팔만사천리나 멀어지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진실은 말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입만 열면 어긋나듯이 행동만 하면 실수인 것 같다. 대부분 후회의 

감정이 일어 날 때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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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라든가 “그렇게 할껄”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영어로는 “should have p.p”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should have p.p”는 

행위즉착(行爲卽錯)이 될 것이다. 

  

행위즉착이라는 말은 만들어 본 것이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행위할 때 마다 실수한다라는 뜻은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더구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긋나는 것이라면 모든 행위는 상대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행위가 절대적이 아니라 보는 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행위 하는 것 자체가 업을 

유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인 

행위가 결국 미래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깜마, 행위인가 업인가? 

  

매일매일 행위를 한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업을 짓는다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위와 업을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행위와 업은 동어이다.  

  

빠알리어 깜마(kamma)는 영어로 제일의 뜻이 ‘action’이다. 이 

액션이라는 말이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한자문화권에서는 깜마에 

대하여 ‘업’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업을 짓는다’고 할 때 매우 

무겁게 받아 들인다. 그러나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처럼 업과 행위는 뉘앙스가 다르다. 같은 빠알리어에 대하여 번역자가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아 들이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깜마와 관련하여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D2)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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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evaṃ pabbajito samāno pātimokkhasaṃvarasaṃvuto viharati 

ācāragocarasampanno aṇumattesu vajjesu bhayadassāvī. Samādāya 
sikkhati sikkhāpadesu kāyakammavacīkammena samannāgato kusalena. 

Parisuddhājīvo sīlasampanno indriyesu guttadvāro bhojane mattaññū 

satisampajaññesu samannāgato sattuṭṭho.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해서 의무계율을 수호하고 지켜서 행동범주를 

완성하고,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율을 받아 배웁니다. 

착하고 건전한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를 갖추고, 청정한 삶을 

추구하고 계행을 구족하고 감관의 문을 수호하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림을 갖추어 만족하게 지냅니다.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 D2, 전재성님역) 

  

  

  

 
  

  

  

사만냐팔라경(사문과경)에서 계행의 다발을 설명 하기 바로 전에 하신 

부처님 말씀이다. 이 문구는 정형화 되어 있어 동일 문장이 여러 경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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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핵심구절은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본다(aṇumattesu 
vajjesu bhayadassāvī)”일 것이다. 사소한 잘못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행위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악업은 

물론 선업도 짓지 않게 된다. 이처럼 업을 짓지 않아야 윤회의 불씨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학습계율을 받아 

배웁니다”라 하였다. 그리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등의 설명이 

따르고 있다. 

  

경에서 보듯이 사소한 잘못은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kāyakammavacīkammena)”가 직접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소한 잘못은 일종의 실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 가듯이, 행위가 있는 곳에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이처럼 잘못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 행위가 바로 

깜마(kamma)인 것이다. 그런데 깜마에 대하여 업으로 번역하면 뉘앙스가 

달라진다. 초불연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무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계목들을 받아지녀 공부짓습니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구족하고, 감각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正念正知]을 잘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 D2, 각묵스님역) 

  

  

번역을 보면 ‘경직된’ 듯한 느낌이다. 이는 과도한 한자용어 사용과 

대괄호치기에 따른 주석적 번역의 영향이라 본다. 또 좀처럼 쓰이지 

않는 ‘공부짓다’와 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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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서도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라 하였다. ‘작은 

허물’과 대비 되는 말이 ‘사소한 잘못’이다. 이는 aṇumattesu 
vajjesu 에 대한 번역이다. 

aṇumattesu 는 aṇumatta 형으로서 ‘of very small size; tiny’의 

뜻이다. Vajjesu 는 vajja 형으로서 fault 또는 ‘which should be 

avoided’의 뜻이다. 따라서 aṇumattesu vajjesu 는 ‘하지 말았어야 할 

아주 작은 것’의 뜻이 된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이나 ‘작은 

허물’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누구나 실수를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수는 늘 달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실수한다고 심하게 책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보아도 

잘못하였고 더구나 상대방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든가 “그렇게 

할걸”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그렇게 했어야 했다(should have p.p)”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받아 들이기 힘들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물에 대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듯이 행위에 대하여 주관이 개입한다면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예측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여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 화풀이에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소한 말 싸움이 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분을 참지 못하면 

살인도 날 수 있을 것이다. 

  

인정하는 말, 자극하는 말 

  

영어구문 ‘should have p.p’는 내가 하면 “그렇게 할걸”이 되어 

후회의 감정이 일어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면 “~했어야 했는데”가 되어 ‘자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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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예측하여 

행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털끝 하나라도 실수 하게 되었을 때 ‘should 

have p.p’를 남발한다면 이는 매우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  

  

상대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바라면서 정작 자신이 

실수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완벽주의자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했어야 했다”라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 

지적하면 아마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should have 

p.p’를 남발하며 예측하여 “미리미리 그렇게 했어야지요?”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가급적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와 상대하면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다는 것은 실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실수는 다반사이다. 다만 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뿐이다.  

  

거듭되는 실수를 하면 대가를 치룬다. 어떤 경우는 감당하기 대가를 

치루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면 실수는 

줄어든다. 두눈을 부릅뜨고 실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확인작업 없이 진행하였을 때 실수가 나면 고스란히 금전적 

손해로 귀결된다. 그럴 경우 “왜 더 살펴 보지 못하였을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 온종일 그런 생각에 매여 있다 보면 심하게 

자책하게 된다. 바로 그런 마음이 ‘집착’일 것이다.  

  

실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듯이 아무리 주의해도 실수를 

피해 갈 수 없다. 이때 실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실수를 계속 염두에 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수를 털어 버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후회’로 나타난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후회((kukkucca)’는 아꾸살라이다. 아꾸살라(akusala)는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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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행위’로 분류 된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계속 마음에 담고 후회 한다면 악업을 유발하는 것이 된다.  

  

반면 실수한 것에 대하여 실수한 줄 안다면 어떻게 될까? 실수하였을 때 

“실수했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 한다면 꾸살라가 된다. 꾸살라(kusala)는 아비담마에 따르면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업을 지으려면 실수를 하였어도 “실수했네”하며 털어내야 

한다. 그 털어 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정답이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은 불선업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는것 역시 불선업을 짓는 것이다. 마음이 항상 과거의 후회나 

회환에 가득 차 있다면 괴로운 것이다. 또 마음이 미리 걱정하고 있다면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 항상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과거에 

사는 사람이고,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미래에 사는 것이다. 그런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보기에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 말씀에 정답이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열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 것인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 

그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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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를 

한 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부르네. (M131, 전재성님역) 

  

  

이 게송은 초기불교에 대하여 아는 불자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수행과 관련하여 종종 인용되기도 한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미리미리 그렇게 했어야지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어느 누가 들어도 

공감할 것이다.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이런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게송에서는 항상 현재에 살라고 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늘 알아차려야 

함을 말한다. 지금 실수 하였다면 단지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알면 그 뿐이다. 그런데 실수에 대하여 “왜 내가 그랬을까?”라든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라고 자책한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학대이다. 

더구나 상대방이 “그렇게 했어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측하여 

행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난 한다면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귀신이 아닌 이상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행동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누군가 미리 예측하여 행동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런 질책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 그런가? 질문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자체가 잘못 되었다면 답변할 가치가 없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측자가 되어 행동하기를 바라면서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 

“미리미리 그렇게 했어야지요?”라고 말한다면  질문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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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역동성인가 집단광기인가? 월드컵 새벽길거리응원을 보고 

   

  

월드컵시즌이 되었는데 

  

월드컵시즌이 되었다. 4 년 마다 열리는 월드컵 시즌이 되면 평소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때 만큼은 관심있게 지켜 본다. 대체로 약자를 

응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예외 

없이 대규모 길거리응원을 볼 수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길거리응원이 펼쳐졌다. 인터넷뉴스기사에 따르면 

광화문과 영동대로에 새벽부터 붉은악마들이 길거리 응원을 하였다고 

전한다. 사진을 보면 붉은 옷을 입고 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2014 년 6 월 18 일 러시아전 

▲ 이근호 골! 열광하는 붉은악마  

18 일 오전 브라질월드컵 러시아전에서 후반전 교체투입된 이근호 선수가  

중거리슛을 성공시키자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응원을 하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473 

 

  

신바람이 집단화 되었을 때 

  

2002 년 한국-일본 월드컵 이후 길거리응원이 일반화 되었다. 

빨간티셔츠를 입고 단체로 응원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세계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신바람문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민족에게는 신바람문화가 있다. 그래서 신바람이 나면 놀라울 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더구나 집단화 되었을 때 더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2002 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 준 바 

있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신바람이 고양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바람은 신이 나서 어깨가 우쭐거릴 정도의 즐거운 기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이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흥이이 일어나 

기분이 몹시 좋아진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신바람이라는 것은 

“신기가 들렸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바람은 

무속과도 관련이 있는 말이다.  

  

한국인들의 집단무의식속에는 무속적인 신바람이 꿈틀 거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 집단무의식이 표출 된 것이 2002 년 월드컵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집단신바람은 2006 년 독일월드컵과 2010 년 남아공월드컵에서도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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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남아공월드컵 아르헨티나전(안양종합운동장) 

  

  

  

보통사람의 관전태도 



475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의 첫경기가 아침 7 시에 중계 되었다. 

출근시간에 중계 되었음에도 광화문과 영동대로에는 붉은악마응원단의 

응원 열기로 가득하였다. 낮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어 새벽응원을 한 것이다.  

  

한번 신바람이 나면 밤낮이 따로 없다. 심지어 새벽에도 응원을 한다. 

이번 러시아전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또한 대부분 국민들은 이 때 

만큼만은  TV 에 시선을 고정한다. 출근길이지만 각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보는데 열중한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  

  

이처럼 전국민의 시선을 사로 잡은 월드컵에서 골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박수와환호소리로 알 수 있다.  반면 실점을 하면 깊은 탄식과 

함께 낙담한다. 이처럼 한골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관전태도이다.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 

  

월드컵 경기에서 한골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이런 현상은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뭇삶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부처님은 여덟 가지로 설명한다. 이 

세상에는 여덟 가지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안에서 살아 간다는 것이다. 

그 여덟 가지 원리란 어떤 것일까? 앙굿따라니까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Aṭṭhime bhikkhave, loka dhammā lokaṃ anuparivattanti, loko ca 

aṭṭhalokadhamme anuparivattati. Katame aṭṭha:  
Lābho ca alābho ca ayaso ca yaso ca nindā ca pasaṃsā ca sukhaṃ ca 

dukkhaṃ ca, ime kho bhikkhave aṭṭhalokadhammā lokaṃ 

anuparivattanti, loko ca ime aṭṭhalokadhamme anuparivattatīti.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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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재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개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Dutiyalokadhamma sutta-세상 원리의 경 2, 앙굿따라니까야 A8.6, 

성전협 전재성님역) 

  

  

부처님 말씀 하신 여덟 가지 원리는 1) 이득(lābha)과 2) 불익(alābha), 

3) 명예(yasa)와 4) 불명예(ayasa), 5) 칭찬(pasaṃsā)과 6) 

비난(nindā), 7) 행복(sukha)과 8) 불행(dukkha)를 말한다. 4 쌍으로 

이루어진 여덟 가지 원리이다. 이처럼 쌍으로 이루어진 여덟 가지 

원리가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 한다.  

  

바람 부는 대로 사는 팔풍(八風)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여덟 가지 원리에 대하여 ‘팔풍(八風)’이라고도 

한다. 왜 팔풍이라 하였을까? 그것은 세상의 원리에 휘둘리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바람 부는 대로 날리는 깃발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득과 불익 등 여덟 가지 원리에 지배받는 자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 하였다. 여기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란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여덟 가지 원리에 

휘둘린다면 배우지 못한 자가 된다. 하지만 팔풍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도 있다. 잘 배운 자들이다. 비록 무식하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자들은 팔풍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팔풍은 배우지 못한 자나 배운 자 모두에게 불어 닥친다. 그러나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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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이득이 생겨나면, 그는 그는 

‘이러한 이득이 나에게 생겨났는데,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Dutiyalokadhamma sutta-세상 원리의 경 2, 앙굿따라니까야 A8.6, 

성전협 전재성님역) 

  

  

팔풍중에 ‘이득(lābha)’에 대한 것이다.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 하여도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배우지 못한 범부라 볼 수 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한골에 

따라 일희일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해 주면 우쭐하고 

비난하면 낙담하는 것이다.  

  

못 배운 자와 잘 배운 자의 차이는? 

  

하지만 잘 배운 제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팔풍에 대하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이 나에게 생겨났는데,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알아차림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 마치 

바위산과 같이 흔들림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아주 단단한 

바위덩이가 비람에 움직이지 않듯 , 이와 같이 현명한 님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 (Dhp81)”라 하였다.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 또는 현명한 자는 바위산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칭찬과비난 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을 대하는 태도 역시 못 배운 

자들과 다르다. 행복에 대하여 단지 행복한 느낌으로 아는 것이다. 행복 

그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라지고 말 행복한 느낌으로 본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굳이 행복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 대로 

“이러한 행복이 나에게 생겨났는데,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다.(A8.6)”라고 알면 그 뿐이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지금 불행하다고 하여 영원히 불행한 것은 아닐 

것이다. 괴로운 마음 그자체는 일어날 만하여 일어 났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안다면 불행하다고 하여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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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길거리 응원에서 한골을 넣으면 하늘이 무너질 듯 “와~”하며 

환호한다. 반면 한골을 먹으면 땅이 꺼질 듯 “아~”하며 탄식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런 것이 팔풍에서 행복과 불행에 해당 될 것이다.  

  

환호와 탄식은 못 배운 자들에게 볼 수 있다. 가르침을 잘 배운 자들은 

결코 작은 이득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 등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게송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1. 

Lābho alābho ayaso yaso ca 

Nindā pasaṃsā ca sukhañca3 dukkhaṃ, 

Ete aniccā manujesu dhammā 

Asassatā viparīnāmadhammā.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 

이러한 인간의 원리들은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고야 마는 것이네. 

  

  

2. 

Ete ca ñatvā satimā sumedho 

Avekkhati viparīnāmadhamme 

Iṭṭhassa dhammā na mathenti cittaṃ 

Aniṭṭhato no paṭighātameti. 
  

이러한 것들을 알고 새김있고 현명한 님은 

변화하고야 마는 것들을 관찰한다. 

원하는 것이라도 그의 마음을 교란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것도 혐오를 일으키지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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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ssānurodhā athavā virodhā 

Vidhūpitā atthagatā na santi, 

Padañca ñatvā virajaṃ asokaṃ 

Sammappajānāti bhavassapāragūti. 

  

그것에 대하여 매혹이나 혐오는 

파괴되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으니 

경지를 알고 티끌의 여윔과 슬픔의 여윔을 올바로 알아 

님은 존재의 피안에 이르네.” 

  

(Dutiyalokadhamma sutta-세상 원리의 경 2, 앙굿따라니까야 A8.6, 

성전협 전재성님역) 

  

  

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나? 

  

첫 번째 게송을 보면 팔풍이라는 것은 변하고 마는 것이라 하였다. 두 

번째 게송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아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라고 하였다. 이는 팔풍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과 같다.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마치 타인처럼 

보라는 것이다. 설령 나에게 즐겁거나 괴로운 일이 일어 났을 때도 마치 

남 보듯이 지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 보았을 때 “파괴되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 것(Vidhūpitā atthagatā na santi)”이라 

하였다. 이는 위빠사나수행에서 “보면 사라진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지금 괴로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괴로움인줄 알면 괴로움은 즉각 

사라짐을 말한다. 이는 통증도 마찬가지이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그 통증을 보면 통증이 사라짐을 말한다. 그래서 

관찰수행을 하면 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보는 

순간 사라진다. 귀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귀신들렸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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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귀신들렸다고 하였을 때 이는 “귀신에게 휘들려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귀신은 어떤 것일까? 귀신은 실제 하는 것일까? 

  

어떤 이가 “귀신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어떤 이가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겠지요”라고 답하였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귀신은 

실제로 있는 것일까? 

  

위빠사나 수행처에서는 귀신에 대하여 실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마음장난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만들어 낸 귀신은 처음에는 ‘정지화상’으로 보이지만, 

그 영상에 휘둘리면 차츰 동영상으로 변한다고 한다. 마치 화가가 

귀신그림을 그려놓고 자신이 그려 놓은 귀신그림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것과 같다.  

  

귀신을 퇴치하려면 

  

귀신들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표상에 종속됨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귀신은 알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 마라상윳따(S4)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가 

있다. 

  

  

Atha kho māro pāpimā  

jānāti maṃ bhagavā,  

jānāti maṃ sugatoti dukkhī dummano  

tatthevantaradhāyīti. 

  

그러자 악마 빠삐만은  

‘세존은 나에 대해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알아채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그곳에서 즉시 사라졌다. 

  

(고행의 경, 상윳따니까야 S4.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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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개에 달하는 마라상윳따(악마의 모음)에 따르면 경의 말미에 위 

구절과 같은 정형구가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마라(악마)는 알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악마에 휘둘리지만 일단 악마의 

정체를 알아 버리기만 하면 그 즉시 사라짐을 말한다. 마치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는 순간과도 같다. 그래서 경에서는 마라가 “나에 대해 

알고 있다(jānāti maṃ)”라 하였다. 이는 부처님이 악마의 정체에 

대하여 알아 버렸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체가 들통나면 악마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는다. 그래서 정형구에서는 “그곳에서 즉시 

사라졌다(tatthevantaradhāyīti)”라 한 것이다.  

  

이처럼 악마는 알면 사라진다. 악마인줄 알면 더 이상 악마가 발붙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에 대하여 초기불교에서는 (1) 신으로서의 

마라(devaputta-māra), (2) 번뇌로서의 마라(kilesa-māra) , (3) 

오온으로서의 마라(khandha-māra) , (4) 업으로서의 마라(kamma-māra), 

(5) 죽음으로서의 마라(maccu-māra)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알면 사라질 것이다. 귀신이 귀신인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세 번째 게송에서는 ‘피안’에 대하여 노래 하고 있다. 조건에 따라 

형성된 현상이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알면 더 이상 

팔풍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 이는 다른 말로 괴로움이 

소멸된 것이다. 괴로움이 없는 세계가 바로 피안이라 볼 수 있다. 그 

피안은 일반적으로 열반으로 묘사 되고 있다. 

  

역동성인가 집단광기인가? 

  

또다시 월드컵시즌이 시작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열려서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시청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전의 경우 

출근길에 해당 되는 아침 7 시에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광화문광장과 

영동대로에서는 수 만명이 참가 하는 길거리응원이 있었다. 더구나 

경기가 시작 되기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는 

새벽을 길거리에서 맞은 것이나 다름 없다.  

  

새벽같이 모여 집단응원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까? 좋게 보면 한민족에게 내재 

되어 있는 ‘역동성’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나쁘게 본다면 

‘집단광기’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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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극과 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마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 겠어!”라 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미워 

죽겠어!”라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다름 아닌 ‘팔풍’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바람 부는 대로 휘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집단길거리 응원이라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다. 특히 불교적 관점에서 그렇다. 여기서 불교적 관점이라 함은 

출세간적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불자라면 저 바위산처럼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한골 넣었다고 하여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 하거나, 한골 먹었다고 하여 땅이 꺼질 것처럼 낙담하지 않는다. 

다만 바위처럼 지켜 볼 뿐이다. 그래서 골을 넣으면 “아, 골을 

넣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또 골을 먹으면 “아, 골을 먹었구나”라고 

역시 알아차리면 그 뿐이다.  

  

  

  

2014-06-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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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바른집중 

  

  

  

“잔소리 그만해” 

  

KTX 터미널에서 본 것이다. 아주 잘 차려 입은 20 대 초반의 아가씨가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귀하게 자란 듯이 보였다. 그런데 옆에 어머니로 

보이는 이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아가씨는 “잔소리 그만해”라고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면서 몹시 서운해 하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잔소리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주입하여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는 것이 잔소리의 주요한 

특징이다. 

  

잔소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듣기 싫게 필요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함’이다. 이전에 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역시 잔소리라 

볼 수 있다.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한이야기 또 하고 한이야기 또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은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르침이다. 

경전에 쓰여 있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새롭다. 

  

지난 6 월 14 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특별한 법회가 있었다. 

보리수선원 주관으로 네 분의 스님을 초청하여 ‘바른집중’에 대한 

법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얀마, 티벳, 중국, 우리나라 스님들이 

바른삼매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었다. 이 들 스님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미얀마빅쿠 이었다. 그것은 빠알리삼장을 모두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불렀다. 

  

미얀마삼장법사는 순다라빅쿠이다. 빠알리삼장은 물론 주석서와 

복주석서까지 모두 암송하여 암송에 관한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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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쿠이다. 이에 대하여 ‘삼장법사 순다라빅쿠의 암송능력, 특별한 

법회에 참가하고(2014-06-14)’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미디어붓다에 소개된 삼장법사 

  

삼장법사 순다라빅쿠에 대한 기사가 교계신문사이트에 실렸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에 한정된다. 네 분의 스님이 참석한 국제적법회의 

성격임에도 대부분 외면한 듯하다. 그러나 ‘불교닷컴’과 

‘미디어붓다’에서는 이를 실어 주었다. 특히 미디어붓다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소개 하였다. 

  

미디어붓다에서 순다라빅쿠의 특별한 암송능력에 대한 글을 볼 수 

있었다. 빠알리삼장을 모두 암송하여 미얀마의 13 명의 삼장법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외웠을까? 이에 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께서는 삼장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가? 외우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말하는데, 어떻게 앞에서 외운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유지하면서 외울 수 있는지 알려달라..  

 

“삼장법사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경을 외울 때 아침마다 새벽 4 시에 

일어나 부처님께 맑은 물 등을 공양올리고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모든 것을 얻을 것을 발원하며 삼마삼붓다를 명상하고 있었고, 

경장 외우기 전에 아나빠나 명상 수행을 5 분 정도 하고, 한 시간 정도 

경전 외우고 아침 먹고, 아침 먹고 나서 오전 10 시까지 경전을 계속 

외웠다. 점심 먹고 12 시부터 저녁까지 태양이 있을 때까지 경장을 

외웠다. 밤에는 외우지 않고 낮에 외운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려고 했다. 

수많은 페이지를 대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운 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외웠던 것을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것도 집중과 같다. 반복해서 외우고, 외운 것을 생각하다보니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8000 페이지 

가량의 삼장을 외웠다. 그렇게 외워서 삼장법사 시험을 봐서 통과할 수 

있었다. 집중 수행하다보면 누구나 자기 성격에 맞는 방법에 따라 

명상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 집중을 키울 때 첫 번째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명상하다가 나중에 자기에 맞는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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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선원 4개국 스승 초청 ‘바른 집중을 말하다’ 중계, 미디어붓다 

2014-06-16) 

  

  

이 글은 기사에 따르면 녹음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받아 쓴 것이라 한다. 

그러고 보니 이층에서 열심히 노트북자판을 두들기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아마 그 분이 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어떻게 해야 잘 외울 수 있나? 

  

삼장법사는 경전외우기에 대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 하고 있다. 오로지 

25 년동안 삼장만 암송하였다는 빅쿠는 하루 종일 암송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새벽 4 시부터 시작하여 잠들때까지 외웠다고 한다. 날이 밝을 

때는 새로운 경전을 외우고 밤에는 외웠던 것을 다시 되새김하는 식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법사에 따르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운 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나의 

게송을 열심히 외웠으나 다른 게송을 외움에 따라 이전 게송을 잊어 

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의 품(왁가)이 있을 때 그 안에는 여러 게송이 있다. 법구경의 경우 

하나의 품에 평균 16 개의 게송이 있다. 매일 하나의 게송을 외운다고 

하였을 때 16 일이면 족할 것이다. 그런데 매일 하나씩 외운다고 하여 

새롭게만 외워 간다면 그 이전 게송들은 모두 잊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잊어 버리지 않을까? 경험에 따르면 되새김하는 

수밖에 없다. 1 번 게송을 다 외우고 2번 게송을 넘어 갈 때 1 번 게송과 

함께 암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16 번째 게송을 외울때 역시 

1 번부터 반복하여 암송하므로 자연스럽게 16 개의 게송을 모두 다 외울 

수 있다. 아마 삼장법사도 이런 식으로 되새김 하여 외었을 것이다. 

그래서 “밤에는 외우지 않고 낮에 외운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려고 

했다”든가 “외운 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 

뜻으로 말 하였을 것이다. 

  

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바른집중(samma sama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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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법사 순다라빅쿠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외웠던 것을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것도 집중과 같다.”라는 

말이다. 이 말에 동의한다. 실제로 수 많은 경이나 게송을 외우면서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반드시 참선을 한다거나 선정삼매에 

들어 가는 것만이 집중(삼매)이라고 볼 수 없다. 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 역시 ‘바른집중(samma samadhi)’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을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마치 돋보기로 햇볕의 초점을 

맞추면 연기가 나듯이 집중을 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삼매인 사선정상태에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을 외우는 것 역시 강력한 집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운 것을 되새김할 때 그 집중은 최고조에 달한다. 예를 들어 금강경 

5249 자를 외웠을 때 집중의 힘이 없다면 가능할까? 천수경 1300 여자를 

암송하는데 있어서 잡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암송이라는 것은 집중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집중에 대하여 

바른집중이라 하였다.   

  

경전을 암송하는 즐거움 

  

삼장법사는 또 하나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 경전을 암송하는 즐거움에 

대한 것이다. 집중을 하여 경전을 암송하였을 때 마치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반복해서 외우고, 외운 

것을 생각하다보니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 공감한다. 특히 빠알리어로 외웠을 때 부처님과 직접 

대화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빠알리와 유사한 

마가디어로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경전에는 한문경전도 있고 우리말로 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왕 

외우려면 빠알리어로 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삼장법사처럼 

빠알리어로 외웠을 때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자들에게 가장 좋은 신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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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에게 여러 가지 신행방법이 있을 수 있다. 참선, 절수행, 

사경수행 등 각자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외우기’라 본다. 경전 중에서도 게송이 있다.  

  

게송은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짤막한 네 개의 구절안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초기경을 보면 

부처님이 산문체로 설명이 되어 있고 경의 말미에 게송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는 부처님이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게송을 

외우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핵심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사구게로 되어 

있어서 운율을 넣으면 노래가 될 수 있다. 

  

삼장법사 순다라빅쿠의 대념처경 낭송 

  

삼장법사 순다라빅쿠는 빠알리삼장을 모두 다 욌다고 하였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현재 13 분 밖에 없는 삼장 법사가 된 것이다. 그렇게 외운 

것이 미얀마본으로 8000 페이지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놀라운 

암송능력에 대하여 법회에서 볼 수 있었다.  

  

사회자 빅쿠가 암송능력에 대하여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사회자가 임으로 대념처경 호흡에 대한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막힘없이 낭송하였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불자수는 얼마나 될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는 

‘이천만불자’라 한다. 그러나 이는 부풀려 진 것이다.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천만불자’라 보아야 한다. 천만불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행생활을 할까?  

  

천만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절에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본다면 

천만불자들은 단지 정서적 불자, 무늬만 불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천만불자는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는 천만 불자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 

  

초기경전에 따르면 마땅히 의지할 스승이 없으면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였다.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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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이란 다름 아닌 ‘초기경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빠알리삼장’을 말한다.  

  

요즘 빠알리니까야는 우리말로 번역 되어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경전을 열어 보면 부처님과 곧바로 접할 수 있다. 

스승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스승은 초기경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경전은 한번 읽고 그치면 큰 의미가 없다. 경전이라는 것은 

늘 반복해서 읽어야만 맛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르침은 잔소리와 

다른 것이다. 잔소리는 듣기 싫은 것이지만 가르침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것이 경전에 쓰여 있는 가르침이다. 그런 

가르침에 대하여 순다라빅쿠는 8000 페이지에 달하는 빠알리삼장을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삼장법사 “불교도들은 매일매일 부처님의 

공덕을 명상하는 것도 바른 집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전외우기도 참선 못지 않게 

바른집중에 행당됨을 말한다. 반드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만이 

바른집중이 아니라 경전외우기 역시 바른삼매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스승이 없는 천만불자들에게 경전을 읽고 읽은 것을 

외우는 것만큼 좋은 신행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게송을 하나 외우고 매일 되새김 한다면 알 수 있는 것이다. 

  

  

  

2014-06-19 

진흙속의연꽃 

  

 

 


